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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종합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2기 한국의 대중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과정을 시기별로는 4단
계로 구분하고, 주요 개방 분야로 지역개방 전략, 외국인투자 전략, 해외투자
전략, FTA 전략, 미·중 통상관계를 선별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로 대외
개방정책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의 시기별 구분은 제1단계(초기 개방단계;
개혁개방정책이 천명된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제2단계(대외개방의 심화
단계; 1992년 남순강화부터 2001년 WTO 가입 직전까지), 제3단계(제도적
개방단계;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부터 2012년까지), 제4단계(주동적
경제외교전략 단계;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추진 이후)이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개방형경제 신체제’ 형
성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10대 과제(외국인투자 관리 혁신, 해외투자 촉
진 신체제, 대외무역 지속을 위한 신체계 구축, 전방위 대외개방의 신구도,
일대일로 전략 가속화, 국제경제협력 신공간 개척, 비즈니스 환경 개선, 안전
한 금융체계 구축, 지원보장 메커니즘 건설 강화, 개방형경제 안전보장 체계
건립)를 제시하였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경우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전략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시진핑 2기의 대외
개방전략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주요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바, 이는 한국에게 위험요
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리스크
와 한중 협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경
제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지역개방정책은 1980년대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연해개방도시, 연
해경제개방구, 성도(省会)와 자치구의 개방까지 대외창구를 지정하여 이른바
‘점(点)→선(缐)→면(面)→전방위(全方位)’의 점진적인 개방전략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WTO 가입 이후에는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전
략을 비롯한 지역통합 및 균형발전과 자유무역시험구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지역개방정책은 개방플랫폼 시험 강화(자유무역시
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일대일로’, 징진지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등 3대
전략 연계,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과의 협력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지역개방 관련 전략 및 정책에 따른 추가적
인 개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대중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반도와 국경을 접한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북방경제협
력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 즉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을 중국
의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동북 3성을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
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외국인투자 제도 정비기 → 외국인투자 장려 →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 → 네거티브 리스트제도 실험의 4단계 변화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향후 외국인투자법 통일,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전국 시행(2019년 예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제도 도입 추진 등으
로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대중 투자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정책이 주
는 투자 진출 기회를 포착하는 한편, 중국제조 2025 관련 분야의 시장개방
및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전국 시행에 대비하여 중국 진출 기업의 경
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중국이 연해지역보다는 중서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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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북지역으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인바, 이 지
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탐색단계(1979~92년), 조정단계(1993~2000년), 점진적
성장단계(2001~07년), 대규모 발전단계(2008년~현재)를 거치면서 발전해왔
다. 중국의 해외투자 수준은 개혁·개방 이후에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의 WTO 가입과 중국 지도부의 저우추취(해외투
자) 전략 강조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세를 거두었다. 그 결과 2016년 1,701억
달러(비금융부문)를 기록, 미국·영국에 이어 세계 3대 대외투자국으로 부상하
였다. 2015년 들어 외환보유고가 대폭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중국정부의 해
외투자에 대한 규범화 및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중
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일대일로 추진에 대한 연선국가의
부정적 반응, 미·중 통상마찰 격화로 인한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규제 강화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
으로 인한 관련 분야의 해외투자 확대 전망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로 인해 제3국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
라는 우려도 있지만, 제3국에서 한·중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중국기업의 한국 유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의 FTA 전략은 국제통상질서 편입 준비(1991~2001년), 글로벌 경제
체계 편입(2002~06년), FTA 전략 본격 추진(2007~12년), FTA 네트워크 구
축 가속화 및 업그레이드(2013년 이후~)의 4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WTO
가입으로 글로벌 경제체계에 진입한 중국은 화교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네
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에는 높은
수준의 FTA 구축 및 신무역의제 협상을 통한 협정 체결을 중요 전략으로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중국은 2018년 11월 현재 총 25개
국가 및 지역과 18건의 FTA 협정 체결을 완료하였다. 시진핑 지도부는 FTA

가 대외개방의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중·일 FTA 및
RCEP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통합을 주도하려는 입장이다. 또한 일대일로 이
니셔티브와 FTA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신무역의제(정부조달, 환경,
경쟁, 노동)에 대한 개방 압력에 대응하여 기체결 FTA 수준 제고를 점진적으
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활용,
중국과의 이견을 조율하고 한·중·일 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최근 중국의 FTA 추진 전
략 변화 요인(기체결 FTA 협정 개정을 통한 신무역의제 대응, 높은 수준의
FTA 구축 추진 등)을 한·중 FTA 제2단계 협상에 반영하여 높은 수준의 협상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1979년 미·중 수교에 이어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상호간 경제적 중
요성이 확대된 반면 중국경제의 국제적 위상 제고가 이루어지면서 미·중 관계
는 대립과 갈등관계도 형성되었다. 특히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비해
보다 강경한 대중 통상제재 조치를 취하고 중국도 적극 대응한 결과 양국 통상
분쟁은 한층 격화되었다.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은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 전략
추진, 중국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같은 요인 때문에 더욱 확대될 가능
성이 있다. 미·중 간 통상관계 변화는 한국과의 통상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중 위안화 환율조작국 지정
및 환율절상 압력이 한국에 대한 원화강세 압력과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양국의 불공정한 무역제재로 인해 한국기업이나 산업
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무역구제 조치나 WTO 제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중 해외투자 제재와 관련된 통상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미국 통상압력에 대한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는 한국
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한·중 FTA 후속 협상에 반영하여
중국시장 진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한국
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위급 대화 채널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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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연구의 내용 및 특징

1. 연구의 목적
2018년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40년간 경제특구 설치로 시작된 중국의 대외개방은 천안문 사태로
후퇴하였으나, 이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1992년)로 재추진되었고, WTO
가입(2001년)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중국이 경
제대국 및 무역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국은
1978년 세계 10위에서 2010년 이후 세계 2위의 경제대국(G2)으로 부상
하였고, 1978년 세계 29위에서 2013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
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내 경제
의 구조적 문제들이 노정되면서 대외개방과 국내의 구조조정을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국으
로부터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
경 변화에 맞추어 중국은 새로운 대외개방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으로 시진핑 집권 이후 ‘일대일로’로 대표되는 경제외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혁·개방 정책 표방 이후 40년간 중국의 대외개방정
책이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쳐왔고, 개방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조
치가 실시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
의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
울러 ‘일대일로’ 건설로 대표되는 시진핑 2기 경제외교정책의 추진 방향
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중 경제협력 추진 시에 어떠한 기회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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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과정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또 이를 활용해왔는지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중 경제협력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7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전당대회에서는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한다는 시진핑 2기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목
표를 설정하였고, 이러한 목표 아래 추진되는 정책은 ‘일대일로’를 핵심
으로 하는 ‘개방형 경제 신체제(new open economy system)’를 구축하
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
국은 무역강국 건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자유무역시험구의 자주권 확
대 및 자유무역항구 건설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외국인투자 정책
에서는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
하는 것을 포함한 대대적인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미·중 간 통상마
찰로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의 압박을 중국의 대외개방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중국이 스스로 추진하는 개방의 속도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도 국내시장 개방을 가속화함으로써 이에 대응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25년간에 걸쳐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 2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
향력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경제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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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한·중 간에는 한·중 FTA 후속 협상 추진, 제3국 공동진출, 중국
의 ‘일대일로’와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연계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7년 말에 개최
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하면서 중국의 FTA 전략, 외국인투자 정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해졌다.
따라서 향후 한·중 정부간 경제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기
초 자료로서 시진핑 2기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
우 긴요해졌다. 아울러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는 중국에 진출해 있거
나, 향후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인 동
시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협력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역개방 전략, FTA 전략, 외국인투자 전략, 해외투자
전략 등 주요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함께 미·중 관계 분석
을 통해 향후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중국 협력 및 진출 전략 수립에 필요
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내용 및 특징
가.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천명 이후 40년간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대외개방정책 목표 및 주요 개방
조치를 정리하였다. 특히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을 지역개방 전략,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해외투자 전략, FTA 전략, 미·중 관계로 나누어 각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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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단계의 추진 목표, 전략, 정책 및 조치 등을 정리하고, 관련 분야의
핵심 정책 또는 조치를 집중 분석하였으며, 시진핑 2기의 전략 방향을 정
리하였다.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장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40주
년을 맞이하여 대외개방정책의 추진 과정, 각 단계의 핵심 정책과 조치를
정리하고, 향후 대외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
국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개혁·개
방 정책이 천명된 1978년부터 덩샤오핑의 남순강화가 이루어지기 직전
까지의 제1단계(초기 개방단계), 남순강화가 이루어진 1992년부터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의 2단계(대외개방의 심화단계), 2001
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 이후부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가 추진되기 직전까지의 제3단계(제도적 개방단계),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4단계(주동
적 경제외교전략 단계)이다. 아울러 향후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간단히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지역개방 전략을 분석하였다. 점 → 선 → 면 →
전방위 개방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지역개방 전략 추진 과정과 주요 조치,
자유무역시험구 건립 등 지역개방 전략을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
하여 분석하고, ‘일대일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개
방 전략을 평가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인진라이) 전략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투자 분야 개방 과정을 중국의 산업육성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외국
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의 변화, 주요국 및 지역과의 투자협정(BIT) 추진
방향,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금융시장 개방 동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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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중국의 해외투자(저우추취)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본격화된 해외투자 전략의 추진 배경, 전략, 관련 정책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글로벌 산업협력 등)과 조치, 순해외투자국 전환과
‘일대일로’ 건설에 따른 시진핑 2기의 해외투자 전략 등을 전망하였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FTA 전략을 분석하였다.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과
WTO 가입 이후 가속화된 중국의 FTA 추진 전략, 중국이 체결한 FTA를
통해서 본 FTA 추진 전략의 변화, ‘일대일로’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CJK,
RCEP) 과제를 중심으로 시진핑 2기의 FTA 전략을 정리하였다.
제7장에서는 미·중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미·중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의 대외경제 관계 구축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위안화 환율, 시장경제지위, 불공정
무역행위 및 WTO 관련 이슈 등 미·중 간의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분석
하고, 향후 미·중 간 통상분쟁 이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결론에 해당하는 제8장에서는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 전략과 주요 과
제를 정리하였다. 중국의 13차 5개년 규획, 중국 공산당 제19기 전당대
회 보고,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주요 문건 분석을 통해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개방정책 목표로 설정된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
의 목표와 주요 개방정책의 과제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1992년 한·중 수
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에서 한국의 위상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 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략을 모색하였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본 한국의 위상을 분석
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 산하의 국제경제무역합작연구원(CAITEC)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수교 이후 중국의 대한국 경제협력 전략의 변화 과
정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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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반면, 중국
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 경제협력 과제와 대응방안을 정리하였다.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중국 내에서는 개혁·개방 30주년을 즈음하여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들이 출간된 바 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발간된 보고서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외개방정책 추진 이후 30년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로는 唐任伍, 马骥(2008)를 들 수 있다. 동 보고에서는 중
국의 개혁·개방 30년에 즈음하여 중국의 대외개방 관련 정책과 대외무역체
제, 지역개방정책, 홍콩과 마카오 반환, 무역대국 굴기,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 중국의 무역마찰 대응, 대외개방과 국가안전 문제 등 대외개방 이
슈를 분석하고, 대외개방 연표를 정리하였다.1)
赵晋平 外(2015)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뉴노멀 시

대 진입에 따른 새로운 대외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
에서는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서비스 부문 개방, 자유무역시험구, 높은
수준의 FTA 추진, ‘일대일로’ 추진 등 6대 핵심 영역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였다.2)

1) 唐任伍, 马骥(2008).
2) 赵晋平 外(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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吕薇, 马名杰, 熊鸿儒(2017)에서는 글로벌화와 인터넷화 과정에서 중

국의 대외개방 혁신 체계를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개방 분야의 혁
신을 위한 전략적 사고, 법률과 제도, 과학기술 분야 개방, 기업 주도형의
새로운 개방 네트워크 구축, 인터넷과 개방 혁신, 국제규칙과 개방 혁신
에 대한 영향, 주요국의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3)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 회고와 전망 총서의 하나로 발간된 隆国强
主编(2017)의 연구에서는 시진핑 시기의 중국 대외개방정책 기조인 개방

형 경제의 신체제 구축 방향을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외개
방 과정을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외국인투자 이용, 중국의 해외투자, 지
역의 대외개방, 경제특구, 제도적인 개방으로 나누어 중국의 대외개방
40년의 변화와 향후 과제를 분석하였다.4)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보고서5)에서는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을 지역
개방, 대외무역, 외자이용, 해외투자, 금융개방,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등
으로 구분하여 전략과 주요 관련 정책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개방 40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국내 보고서는 많
지 않다. 양평섭, 나수엽 편(2013)에서는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개혁 추진 과정, 향후 개혁 방향, 한·중 관계 및 대중 진출에 미
칠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6) 동 보고서는 대외개방에 대해서는 시진핑
집권 이후 주요 개방정책 추진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외에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다룬 연구는 매우 드

3) 吕薇, 马名杰, 熊鸿儒(2017).
4) 隆国强 主编(2017).
5) 国家发展改革委员会 国际合作中心对外开放课题组(2018).
6) 양평섭, 나수엽 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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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2017)에서는 한·중 수교 후 25년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학술 분야의 한·중 협력 현황, 이슈와 쟁점,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하였다.7)

표 1-1

연번

1

2

3

4

5

중국의 대외개방 관련 주요 선행 연구
연구자

주요 연구 내용

唐任伍, 马骥(2008)

- 과제명: 뺷经济改革30年: 对外开放券뺸
- 중국의 개혁·개방 30년에 즈음하여 중국의 대외개방 관련 정책과 현안을 분석하고,
대외개방 연표 정리.
· 중국 대외개방정책의 추진 과정
· 대외무역체제, 지역개방정책, 홍콩과 마카오 반환, 무역대국 굴기,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 중국의 무역마찰 대응, 대외개방과 국가안전 문제 등 대외개방 이슈 분석

赵晋平 外

(2015)

- 과제명: 뺷全球化背景下的开放创新体系建设뺸
- 글로벌화와 인터넷화에 따른 중국의 도전, 대외개방 분야 혁신의 필요성, 주요 요인의
개방에 대한 영향, 개방의 혁신 방향 등을 제시.
吕徽, 马名杰, 熊鸿儒
· 글로벌화 과정에서 중국의 대외개방 혁신체계 분석
(2017)
· 개방 분야의 혁신을 위한 전략적 사고, 법률과 제도, 과학기술 분야 개방, 기업 주도형
의 새로운 개방 네트워크 구축, 인터넷과 개방 혁신, 국제규칙과 개방 혁신에 대한
영향, 주요국의 사례 등 분석
隆国强 主编

(2017)

- 과제명: 뺷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 中国对外开放40年뺸
- 시진핑 시기의 중국 대외개방정책 기조인 개방형 경제의 신체제 구축 방향을 분석.
· 중국의 대외개방 과정을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외국인투자 이용, 중국의 해외투자,
구역의 대외개방, 경제특구, 제도적인 개방으로 구분하여 분석

国家发展改革委员会 - 과제명: 뺷中国对外开放40年뺸
国际合作中心对外开 - 중국의 대외개방 40년 동안의 대외개방정책 변화를 분야별로 정리 분석함.
放课题组
·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을 지역개방, 대외무역, 외자이용, 해외투자, 금융개방, 글로벌

(2018)

6

- 과제명: 뺷对外开放关键領域的 新突破뺸
- 중국의 6대 핵심 영역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뉴노멀 시대 진입에 따른 새로운 대외경제정책
추진 방향 제시
·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서비스 부문 개방, 자유무역시험구, 높은 수준의 FTA 추진,
‘일대일로’ 추진 등 6대 핵심 영역에서 중국의 전략 방향 제시

양평섭, 나수엽 편
(2013)

거버넌스 참여 등으로 구분하여 전략과 주요 관련 정책 정리

- 과제명: 뺷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뺸
-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개혁 추진 과정, 향후 개혁 방향, 한·중 관계
및 대중 진출에 미칠 영향 분석.
· 중국의 중장기 경제 개혁 과제에 대한 종합적 연구
·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미칠 영향 및 시사점 분석

7)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2017).

제1장 서론 ❙ 27

표 1-1

연번

7

계속
연구자

주요 연구 내용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17)

- 과제명: 뺷한중 수교 25년사뺸
- 한·중 수교 25년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학술 분야의 협력 현황, 이슈와 쟁점, 향후
전망 등을 분석.
· 한·중 협력 25년의 현황, 이슈와 쟁점 정리
· 총론, 정치외교, 군사국방, 경제협력, 무역과 투자, 대중 문화, 학술, 역사 등
· 한·중 관계의 발전사, 한·중 공공외교의 성과, 한·중 협력 주요 통계, 문건 정리

자료: 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주요 문건 분석을 통해 대외개방정책 추진 이후
40년 동안의 관련 정책의 변화 과정과 시진핑 집권 2기의 전략을 평가하
고,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한·
중 경제협력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방 전
략, 주요 개방 조치 및 향후 전략 방향을 정리하였다. 특히 중국 대외개
방을 지역개방,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FTA 등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분
석하고 향후 중국의 정책 방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에 비
해 종합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 방법으로 중국의 과거 40년 동안 발표된 중국의 중요 문건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 정책, 조치를 분석하였다. 이
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연구에 비해 중국 대외개방 전략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가치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중 수교 이후 25년간 한·중 간 경제협력을 평
가하고, 아울러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변화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
였다. 특히 중국의 대외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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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연구원(CAITEC)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중국의 입장에서 한·
중 관계에 대한 평가와 협력방안을 보완하였다.
넷째, 부록에 중국의 대외개방 40년 동안 시행된 주요 개방조치를 중
심으로 대외개방 연표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중국경제 국제화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위안화 국제화와
중국의 글로벌 거번너스에서의 영향력 확대 문제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
하여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2장에서 제도적 개방단계와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단계를 분석하는 과
정에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였고, 중국의 글
로벌 거버넌스 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미·중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시
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미·중 관계를 다루었다.
후속 연구로서 중국의 개혁정책 40년의 변화 과정과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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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중국 내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 제3차 전체회의
(이하 제11기 3중전회)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대외개방 과정을 3단계 또는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唐任伍, 马骥는 제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천명한 이후

30년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WTO 가입 이전의 정책적 개
방단계와 이후의 제도적 개방단계로 구분하였다.8) 중국이 WTO에 가입하
기 이전에는 지역개방, 산업개방 등 정책적 조치를 통해 개방을 추진해왔
으나,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개방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제
도 개선을 통해 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장옌성(张燕生)은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경제의 국제화 과정을
1949년부터 1978년까지의 내향형 발전단계와 1978년 이후의 외향형
발전단계로 구분하고, 외향형 발전단계를 대외개방의 시작단계(1978~
91년), 시장을 기초로 한 외향형 경제체제의 건설단계(1992~2001년),
국제적인 규칙이 통하는 개방형 경제체제의 신단계(2002~08년)로 구분
하였다.9)
중국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Development Research Center)의
롱궈창(隆国强) 부주임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대외개방 시
작단계(1978~91년), 초기 개방단계(1992~2001년), 규칙화 개방단계
(2002~12년), 대국 개방단계(2013년~현재)로 구분하였다.10) 롱궈창은
8) 唐任伍, 马骥(2008), pp. 7~15.
9) 国家发展改革委员会对外经济硏究所(2009), pp.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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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방단계에서 이루어진 대외개방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
외개방의 시작단계에서는 대외개방의 이론적인 틀 정비, 경제특구 건설
과 외국인투자 환경 정비, 외국인투자 유치와 가공무역 발전, 외환관리제
도 개혁을 통해 중국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대
외개방의 심화단계에는 산업정책과 외자정책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이중
환율제도의 도입과 경상항목 자유화, 대외무역체제 개혁을 통한 수출 확
대가 이루어졌다. 규칙화 개방단계에는 WTO 가입 양허에 따른 개방과
개혁의 추진, 상품과 서비스무역 확대를 통한 무역대국 부상, 외국인투자
유치(인진라이)와 해외투자(저우추취)의 결합을 통한 해외투자대국으로서
초보적인 입지 확립, FTA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협력 강화, 금융시장 개
방과 위안화 국제화 추진 등이 이루어졌다. 대국 개방단계에는 자유무역
시험구(FTZ: free trade zone)를 통한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 ‘일대
일로’ 건설 추진,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전환, 글로벌 거버넌스 제
정 과정에 대한 중국의 참여 확대가 이루어졌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다.11) 제1단계(1978~2000년)는 지역개방을 중심으로
대외개방이 이루어진 시기로서 중국이 연해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방하고,
점차 연강(沿江), 연변(沿边), 내륙으로 확대한 시기이다. 제2단계(2001~
12년)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적극적이고도 주동적으로 글로벌 경제
체제에 진입한 시기이다. 제3단계(2013년~현재)는 ‘일대일로’를 핵심으
로 하여 전면적이고도 새로운 개방 포석을 형성한 시기이다.

10) 隆国强 主编(2017), pp. 1~20을 바탕으로 작성.
11) 国家发展改革委员会 国际合作中心对外开放课题组(2018), pp.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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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개방 단계에 관한 국내 연구 중 하나인 양평섭, 나수엽 편
(2013)에서는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를 중국의 WTO 가입 이전의 정책적
개방기와 그 이후의 제도적 개방기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개
방의 모색기, 개방의 확대기, 개방의 심화기, 세계화 추진기, 주동적 개방
추진기로 구분하였다.12) 주동적 개방 추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
하면서 나타난 국제환경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외개방을
추진한 시기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개혁·개방 정책이 천명된 1978년부터 덩샤오핑의 ‘남
순강화’13)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의 제1단계(초기 개방단계), ‘남순강화’
가 이루어진 1992년부터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의
제2단계(대외개방의 심화단계),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 이후부
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가 추진되기
직전까지의 제3단계(제도적 개방단계), 2013년 ‘일대일로’ 전략 추진 이
후부터 현재까지의 제4단계(주동적 경제외교전략 단계)이다. WTO 가입
이전까지 중국은 자국의 필요에 의해 국내 시장을 개혁하고 개방하는 전
략을 추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자국의 개방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
치함으로써 국내의 자본 부족을 해결하고, WTO 가입을 위한 협상에 대
비해야 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 중국의 개방은 국내의 제도와 정
책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추어 바꾸어가는 방식으로 전행되었
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가입 당시 약속했던 양허사항을 이

12) 양평섭, 나수엽 편(2013), pp. 418~422.
13)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로 불리는 덩샤오핑이 우창
(武昌),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상하이(上海) 지역을 시찰하면서 발표한 일련의 강화(讲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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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야 했다. 이러한 면에서 중국의 개방은 수동
적 또는 피동적(passive)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WTO 가입
양허사항에 대한 이행이 완료되고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이 제고된
후,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을 구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국내의 구조적
문제들이 노정되면서 국내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2013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는 ‘새로운 개방
형 경제체제 구축’을 대외경제 분야의 개혁 목표로 설정하는 동시에 ‘개
방을 통해 국내 개혁을 촉진(以开放促改革)’한다는 방침을 설정하면서 중
국의 대외개방도 적극적이고도 주동적(positive)인 개방 전략으로 전환되
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회귀 전략
(pivot to Asia)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중국도 경
제대국으로서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인 경제외교 전략 차원에서 대외개방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그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다.

가. 초기 개방단계(1978~91년)
대외개방의 시작단계는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천명한 이후부터 1992년 1월에 있었던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양평섭, 나수엽 편(2013)에
서는 동 시기를 정책적 개방기로 구분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중국의 대외
개방이 지역개방과 산업개방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에 의해 이루어진 시
기이기도 하다. 중국 내에서 최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대외개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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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대외개방이 장기 기본국책으로 자리 잡게 되
었다. 1979년 5월 덩샤오핑은 “소위 개방은 외국 자금과 기술을 대량 흡
수하여 우리나라의 4개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언
급함으로써 대외개방의 목적이 외국 자금과 기술의 유입에 있음을 밝혔
다. 또한 1978년 11월에 발표한 ｢사회주의도 시장경제를 할 수 있다｣라는
기고문에서는 “4개 현대화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명확한 개방
적 대외정책(开放的对外政策)이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14)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는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개혁과 개방
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982년 9월에 개최된 제12기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행한 후야오방(胡耀邦)의 보고에서는 “대외개방은 확고부
동한 전략방침(战略方针)”이라고 규정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대외
경제기술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15) 1984년 10월에 개최된 중
국공산당 제12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중공중앙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에서 “11기 3중전회 이래 대외개방이 장기적인 기본국책(基本国策)
인 동시에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는 전략조치이다”16)라고 명
기하고, 1982년 12월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18조17)에서 외
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를 허용하였다. 또한 1987년 10월에 개최된 제13
기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보고에서는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고, ‘1개 중
심(경제건설)과 2개 기본점(4항 기본원칙 견지, 개혁·개방 견지)’을 중국

14) 덩샤오핑의 개방사상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唐任伍, 马骥(2008), pp. 5~7을 참고한다.
15) 胡耀邦(1982).
16) “11기 3중전회 이후 개방을 장기 기본국책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전략조치로 삼는다(十一届三中全会
以来, 我们把对外开放作为长期的基本国策, 作为加快社会主义现代化建设的战略措施).” 中共中央(1984),
｢中共中央关于经济体制改革的决定｣ 참고.
17) ｢中华人民共和国宪法(198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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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사회주의 기본노선(基本路缐)으로 설정하였다.18)
이 시기에 중국은 선진 기술과 설비 도입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는 데
개방의 목표를 두고,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연해개방지역 등 대외개
방 창구를 설치하였으며, 외국인투자 관련 삼자기업법 제정 등 외국자본
의 유치를 위한 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중국은
외환, 자본, 기술,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형 외자기업을 유치
하는 동시에 본토기업의 수출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경기과열과 물가폭등으로 개방에 대한 비판적 논쟁이 제기되
면서 1989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3기 5중전회에서 투자 철회
와 금융 긴축을 포함한 ‘치리정돈(治理整顿)’ 정책을 3년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 발생 이후 서방국가의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대외개방도 후퇴하게 되었다.

나. 대외개방의 심화단계(1992~2001년)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서방의 경제제제에 따른 중국경제의 위축과
1991년 구소련과 동구권의 해체 등 국제사회의 대변혁이 이루어지면서
중국도 새로운 변화의 압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덩샤오핑은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중국 남부 개방지역을 순회하면서 ‘남순강
화’를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1개 중심 2대 기본점’의 기본노선은 100년
간 불변이라 강조하며 보다 대담한 개혁과 개방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
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정신을 이어받아 1992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18) 赵紫阳(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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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제14기 전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이라는 개
혁 목표를 설정하고, 접경지역과 내륙의 성과 자치구 개방을 포함한 전방
위 개방 전략 방침을 밝혔다.19) 1993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
14기 3중전회에서는 ｢중공중앙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에 관한 약
간 문제의 결정｣20)이 채택되었으며, 동 결정에서는 △ 대외개방 속도의
가속화 △ 4연(沿)의 전방위 지역개방 실행 △ 국제규칙에 부합한 대외경
제 무역제체 구축 △ 외국인투자를 통한 자금, 기술, 인재, 관리경험 도입
등을 대외경제정책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WTO 가입
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제도 개혁, 전방위 지역개방, 산업정
책과 외국인투자 정책의 연계, 이중환율제도 폐지, 대외무역관리 법제화
등의 대외개방 조치가 이루어졌다.

다. 제도적 개방단계(2002~12년)
1986년 7월 GATT 회원 자격 회복 협상 개시 이후 15년간의 협상21)을
거쳐 2001년 12월 11일 중국이 143번째로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의
대외개방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개방정책은 정책성 개방에서 제도적 개방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이 WTO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
에서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대외무역 관련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19) 江泽民(1992).
20) 中共中央(1993), ｢中共中央关于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若干问题的决定｣.
21) GATT 회원 회복 협상 신청(1986. 7. 10) → WTO 가입 협상(1995~) → WTO 옵서버 자격 획득(1995. 6)
→ 한·중 간 중국의 WTO 가입 합의 달성(1997. 8. 26) → 중·미 WTO 가입 합의 달성(1999. 11. 15) → 중국
의 WTO 가입(200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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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6기 전당대회에서 장쩌민(江
泽民) 총서기는 ｢전면 샤오캉사회 건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국면을

열다｣라는 제목의 보고22)에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동 보고에서 ‘외국인투자(인진라이)와 해
외투자(저우추취)의 상호 결합을 견지하고, 대외개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한다’는 대외개방정책 추진 목표가 제시되었다. 아울러 ‘개방으로써
개혁을 촉진한다(以开放促改革)’는 방침 아래 국내의 제도를 개혁하고,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확대를 통해 무역대국의 지위를 확립하고, 외국인
투자를 질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되었다. 2003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6기 3중전회에서는 △ WTO의 요구에 맞춘 국내
제도 정비 △ 국내의 지역 및 산업 발전 전략과 외국인투자 유치의 연계
△ 국제지역협력 확대와 해외투자를 통한 중국의 경쟁력 강화 등을 대외
정책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2007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7
기 전당대회 보고23)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외경제정책에 더하여 △ 글로
벌 에너지 및 자원 협력의 적극적인 추진 △ FTA 전략과 양자 및 다자
경제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WTO 가입 양허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개방과 함
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해외투자 전략, FTA 전략 및 위안화 국제
화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중국의 WTO 가입 양허 이행 완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의 공급과잉, 외환보유 대국 부상,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TPP 추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중국의

22) 江泽民(2002).
23) 胡锦涛(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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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개방정책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라.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단계(2013년~현재)
중국 공산당 제18기 전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core)으
로 하는 중국의 신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중국은 2009년과 2013년에 각각 세계 수출 1위,
세계 무역 1위 국가로 자리 잡았고, 2010년에는 일본을 넘어서 미국에
이어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경제와 무역 대국으로서 중국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외경제정책에서도 근본적인 변
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위상 변화에 발맞추어 중국은 세계경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해오고 있다. 중국
의 대외개방정책이 과거의 피동적·수동적 개방 전략에서 적극적·주동적
개방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로 대표되는 경제
외교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전당대회 보고24)를 통해 대외
개방 정책 추진 목표로서 ‘개방형 경제 수준의 전면적 제고’를 제시하였
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 적극적이고도 주동적인 개방 전략
추진 △ 대외무역 발전 방식의 전환 가속화 △ 개방 방식의 혁신 △ 대외
무역의 균형발전 추진 △ 세계적 수준의 다국적기업 육성 △ 자유무역 전
략 실시 가속화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국은 적극적·주동적 개방 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며, 주동적 개방

24) 胡锦涛(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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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일환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와 더불어 FTA 추진 속도
가속화를 제시하였다.
2013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개
혁의 전면 심화에 관한 일련의 중대 문제 결정｣25)에서는 개방을 통해 개
혁을 촉진한다는 원칙 아래 대외개방의 목표로서 ‘개방형 경제 신체제
(new open economy system) 구축’을 설정하였다.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의 과제로서는 △ 서비스 및 제조업 분야의 투자진입 제한 완화 △ 자
유무역시험구의 확대 △ 개인의 해외투자 허용 및 해외투자 방식(그린필
드형 투자, M&A, 증권투자 등)의 다양화 추진 △ FTA 추진 확대 및 높
은 수준의 FTA 체결 등을 제시하였다.
2017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전당대회 보고26)에서는
개방을 혁신, 협조, 녹색, 공향 등과 함께 5대 신발전 이념의 하나로 설정
하였고, 대외개방 추진 목표로서 ‘전면적 개방의 신포석 형성 추동’을 설
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일대일로’ 건설을 중심으로 하
여 △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의 병행 중시 △ 무역강국 건설 추진 △ 높
은 수준의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편리화 정책 실행 △ 자유무역시험구의
권한 강화 및 자유무역항 건설 △ 해외투자 방식의 혁신 및 글로벌 산업
장비 협력 촉진을 통한 국제경쟁력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고에서
는 “‘일대일로’의 공동 건설은 중국이 추구하는 전방위 외교 포석의 중요
한 수단이다”라고 제시함으로써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대외개
방 전략을 넘어선 경제외교 전략임을 분명히 하였다.27)

25) 胡锦涛(2012).
26) 习近平(2017).
27) 중국 공산당 제19기 보고에서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倡议),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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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시기는 중국이 세계경제 및 무역대국으로 진입하면서 대외개
방이 대국 개방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28) 2010년에는 중국이
일본을 넘어서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2013년에는 미국
을 넘어서 세계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세계 3위의 외국인투자
유치국인 동시에 해외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경제적 위
상에 기반을 둔 대외개방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표 2-1

중국의 대외개방 4단계 구분

구분

주요 사건

주요 대외개방 조치

- 덩샤오핑, 기술 도입, 수출 확대를 위한 대(大)정책 제기(1975) → 구무(谷牧) 부총리
대표, 유럽 5개국 50개 도시 조사단 파견(1978. 5. 2~6. 6) → 중앙정치국 대표단 보고
개혁·개방
청취(1978. 6. 30) → 국무원, 현대화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이론 학습회 개최(1978. 7.
천명
6~9. 9, 덩샤오핑 지시) → 덩샤오핑 일본 방문 시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천명(1978. 10)
초기 개방단계 (중국 공산당
- 치리정돈 정책, 천안문 사태로 개방 후퇴
(1978~
제11기
91년)
3중전회,
- 11기 3중전회,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고, 개혁·개방 실행’ 결정(1978. 12) → 12기
1978. 12. 18~
3중전회, ｢중공중앙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1984. 10)
22)
- 주요 개방 조치 : △ 외국인투자 기본법 정비 △ 대외개방창구 설립(점 → 선 → 면) △
대외무역체제 개혁 △ ADB 가입(1986. 3. 10), GATT 복귀 신청(1986. 7. 10)
- △ 구 소련 해체(1991) 및 동유럽 변화 △ UR 협상 타결(1993. 12), GATs, TRIMs,
TRIPs 협정 통과; WTO 출범(1995) △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1997)
- WTO 가입 협상 개시(1995~) → WTO 옵서버 자격 취득(1995. 6) → 중·미 간 WTO
가입 합의 달성(1999. 11. 15)
대외개방 심화
단계
(1992~
2001년)

남순강화
(1992. 1.
18~2. 21)

- 덩샤오핑, 남순강화(1992. 1. 18~2. 21)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 제출(14대 보
고, 1992. 10. 12~18)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에 관한 약간 문제의 결정｣(제14
기 3중전회, 1993. 11. 11~14)
· 대외개방 진일보 확대, 개방 속도 가속화, 개방형 경제 발전; 전방위 개방 실행; 대외경제
무역체제의 진일보 개혁, 국제규칙에 부합한 은행 기제 건립; 외자·기술·인재 적극 유입
- 국무원, ｢진일보 대외무역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 발표(1994. 1. 1)
- 주요 조치 : △ 전면적 지역 개방 △ 대외무역체제 개혁 및 무역법규 제정 △ 이중환율제
도 폐지(1994. 1) 및 IMF 8조국 가입(1996. 12) △ 외국인투자와 산업정책 연계 △ 방콕
무역우대 협정 가입, APEC 가입, 10+3 참여, SCO 설립 △ 서부대개발 영도소조 설립
(2000. 1)

드, 제11차 ‘일대일로’ 국제 협력 고위급 포럼 등을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등과 함께
전방위 외교 포석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에 관한 의견｣에서
는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일대일로’ 전략과 국가 외교전략의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언
급하고 있다. 习近平(2017).
28) 隆国强 主编(2017),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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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구분

주요 사건

주요 대외개방 조치
- 중국의 WTO 가입(143번째 회원국, 2001. 12. 11)
- 글로벌 금융위기(2008~), 유럽 재정위기(2010~) 발생
- 대외개방 수준의 전면적 제고(제16대 보고, 2002. 11. 8) → 국내 제도 정비, 지역·산업
전략과 외국인투자 연계, 지역협력 확대(제16기 3중전회, 2013. 10) → 에너지 및 자원
협력, FTA 전략 강화(제17대 보고, 2007. 10)

제도적 개방
단계
(2002~
12년)

- WTO 가입 양허 이행, 대개방을 통한 대개혁(以大开放促大改革)
· 무역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약속 이행 → ‘규칙화’ 개방단계 진입
WTO 가입 - 인진라이와 저우추취의 상호 결합, 대외개방 수준의 전면 제고(16대 보고) → 개방형
(2001. 12. 11)
경제 수준 제고(17대 보고)
- ｢외국인투자 지도방향｣(2002. 2. 11, 4. 1 시행), QFII 실시(2002. 12. 1), 대외무역법
개정(2004. 7 시행), 외자은행 위안화폐 업무 허용(2004. 12. 1), 내외자기업 통일 소득
세법 시행(2008. 1. 1)
- 중·ASEAN FTA 서명(2003. 6. 18, 10. 1 발효), CEPA 서명(2013. 6. 29, 2004. 1.
1 시행), 중국·칠레 FTA 서명(2005. 11. 18, 부산), 중국·파키스탄 FTA(2006. 11. 24)
- 제1차 중·미 전략 경제대화 개최(2006. 12. 14)
- 빈하이 신구 종합개혁 시범 승인(2006. 5. 26)
- GDP 일본 추월(2010) → G2부상; 세계 최대의 제조대국(제조업 생산 미국 추월); 세계
최대 상품 수출국(2009년 독일 추월); 세계 1위 무역대국(2013년 미국 추월); 외국인투
자 유입국 및 투자국 → 2013년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단계
(2013년~ )

‘일대일로’
건설 제기
(2013년~)

- 개방형 경제 수준의 전면적 제고(제18대 보고) →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제18기 3중
전회)
·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에 관한 의견｣(2015. 5. 5)
- 전면 개방 신국면 형성 추동(제19대 보고)
· 글로벌화 시각에서 혁신 추동: 개방혁신체제 구축, 심도 융합의 개방혁신 국면 형성
- ‘일대일로’ 건설 추진
· 상무부·발개위·외교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비
전과 행동｣발표(2015. 3. 28)
- 주요 조치 : △ ‘일대일로’ 전략 추진 △ 대외무역강국화 전략 △ 자유무역시험구(2013)
및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정(2018) △ FTA 가속화 △ 해외투자 강화 △ AIIB 출범과 위안
화의 SDR 편입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개방단계별 주요 개방 조치
가. 초기 개방단계(1978~91년)
개혁·개방 초기에 중국은 자본, 기술, 외환, 시장 부족 현상을 외국자
본과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해결하는 동시에 수출을 확대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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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개방의 목표를 두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대외개방 조치는 선진 기술
과 설비 도입의 창구로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개방창구를 지정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
구, 연해개방지역 등 대외개방 창구를 설치하였고, 외국인투자 관련 삼자
기업법 제정 등 외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은
외환, 자본, 기술,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형 외자기업을 유치
하는 동시에 본토기업의 수출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표 2-2

초기 개방단계의 주요 개방 조치
구분

주요 개방 조치

주요 문건

- 제11기 3중전회,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고, 개혁·개방 실행’ 결정(1978. 12) → 제12기 3중
전회, ｢중공중앙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1984. 10)

외국인투자 법규 제정

- 삼자기업법 제정: 제5기 전인대 2차 전체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심의·
통과(1979. 7. 1)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제정(1986)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
작경영기업법｣ 제정(1988년)
- ｢외국인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발표(1986. 10)

대외개방 창구 설립

- 대외개방창구 지정: 점 → 선 → 면의 점진적 대외개방 창구 설립
- 광둥 연해지역 수출가공기지 설립 제기(1979. 4) → 중앙 경제특구 설립을 위한 중대 결책 제출
(1979. 7) → 제5기 전인대 상무위 15차 회의에서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 등 4개 경제특구
설립 심의·비준, ｢광동성경제특구조례｣ 비준(1980. 8. 26) → 덩샤오핑, 선전 경제특구 시찰
- 연해 항구 도시 개방 제시(1984) → 중앙, 14개 항구도시 개방, 경제기술개발구 설립, 경제특구
정책 실시 결정(1984. 4)
-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완동남지구 연해경제개방구 지정(1985)
- 랴오둥반도, 산둥반도 확대 → 중앙, 해남경제특구 설립 결정(1988. 4)
- 상하이푸둥지구 개방 결정(1990. 4)

수출능력 확대와
대외무역체제 개혁

- 수출형 외자기업 유치, 가공무역의 발전 촉진
· 외환, 기술, 자원 부족 → 3래1보(来料加工, 来样加工, 来件装配, 보상무역) 전략 실시
- 대외무역과 외환관리체제 개혁, 본토기업의 수출능력 강화
· 대외무역 경영권 개방: 제1호로서 중국기계설비수출입공사 설립(1978. 10) → 1993년 말
8,000여 개 초과(외자기업 포함 시 9만여 개)
- 대외무역책임제 실시: 국무원, 대외무역 승포책임제(承包责任制) 전국적 실시(1988)
- 이중환율제 실시: 외환조절시장 설립으로 조절시장환율과 관방환율의 이중 환율제 실시, 암시
장 형성
· 1979년 3월 국가외환관리총국 설치(1979. 3), 외환관리 잠정 조례(1979. 12), 외화유보제
도입(1979. 8), 내부 무역결제 환율과 관방환율의 이중환율제도 도입(1980. 7)

국제기구 가입

ADB 가입(1986. 3. 10), GATT 복귀 신청(1986. 7. 10)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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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 기본 법규와 장려 규정 제정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의 자본, 외환,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 법제와 장려 규정 정비를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였다. 첫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법 정비가
추진되었다. 1979년 7월 외국기업과의 합자기업 관리를 위한 기본법인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1986년에는 100%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
는 ｢외자기업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에는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합
작기업(contractual joint venture)의 기본법인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을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기본법률 체계를 갖추었다. 1990년 4월
에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수정하여 △ 외국인 동사장(이사장) 허용
△ 무상 몰수 금지 △ 합자기한 철폐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
하는 동시에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였다. 1991년 4월
에는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을 제정하여 합자, 합작, 독자
기업의 세율을 통일하였다.
둘째, 외국인투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제정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였
다. 1986년 1월에는 ｢합자기업의 외환수지균형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제
정하여 선진기술기업과 수입대체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
해서는 부분적으로 내수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동년
5월에 중국 국무원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협조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인
투자공작영도소조’를 설립하였다.
셋째, 이 시기에 중국은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 창출을 위해 수출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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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수출 확대를 위해 3래1보29) 전략을 통
한 가공무역을 장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86년 10월에는 ｢외국인투
자 장려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鼓励外商投资的规定)｣을 제정하여 가공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형 외자기업을 장려하였다.

2) 대외개방 창구 지정: 점 → 선 → 면의 지역 개방
중국은 대외개방 창구로서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연해개방구로 이
어지는 점 → 선 → 면의 점진적 지역개방 전략을 추진하였다. 첫째, 중국
의 대외개방 창구로서 1979년 7월 15일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광둥성
(广东省)과 푸젠성(福建省)이 제기한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 등 4개
도시에 시판특구(试办特区, 이하 경제특구로 칭함)를 승인하였고, 1980
년 8월과 1981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라
함) 상무위원회에서 4개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1988년에는 하이난도(현재는 하이난성)를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로 지정함으로써 5개 경제특구가 설립되었다.
둘째, 1984년 4월에는 다롄(大连), 친황다오(秦皇岛), 톈진(天津), 옌타이
(烟台), 칭다오(青岛), 렌윈강(连云港), 난통(南通), 상하이(上海), 닝보(宁
波), 원저우(温州), 푸저우(福州), 광저우(广州), 잔장(湛江), 베이하이(北
海) 등 14개 연해 도시를 연해개방도시(coastal open city)로 지정하고,

일부의 경제특구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중국의 대외개방 창구
가 점(点)에서 선(缐)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1985년 1월에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창장(长江)삼각주, 주장
29) 来料加工, 来样加工, 来件装配, 보상무역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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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珠江)삼각주, 민난금삼각(闽南金三角) 좌담회를 개최하여 3개 지역을 연
해경제개방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동년 2월에 연해경제개
방구(coastal open economic zone)로 지정하였다. 또한 1988년 3월
국무원이 개최한 연해지구 대외개방 공작회의30)에서는 ‘연해지구 경제발
전 전략’을 국가방침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랴오둥반도, 자오둥반도, 환발
해 지역을 연해경제개방구로 추가 지정하면서 중국의 대외개방창구가 선
(缐)에서 면(面)으로 확대되었다.

3) 대외무역과 외환관리체제 개혁을 통한 수출능력 강화 전략31)
대외개방 초기 중국은 자본, 외환의 절대적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1978년 중국의 교역 규모는 206억 달러로 세계 32위에 불과하였으며,
그중 수출 규모는 97억 5,000만 달러로 전 세계 수출액의 0.75%를 차지
하였다. 동년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억 7,600만 달러로 연간 수입액(106
억 달러)의 0.2개월분에 불과하였다.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기 위
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자본과 중간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중국은 수출을 통한 외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다. 그러다가 1958년 이후 대외무역에 대한 통일 관리를 실행함으
로써 중국은 대외무역에 대한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수출가격, 외환, 대외
무역업무를 철저히 통제하여왔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 표방 이후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대외무역관리
체제에 대한 개혁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1979년 7월에는 공업

30) 高新才 主编(2008), p. 14.
31) 중국의 외환관리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양평섭(1993)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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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무역의 결합(工贸结合)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대외무역 권한을 개방하
여 제조 기업에 대해 수출입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년 10
월 중국 최초로 중국기계설비수출공사를 설립하였다. 1983년에는 대외
무역에 대한 지령성 계획을 취소하고 수출허가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수출환급제도를 도입하
는 등 수출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했다. 특히 1988년 1월에는 연해지역
향진기업(乡镇企业)을 동력으로 하여 ‘양두재외, 대진대출(两头在外 大进
大出)’ 전략을 통해 동부 연해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을 설정하였

다. 1988년에는 1986년에 도입한 대외무역 청부제가 전국으로 확대 실
시되면서 중국의 교역 규모는 1,000억 달러로 증대되었다.
중국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외환관리제도 개혁을
통해 수출기업에 대해 외환 사용 시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일례
로서 수출기업이 수출로 획득한 외환의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고,
동 기업이 보유한 외화사용권을 거래할 수 있는 외환조절센터를 설치하
였다. 중국은 1978년 8월에 종전의 외환할당제도를 폐지하고 외화유보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에게 수출로 획득한 외환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동시에 1980년 7월에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중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관방환율보다 높은 무역결제 환율
을 유지함으로써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다.32) 외화유보제도의 도
입으로 수출기업이 보유한 외환사용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해
짐에 따라 1985년 선전에 최초의 외환사용권 거래시장인 외환조절센

32) 1981년 1월 관방환율은 1달러당 1.5위안, 무역외환 내부결산환율은 1달러당 2.8위안인 이중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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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33)를 설립하였다. 외환조절센터 설립 이후 공정환율(official exchange
rate)과 시장의 거래 환율인 조절환율(market exchange rate)로 구분되
는 실질적인 이중환율제도가 유지되었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해 이중환
율제도 도입 이후부터 1991년 4월 9일까지 5차례의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나. 대외개방 심화단계(1992~2001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를 계기로 대외개방이 심화된 시기로서, ‘사회주
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이라는 기조 아래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이 추진되
었다. 이 기간에는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제도개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역개방에서는 4연(沿)의 전방위
지역 개방이 추진되고, 특수 경제구역도 다양화되었다. 외국인투자 정책
에서는 외국인투자를 통해 자금, 기술, 인재, 관리경험을 도입한다는 목
표 아래 산업정책과 외국인투자 정책의 연계가 시작되었다. 국제규칙에
부합하는 무역제체를 구축하고 대외무역 관리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무역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환급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중국대외무역법｣을
제정하는 등 대외무역관리의 법제화를 위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통상압력을 강화하면서 1994년에는
이중환율제도를 폐지하여 시장환율과 정부고시환율을 단일화하는 등 대
대적인 외환관리제도 개혁이 이루어졌고, 1996년 12월에는 경상항목에
대한 자유태환이 시작되었다.
33) 외환조절센터는 1998년 말 현재 전국에 90여 개가 설립되었다. 1988년 9월에는 상하이에 외국의 외환거
래소를 모델로 하는 중국 특색의 외환조절공개시장을 설립하였으며, 1992년 10월 말 현재에는 전국에 15
개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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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대외개방 심화단계의 주요 개방 조치

핵심정책

주요 조치

- 전방위 개방 구도 조정: ｢중공중앙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에 관한 약간 문제의 결정｣에서 전방위
대외개방 천명(제14기 3중전회)
-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방구, 연변·연강·내륙중심도시 개방을 통한 개방지구 복사 및
선도 능력 발휘; 주요 교통간선 및 연선 지대의 개발·개방; 중서부 지역의 외자 유입 개발 및 자원 이용
전방위 지역개방
장려 → 연해, 연강, 연변, 내륙 중심 도시 개방 → 서부대개발 전략 실시(2000년),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
전략
자 우대
- 경제기술개발구·보세구 이외에 특징을 지닌 특수 경제구역 다양화: 상하이 보세구 비준(1호, 1990.
6), 1992년 이후 14개 보세구 설립 → 17개 변경경제합작구(1992~) → 국가급 고신기술산업개발구
확대(1988~) → 상하이 푸둥신구 설립(1992. 10) → 국무원, 싱가포르 소주공업원 설립 비준(1994.
2~) → 1차 15개 수출가공구 설립(2000~) 이후 수십여 개 수출가공구 설립
대외무역제도
개혁

- 국무원, ｢진일보 대외무역체제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발표(1994. 1. 1)
· 대외무역체제 개혁 목표 제시: 통일정책, 개방 경영, 평등경쟁, 손익자기부담, 공업과 무역결합, 무역
대리제 추진, 국제경제 규칙에 부응한 무역 메커니즘 구축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실시(1994. 7. 1),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및 보조조례｣ 실시
(1997. 2. 25)

외환관리제도
개혁

- 이중환율제 및 경상항목 자유태환 실시
· 이중환율제 개혁(1994년): 회환시장 조절환율, 관방환율, 암시장 환율 체제 형성;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통일적인 외환결산 실시(외화 유보, 수출기업 외화 상납 및 한도관리 폐지)
· 경상항목 수요 외환의 매입결제 제도 도입
· 경상항목 위안화에 대한 태환 허용(1996. 12. 1. IMF 8조국)

- 산업 유도의 외국인투자 정책 체계 기본 설립: ｢외상투자유입방향지도 잠행규정 및 그 목록｣(1987년)
→ ｢상업소매영역 외자이용 문제에 관한 비준｣(1992년) → ｢외자금융기구관리조례｣(1994년) → ｢외
산업정책과
상투자 방향지도 잠행 규정｣ 및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1995. 6): 장려·허가·제한·금지류 발표;
인프라시설·기초산업·고신기술산업·노기업 기술개조 외자 중점투자 유도, 수출 기업 장려
외국인투자 연계
- ｢중서부지구 외상투자 우위산업 목록｣(2000. 6)
-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의 상호 결합 전략 실시
국제기구 가입

- WTO 옵서버 자격 취득(1995. 6), 한·중 간 중국의 WTO 가입 합의 달성(1997. 8. 26), 중·미 WTO
가입 합의 달성(1999. 11. 15)
- APEC 가입(1997), 방콕 무역우대협정 가입(2001. 4. 5), 10+3, 10+1 참여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4연(沿)과 전방위 지역개방 전략 추진
1993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4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중
공중앙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에 관한 약간 문제의 결정｣에서 전방
위 대외개방 전략이 천명되었다. 전방위 대외개방 전략에는 △ 경제특구,
연해(沿海)경제개방도시, 연해개방지대 및 연변(沿边)·연강(沿江)·내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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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시, 교통 간선의 연선(沿缐) 지대의 개발과 개방을 포함하는 4연(沿)
개방과 중서부 지역에서의 외자를 이용한 자원개발 장려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원칙에서 △ 창장유역의 6개 항구도시 개방(1992년)과 창장삼
협경제개방구 개방(1994년) △ 14개 내륙의 변경도시 내에 경제협력구
설립(1992년) △ 내륙의 18개 성회(省会)와 자치구에 대한 개방(1992년)
이 이루어졌다. 1999년 중국 공산당 제15기 4중전회에서 서부대개발 전
략 추진이 결정34)된 이후에는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우대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의 전방위 지역개방은 경제기술개발구, 보세구 등 다층적인
특수 경제구역의 확대로 이어졌다. 1984년에 다롄(大连) 등 연해지역을 중
심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economic development
zone)는 1994년에는 37개로 확대되었다. 1990년 6월 상하이에 보세구
가 처음 설치된 이후 1992년까지 14개 보세구가 추가로 설립되었다. 이
외에 1992년부터 17개 변경경제합작구가 설치되고, 1988년부터 국가급
고신기술(하이테크)산업개발구 설립, 1994년 2월 싱가포르 소주공업원
설립, 2000년 수출가공구 설립 등 다양한 특수경제구역 설치가 이루어졌
다. 1990년 1월 상하이를 방문한 덩샤오핑은 창장삼각주와 창장유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하이 푸둥(浦东)지역 개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동년 4월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경제기술개발구와 경제특구
정책을 결합하여 상하이를 국제무역, 금융, 무역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하이 푸둥신구(新区)를 개발·개방하기로 결정하였고, 1992년 10월에
상하이 푸둥신구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34) 2000년 ｢서부대개발 실시에 관한 정책 조치 실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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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 가입 협상을 위한 무역관리제도 정비35)
이 시기에는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관세인하, 비관세 조치 축소,
외환관리제도 개혁 등 사전적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다. 1987년 7월 중국
이 GATT 복귀를 신청하면서 무역제도에 대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특히
1994년 1월 1일 중국 국무원은 ｢진일보 대외무역체제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여 대외무역체제 개혁의 목표로 ‘통일정책, 개방경영, 평
등경쟁, 손익자기부담, 공업과 무역 결합, 무역대리제 도입, 국제경제 규
칙에 부응한 무역 메커니즘’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1994년
부터 2001년까지 중국은 대대적인 무역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첫째,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해 대대적인 수입관세 인하를 추진하였
다. 1992년 4월에는 수입조절세를 폐지하였고, 1992년 42.9%에 달했던
평균 관세율을 1995년에는 35.6%로 인하하였으며, WTO 가입 직전인
2001년 1월에는 15.3%까지 인하하였다. 특히 1999년 11월에 있었던
미·중 간 WTO 가입 협상에서는 평균 관세율을 2005년까지 11.7%로 인
하하고, 그중 공산품은 9.4%로, 자동차 관세율은 100%에서 25%로 인하
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대외무역체제 개혁을 가속화하였다. △ 1994년 7월에는 ｢대외
무역법｣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에는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례｣를 제정
하는 등 대외무역 관련 입법화가 가속화되었다. 주요 무역제도 개혁 조치
로 다음과 같은 개혁이 이루어졌다. △ 수출입에 대한 지령성 계획을 취소
하고 지도성 계획을 실행하고, 전국 대외무역수출계획 회의를 폐지하였다.

35) 이하 내용은 양평섭(2000), pp. 47~5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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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부 부분에 소속되어 있던 무역기업을 정부로부터 분리하였다.
△ 1994년에 시행된 분세제 개혁에 따라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
를 부담하던 수출환급금을 중앙정부 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개혁하였
다. △ 1994년에는 수출신용 제공 및 수출신용보증을 전담하는 수출입은
행을 설립하였고, 1996년에는 ‘중국국제전자상무센터’를 설립하였다. △ 수
출입에 대한 수량제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출입 쿼터와 허가증 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허가증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유상입찰 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에 대응한 외환관리제도 개혁도 이
루어졌다. 1993년 말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인민은행 외환관리체제의 진
일보 개혁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 이중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단일 관리변동환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1994년 1월 관
방환율과 외환조절환율로 구성된 이중 환율을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결정
되는 환율로 통일하였다. 동시에 수출기업에게 부여되었던 외화유보제도
와 수출기업의 외화상납 및 한도관리 제도도 폐지하는 동시에 외환의 매
입·매도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2년 베이징에 국가급 외환조절공개센터
(china national foreign coordinating center)를 설립하고, 각 지방에
설치되었던 외환조절센터를 폐지하였다. 중국 내에서 외국인 전용 화폐로
발행되었던 외화태환권(FEC: foreign exchange certificate)을 폐지하였
다. 이외에 중국의 WTO 가입 협상을 위해 1996년 12월 1일부터 위안화의
경상항목에 대한 자유태환을 실시하였다.36) 그러나 1997년 7월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부터 통화 바스켓 방식의 관리변동환율 제도를 도입한
2005년 7월 21일까지 위안화는 실질적으로 고정환율을 유지하였다.37)

36) 구체적인 내용은 李晓西 主编(2008), pp. 209~212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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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 정비 및 산업정책과 외국인투자 연계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한 준비작업의 하나로 외국인투자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① 외국인투자 관련 3법(三资企业法)과 실
시세칙을 대폭 수정하는 등 관련 법규 정비가 이루어졌다. 2000년 10월
｢외자기업법｣의 수정을 통해 외자기업의 외환수지 균형의무 조항을 폐지
하였고, 2001년 3월에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수정하여 합자기업의
생산·경영 계획 보고 의무를 폐지하였으며, 합자기업의 중국산 우선구매
조항도 삭제하였다. ②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 로컬기업 간의 역차별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도 이루어졌다. 1994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서도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 4월
에는 대대적인 관세인하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주어졌던 관세와 수
입관련 세금에 대한 면세 조치를 취소하였다. ③ WTO 협상 과정에서 일
부 서비스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합작 병
원, 철도화물 운송업, 영화관, 임대 및 리스업, 선박서비스 등 일부 서비
스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개방 초기 일부 지방에서 맹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우대조치 남발과 국유자산의 저평가로 국유자산이 유실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국인투자 전략을 수정하였다. 그 일환으로 중국정
부는 1995년 6월에는 외국인투자 개방 분야와 중국의 산업육성정책 및
산업 개방을 연계하는 ｢외국인투자 지도 방향 잠정 규정｣과 ｢외국인투자

37) 2015년 7월 21일 통화 바스켓 방식의 관리변동환율제도 도입 이후 위안화의 1일 변동폭을 확대하는 조치를
추진해왔다. 2007년 5월 21일 종전의 0.3%에서 0.5%로 확대하였고, 2010년 6월 19일에는 1%로, 2014년
3월 7일에는 2%로 확대하였다. 2015년 8월 11일에는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 중간가 결정 방법을 개혁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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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도 목록｣을 발표하였다. 즉 외국인투자에 대해 다다익선 전략에서
선별적 전략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동 규정에서는 외국인투자 분야
를 장려·허가·제한·금지류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인프라 시설, 기초
산업, 하이테크 신기술 산업, 노후기업 기술 개조를 위한 외국인투자와
수출형 기업을 장려하였다.
중국은 외국인투자(인진라이)와 해외투자(저우추취)의 상호 결합 전략
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되었으나 외
환 부족 국가로서 중국의 해외투자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1993
년 중국경제의 과열로 경제구조 조정이 요구되면서 해외투자에 대한 정
리도 필요해졌다. 위안화에 대한 이중환율제의 실시, 아시아 외환위기 등
의 영향을 받아 1993년부터 2000년 8월까지 중국의 해외투자는 186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장쩌민 총서기가 1997년에 개최된 전국외자
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인진라이’와 ‘저우추취’의 상호 결합을 제기하면
서 해외투자 확대가 중국의 대외경제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어
1997년 12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보고에서도 ‘인진라이’와
‘저우추취’의 상호 결합을 통해 해외투자대국 지위를 초보적으로 형성한
다는 기본 방침 아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와 다국적 경영을 적극 확대하
기로 결정하였다. 1998년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5기 2중전회에서는
‘국내외의 두 시장, 두 자원(两头在外)’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한다
는 방침 아래 실력을 갖춘 유력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1999년 중국 국무원과 관련 부처가 공동으
로 ｢기업의 해외 가공 업무 장려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해외 가공무
역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해외투자 전략이 제
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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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도적 개방단계(2002~12년)
중국이 WTO 가입 당시에 약속했던 개방 양허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규정에 맞추어 국내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첫째, ‘대개방을 통해 대개혁을 촉진한다(以大开放促大
改革)’는 기본 원칙 아래 WTO 가입 양허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을 통한 국내시장 개방이 이루어졌다. 둘째, 지역개
방에서는 연해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서부대개발에 이어
중부굴기, 동북진흥 전략을 추진하면서 동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우
대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셋째, 중국의 대외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예로서 △ ‘인진라이’와 ‘저우추취’의 상호 결합을
통한 해외투자대국 지위 확보 △ FTA와 지역경제협력을 통한 중국의 자
유무역전략 추진 △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를 통한 국제
적 영향력 확대가 시작되었다.

표 2-4

제도적 개방단계의 주요 개방 조치

시대적 배경

주요 조치

외국인투자의
내국민대우

- 2000년 서부대개발 전략, 2003년 동북진흥계획, 2006년 중부굴기 전략 추진
· ｢중서부지구 외상투자 우위산업 목록｣(2000. 6)
- 특수해관 관리 구역의 설치
· 보세구(1990년) → 수출가공구(2000년~), 보세물류원구(2003년~), 보세항구(2005년~), 초국경
(cross-boader) 공업원구(2003년~), 종합보세구(2006년~), 빈하이 신구 종합개혁 시범 승인
(2006. 5. 26)
- ｢외국인투자 지도 방향｣ 결정(2002. 2. 11, 4. 1 시행), 내외자기업 통일 소득세법 시행(2008. 1. 1)

WTO 합의 이행

- WTO 가입 양허 이행, 대개방을 통한 대개혁(以大开放促大改革)
· 상품관세 인하(WTO 가입 전 14% → 2005년 10%), 대외무역법 개정(2004. 7 시행), 국내 법규
개정(2,300여 건)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결합

- ‘인진라이’와 ‘저우추취’ 결합, 해외투자 대국 지위 초보 형성
· 14대 당대회 보고, ‘해외투자와 다국경영 적극 확대’ 제기 → 전국외자공작회의, ‘인진라이’와 ‘저우
추취’ 상호 결합 제기(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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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시대적 배경

주요 조치

- 지역경제협력 시작, 자유무역전략 제기
· 주룽지 총리, 중국-ASEAN 자유무역구 건립 제안(2000. 11) → ASEAN 10개국 정상간 ｢중국
-ASEAN 전면 경제협력 협의｣체결(2002. 11) : 2010년까지 중·ASEAN FTA 건립 합의 → 중
-ASEAN 조기수확프로그램 실시(2004. 1. 1) → 상품무역협정 서명(2004. 11) → 상호 관세인하
FTA 전략 추진
실시(2005. 7) → 서비스무역협정 서명(2007. 1) 및 실시(2007. 7~)
· 중국·홍콩 CEPA 서명(2003. 6. 29, 2004. 1. 1. 시행), 중국·칠레 FTA 서명(2005. 11. 18), 중국·파
키스탄(2006. 11. 24), 뉴질랜드, 호주 등과 협상 → 2012년 9월 말 현재 9개 FTA 협정 서명
- 2007년 17대 보고에서 FTA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격상
무역대국화

-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부상, 무역대국 지위 확립

- 금융시장 쌍방향 개방
· 점진적 금융 개방: 은행·보험·증권 개방(WTO 양허): 외자은행 위안화 업무 허용(2004. 12. 1)
· 통화 바스켓 방식의 관리변동환율제 도입(2005. 7. 21)
· 자본항목의 점진적 개방: QFII 도입(2002. 12. 1); 중국 은행·증권·보험사의 해외투자 지지; 채권시
장의 쌍방향 투자 개방
금융개방과 - 위안화 국제화 추진
위안화 국제화
· △ 외환관리국, ｢경내기구 대외무역 중 위안화를 계산화폐로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의 통지｣(2003. 3):
추진
수출입 계약 시 위안화 결제 허용 → 상하이, 광저우, 선전, 주하이, 둥관에서 위안화 결산 실험 결정(국
무원, 2009. 4) →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 지역 베이징 등 20개 시·구로 확대(2010. 10) → 전국에서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2011. 8) → 상무부, 해외투자자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위안화로 중국
에 직접투자 허용(2011. 11) → PBOC, 경내 비금융기구 위안화 해외 대출 허용(2012. 9)
· 중앙은행간 통화 스와프 체결; 위안화 역외 교역센터 건립; 런던 및 홍콩 금융당국과의 금융감독 부분
협정 서명 등
국제기구

- 상하이협력조직(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제1차 정상회의(2001. 6. 5)
- BRICs 국가간 협력기구 설립(2009년)
- 제1차 중·미 전략 경제대화 개최(2006. 12. 14)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지역 통합발전과 대외개방의 연계
이 기간에는 중국을 동·중·서부와 동북의 4대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
통합·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도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1999년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5기 4중전회에서 서부대개발 전략 추
진을 결정하고, 2000년에는 ｢서부대개발 정책조치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면서 서부대개발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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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는 ｢동북지구 노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을 발표하였다. 2006년에는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중부지구 굴기 촉
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하여 중부굴기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
였다. 이에 근거하여 2000년 6월에는 ｢중서부 지구 외국인투자 우위산
업 목록｣을 발표하여 중서부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설립
조건, 진입 업종 제한 완화, 소득세 감면 등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3대 국가지역발전 전략에서는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외
국인투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등의 우대조치를 제공하였다. 또한 동부 연
해지역에 대해서는 개방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수출가공구(2000년~),
보세물류원구(2003년~), 보세항구(2005년~), 종합보세구(2006년~) 등
특수 관리지역을 다양화하였다. 2005년에는 상하이 푸둥신구를 전국종
합개혁시험구로 비준하고, 상하이 양산 보세항구도 구축하였다.

2)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
중국의 WTO 가입 양허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시장개방
조치가 실시되었다. 첫째, 대대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졌다. 중국은 WTO
가입 조건으로 중국의 평균 관세를 WTO 가입 이전의 15.3%에서 2005
년까지 10%로, 이 중 공산품은 14.9%에서 9.3%로, 농산품은 23.2%에서
15.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농산품 관세인하 양허는 2004년까지
종료하고, 공산품 중 98%는 2005년(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006년 7월
1일 각각 25%와 10%로 인하 완료)에, 일부 화학제품은 2008년까지 관세
인하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중국의 평균 관세율
은 WTO 가입 이전의 15.3%에서 2005년에는 10%(이 중 공산품은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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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중국의 평균관세율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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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양평섭(2000), pp. 47~56; CEIC DB(검색일: 2018. 10. 30).

에서 9.3%로, 농산품은 23.2%에서 15.5%로)까지 낮아졌으며, 2010년에
는 9.8%(공산품 15.2%, 공산품 8.9%)로 낮아졌다.
둘째, 쿼터 대상 품목의 축소 및 비관세조치 철폐가 이루어졌다. 중국
은 WTO 가입 후 5년 내에 쿼터와 수량제한을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
며, 이러한 합의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관세 조치는 WTO
가입 후 2~3년 내에 조기 철폐하였다.
셋째, 대외무역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4년 1월에 ｢대외무역법｣
을 개정하여 중국이 50여 년간 유지해온 대외무역 경영권 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대외무역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였다. 2005년 10월에는 ｢회사
법｣을 수정한 데 이어, 2006년 8월에는 ｢기업파산법｣을 제정하고 2007
년 3월에는 ｢물권법｣을 제정하는 등 2008년 3월까지 229건의 법률, 600여
건의 행정규칙, 7,000여 건의 지방 법규와 규정을 개정하였다.38)

38) 李晓西 主编(2008),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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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A 전략 추진으로 지역주의화 대응
중국은 글로벌 지역주의화에 대응하기 위해 WTO 가입 이후 FTA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홍콩(1997. 7. 1) 반환, 마카오(1999. 12) 반환,
WTO 가입(2001. 12. 11) 이후 중국은 글로벌 지역주의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홍콩과 마카오 등 화교권과 ASEAN 등 주변 개발도상국
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해왔다. 2000년 11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중·ASEAN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주룽지(朱镕基) 총리가 중국·ASEAN
FTA에 관한 공동연구를 제안하면서 중국의 FTA 전략은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다. 200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ASEAN 정상회의에서 ｢중국ASEAN 전면 경제협력 협의｣를 체결하여 10년 내에 자유무역협정을 실
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근거로 2004년 1월부터 조기수확 프로그
램(EHP: early harvest program)에 따른 관세인하가 이루어졌다.
후진타오·원자바오 시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양자간 FTA를 본격적
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2003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6기 3중
전회 보고에서 적극적인 지역협력 참여와 추진 방침을 발표하고, 이에 따
라 2004년 1월에는 중국 내 특별행정구역인 홍콩, 마카오와 ｢경제제휴
긴밀화 협정(CEPA)｣을 체결하였으며 ASEAN과 파키스탄 등도 FTA를
체결하였다. 2006년 12월에 중국 상무부가 ‘글로벌 자유무역 네트워크
를 형성한다는 구상’을 발표하고 2007년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7대
보고에서는 FTA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격상시키면서 이후부터 중국은 양
자간 FTA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 시기에는 칠레, 파키스탄, 페루, 뉴질랜
드, 싱가포르, 노르웨이, 대만 등과의 양자간 FTA가 추진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현재 중국은 9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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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본격적 추진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인진라이’와 ‘저우추취’의 상호 결합에서
병행 중시(幷重)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2001년 3월에 제정된 제10차 5개
년 규획에서는 해외투자 전략을 대외무역, 외자이용과 함께 개방형 경제
발전의 3대 지주 중 하나로 격상하였다. 이러한 전략 변화에 맞추어 해외
투자제도 개혁도 가속화되었다. 2004년 중국 국무원이 ｢국무원 투자체
제 개혁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여 해외투자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아울
러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를 설립하고,
16개 항의 해외 가공무역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발표하였으며, 해외투
자를 위한 가이드로서 ｢중국대외협력 가이드｣, ｢국별 투자환경 보고｣, ｢대
외투자 국별 산업지도 목록｣, ｢해외 가공무역 국별 지도 목록｣ 등을 제정·
발표하기도 하였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를 기회로 중
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한다는 전략 아래 중국은 해외투자에 대한 규
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09년에 중국 상무부는 ｢경외투
자 관리 방법｣을 발표하여 투자액이 1억 달러 이하인 투자사업의 허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해
외투자는 1999년 19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265억 달러, 누계 1,094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개발도상국
중 최대 해외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5) 위안화 국제화: 무역결제 통화로서 위안화 영향력 확대
중국은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위상에 걸맞게 위안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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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에는 무역결제 통화로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2003년 3월에
국가외환관리국은 ｢경내기구의 대외무역 중 위안화를 결산화폐로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의 통지｣를 발표하여 경내기구(중국기업)가 수출입 계
약 시 위안화를 무역결제 통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09년
4월에는 중국 국무원이 상하이, 광저우, 선전, 주하이, 둥관에서 위안화
를 이용한 무역결제를 실험적으로 허용하면서 무역결제 통화로서 위안화
의 국제화 속도가 빨라졌다. 2009년 7월에는 중국인민은행과 재정부 등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초국경 무역의 위안화 결산 시점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조건을 갖춘 기업이 원하는 경우 위안화의 국제무역 결산을 허
용하였다. 동 실험 대상지역이 2010년 6월에는 톈진, 베이징 등 20개
성·시로 확대되었고, 2011년 8월 23일에는 전국에서 위안화 무역결제가
허용되었다. 2012년 2월에는 대상기업도 실험 대상기업뿐만 아니라 수
출입 권한을 가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였다.39)

라.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단계(2013년~현재)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내의 공급과잉 해소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둔화 등과 더불어 뉴
노멀(新常态) 시대에 진입하였고 국내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이 필요해졌
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2대 경제대국, 최대 무역대국, 최대 외환보유국으
로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도 증폭되어

39)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 지역 확대 과정에 대해서는 최필수(2012, p. 6)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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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서 새로운 대외경제 전략이 필요해졌을 뿐 아니라, 개방을 통해 국내 제
도를 개혁해야 하는 내부적인 필요성이 커지면서 주동적인 대외개방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은 경제대국으로서 중국의 영향
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제도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외개
방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BRI를
핵심으로 하면서 해외투자 강화, 위안화 국제화,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FTA 추진 등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국내의 제도개혁 촉진을 위한 실험장으로서 자유무역시험구 전략이 추진
되었다.
표 2-5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단계의 주요 개방 조치

주요 정책
주요 문건

주요 조치
-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에 관한 의견｣ 발표(2015. 5. 5)
-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비전과 행동｣발표(2015. 3. 28)

- ‘일대일로’ 건설 방침 발표
· 시진핑, 보아오 포럼에서 ‘일대일로’ 초보적 구상 발표(2013. 4): 주변국과의 인프라 건설, 금융협력,
경제일체화 추진 필요성 제기
· 시진핑,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대학 강연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5통(通) 방침 제기 (2013. 9)
· 시진핑, 인도네시아 방문 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제안, AIIB 설립 제안(2013.10)
‘일대일로’ 건설
- ‘일대일로’ 건설 공작영도소조 구성(2015. 3)
- 상무부·발개위·외교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비전과 행동｣ 발표
(2015. 3. 28)
- ‘일대일로’ 국제협력고위포럼 개최(2017. 5. 14~15, 베이징)
-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최(상하이, 2018. 11. 5)

지역개방 2.0
전략

- 자유무역시험구(FTZ)가 선도하는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
·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 ｢전면 심화개혁에 관한 약간 중대 문제의 결정｣ 통과: 개방형 경제 신체
제 구축 목표 제시
· 자유무역시험구 건립=개방형 신체제의 탐색로: 국무원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비준(2013.
9. 27) → 광둥, 톈진, 푸젠의 3개 FTZ 비준(2015. 4. 20) →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 등 7개 FTZ 설립 비준(2017. 3. 31)
-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정(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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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주요 정책

주요 조치

-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전환 추진
무역강국화 전략
· 국무원, ｢대외무역경쟁 신우위 육성에 관한 약간 의견｣발표(2015. 5)
FTA 전략

해외투자 강화

- ｢자유무역구 시행 가속화 전략에 관한 의견｣(2015. 12)
· 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FTA 전략 실시 가속화, 글로벌한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
- 18차 당대회 보고, ‘저우추취’ 가속화 결정 (2012년)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제시(2013년); 18기
3중전회, 대내외 개방상호 촉진, ‘인진라이’와 ‘저우추취’의 더 좋은 결합 제기
- 상무부 ｢해외투자관리방법｣ 발표 (2014. 10), 해외투자 등록제 실시; 국무원, ｢기업의 M&A 시장 환경
고도화에 관한 의견｣ 발표(2014. 3) → 해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실시 등 (13.5 규획)
- 중국 상무부, ｢상무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발표: 13.5 규획 5년간 7,200억 달러의 해외투자
목표; 해외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현재 11.2%에서 2020년에는 16%로 제고
- 국무원, ｢글로벌 생산능력과 장비제조 협력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2015. 5. 13)
· 중점 분야 :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로,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
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계 변혁 적극 참여
· 다자무역체제의 신협정 협상 적극 참여로 무역 편리화 공헌
·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계 변혁에서 신방안(中国智慧) 공헌: AIIB, NDB, G20 항주 정상회의
글로벌 거버넌스
(<G20 글로벌 무역성장 전략>, <G20 글로벌 투자가이드 원칙> 제정) 개최
제정 적극 참여
· 국제금융체제 내 중국의 투표권 확대: IMF 쿼터 확대(3.996% → 6.394%, 3위), 위안화 SDR 바스
켓 편입(2016. 10. 1, 10.92%)
- 시진핑, AIIB 설립 제안(2013. 10) → AIIB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1개 국가, 북경, 2014.10)
→ AIIB 창설 멤버국 가입 신청 완료(2015. 3, 57개국 신청)
자료: 저자 작성.

1)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를 통한 영향력 확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아태재균형 전략(rebalancing to the AsiaPacific)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의 하나로 ‘일대일로’ 전략을 제기하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
석은 2013년 4월에 개최된 보아오 포럼에서 주변국과의 인프라 건설, 금
융협력, 경제일체화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일대일로’의 초보적 구상을
발표하였다.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대학 강연에서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을 발표하면서 정책소통(政策沟通), 인프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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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道路联通), 무역원활화(贸易畅通), 통화유통(货币流通), 신심상통(民心
相通) 등 5통(通)의 연계 구상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동년 10월에 있었

던 인도네시아 방문 기간 중에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함께 아
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2013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
건설 추진을 통해 전방위 개방의 새로운 개방 구도를 형성한다”고 명기
함으로써 ‘일대일로’ 건설이 중국의 중요한 국가전략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다. 동시에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일대일로’
가 리드(统领)하는 대외개방 전략 추진 방침을 밝혔다.
2015년 3월에는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장가오
리 부총리를 조장으로 하는 ‘일대일로 건설 공작영도소조’를 구성40)한
데 이어, 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외교부가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비전과 행동｣을 발표하였다.
2016년 7월에 발표된 ｢상무발전 13.5 규획｣에서는 공상·공건·공향의 원
칙에 따라 5통을 실현함으로써 이익공동체·책임공동체·운명공동체를 구
축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동시에 중국의 무역 중 ‘일대일로’ 연선국가
와의 무역 비중을 2015년에 25.3%에서 2020년에 27%로 높여간다는 목
표도 제시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중국의 경제외교 전략을 넘어서 국제
적으로 승인된 협력 전략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였다. 이미
2016년 1월 UN 안보리 이사회가 BRI를 두고 2030년 지속가능발전

40) 조장: 장가오리 부총리, 부조장: 왕후닝(당 정책연구실 주임, 계획 수립), 왕양(국무원 부총리, 국내와 외교
의 연계), 양징(국무위원, 국내개발), 양지에츠(국무위원,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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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실현의 중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2017년 5월
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 포럼을 통해 BRI를 중국
의 국가전략에서 세계 지속발전 전략으로 승격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내기
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BRI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
경제권으로부터 뿐 아니라 인도 등 주변국으로부터도 견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2) 자유무역시험구가 선도 하는 새로운 개방포석 구축
중국은 2.0 지역개방 전략으로서 자유무역시험구(FTZ)와 자유무역항
(free trade port)을 통한 새로운 개방의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무
역시험구 정책은 2013년 3월에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
리가 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동년 7월 13일에 ｢중국(상
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종합방안｣이 통과되었고, 2013년 9월에 상하이 자
유무역시험구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이어 2013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중공중앙 전면심화개혁에 관한 약
간 중대 문제의 결정｣에서는 자유무역시험구가 선도하는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전면적인 개혁과 개방에 앞서 일부
지역에서 선행적 실험을 통해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실험의 장으로서 자
유무역시험구를 설치하였다. 개방을 통한 개혁의 테스트베드라 할 수 있
는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서비스 및 금융 분야의 개방, 투자에 대한 진입
전(前) 내국민대우 부여,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등에서 선행적인 실
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와 투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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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BIT)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이전에는 보수적 입장을 유지했던 분야
에 대한 개방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3월 24일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광둥
성, 톈진, 푸젠에 추가로 FTZ를 설립하는 안이 공식 승인되었고, 동년 4
월 20일 국무원이 관련 방안을 발표하였다.41) 2016년 8월 31일 중국 국
무원은 랴오닝, 저장성, 허난성, 후베이성, 충칭시, 쓰촨성, 산시성 등 7
개 지역에 대해 FTZ 설치를 허가하였다.
2018년 4월에 개최된 하이난 경제특구 설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
의 시진핑 주석이 하이난을 12번째 FTZ의 하나로 지정하고, 중국 최초
로 자유무역항을 건설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42) 동년 4월 14일 중국 국
무원은 ｢하이난 개혁·개방 전면심화 지지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支持海南
全面深化改革开放的指导意见)｣을 발표하여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1차적

으로 FTZ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독립관세구역으로서 인력·상품·자본
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등 더욱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3) 주변국 및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적극적 FTA를 통한 영향력 확대
시진핑의 집권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한·중·일
FTA, RCEP)을 중심으로 하는 FTA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주변국
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전당
대회 보고에서는 양자는 물론 다자간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FTA

41) 国务院(2015a).
42) 김홍원, 이한나(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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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실시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3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전면적 개혁 심화의 중대 문제에 관
한 중공중앙의 결정｣에서 대외경제체제 3대 개혁 방향 중 하나로서 FTA
가속화 방침을 밝혔다. 동 결정에서는 FTA 건설 가속화와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기본 방침을 설정하였고, FTA 협상
에서 환경, 투자보호,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의제를 적극 수용
한다는 입장을 명시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에 중국 국무원이 FTA 추진의 단기 및 중장기 목표
를 담은 ｢자유무역구 시행 가속화 전략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43)
동 의견에서는 FTA 추진 전략으로 △ 주변국과의 FTA를 통한 주변국 대
시장 구축 △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FTA를 통한 ‘일대일로’ 대시장 형
성 △ 신흥국, 개발도상국, 주요 경제그룹, 일부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글로벌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브릭스 국가 대시장과 신흥경제
대시장, 개발도상국 대시장을 형성한다는 3단계 발전전략을 제시하였
다.44) 중국이 동아시아 포괄적경제연대협정(RCEP) 등 다자간 FTA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 전략에 근거한다.
2016년 3월 중국 상무부가 제정한 ｢상무발전 13.5 규획｣에서는 RCEP,
한·중·일, GCC, 스리랑카, 몰디브, 조지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FTA 건설을 추진하며, 네
팔 등과의 FTA 추진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45) 이후 중
국은 아이슬란드, 스위스, 한국, 호주 등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타결하였다.

43) 国务院(2015c).
44) 国务院(2015c), 제2항.
45) 商务部(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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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영향력 확대
중국의 신지도부는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를 ‘병행 중시(幷重)’하는 입
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2016년 중국이 순해외투자국으로 전환되었다. 특
히 해외투자는 중국의 경제외교전략인 BRI를 실행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첫째, 중국 공산당 제18기 보고에서 ‘해외투자 속도의 가속화’ 방침을
설정하고, 중국기업의 국제화 경영능력 배양을 해외진출의 목표로 설정
하였다. 이어 2013년 11월에 발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일대일로’와 함께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의 더 나은 결합 방침을 천명하
였다. 2015년 5월에 발표된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에 관한 의견(中共
中央 国务院关于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的若干意见)｣에서는 기업과 개인

의 해외투자 주체 지위를 확립하고,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의 유기적 결
합을 중시하였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개 5개년 규획 강요(中华人民
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이하 ｢13.5 규획｣이

라 함)에서는 중국이 이미 주요 대외투자대국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외
국인투자와 해외투자를 병행 중시(并重)한다는 기본 방침을 재확인하였
다. 해외투자의 기본 방향으로 해외투자의 양적 확대 이외에도 해외투자
관리체제 완비, 장비·기술·표준·중의약·문화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상무발전 13.5 규획｣에서도 해외투자의 양적 확대46)
와 더불어 △ 해외투자 시장분포 고도화, 국제 산업능력 및 장비 제조 협

46) ｢상무발전 13.5 규획｣에서 13.5 기간 동안에는 7,200억 달러의 해외투자를 실시한다는 목표를 설정한바,
동 목표는 12.5 기간의 목표(5,000억 달러)에 비해 2,000억 달러가 늘어난 규모로, 12.5 기간의 실적(5,210
억 달러) 대비 38% 증가한 규모이며, 해외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현재 11.2%에서 2020
년에는 16%로 4.8%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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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추진, 해외 사업 운영 관리능력 제고, 해외투자 협력 서비스체계 완비
등 해외투자 협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중국은 국내의 공급과잉 해소와 ‘일대일로’ 건설의 일환으로 산
업장비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대내
적으로는 공급 측 개혁을 통한 과잉생산능력을 감축하는 동시에 대외적
으로는 글로벌 산업 장비 제조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
국 국무원은 2015년 5월 ｢글로벌 생산능력과 장비제조 협력에 관한 지
도 의견｣47)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중점 국가와 글로벌 생산능력 협력
메커니즘 확립, 약간의 협력시범기지 형성, 국제경쟁력과 시장 개척능력
을 갖춘 골간기업 형성 등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장비협력의 중점 분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로,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전략 달
성을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산업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동시
에 해외 산업클러스터의 건설을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해외진출 중국기
업을 보호하기 위해 130여 개 국가와 양자 투자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
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미국 및 EU와는 상호 투자협정(BIT) 체결도 추진
하고 있다.
셋째, 해외투자의 편리화를 추진하였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
결정에서는 ‘등록위주, 비준보조’라는 해외투자 허가 및 등록제도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 중국 상무부가 제정한 ｢경
외투자 관리방법｣에서는 허가 대상 투자영역 및 투자금액 기준을 폐지하
고,48) 민감 국가(지역) 및 민감 업종49)에 대해서는 허가제(NDRC 허가)

47) 国务院(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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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지만, 기타의 경우 등록제50)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상무발전
13.5 규획｣에서는 해외투자 관리체제 개혁 방향으로 △ 투자 편리화(등
기 위주, 비준 보조) △ 해외투자 발전 영역·구역·국별 계획 체제 정비
△ 해외투자 사전 서비스 및 사후관리감독 강화, 정보제공·권익보장·투
자 촉진·리스크 예방 등 서비스 제공 △ 관련 국가와 높은 수준의 투자협
정 협상 가속화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M&A 등 해외투자 방식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제18기 3중전
회 결정에서 인수합병, 증권투자, 연합투자 등 해외투자 방식에 대한 혁
신 방침을 천명하고 있으며, ｢상무발전 13.5 규획｣에서도 기업의 M&A·
지분참여·합작 방식을 통해 해외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5) 글로벌 거버넌스 및 금융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추진
중국은 다자협의기구 및 국제금융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
모하고 있다. 첫째, 다자체제에서 중국의 역할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
자 경제체제(WTO, APEC, G20)에서 중국의 역할 강화, 신무역의제 및

48) 2004년 7월에 제정된 ｢국무원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에서는 중국 측 투자 3,000만 달러 이상 및 자원
개발 투자(NDRC 비준), 중국 측 투자 1,000만 달러 이상 비자원류 투자(NDRC 비준), 기타 중앙관리 기업
해외투자(NDRC 및 상무부 등록), 기타 투자(지방정부 비준)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실시하였다. 2009년에
제정된 ｢경외투자 관리방법｣에서는 허가대상 투자를 완화하여 중국 측 투자 1억 달러 이상 및 여러 국가(지
역)에 걸친 투자, 지방기업의 투자 중에서 중국 측 투자 1,000만~1억 달러의 에너지 및 광물 분야 투자에 대
해서만 허가제를 실시하였다.
49) 민감 지역은 미수교국, 국제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 전쟁 및 내전 발생 국가 및 지역을 포함하고, 민감 업종은
기초통신 운영, 다국간 자원개발 및 이용, 대규모 토지개발, 전기 수송 간선 및 전력망, 신문매체 등을 포함
한다.
50) 중국 측 투자액 3억 달러 이상 사업은 NDRC에 등록하고, 3억 달러 이하 사업은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
열시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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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
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6년 항저우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서
<G20 글로벌 무역성장 전략>, <G20 글로벌 투자가이드 원칙>을 제정하
는 등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중국 주도의 국제개발은행 및 기금 설립을 통해 금융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 Investment Bank), 브릭스개발은행(NDB), 실크로드기금(Silk Road
Fund), ‘일대일로’ 관련국과의 양자 협력기금, 기타 국제 금융협력 플랫
폼 등의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금융 분야에서 영향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아울러 2016년 1월 1일에는 위안화가 IMF의 특별인출권
(SDR) 바스켓 통화의 하나로 편입되었다.
셋째,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무역결제 수단으로서 위안화 국제화에 이어 투자자산
으로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11월 26일부터 중국 상
무부는 해외투자자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위안화로 중국에 직
접 투자할 수 있는 RQFII(Renminb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위안화적격 외국인기관투자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2년 9월
에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내 비금융기구의 위안화 표시 해외 대출을 허용
하였다. 이 외에 홍콩 내에 축전된 위안화 사용을 촉진하는 루트로 작용
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후강통(2014. 11. 17. 개설),
선강통(206. 8. 16. 비준, 12. 5. 개통), 채권통(2017. 6. 21) 등을 개설
하였다. 그러나 위안화 국제화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면서
미·중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위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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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의 추진 속도가 늦추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 대외개방 40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
가. 경제적 성과51)
중국은 대외개방정책 표방 이후 지난 40여 년간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인
동시에 글로벌화의 동력으로 작용해왔다. 중국국가통계국은 대외경제 부
분의 개혁·개방 이후 40년의 성과로 경제의 양적·질적 성장과 개방 수준
의 전면적인 제고, 그리고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의 뚜렷한 제고를 들고
있다. 특히 양적 성장의 성과로서 경제대국 및 무역대국 부상, 세계 2위
의 외국인투자 유치국 및 세계 3위의 해외투자국 부상 등을 들었다.
첫째, 중국은 지난 40여 년간 연평균 9.5%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1978
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에서 2010년 이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동시에 1979~2017년 기간 중 세계경제성
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율은 18.4%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2017년에는 세계경제 성장기여도는 0.8%포인트, 기여율은 27.8%
로 미국과 일본의 합계를 넘어섰다.
둘째, 과거 40년간 중국의 무역액은 연평균 18.6%씩 증가하여 2017
년 중국의 무역규모는 1978년의 782배로 늘어났으며, 그중 수출은 914
배로, 수입은 664배로 늘어났다. 중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0.8%로 29위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11.5%로 세계 1위를

51) 中国国家统计局(2018a), ｢对外经贸跨越发展 开放水平全面提升-改革开放40年经济社会发展成就系列报告
之三｣(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1); 中国国家统计局(2018b), ｢国际地位显着提高 国际影响力明显增
强: 改革开放40年经济社会发展成就系列报告之十九｣(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1)를 참고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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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였다. 교역 대상국도 1978년 40여 개 국가에서 2017년에는 231
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셋째, 중국이 세계 2위의 외국인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하였다. 1979~
2017년 중국의 외국인투자 이용액은 연평균 46.1%씩 증가하여 2017년
중국의 외국인투자 이용액은 1983년의 60배인 1,363억 달러에 달하였
다. 그 위상도 1979년 세계 120위에서 2017년에는 세계 2위의 외국인
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이용액 누계는 1983년
말 기준 22억 6,000만 달러에서 2017년 말에는 1조 8,966억 달러로 늘
어났다.
넷째, 중국의 해외투자는 1982~2017년 기간 중에 연평균 25.8%씩
증가하여 1982년 세계 28위에서 2017년에는 3위 해외투자국으로 부상
하였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2000년 해외투자 전략을 추진한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해외
투자액 1,961억 달러로 세계 2위의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동시에 중
국은 순(纯)해외투자국으로 전환되었다. 2017년에는 1,246억 달러를 투
자하여 중국은 세계 3대 해외투자국으로 부상하였고, 2017년 말까지 누
계 해외투자액은 1조 4,800만 달러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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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중국의 해외투자 발전단계
(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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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DB(검색일: 2018. 10. 10).

그림 2-3

중국의 1인당 FDI와 ODI 추이
(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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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DB(검색일: 2018. 10. 10).

다섯째, 적극적인 FTA 전략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2018년 10월 현재 중국은 24개 국가와 16개 FTA를 발효하였으며, 14개
FTA를 협상 중이고, 8개 FTA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52)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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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외무역에서 대중국 FTA 발효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4.69%에
서 2014년에는 27.35%로, 2016년에는 38.7%(협상 중인 국가 35.93%,
공동연구 중인 국가 2.22% 별도)로 높아졌으며, 2025년까지 FTA 체결
국이 중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53)
여섯째, ‘일대일로’ 건설이 착실하게 수행되고 있다. 2013년 이후 ‘일
대일로’ 연선국가와의 무역액은 총 5조 달러에 달하고, 동 지역에 대한
투자액은 800억 달러에 이른다. AIIB 회원국은 87개 국가에 달하며, 13
개 회원국에 28개 프로젝트에 대해 53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17개 실크
로드기금의 대략적인 투자액은 70억 달러에 달한다. 2015~17년 중 ‘일
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중국의 투자 누계액은 486억 달러로 동일한 기
간 중국 해외투자총액의 10%를 차지하였고,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장비제조 분야의 투자액은 351억 달러로 같은 기간 중국 제조업 해외투
자의 51.6%를 차지하고 있다.54)
일곱째, 중국의 글로벌화 능력이 대폭 신장되고 국제기구에서의 발언권
도 크게 확대되었다. 중국은 1980년 4월 IMF 회원자격 회복, 동년 5월 세
계은행 화원자격 회복,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013년부터
시작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공동 건설, 2015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
행(AIIB) 설립, 2016년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 2017년 제1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개최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경
제의 글로벌화 능력도 대폭 제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55)

52)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http://fta.mofcom.gov.cn(검색일: 2018. 9. 8).
53) 袁波 外(2015), p. 25.
54) CEIC DB(검색일: 2018. 10. 10).
55) 中国国家统计局(2018b)(검색일: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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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변화(1978~2017년)
경제지표

1978

2017

세계 순위

GDP(억 달러)
(세계 순위/ 비중)

1,495
(11위/1.8%)

120,146
(2위/15.0%)

2위(2010년~)

세계성장기여율

3.1%

27.8%

1978~2017(18.4%), 1위(2006년~)

GNI(달러)
(세계 평균 대비)

200
(10.3%)

8,250(2016년)
(80.0%)

(1978년) 175위 → (2017년) 95위

상품무역(억 달러)
(순위/비중)

206.5
(29위/0.8%)

4만 1,045
(1위/11.5%)

1위(2013년~)

수출(억 달러)

97.5

2만 3,000
(12.8%)

1위(2009년~)

수입(억 달러)

109

1만 8,000
(10.2%)

1위(2012년~)

해외투자(억 달러)

(1982년)
(28위)

1,246
(3위)

2위(2016년), 3위(2017년)

외국인투자(억 달러)

(122위)

1,310
(2위)

2위(2013년~)

서비스무역수출입(억 달러)

(82년)
34위

6,957
(2위)

2위(2014년~)

외환보유고

1억 6,700만 달러

3조 1,000억 달러

-

자료: 中国国家统计局(2018a) 및 中国国家统计局(2018b).

나. 향후 과제
향후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 추진에서 대내적인 도전 과제도 적지 않
다. 대내적으로는 대외개방을 통해 국내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하는 과
제를 안고 있다. 대외적으로 먼저 주변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중국 위협론
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첫째, 대내적으로는 개방을 통한 국내의 개혁을 촉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중국경제가 뉴노멀(新常态) 시대에 빠져들면서 공급과잉이 심화되
고 성장속도가 둔화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과 구조 고도
화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중국은 국내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공
급 측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의 성장동력이 소멸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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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등 새로운 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의
구조 개혁과 산업구조 조정 정책이 국제사회에 주는 부정적 이미지가 확
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둘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도전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른 주변국으로부터의 견제 압력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관련 국가와의 공동번영, 공동건설, 공동이익
향유를 추구하고 있으나, 최근 연선국가에서는 일대일로에 대한 부정적
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국경을 맞댄 연선국가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
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가운데 일부는 경제
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으며, 낮은 경제성으로 인한 무용론 확산, 당사국의 대외채무
급증에 따른 채무위기 가능성 심화, 중국 의존도 심화 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주변국의 이러한 인식 변화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미
국의 견제와 더불어 향후 동 전략에 부분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을 시
사한다.
셋째, 중국의 ‘저우취’ 전략에 대한 도전도 작지 않다. 특히 중국이 막
대한 자금을 기반으로 자국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
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미국과 EU 등 선
진 경제권 국가로부터의 견제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국방수권법｣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를 강화하여 중국기업의 미국에 대
한 투자를 제한하려 시도하고 있고, EU 역시 관련법을 제정하여 중국기
업의 유럽기업 인수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추구하는
‘저우추취’ 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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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국의 시장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방에서
는 중국이 여전히 높은 보호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개방
압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17년간 WTO 가입 약속
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무역·투자 자유화를 촉진하여 다자무역체제 지
지에 앞장서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WTO 가입
약속 이행이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한,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
제, 국내 산업정책을 통한 외국의 이해 침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은 명목 관세율과 실효 관세
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나, 2018년 11월 현재 평균 7.5%의 상대
적으로 높은 명목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내수용 수
입을 대상으로 계산한 실효 관세율은 WTO 가입 이후에 다시 상승하고
있고, 실효 세율(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포함)도 2012년을 저점으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명목 및 실효 관세율

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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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DB(검색일: 2018. 10. 10)를 기초로 저자 작성.

제2장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와 단계별 주요 정책 ❙ 79

중국의 내수용 수입에 대한 실효세율

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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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DB(검색일: 2018. 10. 10)를 기초로 저자 작성.

다섯째, 중국경제의 중요한 국제화 수단 중 하나인 위안화 국제화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위안화의 변동성이 커지면
서 도전을 받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무역결제 통화로서
의 영향력 확대를 넘어서 투자자산으로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
다. 위안화가 IMF의 특별인출권(SDR)의 하나로 편입되었고, 후강통(2014.
11. 17. 개설), 선강통(206. 8. 16. 비준, 12. 5. 개통), 채권통(2017. 6.
21)을 개설하는 등 위안화의 국제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
하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면서 미·
중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중·간 환율
분쟁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여섯째,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설정이 향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
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관세전쟁이 지속되거나, 미·중 마찰이 환율전쟁으로 확전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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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이 미·중 간 통
상마찰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국내의 구조조정과 대외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미·중 간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
해 향후 중국은 보다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개방해 갈 것으로 예
상된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미·중 간 무역불균형 해소, 관세인하, 서
비스 시장 개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외국인투자 제한 철폐, 중국제조
2025 관련 보조금 철폐 등56)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56) 미국이 중국에 대해 8개 분야에 걸쳐 142개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된 것으로 보고된다. ① 2018년 7월 1일부터 12개월마다 대미 무역적자를 1,000억 달러씩 축소하고, 2020
년 말까지 2018년 총 2,000억 달러의 대미 무역적자를 축소할 것 ② 2020년 7월 1일까지 중국의 수입관세
율을 미국의 상품 수입관세율과 동일한 수준까지 인하할 것 ③ 즉각적으로 ‘중국제조 2025’ 관련 10개 하이
테크 제조 업종에 대한 보조금과 정부지원을 폐지할 것 ④ 재중 합작기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포함하여
대중국 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취소하고, 2018년 7월 1일 이전에 개정된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
표할 것 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지식재산권 관련 특정 정책(강제 기술이전, 합자기업 요구 등)을 중지할
것 ⑥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중 미국이 WTO
협상에서 지적한 조항을 미국의 수정 요구에 따라 개정할 것 ⑦ 2018년 7월 1일 이전에 WTO에 제소한 협
상 요구를 철회할 것 ⑧ 미국이 취한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어떠한 형식의 보복도 취하지 않을 것
⑨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 네트워크에 대한 모방과 도용 활동의 즉각적인 중지에 동의하고, 이상의 조치
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여 중국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관세징벌을 부과할 수 있음. 미국의
수출통제법 준수에 동의함 ⑩ 미국의 중국의 대미 기술 및 국가안전 민감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에 대해 반
대하거나 보복하지 않음 ⑪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외국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고, 리스트 발표 90
일 이내에 미국에 대한 불공정한 투자제한 존재 여부를 심사함. 중국은 미국의 문제 리스트 접수 후 미·중이
공동으로 결정한 시간표에 따라 이러한 제한을 적극적으로 취소함 ⑫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중국은 비핵
심(non-critical) 부문 상품의 관세를 미국의 동류 상품의 관세보다 높지 않도록 인하함. 중국은 미국이 핵
심 부문 제품(중국제조 2025 관련 제품 포함) 수입에 대한 제한 또는 관세 징수를 인정함 ⑬ 중국이 본 협의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에 대해 수입관세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승낙함(余永定 2018, p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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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시기별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개방
2018년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중국은 지역적으로는 경제특구부
터 시작된 연해지역 중심의 개방에서 전방위 지역개방을 넘어 자유무역
시험구와 자유무역항에 이르는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중국은
최초의 시장경제 테스트베드인 경제특구의 대외개방 경험을 통해 검증된
정책들을 지역적으로 점차 확대 적용하였고, 이른바 ‘점(点) → 선(缐) →
면(面) → 전방위(全方位)’의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발전과 체제개
혁을 선도해왔다. WTO 가입 이후에는 중국 지역발전의 중심이던 대외
개방 확대 전략이 개방 분야의 변화와 제도 혁신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중국의 지역발전은 대외개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개
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
의 지역발전정책 변화와 개방을 △ 동부지역 중심의 불균형 발전단계
(1979~90년) △ 중·서부지역 협조발전 추진단계(1991~99년) △ 전면적
인 지역협조발전 실시단계(2000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개
방형 경제의 새로운 지역개방 플랫폼인 자유무역시험구와 자유무역항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동부 연해 중심의 불균형 발전’ 시기의 핵심은 동부 연해지역
우선발전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전 내륙 중심의 지역균
형 발전 전략은 그 비효율성과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외개방의 필요
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지
역경제 발전 전략은 우수한 인프라와 개방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연해지역
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었다. 중국은 경제발전 가이드라인인 ｢국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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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발전 제6차 5개년 계획｣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7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연해지역의 기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륙지역
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동부 연해지역의 발전이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또한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대외개방과 국내경제 회복을
중점 전략으로 확정한 바 있고, 1979년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14개 연해
개방도시의 개방, 연해경제개방구 설립, 상하이(上海) 푸둥신구(浦东新
区) 개발 및 개방 등을 통해 기존 경제특구의 특혜정책들이 연해지역에 확

대되면서 개방을 선도하였다. 그 결과 연해지역으로 국내외 투자가 집중
되었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동력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둘째, ‘중·서부지역의 협조발전’ 시기는 지역협조발전의 초기단계이
다. 앞에서 언급한 균형발전에서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이 발전 방
향의 전환이라면, 불균형 발전에서 협조발전으로의 전환은 발전 전략의
수준 제고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8
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지역경제의 합리적인 배분과 협조발전 촉
진’을 강조하며, 동부 연해지역 발전 전략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심화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를 계기로 연해지역의 대외개방 성과는
더욱 업그레이드되었고 중·서부 지역의 대외개방 역시 속도가 붙기 시작
하였다. 연해지역에 15개의 보세구와 연해경제기술개발구가 설립되기 시
작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변(沿边)개방도시, 연강(沿江)개방도시, 18
개의 내륙성도 및 자치구들이 개방되면서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이 실현되
었다. 또한 중·서부 지역에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를 설립하고, 내륙 성
(省)·자치구·시급 정부로 외국인직접투자 프로젝트의 심사권한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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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동부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중서부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을 장
려하였다.
셋째, ‘지역협조발전’ 시기는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단계
에는 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대외개방이 더딘 서부·동북·중부
지역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 서부대개발 전략, 동북
진흥 전략(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 진흥 전략), 중부굴기 전략 등의 정책
을 제정하였고,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9차 5개년 계획｣과 ｢2010년
거시 목표의 건의｣를 통해 향후 15년 동안 중국경제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지역경제 협조발전을 제시하였다.57)
3대 지역발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면, 서부대개발 전략(2000년)은 대
표적인 낙후지역인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50년
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3단계 계획을 세워 기초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
로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동북진흥 전략(2003년)은 구조적 비효율성, 설
비 노후, 국유기업 부실 등의 요인으로 침체기를 맞고 있는 동북지역을
선진기술과 시장 친화적 시스템을 갖춘 경쟁력 있는 신흥 산업기지로 구
축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중부굴기 전략(2006년)은 중부지역에 중요 식
량생산 기지, 에너지 원자재 기지, 현대장비제조, 첨단기술 산업기지, 종
합 교통운송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상하이 푸둥신구를
전국종합개혁시험구(2005년)로 비준하고, 상하이 양산(洋山)보세항구도
구축하는 등 계속해서 동부지역의 발전도 중요시하였다. 이 시기는 동부,
중·서부, 동북 등 4대 지역에서 협조발전의 기본적인 토대가 형성되었다
고 평가된다.

57) 李庆涛(2015),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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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조발전의 2기는 시진핑 집권기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 제18대 당대회 이후 시진핑이 지역통합발전 전략 실
시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제19대 당대회에서는 7대 전
략 중 하나로 지역협조발전 전략을 제시하였고, 2017년에 개최된 중앙경
제공작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지역협조발전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이전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일대일
로’, 징진지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 창장경제벨트 발전(长江经济带发
展) 등 3대 지역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협조발전과 협동발전을 함께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개방 수준을 더욱 제고하고자 한다. ‘일대일
로’ 전략은 장기간 프로젝트이자 가장 큰 밑그림으로서 지역개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연해지역의 개방뿐 아니라 내륙과 국경지역의 개방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58) 또한 징진지협동발전을 통해
수도를 핵심으로 한 지역발전과 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창장경제벨트 발
전을 가속화하여 창장유역의 전방위적인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상호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58) 孙久文(2018),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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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국의 시기별 지역발전 단계와 개방
지역발전 전략

1979~90년

1991~98년

동부 연해 중심의
불균형 발전
-

1996년~

중·서부 지역 중심의
협조발전

경제특구(1980~)
연해개방도시(1984)
연해경제개방구(1985)
푸둥신구(1990)

-

지역협조발전

연강개방도시(1992)
연변개방도시(1992)
내륙성도 및 자치구 개방(1992)
장강삼협 경제개방구(1994)

-

서부대개발(2000)
동북진흥(2003), 중부굴기(2006)
종합개혁시험구(2005~)
징진지협동발전, 장강경제벨트
발전, 일대일로 전략

지역개방

점(1980) → 선 → 면(1984~86) → 전방위
(1991~) 개방

신개방 플랫폼:
자유무역시험구(2013~), 자유무역항(2018)
-

상하이(2013)
광둥, 텐진, 푸젠(2015)
랴오닝, 산시, 쓰촨, 저장, 충칭, 허난, 후베이(2017)
하이난(2018, FTZ+자유무역항)

자료: 본문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2

중국의 4대 지역발전 전략과 3대 국가전략의 지리적 위치

동북진흥

로드

경제

벨트

중부
굴기

창장경제벨 트
서부대개발

연해지역

해 21
양 세
실 기
크
로
드

실크

징
진
지

주: 4대 지역발전 전략: 연해우선발전,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3대 국가전략: ‘일대일로’(실크로드 경제벨트,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징진지, 창장경제벨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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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개방의 확대: 점 → 선 → 면 → 전방위 개방
가. 경제특구 개방
개혁·개방 초기 중국은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를 거치며,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대외개방의 창
구 역할을 하는 경제특구를 설립하였다. 경제특구는 1977년 덩샤오핑의
광둥성(广东) 시찰을 계기로 1980년 8월 광둥성의 선전(深圳), 주하이(珠
海), 산터우(山头)가 지정되었고 같은 해 10월 푸젠성의 샤먼(厦门), 마지

막으로 1988년 4월에 하이난(海南)까지 지정되면서 총 5개가 지정되었
다. 경제특구는 덩샤오핑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특혜 정책을 통한 외자유
치와 글로벌 경제와 소통하는 창구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
1980년대 초반 당시 중국의 경제 규모는 전체 세계경제의 1.8%에 불
과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190달러에 불과한 저소득 국가 중 하나였다.
무역의존도는 4.7%로 무역 규모 역시 206억 달러에 불과했으며 세계무
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였다.59) 당시 체제 안정에 대한 불확
실성과 함께 열악한 투자환경을 직면한 중국정부는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였고, 특히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 ‘단계적 도입 – 전국
적 확산’을 위한 실험기지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경
제특구를 설립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와 선진 제조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시장경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였다.60)
경제특구는 주로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토지가격 우대 등 제조업 중

59) 隆国强(2017), p. 245.
60) 김홍원, 이한나(2018),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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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 자본과 선진 제조기술을 도입하여 경제
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인센티브로는 경제특구에
경제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성급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비준 권한을 부여하였고, 특구 내 입주기업에게는 상품가격, 생산계획 및
판매, 채용 등 경영자주권을 부여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하였다(표 3-1 참
고). 이러한 경제특구의 주요 우대정책 조치는 향후 단계적으로 개방되는
지역들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기본 혜택의 틀을 제공하게 된다.

표 3-1

경제특구의 주요 정책 조치

분야

정책

진입

1. 외국인투자자는 공업, 농업, 상업, 여행, 교통, 금융, 첨단기술 등 산업에 투자 허용, 홍콩·마카오에 설립한
중국자본 은행과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은행은 분행(分支) 설립 가능
2. 외국인투자자는 투자경영 자유권이 있으며, 투자경영 방식(독자·합자·합작)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법에 의해 경영관리 활동을 간섭 받지 않아야 함

인력

1. 특구 기업은 계약제를 실행하고, 기업은 노동력 사용과 입금 수준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며, 퇴직 양로와 사회
보험제도를 구축해야 함
2. 직업의 출입국 수속을 간소화하고, 외국인 화교, 홍콩·마카오 동포들의 왕래를 편리화함

토지

무역

외환

소득세

외국인투자자는 토지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고, 사용기한과 사용료에 대한 혜택 부여
1.
2.
3.
4.

특구는 대외무역을 자체적으로 경영할 뿐 아니라 내륙 성/시로부터 대리수출입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음
특구에서 사용되는 생산재와 소비재 수입은 모두 공상통일세 면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계설비, 원재료 등 상품 조달을 장려하고 가격우대 혜택을 부여
외자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고, 수출 시 수출세와 공상통일세 면제,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는 일정 비율의 내수
를 허가하고 일반 수입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함

1.
2.
3.
4.

외자기업의 합법적인 이윤과 직원의 합법적인 수입은 특구 은행을 통해 환전 가능
외자기업간에 (법에 따라) 외환 조절 가능
특구 은행은 외자기업의 환전, 저당 업무를 경영 가능
외자기업의 영업 정지 시 자산 양도 및 송금 가능

1. 외국인 투자 수익은 일률적으로 15%의 소득세 징수(이는 홍콩지역의 소득세율인 17%보다 낮은 수준)
2. 그중 10년 이상 경영 기업의 경우 생산성 산업은 2년간 면세, 3년간 50%, 투자금 500만 달러 이상 서비스
산업은 1년 면세, 2년 50% 면세

주: 공상통일세(工商统一税)는 화물세, 상품 유통세, 인지세, 영업세를 합친 것을 의미함.
자료: 隆国强(2017),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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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해지역 중심의 개방
중국은 경제특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특구-연해개방도시-연해경제
개방구 등으로 점차 도시와 지역의 개방을 확대해나가기 시작하였다. 경
제특구 설립 후 중앙정부는 베이징, 톈진(天津), 상하이 등 연해도시의 대
외무역 시스템, 수출 촉진 등의 분야에서 자주권을 부여하고 대외무역과
관련된 시범사업들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84년 5월 중국정부는 동부 연해의 다롄(大连), 친황다오(秦皇
岛), 톈진, 옌타이(烟台), 칭다오(青岛), 렌윈강(连云港), 난통(南通), 상하

이, 닝보(宁波), 원저우(温州), 푸저우(福州), 광저우(广州), 잔장(湛江), 베
이하이(北海) 등 14개 도시를 연해개방도시로 지정하여 개방하기로 결정
하였고 대외개방창구가 남쪽에서 북쪽까지 한 개의 선으로 연결되었
다.61) 이들 도시는 경제특구와 비교하여 지역이 더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토지 면적과 인구 규모가 크고 경제, 산업, 문화적으로도 비교적 발
달한 도시들로 개방과 관련해 유리한 기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연해도시의 개방은 중국 동부 연해지역 선도 발전 전략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도시들은 모두 중국의 수출을 담당하는 주요 지역으로
대외무역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함께 1985년 이후에는 점
진적으로 전체 연해지역을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 창장삼각주(长
江三角洲), 주장삼각주(珠江三角洲), 민난하장천 삼각주지역(闽南厦漳泉
三角地区)을 연해경제개방구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랴오닝, 허베이, 톈

진, 산둥, 장쑤, 저장, 푸젠, 광둥의 40개 지급시와 215개 시·직할 현 등

61) 中共中央, 国务院(1984), ｢沿海部分城市座谈会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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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연해경제개방구에 포함시키면서 대외개방 창구가 선에서 면으로
확대되었다.62) 연해개방도시에서 연해경제개방구로 개방이 확대되면서
대외개방의 중심은 도시에서 농촌까지로 확대되었다.
연해개방도시와 연해경제개방구의 주요 개방 우대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를 이용한 건설 프로젝트의 심사 권한을 완화하여 개방
도시의 자주권을 확대하였다. 둘째, 외환 사용한도와 외환 대출을 확대하
였다. 셋째, 중외합자·중외합작·외국인 독자기업에 대해 세금우대와 외
환관리상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넷째, 개방도시의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경제특구와 유사한 수준의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경제기술개발구’ 설치
를 허가하였다. 이어진 연해지역의 개방 확대에 따라 북부만, 주장삼각
주, 창장삼각주, 환발해 등 지역 특색에 따른 경제권을 형성하였다. 일례
로 주강삼각주는 임금 우위를 바탕으로 홍콩·마카오·대만 지역 및 주변
국가의 산업이전이 이뤄졌고 노동집약형 가공무역이 크게 발전하면서 경
제발전을 이끌었다. 창장삼각주도 향진기업과 민영기업의 성장을 통한
산업구조로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경·중공업과 첨단기술산업이 빠르게 발
전하였다.63)

표 3-2

연해지역의 주요 개방 정책 조치
분야

연해
개방도시

주요 내용

개방도시의 대외경제
활동 자주권 확대

- 외국인투자 건설 프로젝트의 심사 완화

외환 사용한도와 외환
대출 확대

- 외환 사용한도: 상하이는 매년 3억 달러, 톈진은 2억 달러까지 사용한도 확대(기
타 도시도 동일한 수준)
- 외환 대출: 중국은행은 연해 개방도시의 외환 대출을 확대

62) 隆国强(2017), p. 257.
63) 隆国强(2017),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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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분야

중외합자·중외합작·
(외국)독자기업 지원

주요 내용
- △ 산업 업그레이드 △ 상품수출 △ 수입대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중외합자/중
외합작을 장려하고 외국인 독자 투자를 허가
- 기업소득세: 기술·지식집약형 기업, 투자금 3,000만 달러 이상, 장기 투자일 경
우 기업 소득세율 15%
- 관세, 수입 공상통일세: 기업의 수입 생산설비와 건축자재, 수출상품 생산을 위한
수입 원자재와 부품, 생산재 등의 관세와 수입 공상통일세 면제

경제기술개발구의 설치 - 개방도시의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경제특구와 유사한 수준의 우대정책을 적용하
허가
는 ‘경제기술개발구’ 설치를 허가
성·직할시의 심사 권한
- 외자 심사 권한 및 수입설비, 출국 등에 대한 심사를 해당 지급시로 이양
확대

연해
경제개방구

수출기업과 기업의
기술개조에 대해 정부
지원

- 수출기업과 기업의 기술개조와 관련하여 국무원 관계부처와 관련 지방 정부는
자금, 설비공급, 기술지도 등 분야를 지원

중외합자·중외합작·
(외국)독자기업 지원
(세금 우대)

- 다음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생산형 외국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율: 15%
① 에너지, 교통, 항구 건설 프로젝트 ② 기술·지식집약형 프로젝트 ③ 투자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이고 투자 회수기간이 긴 프로젝트
- 기업 생산에 필요한 기기설비, 부품, 원재료, 운송도구 등의 관세와 수입세 면제

외환 대출 지원

- 개방구에서 생산된 수출상품과 수입된 선진기술·설비·우수품종 등 상환능력이
있는 프로젝트에 외환 대출 우대를 제공

출입국 편리화

- 14개 연해개방도시의 출입국 혜택을 참고하여 수출입 심사, 여권 비자 등 수속
처리

자료: 隆国强(2017), pp. 255~25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전방위 개방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는 국내외적인 경제환경 변화와 경제
글로벌화에 따라 대외개방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덩샤오
핑의 남순강화 이후로는 대외개방의 범위와 분야가 점차 확대되어 더욱
폭넓은 분야의 지역개방이 추진되었다. 1990년 4월 국무원은 상하이 푸
둥지역의 개발 및 개방을 발표하였다. 푸둥신구는 경제기술개발구와 경
제특구 정책을 기반으로 1990년대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이 되었다. 당
시 중국정부는 상하이 푸둥지역의 개발을 통해 창장 연안도시, 연변도시
와 주변의 대외개방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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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삼각지역에서 점차 장삼각지역으로 이전되면서 동부 연해지역의 발
전이 남에서 북으로 전파되며 전방위적인 개방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해지역 중심의 성공적인 대외개방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2
년 6개의 창장 연선(沿缐) 항구도시와 1994년 창장삼협(长江三峡)경제개
방구를 개방하고,64) 14개 변경(边境)도시에 변경경제협력구를 구축하여
개방하였으며, 18개 내륙지역 성도(省会)와 자치구를 개방하는 등 전국
범위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경제가 더욱 발전하였다. 이러한 창장 연
선지역의 경제발전은 중서부지역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며, 중부·동부·서
부 협조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65)
상하이를 선두로 한 연강(沿江) 개방은 강을 따라 창장경제벨트66)를
형성하고 있는 장쑤, 저장, 안후이, 장시, 후베이, 후난, 충칭, 쓰촨, 윈난,
구이저우 11개 성·시의 개방으로 이어졌다. 연강도시의 개방과 14개 연
변(沿边)도시의 개방은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 연변도시에서 이뤄졌던
주요 개방정책으로는 △ 연변도시가 소재하는 성(省)과 자치구의 직권 범
위 내에서 변경무역, 가공무역, 노무 협력 등 도시 관리와 심사에 관한
권한을 변경도시로 이양 △ 기업 생산에 필요한 기기설비, 부품, 원재료,

64) 6개의 창장 항구도시와 창장삼협 경제개방구에서도 연해개방도시의 정책을 적용하여 도시의 대외경제협
력 시 필요한 권한을 확대하고, 해외 선진기술과 전통기업 업그레이드 관리 경험을 도입하였다. 또한 외국
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경제기술개방구를 구축하도록 허가하였다.
65) 陈瑞莲, 谢宝剑(2009).
66) 2016년에 발표된 ｢창장경제벨트 발전규획 강요｣는 창장 생태환경 보호,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 혁신주도형 산업 업그레이드, 신형도시화 추진 외에도 전방위적인 개방모델 구축과 지역협조발전 시
스템 혁신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전방위적인 개방모델 구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
하이 및 창장 삼각주 지역의 역량을 통해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서비스분
야의 개방 및 국경간 전자상거래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둘째, 향후 윈난을 남아시아와 동남
아시아 지역경제중심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주변 국가와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공무역, 보세
물류, 국경간 전자상거래 등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내륙 개방형 경제신체제 구
축을 가속화한다. 충칭, 청두, 우한, 창사, 난창, 허페이 등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협력 및 산업 집적을 추진
하고 있다(隆国强 2017,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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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도구 등의 관세와 수입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
24% 적용 △ 변경도시에 변경경제협력구를 지정하여 내·외자 기업의 투
자유치 허용 등이 있다.67) 한편 1992년에는 우루무치(乌鲁木齐), 난닝
(南宁), 쿤밍(昆明), 하얼빈(哈尔滨), 창춘(长春), 후허하오터(唿和浩特),
스자좡(石家庄), 타이위엔(太塬), 허페이(合肥), 난창(南昌), 정저우(郑州),
창사(长沙), 청두(成都), 구이양(贵阳), 시안(西安), 란저우(兰州), 시닝(西
宁), 인촨(银川) 등 18개 내륙지역 성도와 자치구에도 동부 연해지역의

우대 정책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은 단계적으로 다방면의
광범위한 대외개방 국면을 맞이하였다. 내륙의 성도와 자치구들은 개방
조건이 동부 연해도시나 연변 개방도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색에
맞는 대외개방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개방 초기 중국의 연해 중심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
간, 동부와 중서부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특히 중서부 소수
민족지역 및 변경지역의 발전이 지체되면서 균형발전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서부대개발, 동북진
흥, 중부굴기 등 3대 지역발전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협조발전을 중시하였다. 중·서부지역의 대외개방 수준이 크게 상승하였
고 경제발전과 시민의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중국 공산당 제18
대 당대회 이후에는 ‘일대일로’, 징진지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등 3대
전략을 추진하고 서로 연계하여 지역개방 수준을 더욱 제고하고자 한다.

67) 隆国强(2017), p.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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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형 경제의 신체제 구축: 자유무역시험구 전략
가. 출범 배경과 특징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전략은 개혁·개방에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이다.
그 출범 배경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투자·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소비·내수 중심의 성장을 중요시하며 서비스부문의
육성과 개방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과,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제시스템에
적응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스트베드가 필요함을 인지했
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013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같은 해 9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정식으로 출
범하였다.
2013년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 후 발표한 ｢중공중앙
전면심화개혁에 관한 약간 중대 문제의 결정｣에서도 자유무역시험구가
선도하는 개방형 경제의 신체제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정
부는 자유무역시험구 출범의 의의를 “중국의 제도 및 경제체제 개혁의
실험과 개방 확대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라고 밝혔다.68) 이는 중국이 개
방을 통해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지녔으며, 개방 확대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이전, 행정관리
시스템 개혁, 투자 분야 확대, 서비스무역 분야 및 금융 분야의 개방, 제
도 개선 등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 적응과 제도 혁신을 목표로 전
면적인 개혁 심화와 새로운 대외개방의 기회를 만들어갔다. 특히 제도적

68) 国务院(2013),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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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구축하고 경영환경 및 혁신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비
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기
존의 중국 내 특별경제지역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현재까지 설치된 경제특구, 개발구,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특별경제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대정책을 시행하여 역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과 혜택을 누리면서 개방정책이나 지역 경제발전을 이끌
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시험구는 우대정책을 통해 경쟁 우위를 얻는 것
을 지향하지 않으며, 관세나 소득세도 기타 수출가공구나 보세구와 동일
한 수준으로 일부 서비스업 개방 시범 이외에 특별 우대정책은 거의 시행
하고 있지 않다.
특별경제지역과 비교하여 자유무역시험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자유무역시험구의 중점 업무는 제도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핵심으로 한 투자관리제도를 기본적으
로 수립하고, 무역편리화를 중심으로 한 무역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본계정 태환과 금융서비스업 개방을 목표로 한 금융혁신제도 추
진을 목표로 한다. 둘째, 자유무역시험구의 무역관리제도는 ‘1선은 개방,
2선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제(一线放开, 二线安全高效管住)’를 기반으
로 관리된다. 즉 화물이 자유롭게 자유무역시험구를 출입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셋째,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관리하고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해가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네거티브 리스
트 제도도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시험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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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전 과정과 주요 내용
2013년 9월에 출범한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험구인 상하이 자유무
역시험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부기능 전환 ② 투자영역 개방 확대(서
비스업) ③ 무역발전방식 전환 추진 ④ 금융 분야 개방 혁신 심화 ⑤ 제도
보장 완비 등이 있다.70) 특히 주목받았던 것은 그동안 개방이 더디었던
금융, 운송, 비즈니스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사회서비스 등 6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 제조업 인센티
브 중심이었던 중국의 대외개방 모델이 서비스업 유치와 제도 혁신 중심
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국제 관례
와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구축하면서 △ 진입 전 내국민대우 제도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 외국인기업 설립·변경 등록제도 등을
도입하여 외국인투자 제도 혁신과 개방 수준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다.71)
2015년 4월, 국무원에서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개혁·개방
심화방안｣을 통해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금융과 첨단기술 기능
을 갖춘 3개 지역을 추가하여 면적과 지역을 확대하였고,72) 상하이 자유
무역시험구 성과 확산의 연장선에서 광둥, 톈진, 푸젠을 추가 지정하여
연해지역 중심의 실험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는 네거티브 리스트, 무역
편리화, 자본계정 태환 및 금융 서비스업 개방, 정부직능 전환 등 제도적

69) <海南自由贸易港建设一百问>编委会(2018), p. 66.
70) 国务院(2013),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71) 国务院(2013),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72) 2015년 4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존 △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와 물류단지(外高桥保税区, 外高桥保
税物流园区) △ 푸둥공항 종합보세구(浦东机场综合保税区) △ 양산보세항구(洋山保税港区)에 루자쭈이금
융지구(陆家嘴金融片区), 진차오개발지구(金桥开发片区), 장장하이테크지구(张江高科技片区) 등 3개 지
역을 추가로 포함하여 총 7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총 면적: 28.78㎢ → 1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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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완비하고자 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
정책을 수행할 것을 표명하였다.73) 새롭게 추가된 광둥, 톈진, 푸젠은 각
각 △ (광둥) 중·홍콩·마카오 경제통합 촉진 △ (톈진) 베이징·톈진·허베
이 공동발전 및 개방 추진 △ (푸젠) 양안간 경제무역 협력이라는 전략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또한 2017년 3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전면적 개혁·개방
심화방안｣을 통해 지난 3년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국제 수준의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
시하였다. ① 금융업 등 일부 서비스 분야의 개방 추가 확대 ② 새로운
경제 관리시스템 모색 ③ 국제투자 및 무역 규범과 연계된 시스템 구축
④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⑤ FTZ와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및 글로벌
과학혁신센터와의 연계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일부
개혁 내용을 상하이시 전체의 개혁과 연계하고 각 개혁 시범업무를 푸둥
신구나 상하이시 전체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74)

표 3-3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주요 정책문건

발표

문건명

주요 내용

2013. 9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 시범구 조성 목표, 추진 방향, 지역적 범위
- 금융, 항운, 비즈니스, 법률, 관광, 교육, 의료 등 서비스업 개방조치

2014. 6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진일보 확대개방 조치｣

- 총 31개 조항으로 서비스 분야 14개, 제조업 분야 14개, 광산업 분야
2개, 건축업 분야 1개
- 항운무역 등 시험구의 주도산업 강조
- 제조업, 광산업, 건축업의 확대 개방

2015. 1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운영 - 상하이 시험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제도적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한 통지｣
대 시행

73) 国务院(2015), ｢进一步深化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改革开放方案｣.
74) 国务院(2017), ｢全面深化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改革开放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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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발표

문건명

주요 내용

2015. 4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개혁·개방 심화 방안｣

- 시험구의 지역적 범위 확대(총면적 120.72㎢)
- 정부기능 전환 가속화, 무역관리감독제도·투자관리제도·금융제도 혁신

2017. 3

- 금융업 등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 추가 확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전면적 - 새로운 경제 관리시스템 모색, 국제투자 및 무역 규범과 연계된 시스템
개혁·개방 심화방안｣
구축,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 FTZ와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및 글로벌 과학혁신센터 연동

주: 표에 작성된 모든 문건의 발표기관은 국무원임.
자료: 노수연 외(2015)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같은 시기에 자유무역시험구로 랴오닝, 산시(陕西), 쓰촨, 저장, 충칭,
허난, 후베이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기존의 자유무역시험구가 연해지역
에 집중되었던 것과는 달리, 새로이 지정된 자유무역시험구들은 지방 균
형발전을 고려하여 내륙으로 확대하고, 서비스개방과 제도 혁신에서 더
나아가 중서부지역의 개혁·개방 확대와 ‘일대일로’ 등과 같은 주변 지역
과의 경제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하이
를 시작으로 2018년 하이난까지 ‘1+3+7+1’로 총 12개 지역에서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며, 시기별로 1~3기로 구분할 수 있다(표 3-4 참고). 각
시험구는 지역 특색에 따른 총체적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상하이를 제
외하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표 3-4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확대

구분

1기 FTZ

2기 FTZ

3기 FTZ

지역

상하이(Ⅰ)

상하이(Ⅱ), 광둥, 톈진, 푸젠

랴오닝, 산시, 쓰촨, 저장, 충칭, 허난,
후베이, 하이난

출범일

2013. 9. 29

2015. 4. 21

2017. 3. 31

주요 내용

- 서비스업 개방 및 금융 - 상하이 FTZ 모델의 확장
제도 혁신
- 연해지역 중심의 무역협력

- 중서부지역의 개혁·개방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FTZ 포지셔닝
- 지역경제통합(‘일대일로’)

주: 2기 FTZ가 선정되면서 상하이의 FTZ 지역이 확대 지정되어 이를 상하이(Ⅰ)과 상하이(Ⅱ)로 구분; 하이난은 2018년 4월에
추가 지정됨.
자료: 김홍원, 이한나(2018, p. 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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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전략적 지위

지역

추진 목표

상하이

전면적인 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의 테스트베드

광둥

내륙과 홍콩·마카오의 경제협력 추진; 주삼각지역과 내륙지역의 산업 업그레이드

톈진

징진지 협동발전을 통해 내륙의 발전 촉진

푸젠

대만과의 경제무역 협력

랴오닝

동북의 노후공업기지 발전 경쟁력 제고 및 대외개방 수준 제고

저장

‘저우산 자유무역항구’ 구축 모색, 석유제품 위주 벌크상품의 무역자유화

허난

내륙지역의 교통 허브 구축

후베이

동부지역의 산업이전, 전략적 신흥산업 및 첨단기술 산업기지 구축, 중부굴기와 창장경제벨트 건설 시범

충칭

서부지역의 개방 확대, 서부대개발 중점 실시

쓰촨

서부 내륙지역의 개방 거점 구축, 내륙과 연해·연강지역의 협동 개방

산시(陕西)

‘일대일로’와 서부대개발을 통한 개방 확대, 내륙형 개혁·개방 허브 구축,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인문교류

자료: 隆国强(2017), pp. 307~308의 표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중국경제가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면서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자유무역시험구
가 개혁·개방의 ‘중대 조치’로 강조되었고, 2017년 시진핑 주석은 자유
무역시험구 건설이 전면적인 개혁과 개방 확대를 심화하는 ‘전략적 조치’
임을 강조하였다. ‘중대 조치’에서 ‘전략적 조치’로의 변화는 자유무역시
험구에 전략적인 의의와 선도적인 의의를 더욱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75)
2018년은 자유무역시험구를 구축한 지 5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자유
무역시험구는 제도 혁신을 핵심으로 무역편리화, 외국인투자제도 혁신,
금융개방, 제도보장 분야에서 성과를 보였다(표 3-6 참고). 리커창 총리
도 5년간 지방정부와 관련 부처들이 자유무역시험구에 관해 적극적으로
혁신을 모색했다고 평가하고 개혁·개방과 제도 혁신을 더욱 강력하게 추

75) 隆国强(2017), p.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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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시험구의 문제들을 해
결하고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하여 개혁·개방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야 할 것임을 언급하였다.76)

표 3-6

자유무역시험구의 분야별 추진 내용 및 성과
분야

정부기능 전환
투자영역 개방 확대

무역발전방식 전환(무역
편리화)

금융 분야 개방혁신
제도 보장

추진 내용
- 행정 간소화
- 사전심사제도 → 사중사후 관리감독
- (외국인투자 관리방식)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실시
- FTZ 네거티브 리스트는 4차례의 개정을 통해 총 45개 조항으로 축소
-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금융, 운송, 무역, 전문, 문화, 사회서비스
-

(통관 절차 간소화) 선진입-후통관 방식 실시
1선 개방, 2선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제(一线放开, 二线安全高效管住) 관리
보세전시거래 실시
집중 종합납세 실시
국제무역 ‘단일 창구’(원스톱 신고검사) 실시

- 금리 시장화, 자본계정 자유화 등 점진적인 개방 추진
- 자유무역계좌(FT 계좌) 도입
- 역외 자금조달 규모 및 경로 확대
- 투자 및 무역 규범 제정 가속화
- 외국인 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제도 실시

자료: 国务院(2013),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을 기초로 최근 내용을 반영하여 저자 작성.

한편 2018년 11월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연
설을 통해 상하이 등 지역이 대외개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
록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지역적 범위를 더욱 넓힐 것이며, 상하이의
투자와 무역 편리화·자유화에서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표
명하였다.77)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두 번째 확대 지정이 확정적으로
발표된다면 FTZ 4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이 증설되는

76) ｢习近平对自由贸易试验区建设作出重要指示｣(2018. 10.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1).
77) ｢习近平在首届中国国际进口博览会开幕式上的主旨演讲｣(2018. 11.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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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위치 및 현황

The first FTZ (approved in 2013)
The second group of FTZs (approved in 2015)
The third group of FTZs (approved in 2016)
Hainan FTZ (approved in 2018)

●

Henan FTZ
119.77 sq. km
Zhengzhou 鄭州
Kaifeng 開封
Luoyang 洛陽

Heilongjiang
li
go
on
rM
e
Inn

●

●

Xinjiang

a

Jilin
Liaoning FTZ
119.89 sq. km
Dalian 大連
Shenyang 瀋陽
Yingkou 營口

Beijing
Gan
su

Ningxia

Shanxi

●

Hebei

●

Shandong

Qinghai

Jiangsu
Xizang

Shaanxi FTZ
199.95 sq. km
Xi’an 西安
(two areas)
Xianyang 咸陽
●

●

Anhui

Guizhou
Sichuan FTZ
119.99 sq. km
Chengdu 成都
(two areas)
Luzhou 瀘州

Hunan

●

Tianjin FTZ
119.9 sq. km
Shanghai FTZ
120.7 sq. km
Zhejiang FTZ
119.95 sq. km
Zhoushan 舟山
(three areas)

Jiangxi

●

Yunnan
Guangxi

●

●

Chongqing FTZ
119.98 sq. km

Hubei FTZ
119.96 sq. km
Wuhan 武漢
Xiangyang 襄陽
Yichang 宜昌

Haiana

●

●

●

●

Guangdong FTZ
116.2 sq. km
Guangzhou 廣州
Shenzhen 深圳
Zhuhai 珠海

Hainan FTZ
35,400 ㎢

●

Fujian FTZ
118.04 sq. km
Pingtan 平潭
Xiamen 厦門
Fuzhou 福州
●
●
●

●

자료: Fung Business Intelligence(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10)의 그림을 바탕으로 2018년 하이난 자유무역시험구를
추가하여 재작성.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국제무역 분야에서 장삼각과 기타 내륙지역의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 장삼각 일체화와 ‘일대일로’ 건설 등 국가전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78) 수입박람회 기간에 상하이시 부시장 우
칭(吴清)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지역범위 확대에 대해 아직 구체적
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증설 범위는 상당히 넓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
한 일각에서는 새롭게 확대될 지역으로 임항면적이 비교적 넓고 스마트
제조, 신에너지 자동차, 국제항운, 국제선박 관리, 바이오 R＆D 등 산업

78) ｢不负重托, 自贸区新起点谋求新出发｣(2018. 11.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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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기반을 갖춘 신홍치아오 지역(新虹桥区)을 예상하고 있다.79)

4. 과제와 전망: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일대일로’ 전략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개방형 경제의 신체
제’ 구축을 목표로, 지역적으로는 전방위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도(新格
局)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도 혁신과 개방실험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시험구의 역할 확대, 동·중·서부 지역의 협조발전, 내륙과 연해
지역의 통합,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해지역에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연해경
제벨트, 서비스개방의 선행시범기지, 창장경제벨트, 연해-내륙 연계형 대
외개방의 신회랑 등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80) ｢13·5 규획｣에서는 서
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 등 4대 지역발전 전략에 기초한
지역협조발전을 통해 지역간 발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일대일로’ 전략, 징진지 협동발전, 창장 경제벨트를 적극적
으로 연계하는 전방위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중국은 대외개방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자유무역시험구 전
략을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을 목표로 한 ‘중국 특
색’의 자유무역항을 구축할 것을 발표하였다. 자유무역항 건설은 국가 대
외개방 전략의 일환으로,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중국 개혁·개방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비롯한 대외개방 조치를 빠
79) ｢上海自贸区新片区猜想: 新虹桥和临港唿声最高｣(2018. 11.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10).
80) 中共中央, 国务院(2015), ｢中共中央国务院关于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的若干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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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추진하고 있다. 국무원은 2018년 11월 ｢자유무역시험구 개혁혁신
심화에 관한 조치 지원｣을 통해 자유무역시험구에 더 많은 자주권을 부
여하고 외국인투자를 완화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하였다. △ 우수한 투자
환경 조성 △무역편리화 수준 제고 △ 금융의 실물경제 서비스 추진 △
인력자원의 선행시범 등 영역의 조치를 포함하며 동 조치들은 모든 자유
무역시험구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될 것이다.81)

표 3-7

향후 지역개방 및 지역발전의 주요 과제
목표

주요 과제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도(新格局) 구축

-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심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개혁·개방 심화, 서비스 및 선진 제조업 대
외개방 확대, 일부 개방조치를 푸둥신구 및 전국으로 확대
- 〔내륙지역 개방시스템 개선 및 완비〕 내륙중심도시와 도시군 중심의 개발구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이전 추진
- 〔국경개방의 새로운 거점 육성〕 국경중점 개발·개방시험구, 변경경제협력구 조성, 변경경제협
력구 신설 및 확대, 에너지자원 수입가공기지 건설, 변경지역과 인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 〔연해개방의 새로운 시범지역(高地) 구축〕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춘 연해경제벨트 구축, 징진지
협동발전 추진, 연해지역의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R＆D 강화, 서비스업 개방 선행시험 추진, 창장
경제벨트 발전
- 〔홍콩·마카오·대만 지역 개방 확대〕 서비스무역 자유화 확대, 첸하이 현대서비스시범구, 주하이
헝친신구, 광저우 난샤신구 건설 완료, 홍콩·마카오·대만기업과의 해외 공동 진출 지원, 양안
산업협력 강화, 무역 및 투자 편리화 분야 협력 강화 등

지역협조발전 촉진

- 〔지역발전 전체전략 실시 심화〕 서부대개발 추진 심화,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 추진,
중부지역 굴기 촉진, 동부지역 우선발전 지원, 지역협조발전 시스템 완비
- 〔징진지협동발전 추진〕 비수도 기능 정리, 공간 및 기능 최적화, 일체화된 현대교통 네트워크
구축, 생태공간 확대
- 〔창장경제벨트발전 추진〕 창장연안 녹색생태 회랑 구축, 종합 입체교통 회랑 구축, 연강도시 및
산업분포 최적화
- 〔특수지역 발전 지원〕 소수민족지역 발전 추진, 국경지역 개발 및 개방 추진, 빈곤지역 발전 촉진

자료: 中共中央, 国务院(2015), ｢中共中央国务院关于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的若干意见｣; 中共中央(2016), ｢中华人民共和国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81) ｢자유무역시험구 개혁혁신 심화에 관한 조치 지원｣은 총 53개 조치로 구성되며, 조치별 담당부서까지 명시
하였다. 외국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외국국적 기술인재 비율 조건 완화, 외국인 독자 인재중개기관의 제한
완화, 은행의 해외기관이나 해외 프로젝트에 위안화 대출 지원, 외자의 건축업 투자 시 인허가권이나 건축
프로젝트 관련 인허가권을 자유무역시험구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国务院, 2018a, ｢关于支持
自由贸易试验区深化改革创新若干措施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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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 목표: 하이난 자유무역항 구축
2018년 4월 시진핑 주석은 하이난 경제특구 설립 30주년 기념식에서
하이난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하는 동시에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항으
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각에서는 자유무역항 건설 발표
를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에 비견할 만한 사건으로 보도하기도 하였다.82)
자유무역항은 2017년 10월 개최된 제19차 당대회에서 중앙정부 차원에
서 처음으로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자유무역시험
구에 더 많은 개혁 자주권을 부여할 것이며, 높은 수준의 개방인 자유무
역항 설립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자유무역항 전략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글로벌화
와 개방 확대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된다.
2017년 왕양(汪洋) 전 총리도 인민일보 기고에서 지역개방 극대화 전
략의 일환으로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을 언급하였고, 자유무역항은 경내
관외(境内关外)에 설치되는 만큼 상품·자본,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
능하고 대다수의 상품이 면세되는 특정 지역이며,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특수경제기능구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향후 더 높은 개방 수준과 경영환
경을 갖춘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83) 하
이난 지정 전까진 최초의 자유무역시험구인 상하이가 유력한 자유무역항
후보지 중 하나였으나, 상하이가 아닌 하이난이 지정된 주요인은 내륙과
분리된 섬이라는 지리적 특징이 향후 독립관세구역으로서의 자유무역항

82) Liu Zhen(2018. 4. 8), “Can President Xi Jinping succeed in ‘China’s Hawaii’ where Deng Xiaoping
failed?”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5. 10).
83) ｢推动形成全面开放新格局｣(2017. 11.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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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조건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하이난은 중국
의 해양강국(海洋强国) 발전 전략의 요충지이자 ‘일대일로’ 해상 실크로
드와 연계한 동남아시아지역과의 협력에서 주요 거점지역이기도 하다.84)
중국정부는 ‘중국 특색의’, ‘하이난 지역발전 실정에 맞는’ 자유무역항
구축을 강조하는데, 이를 근거로 글로벌 수준의 자유무역항과는 기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자유무역항을 최
종 목표로 지향하고 있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자유무역항을 계속해서 모
색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하이난 자유무역시험구를 먼저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항 정책을 추진하는 수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다. 하이난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존 11개 자유무역시험구와 달리 자유
무역항으로의 발전 목표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이난은 기
존 자유무역시험구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하이난 지역 특색에 따른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이자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시험구 구축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자유무역항 구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기별 목
표를 제시하였다. 2020년까지는 자유무역시험구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여 대외개방 수준을 제고할 것이며, 2025년까지 자유무역
항 설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제도를 수립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계
획이다. 마지막으로 2035년에는 자유무역항 제도와 운영시스템을 성숙
시키고,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85)

84) 김홍원, 이한나(2018).
85) 国务院(2018b), ｢关于支持海南全面深化改革开放的指导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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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하이난 자유무역항 구축 로드맵

시행 시기

구축 목표

2020년

- 하이난 자유무역시험구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 구축

2025년

- 자유무역항 설립 관련 기본제도 수립, 비즈니스 환경 개선

2035년

- 자유무역항 제도 및 운영시스템 완비, 국제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

자료: 国务院(2018b), ｢关于支持海南全面深化改革开放的指导意见｣.

2018년 4월 국무원이 발표한 ｢하이난 개혁·개방 전면심화 지지에 관
한 지도의견｣에 따르면,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관세혜택 중심의 중계·가
공무역이 아닌 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개방과 첨단기술산업 발
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하이난에 새로운 4대 전략적 지위를 부여
하였는데 첫째, 전면적 심화 개혁·개방시험구로서 개방형 경제의 신체제
구축 모색 및 태평양과 인도양의 중요한 대외개방 창구로서의 역할이다.
둘째, 국가 생태문명시험구로서 사람과 자연과 조화발전을 이룬 건설에
서의 현대화를 구축하고 전국 생태문명 건설 추진을 위한 새로운 경험을
모색한다. 셋째, 국가 관광·소비 중심으로서 관광소비 분야의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국제관광소비 중심지를 구축한다. 넷째, 국가 중대전략
서비스 보장구로서 해양강국과 ‘일대일로’ 건설 등 중요 전략과의 연계
및 하이난의 전략적인 지위와 역할 업그레이드 등을 제시하고 있다.86)
또한 10월 16일 ｢중국(하이난)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을 통해 하
이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였다. 기타 자유무
역시험구의 지역적 범위는 평균 약 120㎢ 규모이지만, 하이난 자유무역
시험구(무역항)는 하이난 전체 섬에서 시범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인

86) ｢新时代全面深化改革开放的新标杆-透视《中共中央国务院关于支持海南全面深化改革开放的指导意见》
六大看点｣(2018. 4.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0. 20).

110 ❙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프라 자원, 시범 분야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종자업, 의료, 교
육, 관광, 통신, 인터넷, 문화, 금융, 항공, 해양경제, 신에너지 자동차 등
중점 분야에서 외자의 시장진입을 크게 완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생
명보험회사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51%까지 완화하고, 자유무역시험구 내
에 설립된 외자 독자 건축기업의 역내 건축 프로젝트 수주를 허용하는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 조치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87)

표 3-9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과 자유무역항의 주요 특징 비교
구분

요소이동 자유도

기업 진입 및 경영제도

무역결산 자유도
세수제도
관세
해관관리방식
역외(离岸)업무 허가 정도
외국국적 선박 출입 편리 수준
사람 이동 편리

자유무역시험구(FTZ)
- 화물의 자유이동 중심

자유무역항
- 화물, 자금, 인력, 정보 등 요소 자유이동

- 기업의 자체 등기 실시 가능
- 역내 기업의 등록은 여전히 공상 등기, 심 - 국가보안과 일부 국내 경제발전에 부합하
사가 필요
지 않는 일부 산업을 제외하곤 일반적으로
- 역내 기업의 자유로운 관리는 용이하지 않음
기타 제약이 적음
- 진입 전, 진입 후 내국민대우 실행 가능
- 제약 있음

- 결산 자유

- 기타 지역과 차이 없음
- 일부 영역에 세수우대 정책 실시

- 세금의 종류가 적고, 세율이 낮음

- 생활형 서비스업 등 기업의 수입 화물은 여
- 절대다수의 상품이 무관세(부분 상품 제외)
전히 관세 부과
- 일반적인 해관관리제도 실시

- 일반적인 해관관리제도 면제
- 사중사후관리 실시

- 일반적으로 역외 금융, 역외 무역 등 업무
- 허가
불허
- 해관 수속 필요
- 출입 시마다 신청 필요

- 외국 선박의 출입 신청 및 해관 수속 면제
가능

- 일반 절차 필요

- 비자 면제나 도착 비자 정책 실시

주: 자유무역항은 국제 수준 자유무역항의 특징을 바탕으로 정리함.
자료: <海南自由贸易港建设一百问>编委会(2018), p. 75.

87) 国务院(2018c), ｢中国(海南)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제3장 중국의 지역개방 전략 평가 ❙ 111

나. 지역개방과 ‘일대일로’ 연계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중국정부는 당분간 긴 호흡으로 ‘일대일로’ 건
설을 징진지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발전 등의 국가전략과 연계하고 서부
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 발전, 국경개발·개방과 결합하여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동·중·서부지역의 연동발전을 구축할 계획이다.88)
중국정부는 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낮은 대외개방 수준이 지역경제발전
의 장애요인 중 하나임을 인지하며, ‘일대일로’ 건설이 중국의 서부지역
과 국경지역의 개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 내륙 및 서쪽 국가 중심의 개방을 추진하여 중
국의 지역협조발전을 촉진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대개발
이후 중국은 내륙과 연변 지역의 기초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
다. 4대 지역발전 전략과의 긴밀한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일대일로’는 중
국 서북과 서남 지역의 지역적 조건을 개선하고 서부지역의 대외개방 수
준을 제고하는 등 서부지역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
로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 중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파키스
탄 경제회랑이 건설되면 대외개방에서 위치적으로 불리하여 열세였던 중
국 북서부지역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며, 중국-인도차이나반도, 방글라
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은 서남지역의 대외개방을 가속화하여
윈난(云南)과 광시(广西)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중국-몽골-러시아 경
제회랑의 건설은 동북지역의 대외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동북 재진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신유라시아대륙교 경제회

88) ｢以一带一路形成区域开放新格局 把西部特色转为经济优势｣(2017. 5.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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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의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을 연
결하고 연해 및 내륙 지역의 상호 발전 및 협조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대일로’는 중국의 전방위적인 대외개
방 전략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무역, 인문, 금융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1980년대의 연해개방 전략과 같이 지역
거점 중심의 우대정책을 통한 특혜가 아닌 만큼 더욱 폭넓은 지역에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 위치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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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aker McKenzie(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20)의 지도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참고문헌
[국문자료]
김홍원, 이한나. 2018. ｢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의 의미와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8-19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2015. 뺷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

제3장 중국의 지역개방 전략 평가 ❙ 113

점: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사례를 중심으로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문자료]
隆国强. 2017. 뺷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뺸. 广东经济出版社.

<海南自由贸易港建设一百问>编委会. 2018. 뺷海南自由贸易港建设一百问뺸. 海南出版社.
孙久文. 2018. ｢论新时代区域协调发展战略的发展与创新｣. 뺷国家行政学院学报뺸.
李庆涛. 2015. ｢我国区域协调政策发展与实践｣. 뺷合作经济与科技뺸, No.1s 2015.
陈瑞莲, 谢宝剑. 2009. ｢回顾与前瞻:改革开放30年中国主要区域政策｣. 뺷政治学硏究뺸,

2009年 第1期.

[문건자료]
国务院. 2013.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 2015. ｢进一步深化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改革开放方案｣.
. 2017. ｢全面深化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改革开放方案｣.
. 2018a. ｢关于支持自由贸易试验区深化改革创新若干措施的通知｣.
. 2018b. ｢关于支持海南全面深化改革开放的指导意见｣.
. 2018c. ｢中国(海南)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中共中央. 2016.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中共中央, 国务院. 1984. ｢沿海部分城市座谈会纪要｣.

. 2015. ｢中共中央国务院关于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的若干意见｣.

[온라인 자료]
｢不负重托, 自贸区新起点谋求新出发｣. 2018. 뺷新华网뺸. (11月 19日). http://csj.
xinhuanet.com/2018-11/19/c_137616332.htm(검색일: 2018. 11. 19).
｢上海自贸区新片区猜想: 新虹桥和临港唿声最高｣. 2018. 뺷新浪看点뺸. (11月 6日).
http://k.sina.com.cn/article_6192937794_17120bb4202000ofhy.
html(검색일: 2018. 11. 10).

114 ❙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习近平在首届中国国际进口博览会开幕式上的主旨演讲｣. 2018. 뺷新华网뺸 (11月 5日).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8-11/05/c_1123
664692.htm(검색일: 2018. 11. 6).
｢习近平对自由贸易试验区建设作出重要指示｣. 2018. 뺷新华社뺸. (10月 24日). http://
www.gov.cn/xinwen/2018-10/24/content_5334153.htm#1(검색
일: 2018. 11. 1).
｢新时代全面深化改革开放的新标杆-透视《中共中央国务院关于支持海南全面深化
改革开放的指导意见》六大看点｣. 2018. 뺷新华社뺸. (4月 15日). http://www.

gov.cn/zhengce/2018-04/15/content_5282493.htm(검색일: 2018.
10. 20).
｢以一带一路形成区域开放新格局 把西部特色转为经济优势｣. 2017. 뺷新浪财经뺸. (5月
12日). http://finance.sina.com.cn/review/hgds/2017-05-12/docifyfecvz1016892.shtml(검색일: 2018. 11. 20).
｢推动形成全面开放新格局｣. 2017. 뺷人民网뺸. (11月 10日). http://politics.people.
com.cn/n1/2017/1110/c1001-29637499.html(검색일: 2018. 11. 1).
Baker McKenzie. 2017. Belt & Road: Opportunity & Risk. Silk Road
Associaties. https://www.bakermckenzie.com/en/insight/publications/
2017/10/chinas-belt-road-initiative(검색일: 2018. 11. 20).
Fung Business Intelligence. 2017. Fast facts of China’s Free Trade Zones.
https://www.fbicgroup.com/sites/default/files/IG_11_GDP.pdf
(검색일: 2018. 11. 10).
Liu Zhen. 2018. “Can President Xi Jinping succeed in ‘China’s Hawaii’
where Deng Xiaoping failed?” SCMP. (April 8). http://www.scmp.
com/news/china/article/2140756/can-president-xi-jinping-suc
ceed-chinas-hawaii-where-deng-xiaoping-failed(검색일: 2018. 5.
10).

제3장 중국의 지역개방 전략 평가 ❙ 115

제4장

중국의 외국인투자 전략

1. 외국인투자 전략의 전개 과정
2.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이슈
3. 외국인투자 제도의 개혁 전망

1. 외국인투자 전략의 전개 과정
개혁·개방 40년 이래 중국의 외국인투자 제도의 개혁 과정은 △ 외국
인투자 기본 법규 제정단계(1978~91년) △ 산업정책과 외국인투자의 연
계단계(1992~2001년) △ 내수시장 개방 및 외국인투자의 질적 고도화
추진단계(2002~12년) △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실험단계(2013년~현
재)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천명한 이후부터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정책 이전까지의 시기로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규와 제도를 정비한 시기이다. 먼저 4대 경제특구를 중
심으로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개방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중외 합자 기업법｣(1979년 7월)을 시작으로 ｢중
외 합자 기업 소득세법｣(1980년 9월)이 차례로 제정되었고, 1982년 12
월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를 허용하는 조항(제18
조)이 신설되었다.
이 단계의 외자 이용은 초기 차관 형태에서 점차 외국인 직접투자로
전환되었다. 초기 중국의 외자 이용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국 내 에너
지, 교통인프라, 통신 등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차관하는 형태였다.
이후 경제특구, 연해 지역 도시(톈진, 상하이, 다롄, 푸젠 등)의 개방구 지
정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였다. 이 시기에는 ｢외자기업법｣
(1986년 4월)과 ｢외국인투자 장려규정｣(1986년 10월)을 제정하여 외자
단독투자(외자지분 100%)를 허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세법｣(1991
년 7월)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는 등 점차 외
국인투자를 중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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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는 남순강화 이후부터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지
기 이전까지로서, 중국이 전면적인 지역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외국인투자
가 급속히 성장한 시기이다. ｢외국인투자기업 해산 및 청산 조례｣, 외국
인투자 주식회사 설립 허용(1995년 1월), ｢투자형 회사 설립 잠정규정｣
(1995년 4월), 외자에 의한 인수·합병 및 지분참여 허용(2000년 9월) 등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조치가 발표되고, 연해(沿海)·연
강(沿江)·연선(沿缐)·연변(沿边)의 4연(沿) 개방과 성의 성도(省会)의 개방
등 지역개방이 심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외국인투자와 국내 산업정책의
조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개방 분야에 대한 지침으로 ｢외국인투자 방향
지도 잠정 규정(指导外商投资方向暂行规定)｣과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
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1995년 6월)이 발표되었다. 특히 아시아 금
융위기 이후부터 WTO 가입 이전까지의 시기에는 외국인투자의 구조조
정을 위해 선별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강화하였고, 지역적으로는
서부대개발 전략 추진과 함께 중부와 서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우
대하기 시작하였다.
제3단계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부터 2012년 시진핑 집권 이전까지
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동시에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축소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이 확
대되면서 외국인투자의 질적인 고도화를 중시한 단계이다.
먼저 중국이 WTO 가입과 더불어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품에 대해 내
수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외국
인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과도한 외국인투자가 공급과잉을 심화
시키고 중국기업의 생성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과다한 무역
흑자를 유발함으로써 미·중 간 통상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시비론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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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기 시작하였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의존적 경제구조와 불균형적 외국인투자 유입에 따른 구조
적 모순을 해소하는 동시에 중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환경오염 업종과 에너지·자원 다소비
형 투자는 제한하고, 신기술 또는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외국인투자에 대한 선별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6년 11월에 ｢외자 이용 11.5 규획｣을 발
표하여 외국인투자와 외화차입 시 ‘양(量)’에서 ‘질(质)’로 근본적인 전환
을 촉진하고, 외자 이용의 중점을 자금과 외환 부족 보완에서 선진 기술,
관리 경험 도입과 고급 인재 도입으로 전환하며, 생태계 건설, 환경보호,
자원 에너지 절약과 종합적 이용을 중시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2008년 새로운 기업소득세법 시행으로 기존의 중국기업 소득세
(33%)와 외자기업의 소득세(25%)가 통일되면서 외자기업의 우대혜택이
사실상 폐지되고, 외자기업과 중국기업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정
책적으로는 산업의 업그레이드, 중서부 지역발전을 위한 선별적 FDI 정
책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 영역도 첨단산업,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신에너지, 현대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우대정책이 시행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자의 지분참여 및 인수·합병을 통한 국내 기업 합
병 및 구조조정 참여 장려, 외자의 주식 및 창업 투자촉진 등 외자 유치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노력도 강화되었다. 중국정부는 외자기업과 국내
기업의 구별 없이 중국정부의 육성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법
정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입 제한 혹은 금지 분야는
외국인투자 지도목록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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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단계는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 허용 방
식을 이전의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정
부는 2013년 처음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정하고 네거티브 리
스트 도입을 통해 외자 유치를 활성화했다. 또한 2015년부터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범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할 예
정이다.
2017년 들어 중국은 외국인투자 권익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하고 있다.
외자 활용의 질을 적극적으로 높이기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를 전국적으
로 본격 시행하고,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외자의 이용에 관한 조치(国务
院关于扩大对外开放积极利用外资若干措施的通知)｣(2017년 1월), ｢외국

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7년 6월), ｢외자 증가
촉진 조치(国务院关于促进外资增长若干措施的通知)｣(2017년 8월) 등 외
국인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대외개
방 확대를 위한 외자의 이용에 관한 조치｣89)에서는 선진제조, 스마트제
조, 녹색제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외국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설
립을 지원하며, 국내 기관과 연구개발 협력을 장려한다. 또한 대외개방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업무,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3대 외자 유치 및
활용 방향과 20개 항목의 구체적 조치를 규정했다. 대외개방 확대를 목
표로 외자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분야는 서비스업 14개, 제조업 4개, 광

89) 国务院(2017b), ｢关于扩大对外开放积极利用外资若干措施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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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2개이며, 그동안 개방도가 낮았던 금융, 인터넷, 철도교통 및 첨단제
조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였다. 또한 외자기업의 중국 기술표준 제정 사업
및 정부조달구매 참여 허용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외자 증
가 촉진 조치｣90)는 일부 외국인투자자의 관심도와 투자유인이 높은 분야
의 외국인투자 허가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재정 세무정책 제정, 국가급
개발구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 인재유치 활성화, 경영환경 개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7년 9월에 발표된 ｢외국인투자기업 지식
재산권 보호 행동방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집중관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집행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처벌 수준 강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였다.

표 4-1

중국의 외국인투자 전략 변화 단계

발전단계

주요 조치

외국인투자 법규 및
제도 정비단계
(1978~91)

- 헌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투자 허용(1982.12)
- 삼자기업법 제정: 제5기 전인대 2차 전체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자 경영기업법｣ 심의·
통과(1979. 7. 1)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 기업법｣ 제정(1986년)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작 경영기업법｣ 제정(1988년)
- ｢외자 사업 이용 강화에 관한 지시｣ 발표(1983. 9)
- ｢외국인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 발표(1986. 10)

산업정책과
외국인투자 연계
시작단계
(1992~2001)

- 산업 유도의 외국인투자 정책체계 기본 설립
· ｢외국인투자 유입 방향 지도 잠행 규정 및 그 목록｣(1987년) → ｢상업 소매영역 외자 이용
문제에 관한 비준｣(1992년) → ｢외자 금융기구관리 조례｣(1994년)
- ｢외국인투자 방향 지도 잠정 규정｣ 및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1995. 6): 장려·허가·제한·
금지류 발표; 인프라 시설·기초산업·첨단기술산업·노후기업 기술개조 외자 중점투자 유도, 수
출형 기업 장려
-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의 상호 결합 전략 추진

90) 国务院(2017a), ｢关于促进外资增长若干措施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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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발전단계

주요 조치

내수시장 개방 및
외국인투자의 질적
고도화 추진단계
(2002~12년)

-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장려 정책 시행
· 2000년 서부 대개발 전략, 2003년 동북진흥계획 추진과 2006년 중부 굴기 전략 추진 →｢중
서부지구 외국인투자 우위 산업 목록｣(2000. 6)
- 특수세관 관리 구역 설치 및 동 지역 외국인투자 우대
· 보세구(1990년), 수출가공구(2000년~), 보세물류원구(2003년~), 보세항구(2005년~),
초국경 공업원구(2003년~), 종합보세구(2006년~), 빈하이 신구(2006. 5. 26)
- ｢외국인투자 지도 방향｣ 결정(2002. 2. 11, 4. 1. 시행)
-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의 국내증권투자에 관한 잠정규정｣ 시행(2002. 12. 1)
- ｢외국인직접투자 외환 관리 사업과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 발표(2003. 4. 1)
- 외자 은행 위안화 업무 허용(2004. 12. 1)
- 내·외자기업 통일 소득세법 시행(2007. 3 결정, 2008. 1. 1 시행)
- ｢외국인투자 심사작업 개선에 관한 통지｣ 발표(2009. 3. 5)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실험적 도입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및 네거티브 리스트 시범 시행(2013. 9)
·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관련 의견｣(2015. 10) 발표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확장 및 추가로 3개 지역(광둥, 톈진, 푸젠)에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2015. 4)
· 4대 자유무역시험구에 일괄 적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및 외국인투자 심사개정안 발표
(2015. 4)
· 네거티브 리스트의 전국 시행(2017. 6)
-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
외국인투자
· 외자 3법을 하나로 통일한 ｢중화인민공화국 투자법｣ 초안 발표 및 의견 수렴(2015. 1)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 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자 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실험단계
중외 합작 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대만 동포투자보호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이 통과
(2013년~현재)
됨(2016. 4)
- 외국인투자 허용 범위의 대폭 확대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개정(2015. 4, 2017. 5)
- 외국인투자 유치 안정화 및 보호 조치 강화
·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의 적극적 이용에 관한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2017. 1)
· ｢외자 성장을 촉진하는 몇 가지 조치｣(2017. 8)
·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방안｣(2017. 9)
- ｢외자의 적극적·효과적 이용 및 경제의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2018. 6)
- 중·미, 중·EU BIT 협정 협상 개시(2008. 6, 2012. 11)
자료: 中国法学网, http://www.iolaw.org.cn/showNews.asp?id=12561(검색일: 2018. 10. 8); 商务历史, http://history.
mofcom.gov.cn/?newchinas=3lywz(검색일: 2018. 9. 8);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商务部(2017); 商务部 外(2017),
国务院(2017a, 2017b).

2.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이슈
가. 외국인투자 관리체계의 변화
중국정부는 1995년 최초로 외국인투자 지침인 ｢외국인투자 지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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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표한 이래 수차례 개정해 오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
트｣ 시행, ｢외국투자법｣ 제정 등의 조치를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
하고 있다.
중국은 개방 초기만 해도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시행하
였다. 외국자본과 선진 기술이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단기간에
중국은 상당한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하
지만 그 결과 환경오염, 기술종속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중국정
부는 맹목적인 투자를 피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자국 산업의 발전 방향
에 부합하도록 1985년부터 외자유치 업종을 선별하기 시작했다. 이에
1995년 6월 20일 ｢외국인투자 지도 잠정 규정(指导外商投资方向暂行规
定)｣과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91)을 발표하

여 정식으로 선별적 외자 유치를 명문화했다.
｢잠정규정｣과 ｢지도목록｣에서는 외자유치 업종을 장려·허가·제한·금
지의 4종류로 분류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발표했다. ｢잠정 규정｣은 중
국 내에 설립되는 합자기업 및 외자기업의 사업 심사비준의 근거가 되었
으며, 수출형 기업을 장려하는 조치를 포함하였다. 장려업종에 포함될 경
우 수입한 설비에 대한 관세 면제, 증치세(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환급 등
의 세제혜택이 주어졌다. 제한업종은 투자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지분비
율과 투자지역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내국법인과 차별대
우를 하였다. 금지업종은 투자를 불허하는 업종으로 외국자본이 투자할
수 없는 분야이다. 허가업종은 이상의 세 가지 업종에 모두 포함되지 않

91) 商务部(1995a), ｢指导外商投资方向暂行规定｣; 商务部(1995b),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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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종으로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투자가 가능하다.
｢지도목록｣에서는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지만 대부분의 산업이 장
려·허가업종에 속한다. 제한업종의 경우 조건완비 후 혹은 단계적으로
개방이 필요한 업종으로 이미 생산능력을 갖춰 생산과잉 혹은 기술적으
로 외자도입이 필요 없는 업종이 속한다. 장려업종에는 농업 관련 신기술
과 첨단기술 등이 주로 포함되며, 금지업종에는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
거나 환경 파괴 가능성이 있는 업종 등이 속한다. 허가업종은 이에 속하
지 않는 업종들이다. 당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서비스업종이 주로 포
함되어 있었다. 이는 대부분 서비스업종이 시장성이 크고 기술도입이 어
렵지 않으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사업 등(주유소, 여행사, 운수, 광고
등)이기 때문이다.
이후 ｢지도목록｣은 1995년에 발표된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수정되었
는데 수정 과정에서 투자제한 항목이 줄어들고, 일부 산업의 외자지분 제
한이 대폭 완화되었다. 2015년 개정안부터 첨단제조, 신에너지 등 산업
고도화 관련 업종을 더욱 장려하는 한편, 서비스업 분야 업종에 대한 투
자제한이 완화되는 특징을 나타냈다(표 4-2 참고).
표 4-2

분야
장려업종

중국의 외국인투자 지도목록 개정
2002년(2차 개정)

2011년(5차 개정)

2015년(6차 개정)

- 물류시스템 건설운영
- 농업, 첨단기술, 선진제조, 환경
- 발전 설비제조, 제어 계측 기계 및
- 지식재산권, 첨단기술 산업 등
보호, 신에너지, 현대서비스업
사무용 기계제조 등 262개
354개
등 349개

- 광고 방송, 영화제작은 합작 형태
- 정유공장 경영, 교통 운수, 토지
로만 허용 등 35개
- 부동산 개발, 철도·여객 운송, 통
제한업종
개발, 금융리스, 법률 자문 등
- 단 강철, 에틸렌, 자동차 전자기
신 등 80개
75개
기,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프랜
차이즈 등은 제한 품목 완화
금지업종

- 희토류 채굴, 송전망 건설, 신문
- 무기생산, 교통·운수 등 39개
사 등 34개

- 무기생산, 상아 공예, 항공 교통
등 36개

자료: 김수민(2017),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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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제한업종을 조금씩 허가업종으로 수정하면서 서비스 시장
을 개방하기 시작했다. WTO 가입 준비를 위해 석유화학, 건축, 금융 등
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으며, 2002년에는 ｢외국인
투자 지도 잠정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이 ｢외국인투자 지도 규정(指导外
商投资方向规定)｣을 시행하면서 장려·제한·금지 업종만을 열거하고 그

외 대부분 업종은 허가업종으로 간주했다. 이 ｢외국인투자 지도 규정｣에
서는 농업신기술, 에너지, 신소재, 환경분야 등을 장려업종으로 규정하여
중국의 중점투자유치 산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WTO 가입 시 양허
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서비스 시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내용을 담
은 ｢외국인투자 지도 목록｣을 발표하는 등 자국의 거시경제정책에 맞게
산업을 개방하면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왔다(표 4-3 참고).

표 4-3

외자 업종 진입 허가 시간표

발효 시기

업종

법규

1993. 11

도로운수업

1994. 4

금융업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 조례｣

1995. 1

광고업

｢외국인투자 광고 기업 설립에 관한 몇 가지 규정｣

1995. 2

국제화물운송 대리업

1996. 3

회계사무소

1996. 9

대외무역

2000. 1

선적 관련업

｢외국인투자 도로운수업 입안 허가 관리 잠정 규정｣

｢외국인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허가 방법｣
｢중외합작 회계사 사무소 관리 잠정 방법｣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시범적 잠정 방법 ｣
｢외국인 독자 선적회사 허가 및 관리 잠정 방법｣

2000. 4

R&D

｢외국인투자 R&D센터 설립 관련 유관 문제의 통지｣

2000. 7

의료업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 방법｣

2000. 8

화물운송업

｢외국인투자 철도화물운송업 허가 및 관리 잠정 방법｣

2000. 10

영상

2001. 9

창업투자

2001. 9

임대업

2001. 11

도로운수업

2001. 12

통신업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 규정｣

2002. 1

인쇄업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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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영화관 잠정 규정｣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잠정 규정｣
｢외국인투자 리스회사 허가 및 관리 잠정 방법｣
｢외국인투자 도로운수업 관리 규정｣

표 4-3

계속

발효 시기

업종

2002. 1

음반업

｢중외합작 음반 제품 소매 기업 관리 방법｣

법규

2002. 2

보험업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 조례｣

2002. 7

기금업

｢외자 참여 기금관리회사 설립 규칙｣

2002. 7

증권업

｢외자 참여 증권회사 설립 규칙｣

2002. 7

물류업

｢외국인투자 물류기업 시범 설립 업무 진행 관련 유관 문제의 통지 ｣

2002. 8

희토류 업계

｢외국인투자 희토류 업계 관리 잠정 규정｣

2002. 8

민간항공업

｢외국인투자 민간항공업 규정｣

2002. 12

건축업

｢외국인투자 건축회사 관리 규정｣

2002. 12

건설공사설계

2003. 5

도시계획서비스

｢외국인투자 건축공사설계회사 관리 규정｣

2003. 5

신문업

｢외국인투자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소매 기업 관리 방법｣

2003. 7

여행사

｢외국인 지주(控股) 여행사, 외국인 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회사 관리 규정｣

2003. 9

교육업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학교 운영 조례｣

2003. 10

구매업

｢외국인투자 수출/구매센터 설립에 관한 관리 방법｣

2003. 11

직업중개

2004. 2

전시컨벤션

｢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기업 설립 잠정 규정｣

2004. 6

국제해운업

｢외국인투자 국제해운업 관리 규정｣

2004. 6

소매업

｢외국인투자 상업 분야 관리 방법｣

2005. 3

임대업

｢외국인투자 임대업 관리 방법｣

2007. 3

건설공사서비스

2008. 8

광산답사업

｢중외합자 인재중개기구 관리 잠정 규정｣

｢외국인투자 건설공사서비스기업 관리 규정｣
｢외국인투자 광산답사기업 관리 방법｣

자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8), pp. 138~139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리체계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외국인투자기
업에 대한 심사제를 시행해왔으며, 이후 일련의 정부 권한 간소화 개혁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16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 외자
기업법｣ 등 4종의 법률 개정을 통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였다.
등록제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이 국가에
서 규정한 시장진입 특별관리조치(또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과 관련 없
는 경우이며, 외국 투자자가 비외국인 투자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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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해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경우 특별관리조치와 관련사의 인수합
병이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표 4-4 참고).

표 4-4

외국인투자 관리제도 변화

발전단계

외국인투자 법규 및
제도 정비단계
(1978~91년)

산업정책과
외국인투자 연계
시작단계
(1992~2001년)

내수시장 개방 및
외국인투자의 질적
고도화 추진단계
(2002~12년)

시기

제도

구체적 내용

1979. 7

심사제
(审批制)

- 중외 합작 경영 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외국인투자 관리위원회
에 신청 후 비준 필요

1983. 9

심사제
(审批制)

- 중외 합작 경영 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주관 부서에 프로젝트 제
안서와 초기타당성 연구 보고서 제출 필요

1986. 4

심사제
(审批制)

- 외자기업 설립 신청은 국무원의 대외경제 무역 주관 부서나 국
무원이 지정한 기관의 심사 비준 필요

1988. 7

심사제
(审批制)

- 성, 자치구, 계획단열시(单列市)와 국무원 유관 부서의 외국인
투자 유치 허가 권한을 프로젝트 총 투자액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

1996. 8

심사제
(审批制)

- 성, 자치구, 계획단열시(单列市)와 국무원 유관 부서의 외국인
투자 유치 허가 권한을 프로젝트 총 투자액 1,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

1999. 8

심사제
(审批制)

- 장려류 프로젝트나 국가의 전체적인 균형이 필요하지 않은 외
국인투자 프로젝트는 성급 인민 정부의 허가 필요

2004. 10

허가제
(核准制)

- 총 투자액 1억 달러 이하의 장려류, 허가류 프로젝트와 총 투자
액 5,000만 달러 이하의 제한류 프로젝트는 지방발전개혁위원
회의 허가 필요

2010. 4

허가제
(核准制)

- 총 투자액 3억 달러 이하의 장려류, 허가류 프로젝트는 ｢정부
허가 투자 프로젝트 목록｣에서 국무원 유관 부서의 허가가 필요
한 것들 외에는 성급 발전개혁위원회에서 허가 필요

2014. 6

- 제한류 중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와 총 투자액 5,000만 달러 이
하의 기타 제한류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허가
허가제+등록제 - 총 투자액 3억 달러 이하의 장려류 프로젝트는 지방 정부에서
(核准制+备案制)
허가
- 심사제 실행 범위 안에 있지 않은 프로젝트는 지방 정부의 투자
주관 부서에 등록

2016. 9

- 국가 규정에 의한 시장진입 특별관리조치의 효력이 미치지 않
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 사항은 심사제에서 등록제
로 변경
※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
업법｣, ｢대만동포투자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을 통해 외
자기업 설립 시 국가에서 규정한 네거티브 리스트에 속하지
않을 경우 신고 관리를 적용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실험단계
(2013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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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备案制)

표 4-4

계속

발전단계

시기

제도

구체적 내용

2016. 10

등록제
(备案制)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신고관리 잠정 방법｣에서 등록
제도의 적용범위, 등록사항, 등록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 잠정 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서 외자인수합병 관련 등록제도 규정

2017. 7

등록제(备案制), - 시장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
네거티브 리스트
실시
-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전국적으로 실시

자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8), p. 137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2017년 7월에 발표된 ｢외국인투자 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2017年修订)｣의 가장 큰 변화는 외자기업의 진출 제한 범위를 축소하여
진입을 더욱 확대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는 점이다. 이는 중국 외자관리체제의 대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017년에 발표된 ｢지도목록｣에서는
2015년에 비해 서비스업·제조업·채광업의 개방 확대 등 규제 업종 수를
크게 축소(93개 → 63개)하고, 기존 방식과 달리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
스트를 별도로 발표하였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5

중국의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형식 변화

시기

2017년 이전

2017년

2018년

외국인투자 지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전국범위 네거티브 리스트

형식(구분)

장려산업, 제한산업, 금지산업

장려산업, 네거티브 리스트
(제한산업, 금지산업으로 구분)

네거티브 리스트

자료: 이한나, 김홍원, 최재희(2018),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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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개
혁·개방 초기에 제정한 ｢외자 3법｣을 하나로 통일한 ｢외국투자법｣ 초안
을 발표하였다. ｢외국투자법｣ 초안은 대외개방 확대, 외국인투자 촉진,
외자관리 규범화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중국정부는 중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안별 심사비준 체제를 철폐하고, 진입 전 내국민대우
제공 및 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한 외자관리 방식을 채택해 제한적인 요
소를 대폭 줄이는 등 외자진입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현재 동법은 의
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연내 또는 내년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92)

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대외적인 요구(2013년 미·중 양자간 BIT에
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처음 도입하기로 합의)에 위해 2013년 상하
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수차례 개정과 11개
의 자유무역시험구를 중심으로 시범시행을 거친 후 2017년부터 전국적
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18년 6월에는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판)’93)를 발표하고, 관련 조치를 7월 28일부터 적용하고 있다(표 4-6
참고).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판)’에서 제시된 투자규제 업종은 2017
년 63개에서 48개로 15개 항목이 감소되었으며, 특히 서비스업 개방 대
폭 확대, 제조업 규제 완화, 농업·에너지 자원 영역 진입 완화 등의 내용
을 포함한다. 또한 자동차와 금융 영역을 전면개방하고, 관련 업종에 일

92) 商务部(2015); 新华网(20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0. 26).
93) 중국정부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외국인투자를 위한 특별관리조치(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
单) 2018年版)｣를 2018년 6월 28일에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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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연도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
전국

자유무역시험구
(상하이) 2013년 9월 공표
2011년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을 기반으로 작성
16개 산업의 64개 영역
특별관리 조치는 190개(금지 38개, 제한 152개)

2013

-

-

2014

-

- (상하이) 2014년 6월 공표
- 16개 산업의 56개 영역
- 특별관리 조치는 139개(금지 29개, 제한 110개)

2015

- (발개위, 상무부 합동) 2015년 3월 외국인투자 산업
- (국무원) 2015년 4월 공표
지도목록 발표
- 2015년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은 권장류, 제한류,
· 자유무역시험구 4개로 증가(상하이, 톈진, 광둥, 푸젠)
금지류로 업종을 분류
- 14개 산업의 50개 영역
- 특별관리 조치 93개(금지 36개, 제한 38개, 지분제한 - 특별관리 조치 122개(금지 39개, 제한 83개)
19개)

2017

- (발개위, 상무부 합동) 2017년 6월 전국 표준 네거티 - (국무원) 2017년 6월 공표
- 14개 산업의 40개 영역
브 리스트 발표
- 2017년 지도목록은 권장류와 네거티브 리스트(제한
· 자유무역시험구 11개로 증가( 상하이, 톈진, 광둥,
푸젠, 라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
류+금지류)로 분류
- 특별관리 조치 63개(금지 28개, 제한 35개)
- 특별관리 조치는 95개(금지 30개, 제한 65개)

2018

- (발개위 상무부 합동) 2018년 6월 공표
- 특별관리 조치 48개

- (발개위 상무부 합동) 2018년 6월 공표
- 특별관리 조치는 45개

자료: 각 연도 네거티브 리스트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上海市人民政府(2013, 2014); 国务院(2015, 2017c);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15, 2017, 2018b, 2018c)

정 기간의 과도기를 부여해 개방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강화했다. 특히
2018년에 발표된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은행업종의 외국인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증권업, 자산운용업, 보험업의 외국인투자 허용 비율은
51%까지 높였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전체 금융업에서 외국인투자 제한
을 완전히 철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94)
한편 중국정부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개방한 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금융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7년 6월 28일에 발

94)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商务部(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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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
유형

시장
진입

내국민
대우

업종

특별관리 조치

1

출자회사의 형태

소비금융

- 주요 출자자는 금융기관

2

자산 규모

신탁회사

- 최근 1개 회계연도 말 기준 총자산 1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
아야 함

3

경영 실적

자금중개

- 독자 또는 합자의 경우 20년 이상 자금중개업 경영 여부

4

자본금 요건

기금공사

- 중외합자기금관리공사의 해외출자자는 납입자본 3억 위안
이상

5

출자한도

금융자산관리공사

- 단일출자의 경우 20%, 공동출자의 경우 25%를 초과하지 않
아야 함

6

지점 설림 운영 요건

보험회사

- 해외보험회사의 지점은 2억 위안 이상의 운영자금을 본사로
부터 받아야 함

7

기타 금융기관
진입제한

신용등급평가회사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2015)> 제한항목 제29조에 따
라 신용조사 및 평가서비스 회사는 제한항목에 포함함

8

업무범위 제한

보험중개

- 외자 보험중개회사는 허가목록 이외의 중개업무 종사 불가

9

운영지표 요건

은행

- 외국은행 분점은 자산유동성 확보, 유동성자산과 유동성부
채의 비율 25%이상 유지

10

거래소 자격 제한

증권, 선물

- A주 증권 및 선물계좌 개설 불가(개설 시 정부 규정 필요)

자료: 上海市人民政府(2017).

표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서비스업 대외개방 네거티브 리스트
(2017)’이다. 동 리스트는 기존의 네거티브 리스트와 달리 별도로 금융서
비스업에 대한 금지 제한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금융업 분야
의 외국인투자 유치 개방폭을 확대하였다.
2018년 들어 중국정부는 4월 보아오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의 대외개방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즉 2018년 4월 상반기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금융시장 확대를 발표하고 중앙은행 총
재 이강이 구체적인 개방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금융업 분야의 대외개방
조치가 구체화되었으며, 관련 조치를 2018년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하
여 2018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시장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금융 개혁·개방 3대 원칙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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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골자는 시장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방식 도입, 환율시스템
개혁 및 자본계정 태환 추진, 금융리스크 예방 중시 및 금융개방 수준에
맞는 금융 관리 능력 배양이다. 업종별 개방계획을 살펴보면 은행업의 경
우 외자은행 업무범위 확대, 은행 지분 투자제한 철폐 등이 시행되고, 증
권업의 경우 합작 증권사들의 업무범위 제한이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보
험업은 지분제한 완화 조치 등을 통해 가장 큰 폭의 개방이 예상되며, 해
외 보험사들의 업무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상기 11개 조치 이외
에 영국과의 공조를 통해 올해 연내 ‘후룬퉁(沪伦通)’95) 개통을 추진한다
는 계획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표 4-8

금융시장 개방 확대 로드맵

구분

은행

증권

보험

기타

주요 개방 확대 조치
- 은행·금융자산관리공사 외자 지분제한 폐지(내·외자 동일 원칙 적용)
- 외자은행의 중국 내 지사(分行)와 지점(支行) 동시 설립 허용

시행 시기
(2018년)
상반기 시행

- 상업은행이 신규로 설립한 금융투자회사의 외자 지분제한 폐지
- 외자은행의 업무 범위 대폭 확대

연내 시행

- 증권사 외자 지분 확대(51%), 3년 후 지분제한 전면 폐지
- 합자 증권사의 중국 내 주주 중 최소 1개 증권사 포함 조건 폐지

상반기 시행

- 기존 합자 증권사의 업무 범위 규제 폐지(내·외자 동일 원칙 적용)
- 합자 증권사의 업무 범위 제한 폐지
- 생명보험사 외자 지분 확대(51%), 3년 후 지분제한 전면 폐지
- 외자보험사의 중국 내 보험대리 업무 및 손해사정 업무 허용
- 외자보험 중개회사의 경영 범위 제한 폐지
- 외자보험사 설립 조건(설립 전 2년간 중국 내 사무소 설립) 폐지

연내 시행
상반기 시행
연내 시행

-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외자 지분 확대(51%), 3년 후 지분제한 전면 폐지
- 5월 1일부로 후강통(沪港通), 선강통(深港通), 강구통(港股通) 일일 최대 거래한도 4배로 상향 상반기 시행
조정
- 신탁, 금융리스 등 금융 분야의 외국자본 유치 장려
- 후룬통(상하이-런던 증시 상호 투자) 개통

연내 시행

자료: 이한나, 김홍원, 최재희(2018), p. 9.

95) 후룬퉁(沪伦通)은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교차 거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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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국무원은 2015년 10월 19일 ｢시장진입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실행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实行市场准入负面清单制度的
意见)｣96)을 통해 중국 내 산업 분야에 투자자들이 진입하는 데 네거티브

리스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2016년부터 톈
진(天津), 상하이(上海), 푸젠(福建), 광둥(广东)과 직할시(直辖市)에 시범
적으로 시행되고 있다.97) 동 제도는 2015년 12월부터 시범 실시 후
2018년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나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시간이 걸
려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장진입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실행에 관한 의
견｣에서는 자유로운 시장진입 후 기업의 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같이 제시되고 있다. 즉 향후 투자자들의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하여 투자자들의 생산, 투자,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을 평가
하고 소비자, 근로자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타 업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시장질서를 위반할 경우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중대한 위반을 할 경우
시장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다. 외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개혁·개방 이후 외자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
하기 위해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동시에 구(旧)기술에 대한 정
책우대를 축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기술 및 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

96) 国务院(2018a), ｢关于实行市场准入负面清单制度的意见｣.
97)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18a), ｢关于印发市场准入负面清单草案(试点版)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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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려업종을 확대하는 반면 단순 제조업에 대한 장려업종을 축소하였
다. 또한 WTO 가입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
하였으며, 경제 여건에 따라 산업지도목록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발표(에
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을 장려,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
노후공업기지 등 발전진흥 전략을 통해 지역별 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중서부지역으로 제한해오던 장려업종에 대한
규정을 삭제 등)하였다.
이 같은 중국정부의 노력으로 40년 동안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
자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2017년 기준 전국적으로 20개 업종을 포함하
고 있다. 1984년 국가가 원자재 가공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한 이래,
가공무역을 위주로 하는 제조업은 줄곧 외자를 유치하는 주요 업종이었다.

그림 4-1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분포
(단위: %)

1.4
1.7 1.5

1.0 2.4

제조업
도소매업
임대 및 상업비즈니스

2.9
3.1
3.2
3.3
3.9

R&D 및 기술서비스
주민서비스 및 수리
정보기술서비스
49.7

8.8

부동산
농업, 임업, 목축, 어업
숙박 및 음식업
교통, 운수, 창고
금융업

17.1

건축
기타

주: 신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누적분포(1998~2017).
자료: 商务部(2018), ｢中国外商投资报告｣,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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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제조업에 투자된 누적 외
국인투자기업의 수는 30만 개에 달한다. 한편 도소매업에 투자된 누적
외국인투자유치 기업 수도 10만 개를 돌파해 중국 전체 투자기업의
17.1%를 차지했다.98)
또한 중국정부는 수출을 통한 외화창출을 위해 수출형 기업을 우대하
는 정책을 취하였다. 수출 확대를 위해 가공무역을 장려하는 한편 가공무
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형 외자기업을 장려하였다. 중국 해관 통계에 따
르면 2000~17년 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수출입 총액은 22조
3,328억 8,000만 달러(누적 기준)로 전체 총액의 50.3%를 차지할 만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은 중국 대외무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99)
표 4-9

외자기업의 수출기여도
(단위: 억 달러, %)

연도

수출입 총액
전체

수출액

외자기업(비중)

전체

외자기업(비중)

2000

4,743

2,367.1

(49.9)

2,492

1,194.4

2001

5,096.5

2,591

(50.8)

2,661

1,332.4

(47.9)
(50.1)

2002

6,207.7

3,302.2

(53.2)

3,256

1,699.4

(52.2)

2003

8,509.9

4,722.6

(55.5)

4,382.3

2,403.4

(54.8)

2004

11,545.5

6,631.6

(57.4)

5,933.3

3,386.1

(57.1)

2005

14,219.1

8,317.2

(58.5)

7,619.5

4,442.1

(58.3)

2006

17,604.4

10,364.4

(58.9)

9,689.8

5,638.3

(58.2)

2007

21,761.8

12,568.5

(57.8)

12,200.6

6,959.0

(57.0)

2008

25,632.6

14,105.8

(55.0)

14,306.9

7,906.2

(55.3)

2009

22,075.4

12,174.4

(55.1)

12,016.1

6,722.3

(55.9)

2010

29,740

16,003.1

(53.8)

15,777.5

8,623.1

(54.7)

2011

36,418.6

18,601.6

(51.1)

18,983.8

9,953.3

(52.4)

98) 商务部(2018), ｢中国外商投资报告｣, p. 144.
99) 商务部(2018), ｢中国外商投资报告｣,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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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연도

계속
수출입 총액
전체

수출액

외자기업(비중)

전체

외자기업(비중)

2012

38,671.2

18,940.0

(49.0)

20,487.1

10,227.5

(49.9)

2013

41,589.9

19,190.9

(46.1)

22,090.0

10,442.7

(47.3)

2014

43,015.3

19,840.0

(46.1)

23,422.9

10,747.0

(45.9)

2015

39,530.3

18,346.0

(46.4)

22,734.7

10,047.0

(44.2)

2016

36,855.6

16,871.0

(45.8)

20,976.3

9,168.0

(43.7)

2017

41,045

18,391.4

(44.8)

22,635.2

9,775.6

(43.2)

평균

24,681.2

12,407.2

(50.3)

13,425.8

6,703.8

(49.9)

합계

444,261.8

223,328.8

(50.3)

24,1665

12,0667.8

(49.9)

자료: 商务部(2018), ｢中国外商投资报告｣, pp. 21~22.

2017년 기준 중국의 전체 교역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한
4,104억 달러로, 이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교역총액은 1조 8,391억 4,000만
달러(동기대비 9.0% 증가)에 달하며, 이는 중국 전체 교역에서 44.8%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중국의 주요 성장동력인 수출액을 기준으로 볼 경우
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액은 43.2%의 비중(9,775억 6,000만 달러)
을 차지하면서 2017년에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그림 4-2 참고).

그림 4-2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기여도(2017년)
(단위: 억 달러)

수출입

수출

41044.8
18391.4
同比
22634.9
9775.6
수출

6.63%

9.02%

외상투자기업
(44.8%)

외상투자기업
(43.2%)

전국
외상투자기업

자료: 商务部(2018), ｢中国外商投资报告｣,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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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7년 중국정부는 선진기술, 첨단 분야에 대한 외자유치를 더
욱 가속화하며 대외무역 구조 개선에 힘쓰는 한편, 제조업 외자유치의 진
입장벽을 한층 완화하고, 제조업 첨단화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제조2025’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상무부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은 29.4%에 달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이 전체 첨단기술제품
수출의 약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첨단화를 위해 정부주도로 산업고도화 정책인 ‘중국제조
2025’ 전략, ‘인터넷 플러스’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관련 정책에
서 제공하는 우대정책을 국내기업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그 결과 첨단제조업에 투자된 신규 외자기업 수와 실제로 이
용된 외자 규모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면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산업
구조가 한층 최적화되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유입된 외자는 전체 외자의 60%를 초과하였다.
2017년 기준 중국의 첨단제조 분야에서 신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
은 1,032개로 전년동기대비 29.3% 증가했고, 실제 외국인투자액은 98억
9,000만 달러로 7.6% 증가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전자 및 통신기기 제조
업이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한 64억 달러(64.7%)로 가장 많이 투자되
었고, 그다음으로는 의약제조업에 21억 4,00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한
편 정보화학 제조업의 경우 실제 투자된 금액은 4,000만 달러에 불과하
지만, 증가율이 737.4%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항공우주 설비 제조업
역시 전년동기대비 110.2% 증가하여 8,00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100)

100) 商务部(2018), ｢中国外商投资报告｣,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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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첨단제조업의 외자 비중 추이
(단위: %)
75.5

80

66.7

70

64.7

60
50
40
30
20

22.9

21.6

14.9

10
0

2016

2015
의약

항공,우주선

전자 및 통신설비

8.8

7.5

3.5

컴퓨터 및 사무용품설비

2017
의료기기 및 광학기기

전자화학품

자료: 商务部(2018), ｢中国外商投资报告｣, p. 93.

최근 10년간 제조업 투자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금융보험·부
동산임대·도소매 등 서비스업 비중은 증가하면서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제조업 분야
에 신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4,986개(24.3% 증가)이며, 실질 외국
인투자는 335억 1,000만 달러(5.6% 감소)가 감소하여 전국 비중 25.8%를
차지했다. 이 중 컴퓨터·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59억 달러, 2.6%
증가)과 전기 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30억 5,000만 달러, 1.2% 증가)만
소폭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신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3만
61개로(전년동기대비 28.4% 증가) 나타나, 전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84.3% 비중을 차지했으며, 실제 투자된 금액도 954억 달러에 달해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72.7%에 달했다.101) 한편 서비스 세부업종별 비중을 살
펴보면 통신기술서비스업(209억 2,000만 달러, 147.8% 증가)과 문화 교
육 서비스(7억 달러, 161.3% 증가)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

101) 商务部(2018), ｢中国外商投资报告｣,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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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102)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서비스업 및 내수 확대 정책으로 인해 2012년부
터 3차 산업의 GDP 비중이 2차 산업을 상회하였으며, 2015년에는 서비
스업 비중이 50%를 돌파하면서 서비스업의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7년 중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42조
7,032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의 51.6%에 달한다. 서비스업
가운데 특히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정보기술서비스, 임대상업서비스의
총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26.0%, 10.9%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 플러스’
발전 전략의 시행으로 온라인 경제, 디지털 경제, 공유경제와 같은 신경
제가 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또한 지역별로 2017년까지 누적 외자이용액은 동부지역(1조 6,229억
달러, 85.4%)이 월등히 높지만,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외자이용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중국정부의 개방
확대 정책으로 중서부지역(후베이, 허난, 충칭, 쓰촨, 산시(陕西))의 외자
이용이 최적화되었다. 2017년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누적외자이용액은
1,493억 달러와 1,270억 7,000만 달러로 전체 외자 비중에서 각각
7.9%와 6.7%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모두 0.4%포인트 증가했다.103)
중국 공산당 제18대 당대회 이후에도 외국인투자를 이용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먼저 외
자 유치 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며 경제발전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
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글로벌 다국적 투자가 수년 동안 계

102) 商务部(2018), ｢中国外商投资报告｣, p. 92.
103) 商务部(2018), ｢中国外商投资报告｣,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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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기복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중국의 외자 유치는 기본적으로 안정
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5년간 외자 유치액은 6,670억 달러에 달하
고, 전국적으로 13만 7,000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가하며 대량의 자
금과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둘째, 외국인투자의 구조가 최적화되며 산업 구조의 발전과 기술 진보
를 촉진하였다. 18대 이후 외국인이 중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업종별 구
조가 최적화되었으며, 서비스업을 위주로 대다수 업종에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였다. 부동산업과 같은 전통 업종들은 외자 유입 비중이 다소 하락
하였지만, 정보서비스나 과학기술서비스와 같은 업종에 대한 유입 비중
은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수천 개의 연구센터를 설
립하며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R&D 센터가 많이 소재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국내 기업의 R&D 투자금액도 미국에 버금가는 정도로 성장하
였다. 투자는 종종 선진 기술과 관리 경험을 수반하기도 하는데, 외자기업
의 연구 활동은 스필오버효과(spillover effect)와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를 통해 중국 자체의 기술 진보나 연구 역량을 제고하였다. 또한
외자기업은 상대적으로 완비된 제도를 통해 직원 교육과 승진제도를 운
영하여 중국 인재들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셋째, 외자기업은 다방면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2016년에
외자기업의 고정자산 투자가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자기
업의 수출은 중국 전체 수출의 43.7%를 차지하고, 세금 납부 또한 전체
납부액의 1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자기업에 취업한 인
구는 도시 총 취업 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 기업
이윤도 전국의 25.2%를 차지한다. 외자기업의 수는 중국 내 전체 기업의
3%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대외무역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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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에 달하는 재정수입을 창출해 냈다. 외자기업은 중국경제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104)

3. 외국인투자 제도의 개혁 전망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진핑 지도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은 첫 번째 과제로 외국인투자 관리 체계의
혁신을 들고 있다. 외국인투자 신체제의 기본적인 방향은 2017년 11월
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당대회 보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인진라이)와 해외투자(저우추취)를 병행 중시하는 기본 원칙 아래
외국인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
행하는 것,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시장을 대폭 개방하
는 것, 외국인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 외자기업과 내자기업
등 국내에 등록된 모든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
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2015년 5월에 발표된 ｢개방형경제 신체제
구축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서는 외국인투자 관리시스템 개혁의 과제로
서 △ 외국인투자의 질적 제고 △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통일 △ 중국
에 등록된 국내외 기업의 비차별과 평등대우 △ 외국인투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전면적 실행 △ 외국
인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 △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관리 강화, 안전심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 개혁에 중점을 둘 것임
을 밝히고 있다.

104)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8), pp. 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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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외국인투자의 질적 제고는 중국의 중장기 산업발전 전략 추진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3.5 규획｣에서는 외자기업의 중국제조 2025 참여, ‘대중창
업 만중창신’, ‘인터넷 플러스’ 전략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현대농업, 신에너지, 신재료, 바이오, 정보통신, 환경보호 및 에
너지 절약, 스마트제조, 현대 서비스 등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본부 또는 연구개발센터
설립, 중국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 참여도 장려하고 있다.
둘째,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전면적으로 실행
될 것이다.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업종에 대한 대폭적
인 개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향후 중국은 금융(은행, 보험, 증권), 교육,
문화, 양로, 교통, 통신 등 서비스업은 물론이고 일부 제조업에 대한 시장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국무원은 2015년 10월 19일에 발표한
｢시장진입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실행에 관한 의견｣105)을 통해
중국 내 산업 분야에 투자자들이 진입하는 데 네거티브 리스트를 전면적
으로 도입하겠다는 법령을 발표하였으며, 2016년부터 톈진, 상하이, 푸
젠, 광동과 직할시에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106) 동 제도는 2015년
12월부터 시범 실시 후 2018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미
비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시간이 걸려 2019년부터 전국적 통일된 시장진
입 네거티브 리스트가 시행될 예정이다.
셋째,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의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

105) 国务院(2018a), ｢关于实行市场准入负面清单制度的意见｣.
106)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18a), ｢关于印发市场准入负面清单草案(试点版)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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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상무부가 2015년 1월에 ｢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
법｣ 및 ｢외자기업법｣을 통합한 새로운 ‘외국투자법’ 초안을 발표하고, 국
내외의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이며, 따라서 조만간 중국의 새로운 외국투
자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관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관
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와
연계되는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관련 법과 제도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
다. 중국정부는 이미 2011년 ｢외국인투자자 중국기업 인수합병(M&A)
안전심사 규정(外资并购与国家安全)｣을 통해 상장사는 물론 모든 중국기
업에 대한 안전심사 규제를 적용해왔다. 2018년 7월에 발표된 ｢외국투
자자 상장사 전략투자 관리방법 결정(外国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
理办法)｣에서는 중국 상장사가 전략적 투자(전략적 투자가 국가안전 심

사에 관련될 경우)를 할 경우 국가안전심사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다는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 EU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체결을 가속화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현재
120여 개가 넘는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0년 이후 독일
(2003년), 러시아(2006년), 한국(2007),107) 멕시코(2008년)와 투자협정
을 맺고 있다. 하지만 현재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EU 간 양자투자협정은
오랫동안 협상 중이며, 특히 미국과는 미·중 통상마찰 이후 답보 상태이
다. 중국과 미국 간 양자 투자조약에 관한 협상이 시작된 것은 2008년이
지만, 2013년에 가서야 협정 문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107) 2007년 한·중 BIT는 1992년 양국간 체결한 BIT를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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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에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따르는 합의가 포
함되었다. 이후 양측은 오바마 행정부 임기 종료 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017년까지 미·중 간 BIT 규범 분야 협상에서 일부 미
타결 쟁점을 타결하지 못하고, 투자자유화 협상 역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태이어서 협상 타결은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간 통상마찰이 격화되면서 양자간 투자조약에 대한
협상은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황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중국에 대한 공세적인 태도로 미·중 간 BIT 협정이 단기간 내 타결될 가
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자유로운 시장 진입 이후 기업의 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
도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향후 투자자들의 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자들의 생산, 투자,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을 평
가하고, 소비자나 근로자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타 업체의 이익을 침해하
는 등 시장질서를 위반할 경우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중대한 위반을
할 경우 시장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후 동 조치를 통해 국내외 기업
의 투자나 창업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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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1978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은 자본 부족 국
가에서 자본 여유 국가로, 절대적인 외환 부족 국가에서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가로, 절대적인 중간재 부족 국가에서 세계 최대 제조대국으로, 협
소한 국내시장에서 세계 2위의 시장 규모를 가진 국가로 변모해왔다. 또
한 절대적인 제조기술 부족 국가에서 이제는 전통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갖춘 국가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위상의 변화가 중국의 외국인투
자 전략과 해외투자 전략의 변화로 이어져왔다. 첫째는 외국의 선진 기술
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외자유입을 의미하는 ‘인진라이(引进
来)’이고 둘째는 중국기업의 대외투자 등을 통한 해외진출을 의미하는

‘저우추취(走出去)’이다. 대외투자는 수출입 무역이나 외자유입에 비해
더욱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글로벌 자원 분배에 참여하는 방식이자 경
로라고 볼 수 있다.108)
개혁·개방 직후 중국은 부족한 기술과 자본을 해외로부터 유치하여 빠
른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진라이 전략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이러
한 적극적인 외자유입으로 빠르게 증가한 외환보유고에 힘입어 2000년
대 들어서는 저우추취 전략이 함께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에 발표
된 ｢10.5 규획 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个五年计划
纲要)｣에서 ‘저우추취’ 전략이 정식으로 제안된 이후 중국의 해외투자는

국가 종합 전략 차원에서 장려되기 시작하였다.109) 중국의 해외투자는
2013년 하반기에 ‘일대일로’ 전략이 공표되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추진
력을 얻어 급증세를 보였으며, 2014년에는 처음으로 해외투자 총액이 외

108) 隆国强 主编(2017), p. 159.
109) 贾秋然(2016), pp.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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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입 총액을 초과하여 자본 순수출국이 되었다. 그러나 2015년 들어
외환보유고가 대폭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중국정부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
범화 및 관리감독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5-1

중국의 ODI 및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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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15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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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DB(검색일: 2018. 11. 23).

그림 5-2

중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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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DB(검색일: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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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해외투자 발전단계 평가
중국은 후발 개발도상국으로서 오랜 기간 자본 부족 상태에 있었기 때
문에 해외투자는 외자유입에 비하여 한동안 발전이 정체되어 있었다.
1999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는 19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0년
대 들어 중국 지도부의 해외투자(저우추취) 정책과 중국의 WTO 가입에
힘입어 중국의 대외투자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에는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금액이 265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부채위기 이후 중국의 대외투자는 더욱 급속
도로 발전하였으며, 2016년 비금융 분야 대외직접투자액은 1,700억 달
러를 넘어섰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대외투
자국이 되었다. 약 10년 사이에 중국이 글로벌 투자에서 차지하는 지위
가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2015년까지 중국의 누적 대외투자금액은 1조
1,000억 달러로 세계 8위 규모에 해당하였다.110)
본 절에서는 중국의 해외투자가 위와 같이 발전해 온 과정을 탐색단계
(1979~92년), 조정단계(1993~2000년), 점진적 성장단계(2001~07년),
대규모 발전단계(2008년~현재)로 나누어 각 단계의 정책과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

가. 탐색단계(1979~92년)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해외투자는 주로 국제무역회사와 대형 국유기
업에 의해 추진되었다. 1979년 8월 13일 국무원은 15개 항목의 경제개

110) 隆国强 主编(2017), pp. 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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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중 제13항에서는 “해외로 나가 기업을 설립할
것(要出国开办企业)”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대외투자 발전을 정식
으로 언급한 최초의 조치였다. 이에 따라 장기간 수출입 업무에 종사한
국제무역회사 및 대외경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은 해외에 창구기업
(窗口企业)111)을 설립하며 해외투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일부 대형
국유기업 또한 이 시기에 대외직접투자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하였으
나 실제로 대외직접투자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112)
1980년대 초반 중국에서는 대외투자 장려 및 규범화를 위한 정책이
속속 등장하여 기업(주로 대형기업)이 해외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당시 중국은 경제가 낙후되어 있어 대외투자를 추진하는 기
업 수가 적었고 대외투자 규모나 유형, 지역도 제한적이었지만, 1980년
대 후반 들어 대외투자가 비교적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는 국제무역회사뿐만 아니라 공업기업, 과학기술기업 및 금융·보험기업
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투자 분야 또한 식음료, 무역 비즈니스 위주
로 해외투자가 추진되었던 데서 농·공업 생산가공, 자원개발, 교통운수,
건설서비스, 제조가공 등으로 확대되었다. 투자지역은 주로 개발도상국
과 홍콩, 마카오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일부 선진국까지로 확장되었다.
1992년 말까지 해외진출 비무역기업은 1,360개에 달하였으며 해외진출
무역기업은 2,600개, 중국 자본의 해외투자 총액은 40억 달러가량이었
다. 또한 중국기업은 전 세계 12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해외기업을 설립
하였다.113)

111) 중국의 개방지역에 설립된 기업을 의미한다.
112) 隆国强 主编(2017), p. 163;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8).
113) 隆国强 主编(2017), p. 163;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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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는 외환보유고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최초의 모든 대
외투자 프로젝트는 국무원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했다. 1982년 국무원으
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외경제무역부(현 상무부)가 대외투자 프로젝
트 심사 및 기업 관리를 담당하였다. 1985년 대외경제무역부는 ｢해외 비
무역기업 심사비준 절차 및 관리방법에 대한 시범 규정｣114)을 발표하여
투자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중국기업의 해
외투자 활동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한편 개혁·개방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중국정부는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도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국가계획위원회(현 국가발전개혁
위원회)는 ｢해외투자 프로젝트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115)을 발표하였다.
이 문건에서 중국은 당시에는 아직 구비되지 않았던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
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1991년 8월 국가계획위원회가 발표한 ｢해외투자 프
로젝트 제안서 및 타당성연구보고서 편제 및 심사비준에 관한 규정｣116)
에서는 중국기업, 회사 또는 여타 경제조직이 투자, 지분매입 등의 방식
으로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지역 및 소련·동구 국가에 진출하거나 비무
역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여타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해외
투자는 금지하였다.
이와 함께 대외투자 관리는 개별 심사비준(个案审批)에서 규범에 따른
심사비준(规范性审批)으로 전환되었으며, 각 부처가 심사비준, 관리 및

114) 对外经济贸易部, ｢关于在境外举办非贸易性企业的审批和管理规定(试行)｣(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7).
115) 国家计划委员会, ｢关于加强海外投资项目管理的意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7).
116) 国家计划委员会, ｢关于编制审批境外投资 项目的项目建议书和可行性研究报告的规定｣(온라인 자료, 검
색일: 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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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기능을 분담하는 등 초기 투자관리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표 5-1

중국 해외투자의 발전단계와 주요 특징

발전단계

탐색단계
(1978~92년)

주요 정책 및 조치

주요 특징

- 중국, ‘대외개방’을 기본 국책으로 결정(1978)
- 국무원, 15개 경제개혁 조치 항목 발표. ‘要出国办企
- 대외투자 기업 수가 적고 투자 규모 작음
业’ 제출(1979)
- 직접투자 위주이며, 투자 지역 및 분야 한정
- 제12기 3중전회 ｢중공중앙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적(14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투자)
통과: 대외개방을 장기적 기본 국책(国策)에 정식으
- 대형 국유기업 위주. 화웨이, ZTE 등 민영기
로 포함함
업은 해외시장 개척 준비단계
- 중국 공산당 제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 목표 발표(1992)

- 중국 공산당 제15차 당대회에서 비교우위를 발휘한 - 중국 해외투자 분야는 무역서비스에서 자원
대외투자를 장려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해외 경영
개발, 생활제조 분야까지 확장
조정단계
을 지지하며 경외에서 가공무역 혹은 자원개발을 하 - 국가전력망(国家电网有限公司) 등 국유핵
도록 지원하기로 함(1997)
심기업이 대외투자를 적극 추진
(1993~2000년)
- 중국 공산당 15기 5중전회 공보에서 ‘저우추취’ 전략 - 완샹그룹(万向集团公司)이 민영기업 중 대
이 명시됨(2000)
외투자 관련 우위를 보임.
- ‘저우추취’가 10.5 규획에 정식으로 포함됨
-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기업들이 적극 해
- 국무원,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발표. 중국이
외투자를 추진하도록 장려
점진적 성장단계
허가제(核准制) 위주의 대외투자 관리 체제를 정식 -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금융보험
으로 실시하기 시작함(2004)
외환 등 다방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
(2001~07년)
의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제약 조건을 개선하
- 중국 공산당 제17차 당대회 보고. ‘인진라이’와 ‘저우
도록 하는 등 양호한 해외투자 환경 조성 강조
추취’를 보다 잘 결합시킬 것을 명시(2007)
-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대회 보고. ‘저우추취’ 가속화.
기업국제화경영능력 제고. 세계적 수준의 다국적 회
사 육성(2012)
- 시진핑 주석,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
크로드’ 제안. 양자를 합쳐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구성(2013)
- 대외투자 ‘허가(核准)’ 위주에서 ‘등록(备案) 위주, - 중국 대외투자 금액이 처음으로 세계 2위를
기록. 같은 기간 외자유입 금액을 초과하여
허가(核准) 보완’으로 전환. AIIB와 실크로드기금 설
립(2014)
처음으로 자본 순수출국 등극(2016)
대규모 발전단계
- 국무원, ｢국제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 - 다국적기업의 세계화 수준 제고: 중국해양석
(2008년~현재)
한 지도의견｣ 발표. 국제산업 및 장비제조 협력 정식
유그룹, 중위엔그룹(中国远洋海运集团有
限公司公司)이 2016년 100대 글로벌 비금
으로 시작(2015)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 등
융 다국적기업에 선정됨.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민영기업 경외투자 경영행위
규범(民营企业境外投资经营行为规范)｣을 정식으
로 발표(2017)*
- 상무부 등 여러 부처가 ‘발전 장려 + 네거티브 리스트’
의 관리방식으로 대외투자 등록(허가)을 진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2018)
주: *경영관리 체계 완비, 법과 규정에 의거한 신뢰경영, 사회책임 이행, 자원환경 보호 중시, 경외 리스크 예방관리 강화 등
5개 방면에서 민영기업 경외 투자경영 활동에 대한 규범화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함(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7),
｢关于发布 《民营企业境外投资经营行为规范》 的通知｣,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10).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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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정단계(1993~2000년)
1993년부터 중국경제가 과열 성장하면서 불합리한 투자구조, 물가 급
상승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은 경제 구조조정 및 긴축을 통
해 과열된 경제의 연착륙을 시도하였다. 이 시기에는 중국의 대외투자에
대한 조정도 진행되었으며 엄격한 심사비준 절차가 적용되었다. 위안화
환율이 이중환율제에서 관리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함으로써 중국의 대외투자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며, 심사비준 정
책 또한 더욱 엄격해졌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말 중국경제 급성장 시기의 성장세를 잇지 못하고 1993~2000년 8년간
186억 달러에 그쳤으며, 해외설립 비준을 받은 기업 수도 1,200여 개에
불과하였다.
1997년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5차 당대회에서는 국내·외 두 개 시
장의 두 가지 자원을 더욱 잘 이용하기 위하여 비교우위를 발휘하는 대외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실력 있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
외 가공무역 또는 자원개발을 확대할 것을 명시하였다. 1997년 5월에 발
표된 ｢해외 무역회사 및 무역대표처 설립에 관한 임시규정｣117)은 중국기
업이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해외 국가 및 지역에 무역회사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999년 2월 대외경제무역부, 국가경제무역위
원회, 재정부는 ｢기업의 해외 위탁가공 업무추진에 관한 의견｣118)을 발
표하여 중국기업이 가공무역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장려하였으
며, 이는 중국이 ‘저우추취’ 전략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 이후

117) 商务部, ｢关于设立境外贸易公司和贸易代表处的暂行规定｣(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1).
118) 中央人民政府, ｢关于鼓励企业开展境外带料加工装配业务的意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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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유관부처가 각각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함으로써 대외투자 관
리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무역서비스에서 자원개발, 생활제조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민영기업 또한 대외직접투자를 시도하였다. 1992
년 이후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中国石油天然气集团有限公司), 중국해양
석유그룹(中国海洋石油集团有限公司) 등 중대형 국유기업이 대외투자의
핵심역량이 되었고, 화웨이(华为), ZTE(中兴) 등을 대표로 하는 민영기업
이 해외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의 대외
투자는 160여 개 국가 및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그중 제조업 투자가
전체 투자의 44%를 차지하였다.

다. 점진적 성장단계(2001~07년)
2001년 초 ‘저우추취’ 전략이 10.5 규획에 정식으로 포함되면서 저우
추취는 ‘대외무역’, ‘외자유입’과 함께 10.5 규획 개방형 경제발전의 3대
지주(支柱)로 격상되었다.119) 이 시기 중국의 대외개방은 ‘인진라이’와
‘저우추취’가 함께 중시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2001년 말
중국은 WTO에 가입하였고, 100여 개 국가와 양자 투자보호협정을 체결
하였다. 2002년 중국은 다시 한번 ‘저우추취’ 전략의 실시를 가속화하겠
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외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완화하고 대외투자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며 대외투자 편리화 수준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였
다. 이와 함께 중국 유관부처들은 2003년부터 매년 중국 대외투자 통계

119) 2000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9기 3차 회의 기간에 저우추취 전략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같은 해 10월
공산당 15기 5중전회에서 저우추취 전략은 서부대개발, 도시화, 인재전략과 함께 4대 신전략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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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국의 대외직접투자는 내·
외부적으로 더욱 양호한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저우추취’ 전략은 근본적으로 중국 대외직접투자의 정책 방향을 변화
시켰다. 이 시기 저우추취 전략의 특징은 첫째, 대외투자 관리시스템이
심사비준제(审批制)에서 허가제(核准制)로, 그리고 다시 등록제(备案制)
로 전환되었다. 2004년 국무원이 발표한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国
务院关于投资体制改革的决定)｣에서 대외투자에 대해 등록제를 적용한다

는 점을 명시하였다.
둘째, 대외투자 장려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등 금융기관이 투자기금과 전용
자금을 마련하여 중국 해외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으
며, 해외투자의 자금지원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또
한 상무부는 유관부처와 회동하여 해외 가공무역 방면의 16가지 재세(财
税) 및 외환 관련 새로운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중국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대외투자 장려정책 체계를 수립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대외협력 가이드
(中国对外合作指南)｣의 제정, ｢국별 무역투자환경 보고(国别贸易投资环
境报告)｣, ｢대외투자 국별 산업지도 목록(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 ｢경

외가공무역 국별 지도 목록(境外加工贸易国别指导目录)｣의 정기적 발표,
‘저우추취’ 성과전시회 및 국제포럼 등 각종 홍보행사 개최, 정책 훈련 및
인재 양성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의 대외투자 서비스 체계를 정립하였다.
이 외에 ‘상무부 거시관리, 각 부처 협조 대응, 지방정부 속지(属地) 관리,
산업조직 및 경외 중자기업 상공회의소의 자율적 협조, 주외 영사관의 일
선 감독관리, 정부간 공동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대외투자 통계제도
를 정비하였으며, 대외 경제협력 리스크 예방 및 빠른 대응기제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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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는 모두 중국 대외투자에 대한 거시적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조
치들이었다.
상술한 발전 전략과 정책 체계는 중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외투자
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중국의 대외직접투자는 점진적인
성장단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2002~07년 중국 대외직접투자는 연평균
증가율이 60%에 달하는 초고속 성장을 실현하였다. 2005년 중국의 대외
직접투자는 처음으로 100억 달러 선을 넘었으며, 2007년 중국의 대외투
자액 규모는 이미 2001년의 69억 달러에서 265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2007년 말까지 중국의 5,000여 개 경내 투자주체가 대외직접투자 기업
을 1만 개 가까이 설립하였는데, 이 기업들은 전 세계 172개 국가 및 지
역에 분포되었다. 대외직접투자 순누계 금액은 1,093억 달러에 달하였
다. 이와 함께 중국 대외직접투자는 투자주체, 투자방식, 투자지역의 광
범위한 다원화 단계로 들어섰고, 여러 국가에서 경영하는 다국적기업 또
한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대외직접투자는 산업구조조정, 수
출입 무역, 에너지 공급 및 대외전략 등의 방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
기 시작하였다.

라. 대규모 발전단계(2008년~현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특히 유럽과 미국의 실물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적지 않은 구미 국가의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에 시달렸고 인원 감축, 업
무 축소, 자산이나 지분 매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자금이 충분
하고 해외진출을 엿보던 중국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투자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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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의 개혁·개방 경험을 거쳐 중국기업의 대외투자는 이미 열망과
능력을 모두 갖춘 상황이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2008년에 3,000달
러를 넘어섰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과 산업경쟁력이 점차 대외투자의 객
관적인 조건을 갖추어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중국의 풍부한 국내저
축은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에 유리한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거액의
외환보유고 또한 더 나은 투자처를 찾게 되었다. 과잉생산이 심각한 수준
에 이르러 대외투자를 통해 소화할 필요가 있었고, 대규모 도시화 및 공
업화로 에너지 및 광업제품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해졌다. 끊임없이 불
거지는 무역마찰로 인해 수출시장 현지 생산·현지 소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하단에 위치한 기업은 전략자산 취득
을 통해 상단으로 올라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2012년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정부는 대외투자 발전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대외투자 관리체제의 편리화, 유관 통계수치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 대외투자 관리 방식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였다.
제18차 당대회에서는 ‘저우추취’의 가속화, 기업의 글로벌 경영능력 향
상,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2013년 중국 지도부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제창하였다. ‘일대일
로’는 중국의 자본, 기술, 상품 및 서비스, 문화 등의 ‘저우추취’를 장려하
고, 연선국가와의 경제협력 동반자관계를 적극 발전시키면서 주동적으로
글로벌 경제발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서, 중국기업의 대외투자
협력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는 경제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려면 반드시 대
내외 대외개방의 상호 촉진이 필요하며, ‘인진라이’와 ‘저우추취’를 결합
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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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채택된 ｢중공중앙 국무원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에 관한
약간의 의견｣120)에서는 ‘저우추취’ 전략의 신체제를 수립하고 기업과 개
인의 대외투자 주체 지위를 확립하며, 대외투자의 질과 효율을 제고할 것
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2015년은 중국정부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을 ‘일대일로’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 대외투자협력 발전을 꾀하기 시
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2016년 13.5 규획강요에서는 중국경제가 세계경
제에 융합되어 가는 추세에 순응하여 ‘인진라이’와 ‘저우추취’를 병행해
나감으로써 더 높은 층위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중국 중앙지도부의 전략에 따라 국가의 대외투자 ‘관리’ 체제 및 대외
투자 ‘촉진’ 체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
는 쪽으로 방향의 변화가 있었다. 투자관리 체제 방면에서 보면 2009년
상무부는 ｢해외투자 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을 발표하고 1억 달러
이하의 해외투자에 대한 심사 권한을 하부에 이양하였다. 2014년 상무부
는 ｢해외투자 관리방법｣ 개정판을 발표하고 ‘등록 위주, 심사 보완’ 원칙
을 제시하였다. 2016년 13.5 규획강요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주체적
으로 실시하고 해외투자 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대외투자 관
리제도를 시범적으로 완화하여 대외투자의 시장화를 추진하였다. 투자촉
진 체계 방면에서 대외투자 공공서비스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FTA 체결
가속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는 동시에 양자 투
자협정의 체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2008~16년 기간 동안 글로벌 직접투자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중국의

120) 中央政府门户网站, ｢中共中央国务院关于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的若干意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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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직접투자는 오히려 연평균 25.8%가 증가하였다. 2013년 중국의 대
외직접투자 규모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6년에는 최고 기록
을 경신하여 1,70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5년 말까지 중국의 2만
200개 중국 투자주체가 해외에 설립한 대외직접투자 기업은 총 3만 800개
에 달하였고, 전 세계 188개 국가 및 지역에 걸쳐 분포하였다. 해외기업
자산총액은 4조 3,700억 달러였고, 대외직접투자 산업구조는 꾸준히 업
그레이드되었다. 또한 투자지역은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국유기업과 민
영기업이 모두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추진하였다.121)

2.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주요 이슈
가. ‘일대일로’와 투자편리화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 집권 1기 초반인 2013년 9월 처음으로 제
안된 중국의 핵심 대외 전략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대일로’ 전략
의 세부계획은 2015년 3월 28일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
크로드 공동 건설 추진을 위한 비전과 계획｣에서 발표되었다. 중국은 대
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구조 및 통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가 세계 다극화,
경제 글로벌화, 문화 다양화, 사회 정보화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 지역 개
방 협력과 개방형 세계경제 구축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
국은 대내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달하여 새로
운 성장동력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국내 산업구조조

121) 隆国强 主编(2017),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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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환으로 신흥국으로의 산업 이전을 통해 글로벌 생산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122)
‘일대일로’는 정책소통(政策沟通), 인프라 연결(设施联通), 무역원활화
(贸易畅通), 자금융통(资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 등 5대 중점협력 분
야(五通)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무역원활화는 일대일로 건설
의 주요 내용인 무역·투자 협력에 관한 것으로, 투자와 관련한 내용으로
는 △ 투자편리화 문제의 연구와 해결 △ 투자장벽 해소 △ 역내 및 각국
의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 투자와 무역을 유기
적으로 결합하여 투자를 통해 무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123)

1) 투자절차 간소화 과정: 심사제 → 허가제 → 등록제 및 허가제 병행
1978년 개혁·개방 이후부터 2004년 이전까지 중국은 대외투자에 대
하여 엄격한 심사제(审批制)를 적용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이 외환 유출
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대외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대
외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외환관리 체제가 점차 완비되어감에 따라 2004
년 7월부터 중국은 대외투자에 대하여 허가제(核准制)를 실시하였다. 이
에 따라 1,000만 달러 이상의 비자원개발 투자 프로젝트 및 3,000만 달
러 이상의 자원개발 투자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허가 또는

122) 이승신 외(2017), p. 26.
123) 国家发展改革委, 外交部, 商务部(2015),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
动｣(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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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대외투자 추진이 가능하였다.
2011년 2월에는 대외투자 제한금액이 비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는 1억 달러 이상,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억 달러 이상으로 상
향 조정되었다. ‘일대일로’ 전략이 추진되기 시작한 후인 2014년 4월 중
국은 등록제와 허가제를 병행 실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1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및 민감 분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이 외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적용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
건의 정책문건을 통해 대외투자 감독관리 체제를 완화하였으며 2018년
1월에는 ‘등록제 위주, 허가제 보완’ 방식의 대외투자 감독관리 체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상무부, 인민은행, 국자위,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 발표한 ｢대외투자 등록(허가)신고임시방법(对外
投资备案(核准)报告暂行办法)｣에서는 ‘대외투자 발전장려 + 네거티브 리

스트’ 관리 방식으로 대외투자 등록(허가)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표 5-2

중국 대외투자의 변화: 심사비준제에서 등록제로의 이행

발전단계
탐색단계
(1978~92년)
조정단계
(1993~2000년)
점진적 성장단계
(2001~07년)

대규모 발전단계
(2008년~현재)

시기

방식

대외투자 관리 권한

심사제

- 중국 측 투자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는 국무원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국가계획위원회 ｢해외투자 프로젝트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海
外投资项目管理的意见)｣(1991년 3월)

2004년
7월

허가제

- 1,000만 달러 이상의 비자원개발 투자 프로젝트, 3,000만 달러 이상의 자원
개발 투자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허가 또는 국무원의 허가를
득해야 함
- 국무원,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投资体制改革的决定)｣

2011년
2월

허가제

- 1억 달러 이상의 비자원개발 프로젝트, 3억 달러 이상의 자원개발 프로젝트
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또는 국무원의 허가를 득해야 함

2004년
이전

2014년
4월

- 1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및 민감 분야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또는 국무원의 허가를 득해야 함. 이 외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등록+허가
적용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외투자프로젝트 허가 및 등록 관리방법(境外投
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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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발전단계

대규모 발전단계
(2008년~현재)

시기

방식

대외투자 관리 권한

2014년
10월

- 처음으로 해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 제한 분야, 금지 분야 등 대
외투자 산업 분야 및 방향 명시
등록+허가 - 민감 분야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외의
프로젝트는 일괄적으로 등록제 실시
- 상무부, ｢해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

2017년
11월

- ｢해외투자프로젝트 허가 및 등록 관리방법｣ 중 “3억 달러 및 그 이상의 경외
인수합병 또는 경쟁입찰 프로젝트는 투자 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신고하
등록+허가
고 확인서를 받은 후 투자 추진 가능”이라는 규정 삭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업해외투자관리방법(企业境外投资管理办法)｣
(2017년 12월 발표, 2018년 3월 1일 시행)

- ‘발전장려 +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으로 대외투자 등록(허가) 진행
- ‘관리등급 분류, 정보창구 단일화, 규정위배 시 공동징계’의 대외투자 관리
등록+허가
방식
2018년 ‘발전장려
- ‘모든 등록(허가)는 반드시 보고’ 원칙으로 전 과정을 엄격하게 감독관리
1월
+ 네거티브
- 상무부, 인민은행, 국자위,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 국가외환관리국 ｢대외
리스트’
투자 등록(허가)신고임시방법(对外投资备案(核准)报告暂行办法)｣ 공동
발표
자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国际合作中心对外开放课题组(2018)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대외투자 환경 개선: 양자 투자보호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중국 ‘일대일로’ 구상 중 투자편리화에는 역내 및 각국의 양호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 또한 포함되었다. 본 절에서는 투자국과 투
자 상대국 양자간에 체결되어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양자 투자보호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동향을 중심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첫째, 양자 투자보호협정은 양국간 상호 투자를 촉진 및 보호하기 위
해 체결하는 협정으로,124) 투자자와 상대국 사이에 투자자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는 경우 양자 투자협정이 분쟁해결의 한 수단이 될 수 있

124) UNCTAD “Korea, Republic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BI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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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5) 중국은 2016년 12월까지 총 104개 국가와 양자 투자협정을 체
결하였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부터 1992년까지의 탐색단계에서 44개
국가, 1993~2000년까지의 조정단계에서 46개 국가로 총 90개 국가가
중국과 양자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중국이 체결한 양자 투자협정 중 87%
가량이 개혁·개방 이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朱文龙(2016)에 따르면, 중국이 체결한 양자 투자협정의
보장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2011년 이후에 체결된 양자 투자협정이 더
욱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규정으로서 투자보호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26)

표 5-3

중국의 양자 투자보호협정 체결 현황

발전단계

탐색단계
(1978~92년)

지역

상대국(체결 연도)

유럽(21)

스웨덴(1982), 프랑스(1984년), 독일(1985), 벨기에와 룩셈부르크(1984), 핀란드
(1984), 노르웨이(1984), 이탈리아(1985), 덴마크(1985), 네덜란드(1985), 오스
트리아(1985), 영국(1986), 스위스(1986), 폴란드(1988), 불가리아(1989), 헝가
리(1991), 체코슬로바키아(1991), 포르투갈(1992), 스페인(1992), 그리스(1992),
우크라이나(1992), 몰도바(1992),

아시아(17)

태국(1985), 싱가포르(1985), 쿠웨이트(1985), 스리랑카(1986), 일본(1988), 말
레이시아(1988), 파키스탄(1989), 터키(1990), 몽골(1991), 우즈베키스탄(1992),
키르기스스탄(1992), 아르메니아(1992), 필리핀(1992), 카자흐스탄(1992), 한국
(1992), 투르크메니스탄(1992), 베트남(1992)

대양주(3)

호주(1988), 뉴질랜드(1988), 파푸아뉴기니(1991)

아프리카(1)

조정단계
(1993~2000년)

가나(1989)

미주(2)

볼리비아(1992), 아르헨티나(1992)

유럽(10)

벨라루스(1993), 알바니아(1993), 크로아티아(1993), 에스토니아(1993), 슬로베
니아(1993), 리투아니아(1993), 아이슬란드(1994), 루마니아(1994), 유고슬라비
아(1995), 마케도니아(1997)

125) 이승신 외(2017).
126) 朱文龙(2016), pp.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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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계속

발전단계

점진적 성장단계
(2001~07년)

지역

상대국(체결 연도)

아시아(17)

라오스(1993), 타지키스탄(1993), 조지아(1993), 아랍에미리트(1993), 아제르바
이잔(1994), 인도네시아(1994), 오만(1995), 이스라엘(1995), 사우디아라비아
(1996), 레바논(1996), 캄보디아(1996), 시리아(1996), 예멘(1998), 카타르
(1999), 바레인(1999), 이란(2000), 미얀마(2001)

아프리카(12)

이집트(1994), 모로코(1995), 모리셔스(1996), 짐바브웨(1996), 알제리(1996),
가봉(1997), 나이지리아(1997), 수단(1997), 남아프리카(1997), 카보베르데
(1998), 에티오피아(1998), 콩고(2000),

미주(7)

우루과이(1993), 에콰도르(1994), 칠레(1994), 페루(1994), 자메이카(1994), 쿠
바(1995), 바베이도스(1998),

유럽(3)

러시아(2006), 몰타(2009), 키프로스(2001), 스웨덴(2004), 독일(2003), 프랑스
(2007), 벨기에와 룩셈부르크(2005), 핀란드(2004), 불가리아(2007), 슬로바키아
(2005), 포르투갈(2005), 스페인(2005), 루마니아(2007)

아시아(2)
아프리카(3)
미주(2)
유럽

대규모 발전단계
(2008~현재)

아시아(1)
아프리카(2)
미주
(1)

북한(2005), 인도(2006), 한국(2007)
튀니지(2004), 적도기니(2005), 마다가스카르(2005), 나이지리아(2001)
트리니다드 토바고(2002), 가이아나(2003)
스위스(2009)
일본·한국(2012), 우즈베키스탄(2011)
말리(2009), 탄자니아(2013),
캐나다(2012)

주: 볼드로 표기된 부분은 양자투자협정을 다시 체결한 국가 또는 부가의정서를 체결한 국가임. 체결국가 개수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자료: 商务部, ｢我国对外签订双边投资协定一览表(Bilateral Investment Treat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10).

둘째,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은 동
일한 투자소득에 대해 두 개 국가에서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양국간 협정으로서, 초국경 무역 및 투자 시 과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해외에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2018년 11월 현재 중국은 총 106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체결 시기를 보면, 중국은 106개 국가 중
대부분의 국가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
을 체결하였다. 가장 최근 중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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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2017년 9월 21일), 가봉(2018년 9월 1일), 콩고(2018년 9월 5일), 앙
골라(2018년 10월 9일)로서 모두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들이었다.

표 5-4

중국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

발전단계

상대국(체결연도)

탐색단계
(1978~92년)

일본(1983), 미국(1984), 프랑스(1984), 영국(1984), 벨기에(1985), 독일(1985), 말레이시아(1985),
노르웨이(1986), 덴마크(1986), 싱가포르(1986), 캐나다(1986), 핀란드(1986), 스웨덴(1986), 뉴질
랜드(1986), 태국(1986), 이탈리아(1986), 네덜란드(1987), 체코슬로바키아(1987), 폴란드(1988),
오스트레일리아(1988), 유고슬라비아(1988), 불가리아(1989), 파키스탄(1989), 쿠웨이트(1989), 스
위스(1990), 키프로스(1990), 스페인(1990), 루마니아(1991), 오스트리아(1991), 브라질(1991), 몽
골(1991), 헝가리(1992),

조정단계
(1993~2000년)

몰타(1993), U.A.E.(1993), 룩셈부르크(1994), 한국(1994), 러시아(1994), 파푸아뉴기니(1994), 인
도(1994), 모리셔스(1994), 크로아티아(1995), 벨라루스(1995), 슬로베니아(1995), 이스라엘
(1995), 베트남(1995), 터키(1995), 우크라이나(1995), 아르메니아(1996), 자메이카(1996), 아이슬
란드(1996), 리투아니아(1996), 라트비아(1996), 우즈베키스탄(1996), 방글라데시(1996), 유고슬라
비아(1997), 수단(1997), 마케도니아(1997), 이집트(1997), 포르투갈(1998), 에스토니아(1998), 라
오스(1999), 세이셸(1999), 필리핀(1999), 아일랜드(2000), 남아프리카(2000), 바베이도스(2000),
몰도바(2000)

점진적 성장단계
(2001~07년)

카타르(2001), 쿠바(2001), 베네수엘라(2001), 네팔(2001), 카자흐스탄(2001), 인도네시아(2001),
오만(2002), 나이지리아(2002), 튀니지(2002), 이란(2002), 바레인(2002), 그리스(2002), 키르기스
스탄(2002), 모로코(2002), 스리랑카(2003), 트리니다드 토바고(2003), 알바니아(2004), 브루나이
(2004), 아제르바이잔(2005), 조지아(2005), 멕시코(2005), 사우디아라비아(2006), 알제리(2006)

대규모 발전단계
(2008~현재)

타지키스탄(2008), 에티오피아(2009), 투르크메니스탄(2009), 체코(2009), 잠비아(2010), 시리아
(2010), 우간다(2012), 보츠와나(2012), 에콰도르(2013), 칠레(2015), 짐바브웨(2015), 캄보디아
(2016), 케냐(2017), 가봉(2018), 콩고(2018), 앙골라(2018)

자료: 国家税务总局, ｢税收条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10).

나. 글로벌 산업협력과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중국이 글로벌 산업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해외경제무역협력
구(境外经贸合作区)’의 건설은 매우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다. 해외경제
무역협력구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시장에 인접한 산업 클러스터를
제공하여 투자 및 경영 비용을 절감하게 해주는 한편 해외진출 시 기업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외투자에서 규모의 효과를 실현하고 투자 리스크
를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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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조성 역사는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인 2005년 이전까지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가 기업들의 자발적 해
외진출을 통해 건설되었다. 2단계는 중국정부가 지원을 시작한 2006년
부터 2013년까지이다. 중국정부의 해외진출 전략이 심화되는 시기로,
2006년 6월 18일 중국 상무부가 ｢중국 해외경제무역합작구 조성의 기본
조건 및 신청방법｣을 발표하는 등 중국정부가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을 적극 추진하였다. 3단계는 중국정부가 기업들이 주체가 되는 시장운
영 방식을 지원하는 단계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이다.128) 2015년 11월
국무원은 ｢국제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추진에 관한 지도의견｣129)을
발표하였다. 이 문건에서는 중국기업의 ‘저우추취’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
기 위해 해외산업 집적구(클러스터), 경제무역협력구, 공업단지, 경제특
구 등 협력단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와 법률을 완비하여 중
국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양호한 조건을 형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
히 대기업이 솔선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
출을 유도함으로써 중국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全) 단계로 진출하
고 종합적인 경쟁우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국 지도부가 2013년 말 ‘일대일로’ 전략을 제시한 후에는 해외경제
무역협력구의 역할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다. 2015년 ‘일대일로’
세부계획에서는 투자협력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해외경제무역협력구 및
초국경경제협력구 등 각종 산업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산업집적 효과를 활
용한 발전을 추진하도록 촉구하였다.130) 중국정부로서는 ‘일대일로’ 추

127) 王辉耀, 苗绿 主编(2017), pp. 44~45.
128) 이승신 외(2017), pp. 227~241.
129) 国务院, ｢关于推进国际产能和装备制造合作的指导意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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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시 해외경제무역협력구 등 산업단지를 해외거점으로 활용하여 중국기
업의 해외진출과 중국 국유기업들의 공급과잉 해소를 도모할 수 있고,
‘일대일로’ 연선국가들로서도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제조업을 발
전시키고, 인프라 건설에서 중국 자금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131) 또
한 리커창 총리는 2016년 3월 5일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회 제12기 4차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일대일로’ 추진과 관련하여 “변
경(边境)경제협력구, 초국경(跨境)경제협력구, 해외(境外)경제무역협력구
건설을 추진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132)
이 중 해외경제무역협력구는 중국 제조업 기업의 저우추취에서 중요
한 플랫폼이자 국제산업협력의 주요 매개체가 되고 있다. 2018년 11월
현재 국가급 승인을 받은 해외경제무역협력구는 20개이다. 캄보디아, 태
국,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러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에 주로 조성되어 있다(표 5-5 참고).

130) 国家发展改革委, 外交部, 商务部(2015),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
动｣(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5).
131) 이승신 외(2017), pp. 227~241.
132) 위 세 가지 경제협력구는 각기 다른 성격과 목적을 가진다. ‘변경경제협력구(border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zone)’는 국내외 자본 및 기업 유치를 통해 생산가공 및 변경무역 기능을 수행함으로
써 중국 변경지역의 경제개발 및 중국 내 지역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 ‘초국경경제협력구(cross
border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zone)’는 중국과 인접국이 국경지역에 공동으로 설립하는 개
발구로 생산가공, 물류, 전자상거래, 관광 등 분야에서 주변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경제무역협력구’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지 않은 연선국가에 중국기업 주도로 설립한 역외
산업단지로 중국기업들의 해외진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이승신 외(2017), pp. 228~229).
초국경경제협력구와 해외경제무역협력구는 두 개 국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설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전자의 경우 국경을 인접한 두 개 국가의 변경지역 내 영토를 연계하여 조성하는 반면, 후자는
타 국가 영토 내에 조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전자의 경우 변경지역의 경제발전, 주변국
과의 무역투자 확대가 주요 목적이라면 후자의 경우 중국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동시에 중국기업들의 설비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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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중국의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조성 현황

연번

해외경제무역협력구

협력 국가

중국 개발 업체

1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경제특구(SSEZ)

캄보디아

장쑤타이후(江苏太湖)캄보디아국제경제협력구투
자공사

2

태국·중국 라용(Rayong)
산업단지

태국

화리(华立)산업그룹

3

베트남 룽장산업단지
(LJIP)

베트남

쳰장(前江)투자관리유한공사

4

파키스탄 하이얼·루바
경제구

파키스탄

하이얼(海尔)그룹가전산업유한공사

5

잠비아·중국
경제무역협력구(ZCCZ)

잠비아

중국여우서쾅예(有色矿业)그룹유한공사(CNMC)

6

이집트 수에즈 경제무역구
(TEDA SUEZ)

이집트

중·아프리카TEDA(泰达)투자유한공사

7

나이지리아 레키(Lekki)
경제자유무역구

나이지리아

중·아프리카레키투자유한공사

8

러시아·우스리스크
경제무역협력구

러시아

캉지에(康吉)국제투자유한공사

9

중국·러시아 톰스크
경제무역협력구

러시아

AVIC FORESTRY

10

에티오피아 둥팡(东方)
산업단지

에티오피아

장쑤용위안(江苏永元)투자유한공사

11

중국·러시아
농업산업협력구

러시아

헤이룽장둥닝화신(黑龙江东宁华信)경제무역유한
공사

12

러시아 롱위에(龙跃) 임업
경제무역협력구

러시아

헤이룽장성무단장룽위에(黑龙江省牡丹江龙跃)
경제무역유한공사

13

헝가리·중국-유럽
교역·물류협력단지

헝가리

산둥디하오(山东帝豪)국제투자유한공사

14

키르기스스탄 아주지성(亚洲之星)
농업산업협력구

키르기스스탄

허난구이요우(河南贵友)실업집단유한공사

15

라오스완샹싸이써따(老挝万象赛色塔)
종합개발구

라오스

윈난성(云南省)해외투자유한공사

16

우즈베키스탄 ‘펑셩(鹏盛)’ 공단

우즈베키스탄

원저우시진셩(温州市金盛)무역유한공사

17

중국·헝가리 바오스더(宝思德)
경제무역협력구

헝가리

옌타이신이(烟台新益)투자유한공사

18

중국·인도네시아 경제무역협력구

인도네시아

광시눙컨(广西农垦)집단유한책임공사

19

중국·인도네시아 종합산업단지
칭산(青山)단지

인도네시아

상하이딩신(上海鼎信)투자(집단)유한공사

20

중국·인도네시아 쥐룽(聚龙)
농업산업협력구

인도네시아

톈진쥐룽(聚龙)그룹

자료: 商务部, ｢境外经贸合作区｣, http://fec.mofcom.gov.cn/article/jwjmhzq/(검색일: 201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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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산업정책과 해외투자의 연계
중국이 실질적으로 대외투자 장려 또는 제한 산업을 분류하여 제시한
정책문건으로서 가장 먼저 발표된 문건은 2006년 ｢해외투자 산업지도
정책｣이다.133) 이 목록이 발표된 2006년은 11.5 규획이 시작된 해로서,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특정 산업에 대한 진흥정책을 병행하였던 시
기이다.134) 중국정부가 산업정책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였던 11.5 규획
시기에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장려업종 및 금지업종을 구체화한 ｢해외투
자 산업지도목록｣을 처음으로 발표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5 규획에서 장려하고자 했던 10대 산업은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
학, 경공업, 방직(섬유), 비철금속, 기계장비, 전자정보, 물류였다. 해외투
자 산업지도 정책에서 투자를 장려한 업종으로는 농·림·목축·어업 및 채
광업 이외에 제조업(방직, 농업기계장비, 국내에서 선진기술을 획득할 수
없는 선진기술의 화공제품, 승용차제품, 가전제품, 전자정보제품 등)과
서비스업(글로벌 마케팅, 원양화물운송, 통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소
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첨단기술 및 제품 연구, 초국경 도로 및 철로 화
물 운송, 중국 문화를 홍보하는 신문 출판, 광고 영화 TV 및 문화 예술
방송 등)이 있었다. 자동차, 석유화학, 방직, 기계장비, 전자정보 산업이
11.5 규획과 ｢해외투자 산업지도목록｣에서 공통적으로 장려된 업종임을
알 수 있다. ｢해외투자 산업지도 정책｣에 따른 장려업종에 해당하는 경
우, 중국정부는 거시적 조정, 다자간·양자간 경제무역 정책, 외교, 재정,

133) 2006년 이전에도 상무부와 외교부가 2004년, 2005년, 2007년에 각각 발표한 ｢대외투자국별산업지도
목록｣ 1, 2, 3편이 있었으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문건이었던
바, 본 보고서의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134) 이현태 외(2017),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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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세수, 해관, 자원정보, 신용대출, 보험 등의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반면 금지업종인 경우 중국 당국은 허가를 내주지 않
고 제재 조치를 취한다. 당시 금지업종에 포함된 업종은 농·림·목축·어업
(중국 특유의 진귀한 양품종의 식물재배업), 제조업(중국 전통 공예의 녹
차 및 특수 차 가공업, 전통 중의약 제조), 사회서비스업(도박·경마, 퇴폐
영업) 등이었다.
이후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해외투자 산업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먼저 2014년에 발표된 ｢해외투자 프로젝트 허가 및 등록 관
리 방법｣에서는 민감 국가·지역 및 민감 산업을 명시하였으며, 민감 국가
또는 산업으로 분류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당시 민감산업은 전신인프라, 수자원 및
토지 개발 등 주로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하며 뉴스미디어 또한 민감산업
으로 분류되어 있다. 2006년 ｢해외투자 산업지도 정책｣이 제한·금지 업
종을 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
았던 반면, 2014년에 발표된 ｢해외투자 프로젝트 허가 및 등록 관리 방
법｣에서는 민감산업으로 분류된 업종의 수가 대폭 감소되었고, 심사허가
절차 또한 간소화되었다.
2017년 들어 다시 한번 해외투자 산업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2017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해외투자 관리 방법｣과 2018년 1월에 발표된 ｢해외
투자 민감산업목록(2018년판)｣은 중국정부 당국의 대외투자정책과 관련
하여 가장 최근의 산업정책을 보여 준다. ｢기업해외투자 관리 방법｣에서
는 민감 프로젝트, 민감 국가 및 지역과 민감 업종을 분류하여 제시하였
으며, ｢해외투자 민감산업목록(2018년판)｣은 이 중 민감 업종을 더 구체
적으로 명시하였다. 이 목록에 따른 민감 업종으로는 △ 무기장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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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조·생산·유지보수 △ 초국경 수자원 개발 및 이용 △ 뉴스미디어 △
｢해외 투자방향 안내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에서 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업종(부동산, 주점,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
가 없는 지분투자기금 또는 투자 플랫폼의 경외 설립)이 포함되었다. 민감
업종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이들 문건보다 앞서 2017년 8월에 발표된
｢해외 투자방향 안내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
外投资方向的指导意见)｣에 더욱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표 5-6 참고).

｢해외 투자방향 안내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해외투자 산업
을 장려·제한·금지 등 세 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항목에 대한 감
독관리 방식을 제시하였다. 장려업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세수, 외환,
보험, 세관, 정보 등 방면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투
자편리화 수준을 높인다. 제한업종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신중하
게 투자에 참여하고 실제 상황에 맞게 필요한 안내와 지침을 받도록 한
다. 금지업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 통제한다.135)
2017년 이후 중국정부가 주요 문건을 통해 제시한 해외투자 산업정책에
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일대일로’, 첨단제조업, 에너지, 농업 및 무역·문화·
물류 등 서비스 영역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10대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에서 에너지, 농업, 금융, 첨단기술(technology),
물류가 상위를 차지한다는 점을 볼 때, 중국의 해외투자 산업정책이 실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일
대일로 및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한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장려정책을 펼
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대일로’ 연선국가 및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기업

135) 国务院(2017), ｢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外投资方向的指导意见｣, 온라인자료(검색일: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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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5-6

중국의 해외투자 산업 정책 변화

관련 문건

발표
시기

분류

내용

1) 국내에서 부족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긴요한 자원 또는 원재료
2) 국내에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 설비 및 기술 등의 수출과 노무수출
장려업종
3) 자국 기술 연구개발 능력을 명백하게 제고할 수 있고, 국제 선도기술, 선진
경영 기법과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해외투자
산업지도목록

2006년

1) 국가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에 반하는 경우
2) 국내에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특정 공예 또는 기술을 운용하는 경우
3) 자국 법률에서 경영을 금지하는 분야
금지업종
4) 투자대상국 또는 지역의 법률에서 투자를 금지하는 산업. 자국이 체결하
였거나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약 규정에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기타 산업
5)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른 기타 상황

민감국가· 중국과 수교를 하지 않았거나, 국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전쟁·내란 등이 발
해외투자
지역
생한 국가 및 지역
프로젝트
2014년
기초 전신(电信) 운영, 초국경 수자원 개발 이용, 대규모 토지개발, 송전 간선,
허가 및 등록 관리 방법
민감산업
전력망, 뉴스매체 등
1) 일대일로 건설 및 인프라 연결에 도움이 되는 기초설비
2) 비교우위를 가진 생산설비, 품질 우위의 장비 및 기술 표준 수출 관련 투자
3) 경외 최첨단 및 선진 제조업 기업과의 투자협력
4) 경제적 효용을 신중히 평가하였다는 전제하에 경외 천연오일가스, 광산물
장려업종
등 에너지자원 탐사 및 개발
5) 농업 대외협력 확대. 농림목축어업 등 분야에서의 투자협력
6) 무역, 문화, 물류 등 서비스 영역에서의 경외투자. 일정 조건을 갖춘 금융기
관의 경외 분점 건설 및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1) 중국과 수교를 맺지 않았거나 전란이 발생하였거나, 중국이 체결한 양자
간·다자간 조약 또는 협정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민감 국가 및 지역에
대한 경외투자
해외 투자방향 안내와 2017년
2) 부동산, 술집,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등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
8월
3)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가 없는 지분투자기금 또는 투자플랫폼의 경외
제한업종
설립
4) 투자목적국 기술 표준에 맞지 않는 낙후된 생산설비 투자
5) 투자목적국의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안전표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외
투자
- 이 중 앞 세 개 항목은 경외투자 주관 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함.
1) 국가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군사공업핵심 기술 및 제품 수출 경외투자
2) 중국이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기술, 공예, 제품의 경외투자
금지업종 3) 도박, 퇴폐영업 등
4) 중국이 체결 또는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약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외투자
5) 기타 국가이익과 국가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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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계속

관련 문건

발표
시기

분류

내용

민감
1) 민감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 2) 민감산업의 투자 프로젝트

기업해외투자
관리방법

해외투자
민감산업목록
(2018년판)

1) 중국과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 및 지역
민감
2) 전쟁, 내란이 발생한 국가 및 지역
국가·지역 3)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약 및 협정 등에 근거하여 기업
2017년
의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가 및 지역
12월
1) 무기장비의 연구·제조·생산·유지보수
2) 초국경 수자원 개발 이용
민감업종 3) 뉴스 미디어
4) 중국 법률 법규 및 유관 정책에 근거하여 기업의 경외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산업
1) 무기장비의 연구·제조·생산·유지보수
2) 초국경 수자원 개발 및 이용
3) 뉴스 미디어
2018년 민감산업
4) ｢해외 투자방향 안내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에서 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업종: 부동산, 주점,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
가 없는 지분투자기금 또는 투자플랫폼의 경외 설립

자료: 각 문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과제와 전망
가. 시진핑 집권 2기 해외투자 전략의 방향과 과제
시진핑 집권 2기 해외투자 전략의 방향은 2018년 3월에 개최된 양회
(兩会: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내용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중국정부는 경제운용 10대 중점 업무 중 하나로서 ‘전면적
대외개방 확대’를 포함하였으며, 그 세부과제로 ‘해외투자의 안정적 발
전’을 언급하였다. 해외투자의 안정적인 발전방안으로는 △ 해외투자 방
식의 혁신 추진 △ 국제 생산능력 협력 심화 및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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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방식의 혁신 전환과 관련해서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
(2017년 10월 18~24일)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당시 중국 지도부는 글
로벌 무역·투자·생산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다자간 협
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경제의 상생을 도모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자 협력 플랫폼의 예로는 보아오 아시아포럼,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
의,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들 수 있다.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은 제2절에서 서술하였듯이 시진핑 집권 1기
부터 ‘일대일로’ 전략의 일부로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2005년 이전에도
해외경제무역협력구는 건설된 바 있으나 주로 기업들의 자발적 해외진출
에 의한 것이었고, 정부의 지원에 의해 본격적으로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가 건설된 것은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지도부
는 2015년에 발표한 ‘일대일로’ 행동계획에서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을 통한 산업집적 효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이러한 전략 방
향은 시진핑 집권 2기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시진핑 집권 1기 초반에 등장한 ‘일대일로’ 전략은 시진핑 집권 2기에
도 핵심 대외 전략으로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집권 1기에는 아
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기금 등을 조성하고 ‘일대일로’와 관
련한 여러 경제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창하는 등 ‘일대일로’ 추진의 기반을
닦았다면, 시진핑 집권 2기는 ‘일대일로’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
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에서는 ‘일대일로’와 관련한 내용을 당장(党章)
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8년 양회에서는 철도, 도로, 통신 등 인
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고, 중국·유럽 간 국제화물철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실크로드, 우주 정보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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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시진핑 집권 2기에 ‘일대일로’와 관련한 해외투자가 적극적으로 추진
될 전망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국 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중국과 연선국가가 상호 호
혜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 추진되었던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 일부가 과중한 채무부담
으로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파키스탄, 말레
이시아, 스리랑카에서 추진했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파키스탄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 중 하나인 인
더스강 디아메르 바샤댐 건설사업을 자금조달 문제로 중단하겠다고 밝혔
으며, 중국이 소유권, 운영 및 보수 비용 등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하였다.136) 말레이시아의 동해안 철도 노선(East
Coast Rail Line)과 천연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의 과중한
국가 채무 부담을 이유로 중단되었다.137) 스리랑카는 중국의 한 국유기
업이 부채감면을 해 주는 대신 전략적 위치에 있는 항구에 대해 99년간
대여한다는 채무 계약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중국이 항구를 차지하기
위해 고의로 스리랑카를 ‘채무의 덫’에 빠뜨렸다는 비난을 받았다.138) 중
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빚더미 논란이 불거
지자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투자도 감소하였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
르면 2018년 상반기(1~6월) 중국기업의 55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

136) ｢‘亲中’ 파키스탄마저… 시진핑 일대일로에 등 돌렸다｣(2017. 11.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17).
137) “China’s Belt and Road hits problems but is still popular”(2018. 11.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17).
138) “China is at Risk of Becoming a Colonialist Power”(2018. 9.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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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접투자가 7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15% 하락
하였다.139) 2018년 하반기 들어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지만 중국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나. 리스크 요인: 미·중 통상분쟁과 중국의 해외투자 도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때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불공정 무역’으
로 지칭하면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
였으며,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였
다. 취임 직후인 2017년에는 중국을 포함한 대미 흑자국에 대하여 무역
규제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
입산 철강·알루미늄, 태양광 제품,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관세 부과 등 무역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8년 7월 20일에 트
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보복관
세 대상금액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다음 날 므누신 미 재무부 장
관은 위안화 약세가 중국에 불공정한 이익을 주고 있으며, 위안화 환율이
조작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하여 미·중 통상분쟁이 환율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격화되고 있는 미·중 통상
분쟁은 중국의 대미 해외투자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8년
3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중 제301조 조사 결과 중국의 기술이전·

139) 중국 상무부 일대일로 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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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혁신 관련 법률, 정책 및 관행이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결
론을 내림에 따라, 이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에 서
명한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서 △ 대중 관세 부과
△ WTO 제소 △ 미국의 주요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투자제한 조치를 지
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 장관에게 위의 대통령 각서 발표일로
부터 60일 이내(5월 21일)에 투자제한 조치를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지
시하였으며, 재무부 장관은 검토 중이던 국제경제비상조치법을 발동하기
보다는 기존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하여 외국인의
대미 투자를 규제하기로 하였다. 2017년 이래 CFIUS의 권한을 확대하고
구성을 조정하는 다양한 법안140)이 상정 및 통과되었으나 제301조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회계연도
2019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Fiscal
Year 2019)｣에 포함되어 상·하원을 통과하고 2018년 8월 13일 대통령
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은 ｢국방수권
법 17부(Title XVII)｣에 포함되어 있으며, CFIUS가 심사하는 투자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안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심사하며 심사
및 조사 중 해당 투자거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41)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
가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 정책이 미국

140) H. R. 2810,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8”; H.R. 2932, “The Foreign
Investment and Economic Security Act of 2017”; S.616, “the Food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
Act of 2017”; S.2098/H.R.4311,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7”
등이다.
141) 신꽃비, 나수엽, 박민숙(201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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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142) 때문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은 첨단기술 선도국 및 글로벌 강대국의 지위를, 중국의
경우 ‘중국제조 2025’라는 국가 핵심 발전 전략을 놓고 격돌한 것이라면
양국 모두 물러설 여지가 없어 분쟁이 격화일로로 치달을 수도 있다. 중
국은 미국정부와 무역협상을 통한 대화 시도,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WTO 제소 및 금융시장 등 대외개방 가속화 등 다
각도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이 가져올 중국의 산업 및 시장, 투
자환경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기회요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해외투자 전망
2015년 3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4차 산업혁
명’이라는 용어는 이제 각국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세계적인 경제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기 위한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대응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중국 또한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통해 ICT와 첨단기술을 융합
하여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
다. 중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경제구조 전환 및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
한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을 중
심으로 한 중국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 및 인터넷 융합 전략을 적극 추
진하고 있다.143)

142) “U.S. Panel Warns China Tech Prowess Threatens U.S. Security”(2018. 11. 14),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18.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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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진핑 주석은 2017년 5월에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첨단기술 및 4차 산업혁명을 ‘일대일로’와 연계하겠다
고 밝혔다.144) ‘일대일로’라고 하면 보통 도로, 철도, 에너지수송로, 항구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연상하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일대일로’
의 주요 임무를 중국의 ‘과잉생산 해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의 ‘일
대일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 실크로드’ 계획을 통해 ‘일대일로’
가 보다 더 지속가능한 전략으로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제2절에서 밝혔듯이 중국은 시기별로 산업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지원정책 또한 이러한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실시되었
다.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제조업, 첨단기술, 신경제 등 해외 실물기업에
대한 투자를 투자절차 간소화 등의 방식으로 장려하고 있다.145) 2015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주점,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 클럽 등 비이성적 투
자로 분류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과 대조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발전은 향후
중국의 해외투자 산업정책과도 맞물려 관련 기술 및 산업의 해외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해외투자에 기회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 ‘나’절에서 밝혔듯이 미국은 최근 국가안보를 내세워 첨단기
술 분야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 또한
2014년 이후 중국 첨단기술 기업들의 EU 역내 투자가 급증하자 프랑스,

143) 유영신(2017), p. 5.
144) ｢向创新要动力——五论深入学习习近平主席“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开幕式演讲精神｣(2017. 5.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15).
145) 중국 현지 해외투자 기업 담당자 인터뷰(2018. 3. 19~23,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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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2017년 9월 13일 외국인투자자의 EU 역내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146)을 제안하였다. 이 규정안은 제3국 투자자
의 EU 역내 투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EU 역내 외국인투자 규모와 산업구
조를 볼 때 사실상 중국의 대EU 첨단산업 투자를 겨냥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이렇게 외국인 역내 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
크리닝법 제안은 논의 끝에 2018년 11월 20일 EU 의회, 이사회 및 집행
위원회의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스크리닝법을 실제로 실시할지는
EU 역내 국가별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147) 이에 따라 중국의 미국과
EU에 대한 투자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80~90% 가까이 감소하였
으며, 특히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148) 따라서 4차 산
업혁명 시기 중국 첨단산업 굴기를 위해서는 미·중 통상분쟁에서 양국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중국이 자국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에 대하여
EU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상호 호혜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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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 당사국간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함으로써 무역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효율적 자원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공동으
로 향유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간 협정이다.149) 기본적으로 FTA 체결
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협정 당사국간 무역장벽의 철폐 혹은 완화 부
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FTA를 통해 수출입 교역에 관한 기업 안정성
확보와 비즈니스의 법률적 확실성, 시장 접근성 제고 등의 이점을 확보함
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역시 양자간 혹은 다자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
역의 확대, 투자 확대, 분쟁해결 절차 체계의 구축 등을 위한 매우 중요
한 통상 제도로서 FTA를 활용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FTA
를 대외개방의 새로운 형식이자 기점이며, 다른 국가와의 상호 호혜 실현
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다.150)
2001년 WTO 가입을 기점으로 중국은 협정 체결의 구상과 협상을 본격
적으로 진행하였다. 2013년 FTA 네트워크의 구축 가속화 및 업그레이드
등의 전략적 단계를 거치며 2018년 현재 25개 국가 및 지역과 18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완료하였다.151)
본 장은 제1절에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이 체결을 완료하였거
나 협상을 진행 중인 FTA의 현황을 정리하고, 제2절에서는 중국의 FTA
전략 추진 과정을 △ 국제통상질서 편입 준비(1991~2001년), △ 글로벌

149) 장정재(2015), p. 143.
150)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2008. 4. 28), ｢中新自贸协定的深意｣(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1).
151) 중국 FTA 전용 사이트(http://fta.mofcom.gov.cn)에서는 현재 체결 완료된 협정 리스트에 중·대만
ECFA를 제외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ECFA를 포함하여 총 25개 국가 및 지역과 18건
의 무역협정을 맺은 것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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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계 편입(2002~06년) △ FTA 네트워크 본격 구축(2007~12년) △
FTA 체결 가속화 및 고도화(2013년~현재)의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중국의 FTA와 관련한 쟁점 이슈를 정리 분석하고, 제4절에
서 중국의 기체결 FTA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진핑 2기의 FTA 전략 과제
와 전망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FTA 체결 현황
중국은 2018년 11월 기준 총 25개 국가 및 지역과 18건의 FTA를 체
결하였으며,152) 기체결 FTA의 지역 분포는 [그림 6-1]과 같다. 총 18개의
기체결 협정 중 ASEAN 및 칠레, 싱가포르의 개정 협상을 제외한 15개
협정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아시아지역이 7개, 유럽지역이 3개, 중남
미지역이 3개, 오세아니아지역이 2개로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아
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유럽 및 미주 등 선진국
과의 협정 체결 건수가 적은 것은 중국이 체결 대상국을 선택할 때 지리
적 인접성과 상대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기체결 FTA를 통해 협정 대상국과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부문의 교류
및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를 기준으
로 중국과 FTA 기체결 국가 간의 상품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의
전체 상품 무역 중 25%에 불과하나, 서비스 무역 중에서는 51%, 투자 중
에서는 67%를 차지하였다.153)

152)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2018a), ｢协定专题: 已签协议的自贸区｣(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16).
153) 中国发展观察(2018. 1. 25), ｢2018: 中国自贸协定加速扩容｣(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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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중국의 기체결 FTA 분포(2018년 11월 기준)
아이슬란드

스위스
조지아
한국
파키스탄
마카오

홍콩

코스타리카
몰디브

페루
ASEAN

싱가포르

칠레

호주

뉴질랜드

자료: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2018a), ｢协定专题; 已签协议的自贸区｣(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16)의 기체결 협정 목록을 참고.

시기별로 나누어 중국의 FTA 추진 대상국을 살펴보면 [표 6-1]에 나
타난 바와 같이 2001년에 ASEAN과 FTA 체결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 이
후로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한국 등의 다양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이전까지는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
시아와 중남미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고, 2013년 이후가 되어서야 유
럽과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로 FTA 체결국의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었다.

표 6-1

연번
1

2

중국의 FTA 체결 현황
대상국
ASEAN

CEPA
(홍콩·마카오)

협상 개시 일시
2001. 11

협정 체결 일시
- 2004. 11. 상품무역협정 체결(2005년 전면 발효)
- 2007. 1.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 2003. 6. CEPA 1단계 체결(2004년 발효)
2002. 1(홍콩) - 2015. 11.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 2017. 6. 투자협정 및 경제기술협력(EcoTec)협정 체결
2002. 1
(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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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0. CEPA 1단계 체결(2004년 발효)
- 2015. 11.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 2017. 12. 투자협정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표 6-1

연번

계속
대상국

협상 개시 일시

협정 체결 일시

3

칠레

2004. 11

- 2005. 11. 상품무역협정 체결(2006. 10. 발효)
- 2008. 4. 서비스무역협정 체결(2010. 8. 발효)

4

파키스탄

2005. 4

- 2006. 11. 상품무역협정 체결(2008. 10. 발효)
- 2009. 2.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5

뉴질랜드

2004. 12

- 2008. 4. 협정 체결(2008. 10. 발효)

6

싱가포르

2006. 10

- 2008. 10. 협정 체결(2009. 1. 1. 발효)

7

페루

2007. 9

- 2009. 4. 협정 체결(2010. 3. 발효)

8

코스타리카

2009. 1

- 2010. 4. 협정 체결(2011. 8. 발효)

9

ECFA(대만)

2009. 12

- 2010. 6. 협정 체결

10

아이슬란드

2007. 4

- 2013. 4. 협정 체결(2014. 7. 발효)

11

스위스

2011. 4

- 2013. 7. 협정 체결(2014. 7. 발효)

12

한국

2012. 5

- 2015. 6. 협정 체결(2015. 12. 발효)
- 2018. 6. 투자·서비스 후속협상 진행

13

호주

2005. 4

- 2015. 6. 협정 체결(2015. 12. 발효)
- 2017. 3. 24. 중·호주 발전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14

ASEAN FTA 개정
협상

2014. 8

- ASEAN 10+1 협정
- 2015. 11. 22. 중·ASEAN 개정의정서 체결

15

조지아

2016. 2

- 2017. 11. 협정 체결(2018. 1. 발효)

16

칠레 FTA 개정 협상

2016. 11

- 2017. 11. 개정의정서 체결

17

몰디브

2015. 12

- 2017. 12. 협정 체결

18

중·싱가포르 FTA
개정 협상

2015. 11

- 2018. 11. 12. 개정 의정서 서명
- 현재 양국의 국내 승인 절차 진행 중

자료: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2018a), ｢协定专题; 已签协议的自贸区｣(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16); 中国自由贸易区服
务网(2018b),｢协定专题; 正在谈判的自贸区｣(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16)의 기체결 협정별 내용을 참고.

기체결 협정 18건 외에 중국은 현재 총 13건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10건은 양자간 협정이며 나머지 3건은 중·GCC FTA,
RCEP, 한·중·일 FTA 등 다자간 협정이다(표 6-2 참고). 협상 중인 FTA
와 관련하여서는 한·중 FTA 및 중·파키스탄 FTA의 제2단계 협상을 비
롯하여 뉴질랜드, 페루와의 FTA 개정 협정의 진행이 눈에 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8년 11월에는 2015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협상해온
중·싱가포르 FTA의 개정 협상이 타결되어 현재 양국은 이와 관련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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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정부 관계자는 향후 현재 협상 진행 중인
FTA의 타결을 적극 추진하여 자유무역지대 건설의 성과 도출에 더욱 힘
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154)
이와 더불어 중·콜롬비아, 중·피지, 중·네팔, 중·파푸아뉴기니, 중·캐
나다, 중·방글라데시, 중·몽골 FTA와 중·스위스 FTA 개정 협정 등 총
10개의 협정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155) 중
국정부는 해당 FTA 체결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거쳐 ‘일대일로’와의 연
결과 전 세계로의 확산을 추구하는 높은 표준의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구축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156)

표 6-2

협상 진행 중인 중국의 FTA 협정
협정명

협상 개시

중·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FTA

최근 추진 현황

2005. 4. 23

- 2016. 12. 19~21. 리야드에서 제9차 협상 회의 개최

중·노르웨이 FTA

2008. 9. 18

- 2007. 6. 19~20. 타당성 연구를 위한 제1차 회의 개최
- 2007. 9. 13~19. 타당성 연구 제2차 회의에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에 대한 영향과 경제협력에 대한 의견 교환

중·파키스탄 FTA 제2단계
협상

2011. 3.
10~11

- 2015. 4. 20. 중·파키스탄 FTA 은행산업 개방 의정서에 서명(2015. 11.
11. 발효)
- 2016. 12. 6~7. 이슬라마바드에서 제2단계 협상 제7차 회의 개최

RCEP

2012. 11. 20

- 2012. 11. 20. 캄보디아에서 RCEP 협상 정식 개시
- 2018. 7. 23~27. 태국 방콕에서 제23차 협상 개최

한·중·일 FTA

2013. 3. 26

- 2012. 11. 21. 협상 개시 선언
- 2017. 4. 13. 도쿄에서 제12차 협상 회의 개최

중·스리랑카 FTA

2014. 9. 16

- 2017. 1. 16~19. 콜롬보에서 FTA 제5차 협상 회의 개최

중·이스라엘 FTA

2016. 9. 28

- 2016. 9. 28. 중·이스라엘 협상 개시

154)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2018d), ｢2018力推十大自贸谈判 中国自贸区扩围｣(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9).
155)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2018c), ｢协定专题: 正在研究的自贸区｣(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9).
156)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2018d), ｢2018力推十大自贸谈判 中国自贸区扩围｣(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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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계속
협정명

협상 개시

최근 추진 현황

중·뉴질랜드 FTA 개정 협상 2016. 11. 20 - 2018. 9. 10~13. 베이징에서 제5차 협상 회의 개최
중·몰도바 FTA
중·모리셔스 FTA
중·한 FTA 제2단계 협상
중·파나마 FTA
중·페루 FTA 개정협상

2017. 12. 28 - 2018. 3. 5~6. 키시네프에서 제1차 협상 회의 개최
2017. 12. 12

- 2018. 9. 2. 협상 공식 완료
- 현재, 협상 결과와 문건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협정의 최종 서명 단계 준비 중

- 2018. 7. 13. 베이징에서 제2차 협상 회의 개최
2017. 12. 14 - 한·중 FTA 제2단계 협상은 중국이 체결한 FTA 중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
트 방식으로 서비스 무역과 투자 협상 전개
2018. 6. 12

- 2018. 10. 9~13. 파나마에서 제3차 협상 회의 개최

- 2016. 11. 개정 협상 연합 연구 개시 합의
2018. 11. 17
- 2018.11. 17. 중·페루 FTA 개정 협상 개시

자료: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2018b), ｢协定专题: 正在谈判的自贸区｣(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16); 商务部(2018. 11.
17), ｢中国和秘鲁启动自由贸易协定升级谈判｣(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19)의 기체결 협정별 내용을 참고.

2. FTA 전략의 추진 과정
2000년대 초반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온 중국 FTA 추진 과정은
관련 주요 정책 및 문건의 발표와 시행을 기준으로 △ 국제통상질서 편
입 준비단계(1991~2001년) △ 글로벌 경제체계 편입단계(2002~06년)
△ FTA 전략 본격 추진단계(2007~12년) △ FTA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및 고도화 단계(2013년~현재) 등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국제통상질서 편입 준비단계(1991~2001년)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은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아시아지역 경제통합 및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1년 12월 WTO에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됨으로
써 국제통상질서에 본격 편입됨과 동시에 개방 확대 요구에 직면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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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서 글로벌 경제체제로의 편입을 의미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이자 기점이라고 평가한다.157)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세계경제질서에 본격 편입되어 무역, 투자,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경제체와의 연계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체간의 연계성은 중국으로 하여금 FTA에 대해 회의적이던 기존 입장에
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무역비용 감소와
시장접근성 향상, 기업의 신규 원자재 및 설비의 구매비용 감소, 저가격·
고품질의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등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WTO를 통한 협상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158) 이에 따
라 FTA 협상을 위한 관련 사전연구의 진행 및 전략 추진 방안을 모색하
기 시작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중국의 FTA 전략이 아직 직접 제시되거나 추진되지
는 않았다. 대신 WTO 가입에 대비한 사전적 시장 개방 조치로서 무역
및 투자 관리제도의 정비에 중점을 둠으로써 이후 중국이 FTA 전략 추진
시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나. 글로벌 경제체계 편입단계(2002~06년): FTA 구축 기반 조성
WTO 가입을 통해 글로벌 경제체계에 편입한 중국은 이후 지역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

157)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관계자 인터뷰(2018. 9. 11, 중국 베이징); 중국 사회과학
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관계자 인터뷰(2018. 9. 10, 중국 베이징).
158) 이장규 외(2006),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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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중국정부는 200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6차 당대회
이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대외개방 수준의 제고와 더불어 관련 국
가 및 지역과의 자유무역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협력의 새로운 국면 조성
에 노력을 기울였다.159)
2001년 이전까지 중국은 APEC이나 기타 지역경제협력체 등의 다자
무역체제에 집중하고 있었으나, WTO 가입 이후에는 주변의 화교 경제
권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우선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뒤이어 칠레,
파키스탄 등과의 양자 FTA 협상을 진행했다. 2003년 10월에 개최된 중
국공산당 제16기 3중전회에서 적극적인 지역협력 참여 및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홍콩과 마카오와 상품무역에 대한 CEPA(2004년 발효)가 체
결되는 등 주변 화교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FTA가 우선 추진되었다.
중국이 체결한 가장 큰 규모의 무역협정인 중·ASEAN FTA는 2001년
11월 협상 개시 이후 2004년 11월에 협상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2005년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2005년과
2006년에는 칠레,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의 에너지 및 자
원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특히 2005년 11월에 체결한 칠레
와의 FTA는 중국이 중남미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양자간 무역협정이
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어 2006년 중국 상무부는 ｢글로벌 자유무역 네트워크 구축 구상｣을
발표하며 FTA 국가전략 제고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 구상을 제시하기 시
작하였다.160) 이 구상에 따르면 중·ASEAN FTA를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159) 商务部(2012. 11. 8), ｢十六大以来商务成就综述之十三: 自由贸易区建设稳步推进｣(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0).
160)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2008. 4. 28), ｢中新自贸协定的深意｣(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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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중점 국가들을 선별하여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으로 중국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점차 확산하고자 하
였다. 또한 중국의 협정 대상국 선정의 기준에서는 전략적 의미, 경제의
상호 보완성, 시장 규모, 보유자원, 화합발전 추진의 효과 등이 중요한 요
소로 제시되었다.161)

표 6-3

중국의 FTA별 체결 동기(2002~06년)

대상국
ASEAN

CEPA
(홍콩·마카오)

협정 체결 일시
- 2004. 11. 상품무역협정 체결
- 2007. 1.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체결 동기
- 지역 내 주도권 확보와 지역주의 형성 촉진, 서부지역
개발 진흥, 해외 화교와의 연계 강화

- 2003. 6. CEPA 1단계 체결(2004년 발효)
- 2015. 11.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 상호간의 자본, 상품, 인력 등의 요소 유동성 강화
- 2017. 6. 투자협정 및 경제기술협력(EcoTec)
협정 체결
- 2003. 10. CEPA 1단계 체결(2004년 발효)
- 포르투갈어권과의 경제 관계 구축
- 2015. 11.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 2017. 12. 투자협정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칠레

- 2005. 11. 상품무역협정 체결
- 2008. 4.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 자원 공급처로서 남미의 교두보 확보와 대미 견제
- 개발도상국 사이의 리더십 강화

파키스탄

- 2006. 11. 상품무역협정 체결
- 2009. 2.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 에너지와 자원 확보, 아시아지역 내에서의 리더십 강
화와 대미 견제 및 차별화

자료: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2018a), ｢协定专题: 已签协议的自贸区｣(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16)의 기체결 협정별
내용; 장정재(2015), p.161을 참고.

다. FTA 전략 본격 추진단계(2007~12년)
중국은 2007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7차 당대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FTA를 국가전략으로 언급하며 FTA 전략의 시행을 명확히 제
시한 후 양자간 FTA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FTA는 WTO
가입 이후 중국이 개방을 통한 개혁 및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 다자무역

161)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2008. 4. 28), ｢中新自贸协定的深意｣(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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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서 새로운 수단과 방식을 제공하였
다.162) 또한 다양한 방면의 양허에 기초하여 중국과 협정 대상국 간의
상호 시장 개방 확대와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실현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163)
중국정부는 이어 2008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7기 3중전회
에서 이전 제17차 당대회에서 밝힌 FTA 추진 전략을 뒷받침하는 후속
계획을 전격 제시하였다. 2010년 10월에 발표된 12.5 규획에서도 FTA
이행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고, 지역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다자무역 체제의 구축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개방적
경제 수준의 전면적 제고 및 주동적 개방전략 이행의 추진을 표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자간 및 다자간 지역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차지역(subregional)의 개방협력 강화 등 FTA 전략 실시 가속화 방침을 밝혔다.

표 6-4

중국의 FTA 체결 및 추진 관련 주요 정책(2007~12년)
문건

제17차 당대회 보고
(中国共产党第十七次全国代表
大会上的报告)

발표 일시

주요 내용

2007. 10. 15

- 양자간 및 다자간 무역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 에너지 자원의 상호
협력 적극 추진, 지역과 차지역 경제협력 촉진
- 공평한 무역정책 완비,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추진
- FTA 전략 시행을 통해 세계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상호 보완
적 관계 조성

162) 全国人民代表会(2007. 12. 17), ｢把自由贸易区建设提到战略的高度(党的十七大报告解读)｣(온라인 자료, 검
색일: 2018. 10. 1).
163)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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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계속
문건

발표 일시

제12차 5개년 규획
(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
第十二个五年规划的建议)
제18차 당대회 보고
(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
大会上的报告)

주요 내용

2010. 10. 18

2012. 11. 8

-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와 지역협력에 적극 참여
균형적이고 포괄적, 상호 호혜적인 다자무역체제 구축을 촉진
지역협력 과정 선도 및 촉진, FTA 이행 가속화
신흥국가 및 개발도상국과의 실무협력 심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원조 확대

-

개방 경제 수준의 전면적 제고, 주동적 개방전략의 이행
양자간 및 다자간 지역협력과 지역 및 차지역 개방협력 강화
FTA 전략 실시의 가속화 방침
국제경제 리스크 방어 능력의 제고

자료: ｢胡锦涛在中国共产党第十七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2007. 10.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0. 1); 人民网(200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 中共中央(2010. 10. 18), ｢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的建议｣;
全国人民代表会(2012. 11. 19), ｢胡锦涛在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 등을 참고.

중국은 2007년 이후 본격 추진단계에 접어든 FTA 전략에 따라 2008~
12년까지 5년 동안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등과 양자
FTA를 체결함으로써 협력 네트워크 범위를 아시아 이외의 지역까지로
확장하였다. 특히 뉴질랜드와의 FTA는 중국이 선진 경제체와 맺은 첫 번
째 자유무역협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뉴질랜드와의 협정은 체
결 동기에서도 시장경제지위(MES) 승인 유도라는 간접적 효과를 기대하
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이전까지 체결한 협정과 차별성이 있다.

표 6-5

중국의 FTA별 체결 동기(2007~12년)

대상국

협정 체결 일시

체결 동기

뉴질랜드

- 2008. 4. 협정 체결

- 시장경제지위(MES) 승인 유도
- 산업경쟁력 제고 등

싱가포르

- 2008. 10. 협정 체결

- 산업구조 재편, 화교와의 연계 강화, 지역 리더십 강화

페루

- 2009. 4. 협정 체결

- 자원 확보, 대미 견제,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리더십 강화

코스타리카

- 2010. 4. 협정 체결

- 해외투자의 교두보
- 중남미 외교에서 대만에 대한 우위 확보

자료: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2018a), ｢协定专题: 已签协议的自贸区｣(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16)의 기체결 협정별
내용; 장정재(2015), p.16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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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는 글로벌 수
요의 감소를 촉발하면서 중국의 국내 생산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
었다. 더불어 과거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던 가공무역 위주의 수출
입 교역구조에도 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무역 및 투자
에 대한 외부 시장의 확대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역경제 협력체제의 구
축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중국의 FTA 전략은 본격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시행에 초점이 맞춰졌고, 아시아지역 이외 국가와의 협
정 체결을 추진하면서 네트워크 범위의 확대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라. FTA 체결 가속화 및 고도화 단계(2013년~현재):
높은 수준의 FTA 체결
중국은 지역간 및 양자간 FTA의 체결과 FTA 전략 실시 가속화를 자
국 경제의 세계화와 대외개방의 추가 확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다.164) 이러한 인식은 2012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대회에서 개방적 경제 수준의 전면적 제고와 주동적 개방전략 이행 추
진, 양자간 및 다자간 지역협력과 지역 및 차지역의 개방협력 강화 등
FTA 전략 실시 가속화 방침에 반영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시진핑 지도부
가 출범한 2013년 이후 중국의 FTA 전략은 협정 체결 가속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기본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높은 수준 및 표준의 협
정 체결에 전략적 추진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
2013년 이후 중국이 발표한 FTA 관련 주요 정책 및 문건은 [표 6-6]
과 같다. 우선 중국정부는 2013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3
164) 隆国强(2018), p.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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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회에서 채택된 ｢개혁의 전면 심화에 관한 일련의 중대 문제 결정｣165)
에서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하나로 FTA
체결의 가속화를 제시하였다. 동 ｢결정｣에서는 양자간 및 다자간 경제협력
구축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
울일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FTA 건설의 가속화를 향후 중국의 대외경
제체제 3대 개혁 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166) FTA 네트워크의 확대
대상을 ① 주변국 ② 일대일로 연선국가 ③ 전 세계 국가로 점차 확대한
다는 전략도 제시하였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높은 표준의 FTA 구축
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2013년에 개최된 제18기 3중전
회와 2015년에 개최된 제18기 5중전회에서 잇달아 주변국을 중심으로
하는 높은 표준의 FTA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2015년 9월에 발표된 ｢개방형 경제신체제 구축에 관한 의견｣에서는
개방형 경제의 신체제 구축에 관한 계획을 밝히는 가운데 국제경제협력
에서 새로운 공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 발표된 ｢자유무역구 시행 가속화 의견｣167)에서는 FTA 시행
가속화를 위한 조치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동 ｢의견｣
에 따라 중국은 상품무역의 개방 수준 제고,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투
자 분야 진입제한 완화, 지식재산권, 환경보호, 전자상거래, 정보 조달 등
신무역의제에 대한 협상을 통해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
다. 그리고 이러한 FTA 전략 추진 방향에 입각하여 중국은 ASEAN 및
칠레와 FTA 개정 협정을 각각 2015년과 2017년에 체결하였고 2018년

165) 中共中央(2013. 11. 12), ｢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166) 양평섭, 나수엽 편(2013), p. 460.
167) 国务院(2015. 12. 6), ｢关于加快实施自由贸易区战略的若干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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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싱가포르와의 FTA 개정 협정에 최종 합의하였다.
그다음 해인 2016년 3월의 양회에서 채택된 ｢13.5 규획｣168)의 대외
경제 부분에서는 대외개방 확대와 함께 보다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 및 다자무역체제에서의 주도적 지위 확보를 핵심 조치로 내세웠다.
같은 해 7월에 발표된 ｢상무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169)에서는
‘주변국 → 일대일로 국가 → 전 세계’로 확대되는 높은 표준의 글로벌 네
트워크 구축이라는 목표와 향후 5년간의 FTA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RCEP 및 한·중·일 FTA 등 다자간 무역협정의 체결 협상을 가속
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지역과의 자유무역지대 건설 추진을 촉진
하였다. 또한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대외개방 및
무역·투자 관련 새로운 의제에 대한 협력을 심화 확대하려는 계획을 밝
혔다.
2017년 10월 18일 개최된 제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중국의 FTA 전
략과 관련하여 다자무역체제의 지지와 자유무역지대 및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의 추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에 더해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
브’ 추진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170)
최근 2018년 7월에 중국정부가 발표한 ｢수입확대를 통한 대외무역의
균형 발전 촉진의견에 관한 통지｣에서는 수입 확대와 일대일로 건설 및
FTA 전략 시행의 가속화를 결합하여 연선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수입 확
대, 상호 이익 확대, 개방형 세계경제 발전의 공동 추진이라는 기본 원칙

168) 雄安论坛官网(2016. 3. 16),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18. 7. 9); ｢习近平十九大报告全文｣(2017. 10.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7. 9).
169) 商务部(2016. 7. 12.), ｢商务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170) ｢习近平十九大报告全文｣(2017. 10.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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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표 6-6 참고). 더불어 FTA 전략 실행 가속화를 통한 국제
시장 구조의 최적화를 추진하고 연선국가 및 지역과의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주변국 → 일대일로 국가 → 전 세계’로 확장되는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해당 ｢통지｣에서는 또한 적극
적인 수입 확대를 통해 중국기업들이 FTA 혜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
록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및 계획을 밝히고 있다.

표 6-6

중국의 FTA 체결 및 추진 관련 주요 정책(2013년~현재)
문건

개혁의 전면 심화에 관한 일련의
중대 문제 결정
(《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
问题的决定》)

발표일시

주요 내용

2013. 11. 12

- 양자·다자간, 지역 및 차지역(sub regional) 경제협력 구축
- 시장진입, 세관감독 및 검역 시스템의 개혁
- 환경보호, 투자보호,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신의제에 대한 협상
가속화
-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형성
- 홍콩 및 마카오, 대만에 대한 개방 협력 확대
-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에 관한 의견
(《关于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
的若干意见》)

2015. 5. 5

-

자유무역협정 전략 시행
가속화에 관한 의견
(《关于加快实施自由贸易区战
略的若干意见》)

2015. 12. 6

204 ❙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
주동적인 FTA 전략 시행을 통해 개방형 경제발전의 새로운 공간 확대
다자무역체제의 공고화 및 강화를 통해 FTA 전략 시행 가속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적극 참여 및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 노력
‘주변국 → 일대일로 국가 → 전 세계’로 확대되는 높은 표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 추진
서비스업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환경보호, 투자보호, 정부조달, 전
자상거래 등 신의제에 대한 협상 추진을 가속화하여 국제혁신협력
을 적극 추진.
중·한, 중·호 FTA의 협상 성과를 적극 수행, 중·ASEAN FTA 개정
협정 추진
중·EU FTA와 FTAAP 건설 추진과 기타 무역 파트너와 FTA 협상을
적절한 시기에 개시
글로벌 경제 거번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경제체계 개혁 및 규칙
제정에 전면 참여, 글로벌 이슈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동방안
을 적극 제안하여 국제경제 무역규칙과 표준 제정에 대한 발언권
강화
다자 및 양자, 전방위적 경제무역 협력의 신구조 구축

- 단기적으로 현재 협상 진행 중인 협정의 진행 가속화, 주변국과 지역
내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자유화 수준 제고 등 제시
- 중장기적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및 5대양 주요 국가와 FTA 네트워
크 구축, 대외무역과 상호 투자의 편의성 제고 실현

표 6-6

계속
문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
정부업무보고(第十二届全国人
民代表大会第四次会议上的政
府工作报告)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13차 5년 규획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
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

상무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령(《商务发展第十三个五年
(2016~2020)规划纲要》)

제19차 당대회 보고
(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
大会上的报告)

발표일시

주요 내용

2016. 3. 5

- 2016년 여덟 가지 방면의 중요 추진 업무 제시
-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관리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높
은 표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 개방형 경제 신체제 신국면을 기본으
로 구성
-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과 협력 상생의 실현 노력
- FTA 전략 시행의 가속화 추진
- RCEP와 한·중·일 FTA 등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중·미, 중·EU 투자
협정의 협상을 추진, FTAAP의 전략연구 강화
-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과 균형, 상생, 포용의 국제경제체계 공동 구
축 제시

2016. 3. 16

- 대외경제 부분에서 무역 및 투자 개방, 해외진출 협력, FTA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
-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극적 참여, 공공재 공급 확대 및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
- 다자무역체제에서 주도적 지위 유지, 글로벌 거버넌스 발언권 확대
- 다자무역체제 균형, 상생, 포용 발전을 촉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무역의 규칙체계 조성
-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협정 체결 적극 추진, RCEP, 한·중·일, GCC
등 FTA 협상 가속화
- 스리랑카, 몰디브, 조지아, 이스라엘, 캐나다, EU 등 신규 협상 추진
및 FTAAP 관련 업무 추진
- 중·한, 중·호 FTA와 중·ASEAN FTA 개정 의정서 전면 수행, 중·미,
중·EU 투자협정의 협상을 지속 추진

2016. 7. 14

- 높은 표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FTA 추
진 방향 제시
- 다자무역체제를 보호·강화하고 FTA 전략 실시 가속화, 양자 경제
무역 협력 심화
- 개방과 포용, 상호 이익의 국제경제무역 관계 심화 구축
- FTA 전략 시행의 가속화를 통해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대
- ‘주변국 → 일대일로 국가 → 전 세계’로 확대되는 높은 표준의 FTA
네트워크 점진 구축
- RCEP과 한·중·일, 중·GCC, 중·스리랑카, 중·몰디브, 중·조지아,
중·이스라엘 등 FTA 협상과 중·파키스탄 제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
여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지역과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추진하고
FTAAP 과정 촉진
- 중·한, 중·호 FTA와 중·ASEAN FTA 개정 의정서 전면 수행, 중·미,
중·EU 투자협정의 협상을 지속 추진
-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분야의 대외개방을 적
극 추진하고 새로운 의제를 확대하여 중국의 FTA 건설의 표준과 질
을 제고

2017. 10. 18

- 대외개방의 기본 국가정책 방향 유지
-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자유무역지대 및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의 추
진을 강조
- FTA 전략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에서 자유무역협정 건설의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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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계속
문건

수입 확대를 통한 대외무역의
균형 발전 촉진의견에 관한
통지(《关于扩大进口促进对外
贸易平衡发展意见的通知》)

발표일시

주요 내용

2018. 7. 2

- 수입 확대와 일대일로 건설 추진 및 FTA 전략 시행의 가속화를 결합
하여 관련 국가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 상호 이익 확대, 개방
형 세계경제 발전을 공동 추진이라는 기본 원칙 제시
- FTA 전략 실행 가속화를 통한 국제시장 구조의 최적화 추진
· 다자무역체제의 유지와 글로벌 무역 자유화 적극 지지
· 관련 국가 및 지역과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주변국 → 일대
일로 국가 → 전 세계’로 확장되는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
축 가속화
· 기업들이 FTA 혜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수입을 확대
· 무역촉진 지원의 수준을 제고

자료: 中共中央(2013. 11. 12), ｢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中共中央, 国务院(2015. 5. 5), ｢关于构建开放型经济
新体制的若干意见｣; 国务院(2015. 12. 6), ｢关于加快实施自由贸易区战略的若干意见｣; 雄安论坛官网(2016. 3. 16), ｢中
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9); 商务部(2016. 7. 12), ｢商务
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9); ｢习近平十九大报告全文｣(2017. 10. 18),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18. 7. 9); 全国人民代表会(2016. 3. 17), ｢政府工作报告｣(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1); 国务院办公厅(2018),
｢关于扩大进口促进对外贸易平衡发展意见的通知｣.

시진핑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경
제의 질적 성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 중국정부는 산업
및 소비 구조의 고도화, 교역 및 투자의 고도화 등 다양한 부분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개혁의 기조에 맞추어 중국은 FTA
추진 전략에서도 협정의 업그레이드와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
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집권 1기 시절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
안 중국은 아이슬란드, 스위스, 한국, 호주 등 선진 경제와의 FTA를 체결
하였다. 2013년부터 중국은 아이슬란드, 스위스, 한국, 호주와 FTA를 체
결하였고 ASEAN과의 FTA 개정 의정서에 서명하며 기체결 협정보다 높
은 수준의 협정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2013년에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 중국이 주도하는 RCEP, 한·중·일 FTA171) 등 다
자간 협정의 협상도 시작하였다. 더불어 스리랑카, 몰디브, 조지아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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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협정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중·파키스탄 FTA의 제2단계 협상을 시작
하였다.

3. FTA 전략의 핵심 이슈
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 네트워크 구축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 전략의 정책적 상호 연관성을
기반으로 두 전략을 각 전략 추진을 위한 목표이자 플랫폼으로서 활용하
고자 한다.172)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2013년부터 적극 추진
하고 있는 신대외전략이다. 해당 전략은 기존의 동부 연해지역 위주로 추
진되었던 대외개방 전략에서 벗어나 유라시아대륙 국가들과 육상·해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지역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은 9월과 10월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
순방 동안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공동건설을 강
조하며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홍보하였다. 그 뒤에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의 국가 방문 시에 지속적으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
에 대해 강조하였다. 중국은 세계 각국을 상대로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함
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정부업무 보고 등 주요 정부문건의 핵심 의제로
‘일대일로’ 전략 추진의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2015년 3월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전략 추진의 배경과 원칙 및 협력 분야를 종합적

171) 宋国友(2013), p. 31.
172) 张天桂(2015),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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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담은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추진
을 위한 비전과 행동｣을 발표하며 이니셔티브의 본격적인 추진을 개시하
였다.
중국은 당초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추진 초기단계에서는 지역경제
협력 및 일체화의 측면에서 FTA 전략과 연계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니셔티브가 중국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2013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개혁의 전면 심화에 관한 일련의 중대 문제 결정｣
에서는 FTA 네트워크 확대 구축 방향에 대해 주변국을 기본으로 ‘일대일
로’ 연선국가로 확산한 후 전 세계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의 FTA 네트워크 확대 구축에서 ‘일대일로’가 지니는 중요한 위치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의 중점 협력 분야인 5통(五通) 가운데 무
역원활화는 FTA가 추구하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협력과 일맥상통하
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연선국가에는 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비롯
하여 중앙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표 6-7 참고). 중국은
그중 ASEAN 국가들을 비롯하여 남아시아 국가인 파키스탄, 조지아 등
12개 연선국가173)와 FTA를 이미 체결한 상태이며, 일부 국가와는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두 전략간에 정책 및 지역 포괄이라는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두 전략의 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의
확대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173) 21财经(2018. 9. 5), ｢一带一路拓展中国自贸朋友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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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지역별 ‘일대일로’ 연선국가(65개국)
지역

국가

동아시아(1)

몽골

서아시아(18)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그리스, 키프로스, 이집트

남아시아(8)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몰디브, 네팔, 부탄

중앙아시아(5)
ASEAN(10)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독립국가연합(7)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몰도바

중동부유럽(16)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
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주: ( ) 안은 국가 수를 의미.
자료: ｢“一带一路”沿线65个国家和地区名单及概况｣(2017. 4.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0. 1).

나타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의 공동 인식 도출에 실패하거나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아
FTA 추진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한·중·일 FTA, RCEP와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
중국은 한·중·일 FTA와 RCEP가 중국의 FTA 추진 구상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
는 무역협정으로도 한·중·일 FTA 및 RCEP를 꼽고 있다. 즉 한·중·일
FTA를 기반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RCEP를 추진하고 더 나아가 FTAAP
를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생각174)
으로 중국은 한·중·일 FTA와 RCEP가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174) 中国政府网(2016. 3. 15), ｢文津圆桌: 加快自贸区战略以开放推进改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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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FTA 중 대표적인 다자간 무역협정인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제1차 협상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상품, 서
비스, 투자 등의 핵심 분야에 대한 국가간 이견이 존재하고 당시 사드배
치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 및 중·일 간 외교적 갈등 격화 등의 문제로
협상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175)
최근에는 2018년 3월 22~23일 양일간 서울에서 한·중·일 FTA 제13차
공식 협상을 진행하여 삼국간 △ 상품 협상지침 △ 서비스 자유화 방식
△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분과
회의도 별도로 개최해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각국의 정책과 제도에 대
한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협상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176) 이
번 회의에서 3국은 RCEP보다 한·중·일 FTA가 더 높은 수준의 무역 자
유화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협정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타결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협의하였다. 동
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에서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한·중·일 FTA
의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는 삼국간 합의 도출에 경제적 요
인보다는 외교 안보 및 정치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야기하는 한·중·일 FTA의 중요도는 여전
히 높다. 중국은 한·중·일 삼국의 상호 보완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아·
태지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삼국간 합의가 도
출된다면 한·중·일 FTA가 RCEP나 FTAAP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175) ｢한중일 통상 협력 강화하자...한중일 FTA 협상 1년 만에 재개｣(2018. 3.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16).
176)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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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에 전체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177)
중국은 한·중·일 삼국이 ASEAN,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 이외의 국가
와 이미 양자 FTA를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일 FTA에 진전이 있
을 경우 향후 RCEP나 FTAAP 등 메가 FTA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178) 삼국의 성장단계 및 수준 차이는 있으나 무역, 투자, 경제
규모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큰 국가들이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이
익을 국가별로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한·중·일 FTA와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다자 FTA는 RCEP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는 [그
림 6-2]와 같이 16개 국가가 협정에 참여하는 메가 FTA이다. RCEP는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2018년
11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다.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 1/3을 대상으로 하는 메가 FTA이며, 세계적 보호무역
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내 경제통합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179)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3차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보
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난제와 위협 속에서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

177)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관계자 인터뷰(2018. 9. 11, 중국 베이징); 중국 사회과학
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관계자 인터뷰(2018. 9. 10, 중국 베이징).
178)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관계자 인터뷰(2018. 9. 11, 중국 베이징); 중국 사회과학
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관계자 인터뷰(2018. 9. 10, 중국 베이징).
179) 산업통상자원부(2018), ｢최종단계 협상중인 RCEP, 2019년 타결키로｣(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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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적인 협정의 타결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공감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RCEP의 최종 합의
도출에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제13차 회의에서도 협상이 최종단계
에 진입했다는 평가와 내년 최종 타결에 대한 결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
택한 것에 그쳤다.180) 처음 RCEP가 출범했을 때 2015년 최종 타결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2018년 말 현재 여전히 최종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RCEP 참여국 수가 너무 많고 국가별 의견 차이
가 크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림 6-2

글로벌 메가 FTA 참여국 현황
RCEP (16개국)
ASEAN +3
인도

ASEAN (10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

FTAAP (21개국)

파퓨아뉴기니
러시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Chinese Taipei)

TPP (11개국)
호주
뉴질랜드

페루
칠레
캐나다
멕시코

홍콩
(Hong Kong, China)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8), ｢최종단계 협상중인 RCEP, 2019년 타결키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16), p. 4.

180) ｢중국, 틈나면 자유무역 수호 강조... ‘찬물’ 부은 RCEP｣(2018. 11.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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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FTA 전략의 과제와 향후 전망
가. 기체결 FTA 평가
중국은 FTA를 사실상 중국의 글로벌 체제 진입과 무역·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추진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181)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시장 개방과 세계 시장 편입이 빠르게 이루어지
는 과정에서 FTA가 중국의 대외개방 및 경제발전에 중요한 수단이 된 것
으로 보고 있다.182) 또한 대외개방의 새로운 형식이자 협정 대상국과의
상호 호혜 실현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183)
중국의 FTA 추진 전략은 2007년 제17차 공산당 당대회(十七大)에서
처음으로 국가전략으로서 제시되었고, 2012년 제18차 공산당 당대회(十
八大)에서는 FTA의 추진 가속화로 전략 추진 방향이 전환 설정되었다.

여기에 2013년 이후 점차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구축과 높은 표준의
FTA 구축이 더욱 강조되는 양상을 보이며 2018년 중국정부는 제18기 3
중전회와 5중전회에서 주변국을 토대로 높은 표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기체결 협정을 살펴보면 아직은 전반적으로 개방 및 표
준의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체결이 완료된 25개 국가 및
지역의 18개 협정 중 한·중 FTA와 중·호주 FTA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수준의 개방도와 표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FTA 체결은 관
181)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관계자 인터뷰(2018. 9. 11, 중국 베이징).
182)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관계자 인터뷰(2018. 9. 11, 중국 베이징).
183)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2008. 4. 28), ｢中新自贸协定的深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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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양허 위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노동, 환경, 경쟁 등 신의제와 관련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등 협정의 포괄 범위가 좁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중국정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통해 시장의 외
부 개방을 확대하고 국내 개혁을 빠르게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속하
여 제시 및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해당 한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아울러 앞의 [그림 6-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이 체결한 총 18개
의 협정 중 ASEAN과 칠레 및 싱가포르의 개정 협상을 제외한 15개 협정
은 아시아지역에 7개, 유럽지역에 3개, 중남미지역에 3개, 오세아니아지
역에 2개씩 분포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자유
무역협정 체결을 더 활발히 추진해왔으며, 유럽 및 미주 등의 선진국과의
협정 체결 건수가 많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체결 대상국 선택 시에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한 FTA 네트워크 구축을 더 선호해왔다는 점과 경제 규
모가 비교적 작은 국가나 지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FTA 전략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방향으로 인해 선진국이나 세계에서 GDP 규모가 상위
권에 들어가는 국가와의 FTA 추진은 많지 않으며, 현재까지 중국의 FTA
체결국은 신흥국 내지는 GDP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2017년 기준 GDP 규모가 세계 상위 10위 안인 국가와의 FTA 체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위 20위 국가 중에서 현재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ASEAN), 스위스 등 4개국에
그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13년 이후에 체결된 협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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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세계 GDP 규모 상위 20위 국가(2017년 기준)
(단위: 십억 달러)

국가

2001

2006

2011

2015

2016

2017

미국

10,622

13,856

15,518

18,121

18,624

19,391

일본

4,304

4,530

6,157

4,395

4,949

4,872

독일

1,952

3,005

3,761

3,377

3,479

3,685

영국

1,622

2,696

2,621

2,886

2,661

2,625

인도

494

949

1,823

2,102

2,274

2,611

프랑스

1,383

2,327

2,865

2,435

2,466

2,584

브라질

560

1,106

2,614

1,800

1,793

2,055

이탈리아

1,163

1,944

2,278

1,834

1,860

1,938

캐나다

736

1,315

1,789

1,560

1,536

1,652

한국

533

1,012

1,202

1,383

1,411

1,538

러시아

329

1,064

2,052

1,368

1,281

1,527

호주

377

780

1,511

1,233

1,265

1,380

스페인

626

1,266

1,489

1,198

1,238

1,314

멕시코

757

975

1,180

1,170

1,077

1,149

인도네시아

175

396

893

861

932

1,015

터키

200

551

832

859

863

849

네덜란드

427

727

895

758

778

826

사우디아라비아

184

376

671

654

645

684

스위스

279

431

700

679

669

679

아르헨티나

292

233

528

642

554

638

주: 1) 표의 상위 20개 국가는 중국(세계 2위)을 제외한 순위로 정리한 것임.
2)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음영으로 표시함.
자료: IMF(2018),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April 2018 Edi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7. 9)를
참고.

기체결 FTA의 분포 외에도 중국의 FTA 협상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타
당성 연구부터 협상 진행, 최종 합의와 발효까지 국가별로 상이한 체결
소요시간과 회의 개최 횟수를 보이고 있다. 앞의 [표 6-1]에서 볼 수 있
듯이 중국은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호주 등 선진 국가와의 협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다. 그중에서도 2005년 FTA 협상을 개시한 호주와
는 10년여의 협상 기간을 거쳐 2015년 6월이 되어서야 협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ASEAN과의 FTA도 2001년 11월 협상이 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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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4년 11월 최종 합의까지 3년여의 시간 동안 17차례에 걸친 협
상 회의가 개최되었던 반면, 칠레나 파키스탄과의 FTA 체결은 짧은 기간
안에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FTA 협상 방식에서도 중국은 큰 변화 양상을 보였다. 2004년 ASEAN
과의 첫 협정 체결 이후 칠레, 파키스탄과의 FTA 역시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분야의 협상 및 협정 체결을 분리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4월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은 상품과 서비스무역, 투자 분야에
대한 협상을 거쳐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타결의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
하였다. 뉴질랜드 FTA 이후 중국이 체결한 협정은 모두 일괄타결 방식을
취하는 등 FTA 수준 및 표준의 범위가 한층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184)

나. 시진핑 2기의 FTA 전략 전망
중국은 FTA 체결에서 국가 경제 안전 및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분
야인 이상 협정 체결을 기본 목표로 하고 국제 목표와 표준의 달성을 위
해 노력하는 한편, 협정 체결에서 오는 충격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국가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개방을 계속
확대하고 시장 경쟁을 높이는 것이 중국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185)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시진핑 2기 정부는 첫째로 양자 및
다자간 FTA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경제 일체화를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 통합 촉진을 위해 한·중·일 FTA

184) 隆国强(2018), p. 350.
185)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관계자 인터뷰(2018. 9. 11,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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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RCEP 등의 타결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자 FTA와 다르게 다자
간 FTA의 경우 참여 국가의 수가 많아 국가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국가간 정치 및 외교적 요인에 의한 대립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므로 지역경제 일체화 도출에는 많은 과제가 산재해 있다.
이로 인해 2012년 협상을 개시한 RCEP는 2015년 말 타결을 목표로 삼
았으나 참여국간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며 6년째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8년 11월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다시 RCEP 협상의
최종 타결 시기를 2019년으로 결의하는 공동성명만 채택하는 데 그치기
도 했다.186) RCEP, 한·중·일 FTA 등 다자간 협정의 경우 양자간 FTA보
다 더욱 높은 수준의 표준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당사국간 표준에 대한
합의점 도출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지역적 경제체의 구축과 다자 혹은 메가 FTA 추진이 적극적으
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양자간 FTA 전략도 동시에 강조
하고 있다. 정부 문건 및 연구 자료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
처럼 양자간 FTA 역시 ‘주변국 → 일대일로 국가 → 전 세계’로의 기본적
전략의 확장 방향에 맞추어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
양자 FTA의 대상이 되었던 국가를 벗어나 좀 더 높은 경제 수준의 국가
를 협정 대상국으로 삼고 협정의 포함 범위 및 개방 수준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일본의 주도로 재탄생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186) ｢RCEP 협상국 정상회합 “2019년 완전타결 목표” 공동성명｣(2018. 11.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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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187) 가입에 대해 향후 중국 내 검토와 논의가 진행이 될 것으
로 보인다. 2017년 1월 미국의 탈퇴와 미·중 통상마찰이 격화되는 상황
에서 중국의 CPTPP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WTO
원칙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중국의 상황과 발전의 필요에 맞추어 협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188)이며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만 최근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내
부적으로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189)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협정 가입
에 있어 국내외적 경제·정치 문제들이 민감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협정
체결로 인한 기회 및 위협요인, 효과, 과제 등에 대해서는 조용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 중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
정(USMCA)을 이용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에 대한 돌파구로서
CPTPP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190) CPTPP의
경우 양자 FTA나 RCEP보다 높은 수준과 넓은 포괄 범위의 협정이 될
것이며, 이것에 따른 중국 국내법 및 체계와의 충돌 우려 등이 중국에게
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191)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은 한·중·일 FTA와 RCEP 합의를 먼저 이루고 이를 토대로 CPTPP
와 같은 높은 수준의 메가 FTA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192)

187) 2017년 1월 미국의 탈퇴 이후 일본 주도로 기존 TPP 11개 국가가 논의를 지속하여 2018년 3월 CPTPP에
공식으로 서명하였다. 미국의 불참으로 규모의 축소가 있었으나 가장 최신 무역규범을 반영하는 메가
FTA로서 11개 회원국간 18개 신규 양자 FTA 체결 효과가 예상된다(이요셉 2018, pp. 1~4).
188) ｢商务部回应加入CPTPP: 推动自贸协定谈判非权宜之计｣(2018. 10.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16).
189) ｢港媒: 中国或加入CPTPP抗衡美国｣(2018. 10.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16).
190) ｢港媒: 中国或加入CPTPP抗衡美国｣(2018. 10.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16).
191) ｢商务部回应加入CPTPP: 推动自贸协定谈判非权宜之计｣(2018. 10.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16).
192)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관계자(2018. 9. 11, 중국 베이징);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
경제정치연구소 관계자(2018. 9. 10, 중국 베이징)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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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의 연계방안에 대해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일대일로’
전략의 개념이 등장하고 2015년 정부의 관련 문건으로 이니셔티브가 정
식 제시되었을 당시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추진에 FTA를 활용하는 방안
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193) 그러나 ‘일대일로’ 관련 국가
의 수가 너무 많고 국가별로 처한 상황과 경제 격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
문에 협력 방면 및 집중 분야가 상이하여 이니셔티브와 FTA의 연계가 쉽
지 않은 상황이다.
‘일대일로’ 전략과 FTA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연선국가와의 합의 도출
이 중요하다.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에서 특정 국가와
의 협정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며,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협력을 추진
하는 방법은 FTA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대일로’ 연
선국가와 중국 사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협정 체
결이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필요하거나 집중하고자 하는 분야
가 상이하여 FTA 체결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다수 포함되는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우 특히 산업이 단순하거나 경제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중국
과의 FTA 체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별로 집중하는 부분이 다르고 협력을 원하는 분야
가 상이하기 때문에 중국은 향후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FTA 체결 방
식과 구체적 실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FTA 체결에서 ‘일대일로’

193)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관계자 인터뷰(2018. 9. 11, 중국 베이징); 중국 사회과학
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관계자 인터뷰(2018. 9. 10,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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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선국가와 양자간 협정으로 체결할 것인지 혹은 지역별로 묶어 다자간
협정으로 추진할 것(一个一个, 一区一区)인지 등 구체적인 실시 측면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그리고 ‘일대일로’ 이니셔티
브는 일단 협력과 투자를 위주로 하지만 FTA는 무역을 토대로 관세양허와
서비스업 개방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영역의 요구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중국정부는 정부조달, 환경, 경쟁, 노동 등 국제무역과 관련한
새로운 의제에 대해 지속적인 개방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의제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은 해당 시장 및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충분
히 보유하기 위한 시간 및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중국은 이러한 신의
제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협정을 중심으로 기체결 FTA의 표준
및 수준 제고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11월
싱가포르와의 FTA 개정 협정에서는 기존 원산지 규정과 세관 절차, 무역
편리화와 무역규제, 서비스 무역 및 투자, 경제협력 등 6개 분야가 개정
되었고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환경보호 등 세 가지 신의제가 새롭게 추
가되었다.194) 이에 앞서 2017년 11월에는 칠레와의 FTA 개정 의정서에
서명하며 시장 진입, 서비스 무역, 원산지 규정, 경제기술 협력 등 4개 분
야의 기존 합의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세관 절차, 무역원활화, 전자상거
래, 경쟁, 환경 등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처럼 중국은 기체결 협
정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국제무역과 관련한 신의제에 대한 대응을 점진
적으로 추진하고 중·캐나다 FTA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한·중·일 FTA,

194) ｢中 상무부, ‘중국-싱가포르 FTA 업그레이드 버전’ 체결 발표…‘일대일로’ 협력 첫 포함｣(2018. 11. 13),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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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좀 더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
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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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상현안
1. 시기별 경제·통상관계 변화와 현황
2.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
3. 평가 및 전망

제7장에서는 중국-미국 통상관계 변화와 현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
저 1979년 수교 이후 시기별로 미·중 간 통상관계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서 위안화 환율조작 지정 문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 관련 분쟁,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둘러싼 논란, WTO 관련 이슈
등 주요 통상현안을 검토한다. 특히 각 통상현안의 주요 쟁점, 양국의 입
장 및 대응논리 규명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미·중 통상관계 및 분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도 제시한다.

1. 시기별 경제·통상관계 변화와 현황
가. 시기별 미·중 경제관계 개관
1) 경제협력 관계 형성기(1979~91년)
1979년 1월 1일 미·중 간 외교관계가 수립되면서 1949년 이후 이어
져오던 양국간 정치적 대립관계가 정상화되었다. 1979년 양자 무역협정
체결, 1980년 미국의 대중국 최혜국대우(MFN) 지위 부여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천안문 사태 이전까지 덩샤오핑
의 방미를 비롯하여 양국간 고위인사 상호 교류, 경제협력 및 과학기술
교류 증대에 힘입어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진전되었다.195)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구축되었으나 무역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
다. 1980년 양국간 총 교역 규모는 49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쳤으며,
중국은 미국의 24번째 교역대상국, 16대 수출시장, 36대 수입 대상국에

195) 외교부(2017),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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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않았다.196) 그러나 동서 냉전 강화 분위기 속에 1951년 미국의
대중 MFN 중지로 양국 무역이 대부분 중단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는 상
당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국간 경제관계는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 이후 긴장관계로 전환되었다.

2) 경제협력 심화단계(1992~2001년)
천안문 사태로 긴장상태에 있던 양국 경제관계는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를 계기로 긴밀해졌다. 이 시기에 양국간 교역 규모는 중국의 대
미 수출(미국의 대중 수입) 팽창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었다. 양국간 교역
규모가 1980년 49억 달러에서 2001년 1,215억 달러로 약 25배 늘어난
결과, 중국은 미국의 4위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대미 수출
이 1980년 11억 달러에서 2001년 1,023억 달러로 90배 이상 늘어난 반
면, 미국의 대중 수출(중국의 대미 수입)은 192억 달러로 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1980년 흑자(27억 달러)
에서 점차 적자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2000년에는 83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끝에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적자 대상국으로 떠올랐다.197)
이와 같이 무역 규모의 확대 및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전환에 따라
1990년대 미국은 중국에 대해 시장개방과 지식재산권(IPR) 보호 개선을
적극 요구하였다. 미국정부는 시장개방과 IPR 보호에 대한 압박 수단으
로 관세부과 제재 조치 압력을 가했다. 특히 미국은 스페셜 제301조에
의거해 1991년 4월과 1994년 6월 중국을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196) Morrison(2018), p. 2.
197) U.S. Census Bureau, “U.S. International Trade Dat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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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하고 관세 부과 제재 조치로 위협하였다. 이
에 중국은 미국과 1992년 10월 무역장벽 철폐를 약속하는 협정을 체결
하였으며, 1992년 1월과 1995년 3월 미국과 IPR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
는 양자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에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시장
개방과 IPR 개선을 요구하였다.198)
무엇보다 이 시기에 미·중 경제관계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중국의
WTO 가입 협상 타결이다. 중국이 1986년 7월 GATT 복귀를 신청한 이
후 15년간의 협상을 거쳐 마침내 2001년 12월 11일 WTO에 정식 가입
하게 된 것이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의 시장접근 확대를 위해
WTO 가입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클린턴 행
정부는 협상기간 중 중국의 시장개방 약속에 부응하여 중국에게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를 부여하
는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중
국 PNTR 법안이 2000년 5월과 9월에 각각 미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였
으며 10월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하였다.199) 중국 역시 과거에 비해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한 결과 WTO 협상이 타결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미·중 간 협상 경위 및 과정은 [표 7-1]에 정리하였다.

표 7-1

미·중 간 중국의 WTO 가입 협상 경위
일시
1949

주요 내용
- 중국, GATT 탈퇴

1986. 7

- 중국 GATT 복귀 신청(1980년대 개혁·개방의 필요성 인식)

1987. 3

- 중국 GATT 가입에 관한 작업반 설치

198) Morrison(2002), pp. 4-6.
199) Morrison(2002), pp. 12-13.

228 ❙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표 7-1

계속
일시
1989. 6

주요 내용
- 천안문 사태로 7개월간 가입 협상 중단

1995.6

- WTO 옵서버 자격 획득

1999. 4

- 주룽지 총리 방미(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약속으로 협상 진전)

1999. 5

- NATO의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폭격 사건으로 협상 중단

1999. 9

- 협상 재개(클린턴 대통령과 장쩌민 주석의 뉴질랜드 회담)

1999. 11. 15

- 미·중, 중국의 WTO 가입 협상 타결 공식 선언

2000. 10

- 클린턴 대통령, 중국에 대한 PNTR 부여 법안 서명

2001. 11. 10

- WTO 각료회의(도하), 중국의 WTO 가입 공식 승인

2001. 12. 11

- 중국의 WTO 가입

자료: 정인교(2001), pp. 18~19; Morrison(2002), pp. 9-13을 참고.

3) 미·중 통상갈등 점화단계(2002~16년)
이 시기에 중국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격상된 한편, 미·중 통상갈등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였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경제의 대외개방이 새
로운 단계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였고,
경제 규모(GDP) 기준으로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상품수출 기준으로는 2009년 독일에 앞서 세계 최대 수출국가
로, 2012년에는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최대 교역국가로 올라섰다. 2008년
9월에는 일본을 제치고 미 국채 최대보유국의 위상을 보이고 있다.
미·중 간 통상분쟁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본격적으로 심화·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9년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대비 대중 무역적자 비중이 역대 최고 수
준인 45.3%로 확대되면서 미국 내에서 강경한 대중 통상제재 여론이 비
등하였다. 2009년 9월 양국간 타이어 분쟁을 계기로(오바마 행정부의 중
국산 타이어에 대한 특별 세이프 가드 조치 발동에 대응해 중국도 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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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양국은 철강, 자동차, 화학제품
은 물론 닭고기 등 여러 품목에 걸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로 맞서며
통상분쟁을 겪게 되었다. 특히 미 상무부가 2006년부터 중국에 대해 상
계관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고, 중국 역시 2009년 처음으로 미국에 대
해 상계관세 조치로 맞대응하면서 통상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
다.200) 이와 함께 양국간 WTO 분쟁도 확대되었다.
양국간 통상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양자 및 글로벌 이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대화채널의 필요성
에 공감하고 ‘전략 및 경제대화(S&ED: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를 2009년부터 개최하였다. S&ED는 중국의 달라진 국제위
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미·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201)

표 7-2

S&ED 개요

▲ 미·중 S&ED는 경제는 물론 정치, 안보,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의 전략경제대화(SED)와 고위급 대화
(SD)를 합쳐 대화의 레벨과 의제를 격상·확대한 양국 고위급 연례회담으로, 2009년(1차)부터 2016년까지 8차례
열림.
▲ 전략트랙과 경제트랙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는데, 전략트랙에서는 정치·안보 이슈를, 경제트랙에서는 경제·통상·국제
금융 이슈를 논의함.
▲ 그동안 경제트랙에서 경제정책 공조, 무역 및 투자개방 촉진,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추진,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 분야에서 일부 논의의 진전이 있었으나, 광범위한 의제의 반복으로 인한 논의의 구체성 결여, 합의사항 이행 점검
체계 미비 등의 한계도 분명한 대화체임.
▲ 미·중 정상회담(2017년 4월 6~7일, 플로리다 팜비치) 결과 양국은 새로운 고위급 대화·협의 채널로서 “미·중 포괄적
대화(U.S.-China Comprehensive Dialogue)”를 설치하기로 함.
- “미·중 포괄적 대화”는 양국간 기존 대화채널을 격상하는 것으로 외교·안보 대화, 포괄적 경제대화, 법 집행 및 사이버보
안 대화, 사회·문화 이슈 대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됨.
자료: 나수엽, 김영선(2014), pp. 3~11; 정 철 외(2017), pp. 12~13을 참고.

200) 이장규 외(2010), pp. 67~84 참고.
201) 이장규 외(2010),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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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중 통상분쟁 격화단계(2017년~현재)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간 통상분쟁은 그 범위
와 강도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역
대 최고치(3,75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대중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확
대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표
방하며 중국에 대한 강경한 통상제재 의지를 표출하였다. 즉 중국의 불공
정 무역행위 및 위안화 환율조작으로부터 자국 기업 및 노동자를 보호하
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
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는 물론 이전 행정부에서 활용빈도가 거의
없었던 통상법 제201조, 제232조 및 제301조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통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를 통한 중국의 위
안화 환율에 대한 의혹과 압박도 여전하다. 이에 중국도 즉각적인 보복관
세 조치와 함께 WTO 제소로 맞대응하면서 양국간 통상분쟁은 악화일로
에 빠져든 상황이다. 물론 양국은 정상회담 및 무역협상을 통해 통상분쟁 해
결을 시도해 보았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표 7-3

단계별 미·중 경제관계의 주요 일지

시기 구분

일시
1979. 1
1980. 2

초기 경제협력 관계
형성기
(1979~91)

1982. 8. 17

주요 사건
· 미·중 간 외교관계 수립(1. 1)
· 덩샤오핑 방미
· 미국, 중국에 최혜국대우(MFN) 지위 부여
· 미·중 공동성명(Joint Communiqué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하나의
중국’ 지지 재확인

1984. 4

· 레이건 대통령 방중

1989. 6

· 천안문 사태 발발
· 미국정부의 제재조치(대중 무기 금수 조치, 관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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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계속

시기 구분

일시

경제협력 심화단계
(1992~2001)

· 덩샤오핑 남순강화

1997. 10

· 장쩌민 방미, 미·중 관계를 ‘건설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정의

1999. 11. 15

미·중 통상갈등
점화단계
(2002~16)

· 미·중, 중국의 WTO 협상 타결

2000. 10

· 클린턴 대통령, 중국에 대해 영구적 최혜국대우 지위 부여 서명

2006. 4

· 후진타오 주석 방미: 양국간 새로운 관계 설정 모색

2009. 7

· 제1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 개최

2009. 9
2017. 4. 6~7

미·중 통상분쟁
격화단계
(2017~)

주요 사건

1992. 2

· 미·중 타이어 분쟁 발생
· 트럼프 대통령-시진핑 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 합의, ‘미·중 포괄적 대화’ 설치 합의

2018. 3. 8

· 미국 제232조(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

2018. 4. 2

· 중국, 대미 128개 품목 관세조치 부과 발효(제232조 대응)

2018. 7. 6, 8. 23, 9. 24 · 세 차례에 걸쳐 양국간 관세 부과 맞대응 조치 발효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미·중 경제협력 현황
1) 교역 관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가 시작되었다. 이후 1980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지위
부여, 2000년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 부여로 양국간 경제협력의 틀이 마련되었다. 이어 중국
의 WTO 가입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수교
다음해인 1980년 양국간 교역 규모는 49억 달러에 그쳤으며, 중국은 미
국의 24번째 교역대상국, 16대 수출시장, 36대 수입 대상국에 지나지 않
았다. 그러나 이후 양국간의 급속한 교역 확대에 힘입어 2017년 양국간
교역 규모가 6,360억 달러로 약 159배나 급증한 결과 중국은 미국의 최
대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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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미국의 대중 수출입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연도

수출(비중)

수입(비중)

1980

3.8(1.7)

1.1(0.4)

1985

3.85(1.8)

3.86(1.1)

1989

5.8(1.6)

12.0(2.5)

1990

4.8(1.2)

15.2(3.1)

1995

11.8(2.0)

45.5(6.1)

2000

16.3(2.1)

100.1(8.2)

2010

91.9(7.2)

364.9(19.1)

2011

103.9(7.0)

399.3(18.1)

2012

110.6(7.1)

425.6(18.7)

2013

122.0(7.7)

440.4(19.4)

2014

124.0(7.6)

466.7(19.9)

2015

116.2(7.7)

481.9(21.5)

2016

115.8(8.0)

462.8(21.1)

2017

130.4(8.4)

505.6(21.6)

주: ( ) 안은 미국의 총수출 및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U.S. Census Bureau, “U.S. International Trade Dat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를 활용하여 계산.

중국은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미국의 3대 수출국으로 미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1.7%에서 2017년 8.4%로 상승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2017년 미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1980년 0.4%에서 21.2%포인트 상승한 21.6%에 달한다.
중국 측(해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역시 중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다.
2017년 기준 중국의 대미 수출은 4,318억 달러(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18.9%)로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대상국 지위를 차지한
다. 대미 수입은 1,497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중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8.4%로 미국은 중국의 4대 수입 대상국이다.202)

202) 한국무역협회 DB(K-stat, 검색일: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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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양국간 무역 규모가 폭발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양국간 무
역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통상분쟁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1985년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면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2000년부터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대상
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대중 무역적
자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대비 대중 무역적자
비중은 이전까지 20~30%대에 머물렀으나 2009년 그 비중이 45%로 크
게 늘어난 데 이어 2015년에는 그 비중이 50%에 육박하였다. 이 같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바, 중국
에 이어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 중인 독일, 일본, 멕시코의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그림 7-1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와 비중
(단위: 십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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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 Census Bureau, “U.S. International Trade Dat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를 활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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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국간 해외직접투자 현황
미·중 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교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미국의 대중 직접투자
(stock 기준)는 2011년 537억 달러로 감소했다가 이후 회복세로 전환하
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2016년
925억 달러로 전년대비 9.4%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직접투자
규모는 전체 미국 해외직접투자 중 1.7% 비중에 머물러 있으며, 중국은
제12위의 미국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이다.

그림 7-2

미국의 대중 직접투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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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China: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Country Fac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2014년 1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급속한 증
가세를 보였다.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stock 기준)는 2016년 275억 달러
로 전년대비 무려 63.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증가세에도 불구하
고 세계 전체 대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하며 중국은
제16위의 대미 투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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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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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China: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Country Fac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2).

3) 중국의 미 국채 보유 현황
2000년 초반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규모는 1,000억 달러 미만이었으며
전체 해외국가의 미 국채 보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의 미 국채 보유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규모는 2000년 603억 달러에서 2017년 1조
1,850억 달러로 치솟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의 지위를 보이고 있다.

표 7-5

중국의 미 국채 보유 추이1)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00

2005

보유액

60.3

310.0

비중2)

5.9

15.2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397

727

1,160

1,203

1,244

1,058

1,185

18.9

23.6

26.1

23.0

21.7

17.6

18.9

주: 1) 각 연도 말 기준.
2) 전체 해외국가의 미 국채 보유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International Capital(TIC) System, “Major Foreign Holders of Treasury
Securiti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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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
가. 위안화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중국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
른 인위적 위안화 가치절하를 불공정한 무역관행 중 하나로 인식하고, 중
국에 대한 위안화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 같은 인식을 바탕에 두고, 미 재무부 뺷환율보고서(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뺸 작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안화 환율조작국 지정 압력
을 취하고 있다.203) 이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위안화 환율조작에 대한
우려와 압력을 제기한 데 대해 중국은 미국의 시각이 객관적이지 않고 불
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204) 즉 중국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위안화 환율정책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위안화
환율은 상당폭 절상되었다는 것이 중국의 주요 대응논리이다. 중국의 주
장에 따르면, 중국은 2005년 7월 복수통화바스켓을 참고한 관리변동환
율제도로 전환한 이후 꾸준히 시장변동에 근거하여 환율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실질실효 기준으로 위
안화 환율이 47%나 절상하였다. 이에 IMF도 2015년 위안화 환율이 전

203) 이 보고서는 ｢종합무역법｣(1988)과 ｢2015년 무역촉진법｣(2016년 2월 발효)에 근거하여 1년에 두 번(4
월, 10월) 작성되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변동을 감시하고 관찰대상국 지정 압박을 가
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2015년 무역촉진법｣ 규정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으로 ① 대미 무역적자
200억 달러 이상 ② 경상수지흑자 GDP 대비 3% 이상 ③ 일방향의 지속적 환율시장 개입(연간 GDP 2%
이상 해외통화 순매수,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을 제시하였다. 이 중 3개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 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고, 2개 항목을 충족할 경우에는 관찰대상
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한다.
204)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7),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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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중국경제의 펀더멘털과 부합한바, 위안화가 더 이상 저평가되
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위안화 환율 조작에 대한 의혹을 여전히 드러
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재무부는 2017년 상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총 4차례의 환율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아
직까지 중국을 포함하여 어느 한 국가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
았다. 다만 지속적으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세 가지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가운데 한 가지 기준(대미 무역흑자)에만
해당하나, 지속적으로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를 보이는 경우에는 관찰대
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적용하였다. [표 7-6]에 트럼프 행정
부의 환율보고서 중 중국에 대한 주요 평가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를 보
면 중국의 과도한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가 관찰대상국 지정의 직접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환율의 인
위적 평가절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환율 및 외환보유고 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수입 및 외국인투자 제한 조치에 대
한 우려와 경제 리밸런싱을 위한 구조개혁 문제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이전에 비해 중국에 대한 평가 비중이
확대되었다. 즉 과거에는 평가 대상이 당해 기간(최근 6개월)에 국한되었
던 것과 달리 2018년 하반기 보고서는 1990년대부터 중국의 위안화 환
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1990년대 위안화 환율 개입을 통한 위안
화 가치절하, 사실상의 고정환율제 시행, 이러한 결과에 따른 무역 및 경
상수지 흑자 확대 등)도 제시하였다. 반면 다른 주요국가의 평가는 해당
기간에만 머물렀고 그 비중도 중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검토가 환율보고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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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향후 중국의 환율변동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려
는 확고한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6

트럼프 행정부의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주요 내용(중국에 대한 평가)

국가

주요 내용

2018년 하반기
(10. 17)

▲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 기준 충족
-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 기조 지속: 대미 무역흑자 2017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 3,900억 달러(대
미 무역흑자 1위), 최근 위안화 가치절하가 과도한 무역흑자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임
- 1개 기준(대미 무역흑자)만 충족하였으나, 과도한 규모를 이유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위안화 약세 우려, 향후 주의 깊게 점검 및 검토 강조(인민은행과 협의)
▲ 시장지향 경제개혁 추진을 통한 위안화 신뢰 제고 촉구
▲ 가계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 리밸런싱 구조개혁 추진 필요성 지적
▲ 중국의 G20 공약 준수 강조
-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 및 경쟁력 목적의 환율 타기팅 자제
- 환율 및 외환보유고 관리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외환시장 투명성 강화를 촉구)

2018년 상반기
(2018. 4. 13)

▲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 기준 충족
- 과도하고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 2017년 3,750억 달러 기록(전년대비 280억 달러 증가), 1개
기준만 충족하였으나, 과도한 대미 흑자를 이유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정보 미공개 지적(2017년 상반기 외한시장 개입 축소 평가)
- 비시장지향적 경제발전이 주요국 및 세계경제 장기 성장에 리스크 증대 요인
▲ 경제 리밸런싱을 위해 가계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거시경제 개혁 촉구
▲ 중국의 G20 공약 준수를 강조
-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 및 경쟁력 목적의 환율 타기팅 자제
- 환율 및 외환보유고 관리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2017년 하반기
(2017. 10. 17)

▲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 기준 충족(관찰대상국 지정)
- 과도하고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 2016. 7~2017. 6의 기간에 3,570억 달러(대미 무역흑자 1위)
- GDP 대비 경상흑자 축소(2007년 10%, 2016년 1.8% → 2017년 상반기 1.4%)
- 과거 10년간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한 과도한 일방향 시장개입, 외환시장 개입, 자본통제, 일 위안
화 환율 고정으로 미국, 중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 외국인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제한적 투자제도 유지
▲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 필요
지적
- 대미 무역흑자 축소 노력에 진전이 없었음을 우려
- G20 공약준수 촉구(경쟁적 환율절하 및 경쟁적 목적의 환율 타기팅 자제, 환율 및 외환보유고
관리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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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계속

국가

주요 내용

2017년 상반기
(17. 4. 14)

▲ 심층분석 대상국 요건 중 한 가지 조건 충족
- 과도하고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 2016년 3,470억 달러(대미 무역흑자 1위); 중국경제 개방
확대 및 가계소비 확대를 위한 경제 리밸런싱 개혁 촉진 필요성 지적
- 과도한 규모의 대미 흑자를 감안 중국의 무역 및 통화정책(관행)을 주의 깊게 검토할 것
▲ 과거 10년간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해 과도하고 지속적으로 일방향의 외환시장 개입
- 매우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 허용, 이 같은 환율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체제의 왜곡 때문에 미
노동자와 기업 피해 초래, 상품 및 재화의 시장접근성 제한 및 외국인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지속
- 환율 및 외환보유고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장개방, 규제완화 등 정책적 노력, 내수 중심으로의 리밸런싱을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7a, pp. 2-3; 2017b, p. 3; 2018a, p. 3; 2018b, pp. 3-5)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를 둘러싼 통상분쟁
1) 무역구제 조치
미·중 간 통상분쟁에서 양국이 무역제재 수단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한 것은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자국 노동자 및 기업을 보호한다는 입장
을 보이며 AD, CVD와 같은 무역구제 조치를 활발하게 활용하였다. 특
히 비시장경제국에 대해서는 CVD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서 벗어나 2007년 이후 대중 CVD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대중 통상제재의 수단으로 무역구제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미 상무부의 AD·CVD
조사 개시는 131건으로 동 기간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245% 증가하였
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조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2018년 10월 22일 기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AD·CVD 부과 건수
는 170건으로 전체 부과 건수(462건)의 37%를 차지한다. 품목별로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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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미국의 대중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품목별 분포(2018년 10월 22일 기준)
(단위: 건)

구분

농산물

화학/의약

철강

금속/광물

기타

고무/플라스틱 섬유/의류 기계/전자

합계

전체

30

56

237

27

79

25

5

3

462

중국

7

35

54

12

48

8

4

2

170

(CVD)

(1)

(8)

(21)

(2)

(12)

(4)

(2)

(1)

(51)

자료: USITC(2018),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in Plac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8. 4).

강이 54건(32%)으로 최대 규제 대상이며 그다음으로 화학·의약품(35건),
금속·광물(12건)의 순이다(기타는 제외). 중국에 이어 미국으로부터 AD·
CVD 조치를 받고 있는 국가는 인도 41건, 한국 33건, 대만 27건, 일본
18건의 순으로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된 대중 무역구제 조치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
한 사항은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
에 대한 AD·CVD 조사를 상무부 직권으로 자체 발동(2017년 11월)하였
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AD·CVD 조치는 해당 수입품 업계의
조사 청원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드문 사례로, 미 상
무부 직권에 의한 자체 조사 발동은 반덤핑의 경우 1985년, 상계관세의
경우 1991년 이후로 처음이다. 미 상무부 자체 조사로 시작된 중국산 알
루미늄 합금판재에 대한 AD·CVD 조사는 2018년 11월 7일 최종 부과
가 확정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
적 절차로 평가하는 한편,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미 노동자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미국의 대중 AD·CVD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도 미국에 대해 AD·CVD
조치로 맞섰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무역구제 조치 부과 대상국이다.
WTO에 따르면 2018년 6월 30일 기준 중국의 전체 반덤핑 및 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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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부과 건수는 96건(AD 91건, CVD 5건)이며, 그 가운데 미국이 차
지하는 건수는 21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미국에 이어 일본(18
건), EU(17건), 한국(12건)의 순이다.205)

2) 상호 보복관세 조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과거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대중 무
역제재 의지를 표출하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강력히 규제하는 조
치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미 통상법 제201조, 제232조, 제301조와 같
은 조치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전 행정부에서는 활용빈도가 거의 없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고, 미국의 대
중 제재로 인한 자국의 피해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을 WTO에 제소하면서 맞대응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미국의 제232조 및 제301조와 관련한 관세부과 조치가 일방적
인 보호무역 조치로서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특히 미국의 제301조와 관련하여 양국은 ‘팃포탯(tit-for-tat)’ 방식으
로 치고받기식 보복 관세조치 양상을 보여준다. 즉 미국이 500억 달러
수입 규모의 중국산 품목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조치를 발표한 데 맞서
중국 역시 같은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맞대응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9월 18일 재차
중국산 5,745개 품목(2,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10% 보복적 관세 부과
조치를 추가적으로 발표하였다(9월 24일 발효). 이에 대해 중국도 같은 날

205) WTO(2018a), pp. 10-14; WTO(2018b),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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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5,207개 품목(6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보복 관세 조치를 즉각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과 제301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효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조치 대상품목 수입 규모는 2,500억 달러이며, 중국
의 대미 관세 부과 조치 대상품목의 수입 규모는 1,10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제301조 관련 대중 관세 조치의 경우 그 대상 품목이 주로 ‘중국제조
2025’ 정책의 수혜 업종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산업정책에 대한 제재에
중국은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강력하게 맞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8

구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통상분쟁
제201조

제232조

- 세탁기, 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철
TQR 및 관세 부과(2018.
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미국의 대중
1. 22)
10% 관세 부과(2018. 3. 8)
제재 조치 - 특히 중국정부의 태양 -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이 글
광 산업 지원에 주목(미
로벌 과잉생산의 최대 원인
(미국 산업에 피해)
국 태양광 산업 피해의
주원인으로 지목)

제301조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기술이전, 지식재
산권, 혁신 관련) 제재 지시(2018. 3. 22)
- 대중국 제재조치로 25% 추가관세 부과 품
목 리스트 발표(1,333개 품목, 500억 달러
상당) (2018. 4. 3)
- USTR, 대중 1,102개 품목(500억 달러)에
대해 25% 관세 부과(818개(340억 달러 규
모)에 대해서는 7. 6 발효) 방침 발표(6. 15)
- USTR, 대중 279개 품목(160억 달러)에 대
한 25% 관세 부과 발표(8. 7, 8. 23 발효)
- USTR, 대중 5,745개 품목(2,000억 달러 규
모)에 대해 순차적 관세 부과 발표(9. 18):
10%(9. 24 발효) → 25%(2019. 1)

- 미국산 106개 품목에 대해 25% 추가 관세
부과 리스트 발표(4. 6)
- WTO 제소(2018. 4. 4)
- 미국산 128개 품목에 대해 - USTR 조치(6. 15)에 맞서, 중국 역시 659개
- 제201조는 무역구제
순차적으로 15%, 25%의
(500억 달러) 미국 품목에 25% 관세 부과 계
중국의 반응
조치의 남용이라고 비
추가 관세 부과 방침 발표
획(6. 15) 545개(340억 달러, 7. 6 발효)
및 대응 조치
난(2018. 1. 25)
(2018. 4. 2)
- 333개 품목 160억 달러 관세 부과 발표(8.
- WTO 제소(2018. 4. 5)
8, 8. 23 발효)
- USTR 조치(9. 18)에 맞서 5,207개 품목
(600억 달러 규모)에 5%, 10% 관세 조치 발
표(9. 24 발효)
자료: USTR Press Releases(2018a), “USTR Issues Tariffs on Chinese Products in Response to Unfair Trade Practice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2); USTR Press Releases(2018b), “USTR Finalizes Tariffs on $200 Billion of
Chinese Imports in Response to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2); Wang and
Koty(2018. 2. 25), “The US-China Trade War: A Timelin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2)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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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장경제지위 문제
중국과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a)(ii) 및 (d)항의 해
석을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 쟁점에 해당하는
바, 양국간 중요 현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a)(ii)는 “수입국인 WTO 회원국은 조사대상 업체가 시장경제 상황을 명
백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중국 내 판매가격 및 비용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는 비시장경제국
기업에 대한 덤핑 마진[정상가격(국내가격)과 수출가격 비교] 산정 시 국
내가격 대신 대체가격(제3국 가격 및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제15조 (d)항은 WTO 가입일 이후
15년이 경과한 시점에 (a)(ii)항은 효력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d)항에 의거하여
모든 WTO 회원국은 중국이 WTO 가입 1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6년
12월 11일 이후 중국에 대해 대체가격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또한 WTO 제15조는 다자체제의 국제적 약속의 문제로, 이를 지키는
것은 국제법과 국가의 신뢰성에 대한 존중이라고 주장하였다.206) 이러한
인식을 바탕에 두고 중국정부는 미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요구
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5년 미국 국빈 방문 중 미국에 대해 시장
경제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5년 12월 중국 외교부는 공식
적으로 2016년 12월 이후 비시장경제지위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

206)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7), pp.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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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비합리적이며 차별적이라고 주장하였다.207) 또한 미국의 대체
가격 방식의 덤핑마진 산정 방법을 WTO에 제소하였다(2016년 12월 12일).
이 같은 중국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 미국은 정반대의 해석과 입장을
내놓고 있다. 2016년 12월 12일 제15조 (a)(ii)만 종료되는 것이며 반덤
핑 조사 절차상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이 이를 입증해
야한다는 (a)(i)항은 존속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다
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비시장경제지위 지속 근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미 상무부 보고서(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2017)에 잘 드러나 있다.208) 이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중국정부와 공산당이 직간접적으로 경제를 통제하
고 있으며 시장경제 논리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비시장경제
국이라는 것이다.209)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 비시장경
제지위를 적용하여, 덤핑 마진 산정 시 중국의 국내가격 대신 대체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여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재하겠다는 의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7) CRS(2018), p. 2.
208) 이 보고서는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1(18)조가 제시한 비시장경제국가를 결정하는 6개 기준에 의거하
여, 한 국가에 대한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6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통화의 태환성 정도 ② 노사간 자유로운 임금률 결정 여부 ③ 외국기업과의 조인트
벤처 및 합작투자 정도 ④ 생산수단에 대한 정부의 소유 및 통제 정도 ⑤ 자원배분, 기업의 가격 및 생산 결
정에 대한 정부의 통제 정도 ⑥ 기타 요소(법률 시스템, 행정당국)(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2017).
209)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201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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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9

시장경제지위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

구분

미국

중국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효
- 제15조 (d)항에 따라 어떠한 경우라도 가입 후 15
력이 종료되는 것은 (a)(ii) 일 뿐이며, 다른 조항을
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6년 12월 11일 자동으로
근거로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는 유지됨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게 되며, 중국을 비시장경
- 반덤핑 조사 절차상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기 위
제지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이 이를 입증
WTO
해서는 중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a)(i)항은 존
가입의정서
해야 한다고 주장
속(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다고 볼 수 없
- 제15조 (a)(ii)항이 만료되면 중국을 비시장경제국
제15조 해석
음)
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사라지게 되는 것
- 제15조 (d)항에서 수입국 국내법 기준에 따라 시장
이므로 사실상 제15조 (a)항 전체가 만료되는 것과
경제 상황을 입증해야 하므로 MES 부여 여부는 각
동일한 것이라 주장
수입국이 결정할 사안임
- 제3국 대체가격 적용은 중국기업에 매우 불공정한
규정이며, 보호무역정책이라고 주장
- 미 상무부에서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지속에 대
반응 및 대응
- 제15조 (d) 조항을 제안한 미국과 유럽이 (d)항을
한 보고서 발표(2017. 10. 26)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정한 규정을 파괴하는 행위
라고 비난
자료: 정혜선(2016), p. 4; KIEP 북경사무소(2017), pp. 10~11을 참고.

이상과 같이 미·중 간 시장경제지위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덤핑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피해를 우려하는 미국은 중국
에 대한 비시장경제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고율의 반덤핑 조치를 강화하겠
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받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여 고율의 반덤핑 조치로부터 벗어
나려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

라. WTO 관련 이슈
1) WTO 분쟁
WTO 가입 이후 중국의 WTO 분쟁(제소 및 피소 당사자 기준)은
2005년까지 단 2건에 불과하였다. 중국은 WTO 가입 초기인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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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경험 미숙으로 인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다소 수동적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글로벌 금
융위기를 계기로 주요 선진국 특히 미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흑자가 확대
되면서 중국을 겨냥한 WTO 제소가 급증하였으며, 중국의 주요 교역 대
상국에 대한 제소 건수도 이전에 비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18년 10월 16일 기준 중국이 당사자로 참여한 WTO 분쟁은 총 63건
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이 상대국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사례가
43건으로 제소(20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그동안 중국이 WTO
주요 회원국으로부터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상대적으로 통상압박
을 더 많이 받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2018년 들어서는 이 같은
추세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는바, 2018년 10월 16일 기준 중국의 제소
(5건) 건수가 오히려 피소(4건) 건수를 앞서고 있다. 2002년 이후 중국의
제소가 피소보다 많은 건수를 보인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표 7-10

중국의 WTO 분쟁 추이(2002~2018년 10월 16일)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합계
제소

1

0

0

0

0

1

1

3

1

1

3

1

0

1

2

0

5

20

피소

0

0

1

0

3

4

5

4

4

2

7

1

1

2

4

1

4

43

합계

1

0

1

0

3

5

6

7

5

3

10

2

1

3

6

1

9

63

자료: WTO, “Dispute by Member”(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20)를 바탕으로 작성.

국가별 WTO 분쟁 현황을 보면, 중국과 WTO 분쟁을 겪은 나라는 총
7개국이며, 주로 선진국과의 분쟁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최대 교역대
상국인 미국이 가장 많은 WTO 분쟁 대상국으로 63건 중 60%(38건)를
차지한다. 38건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제소한 사례는 15건이며, 피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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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중국의 국가별 WTO 분쟁(2018년 10월 16일 기준)
(단위: 건)
구분

제소

피소

합계

미국

15

23

38

EU

5

9

14

멕시코

0

4

4

캐나다

0

3

3

일본

0

2

2

과테말라

0

1

1

브라질

0

1

1

합계

20

43

63

자료: WTO, “Dispute by Member”(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20)를 바탕으로 작성.

국이 중국을 제소) 사례는 23건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소가 많았다. 미국
다음으로 중국과 WTO 분쟁을 겪은 나라는 EU, 멕시코, 캐나다, 일본,
과테말라, 브라질의 순이다.
WTO 분쟁은 당사국 중 일방이 상대국을 WTO 관련 협정을 위배했다
는 점을 근거로 제소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중국의 WTO 분쟁에서 가
장 빈번하게 제소의 근거로 인용된 것은 GATT 1994(관세 및 무역에 관
한 일반협정)인바, 이는 상품의 무역이 WTO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분쟁
의 원인임을 시사한다. GATT에 이어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 조치
협정의 위반 여부가 WTO 분쟁을 일으키는 최대 요인으로, 다자체제 통
상분쟁에서도 무역구제조치가 중요한 분쟁의 근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에 관해서는 자국의 산업발전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둘
러싼 갈등이 주요 분생으로 발생하였다. 이 밖에 중국의 WTO 가입의정
서, TRIPS(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등도 WTO 분쟁의 근거
로 인용되었다. 품목 및 분야별 분쟁의 대상은 제조업 분야에서 보다 다
양한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의 WTO 분쟁은 대체로 철강, 제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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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닭고기와 같은 농산품이 그 대상이었으나,
금융서비스 및 지식재산권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희토류와 같은 광
물자원은 물론 재생에너지 분야(풍력장비 등)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함으
로써 WTO 분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들어 중국은 미국의 제201조, 제232조 및 제301조에 따른 관
세 부과 제재 조치에 대해 모두 WTO에 제소하였다. 이러한 결과 2018
년 들어 현재(10월 16일)까지 중국의 WTO 제소는 총 5건이며, 모두 미
국이 그 대상이었다. 반면 미국으로부터 제소를 당한 건수는 2건에 머물
러 있는 상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중국의 대미 제소 건수
가 미국의 대중 제소를 앞서고 있다. 미·중 간 WTO 분쟁에서 이 같은
변화를 보이는 것은 최근 상대방 통상정책에 대한 양국간 대응방식의 차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은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WTO 분쟁보다는 자국 통상법에 의한 무역제재 조치(제
201조, 제232조, 제301조에 의한 추가 관세부과)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전략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적
극적인 대외통상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히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제재 조치를 일방적 무역보호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미국의 대중 통상제재 조치가 다자무역체제
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를 대미 통상압박 수단
으로 활용하여 미국의 대중 통상제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의도
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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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 가입 약속이행에 대한 평가
2018년(12월 11일)은 중국이 제43번째 WTO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18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에 중국 국무원은 처음으로 뺷WTO(China
and World Trade Organization뺸라는 백서를 발간하고 그동안 WTO
가입의정서의 이행 성과,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내외 위상 변화,
WTO 체제 수호를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중국정부는
이 백서를 통해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대내외 개혁·개방에 매우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하였다. 첫째,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경
제 세계화의 이정표를 마련한 것이며, 이를 계기로 중국의 개혁·개방이
새로운 역사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둘째, WTO 가입 약속을 성
실히 이행함으로써(다자무역 규정의 준수, 대외무역 개방 약속 이행, 지
식재산권 보호 강화) 다자무역체제의 지지와 수호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
다. 셋째, 중국은 세계경제 안정 및 추진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며, ‘윈-윈’에 바탕을 둔 대외개방과 일대일로(BRI)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중국은 물론 여타 국가와 함께 글로벌 번영의 기회를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넷째, 중국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혁·개방정책(경제 세계화 및 수
준 높은 자유화, 대외무역 및 투자 촉진, 해외 국가와의 상생협력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내비쳤다. WTO 가입 성과와 평가에 대한 백
서의 주요 내용은 [표 7-12]에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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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2

중국의 WTO 백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위한 개혁 지속 추진
- WTO 규정 준수,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한 시장경제 체제 정비
2) 대외무역 약속 이행
- 수입관세 인하: 평균 관세 15.3% → 9.8%(공산품 14.8% → 8.9%, 농산품 23.2% →
15.2%)
- 비관세 무역장벽 감소: 자동차, 기계 및 전자 등 42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수입 라이선
스, 기타 수입 요건 등의 조치 폐지
- 무역 자유화: 대외교역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민간부문의 대외교역 비중 확대(민간
및 외자기업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5% → 83.7%)
1. WTO 가입 약속 이행
3) 서비스 무역 약속 이행
-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제한 점진적 완화)
- 서비스 부문 외국인투자 확대(전체 대중 외국인투자의 73%)
4)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약속 이행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 노력으로 중국의 대외 지식재산권 로열티 지급
확대(2017년 286억 달러로 연평균 17% 증가), 발명 특허신청 건수 급증
5) 투명성 제고 약속 이행
- 각종 법률 및 규제의 투명성 제고, WTO 통고 의무 이행
6) WTO 가입 이행을 위해 개방 노력 지속

2. 다자무역체제 지지

1)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 도하라운드 협상에 성실히 참여: WTO 회원국 중 16번째로 무역촉진협정(TFA) 비준
- 복수국간협정 추진을 통한 무역자유화 촉진: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환경상품협정
(EGA)·정부조달협정(GPA) 협상에 적극 참여
- WTO 신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 투자 촉진,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등
2) WTO 분쟁해결 절차 지지
- 분쟁해결 절차의 운영에 적극 참여
3) 무역정책검토(TPR)에 적극 참여
4) 개발도상국의 다자무역체제 통합 전폭적 지지
5) 일방적 보호무역주의에 단호히 반대

3.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의 공헌

1) 세계 경제성장 및 회복에 기여
- WTO 가입 이후 개혁·개방 가속화, 중국의 발전은 세계 경제성장의 동력
- 2016년 세계경제 GDP에서 중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14.8%(2001년 대비 10.7%포
인트 상승), 2002년 이후 세계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율은 평균 30%에 육박
2) 대외교역 발전을 통한 혜택
- 중국의 지속적인 대외교역 발전은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2017년
기준 전 세계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각각 12.8%, 10.2%)
- 2009년 이후 세계 2위 수입국으로 최빈개발도상국(LDCs) 수출의 20%를 흡수
- 서비스 수입은 연평균 16.7% 증가(세계 2위 서비스 수입 국가), 전 세계 소비 진작, 고용창
출, 성장에 기여
-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무역을 창출하여 세계 무역성장의 동력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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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2

계속
구분

주요 내용
3) 상호 투자 확대를 통한 혜택 제공
-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 조성, FDI 적극 유치: 1992년 이후 26년 연속 개발도상국 중
최대 FDI 유치국 지위 유지(2001년 469억 달러 → 2017년 1,363억 달러, 연평균 6.9%
증가)
- 중국의 해외투자(ODI)도 확대: 중국의 연간 ODI(플로 기준)는 26위에서 2017년 3위로
급상승, ODI 유치국의 기술진보 촉진, 경제발전, 복지·고용확대에 기여
4) 공공재 제공: 일대일로(BRI) 추진,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개최
- 전 세계 국가와의 협력, 개방의 플랫폼 기회 창출, 공동의 이해를 위한 광범위한 커뮤니티
구축
- BRI 적극 추진: 연선국가들의 협력 심화, 공동 발전을 도모, 2013~17년 연선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5조 달러를 초과, 투자는 700억 달러 초과, 중국기업은 연선국가와 75개
해외 경제자유협력지대를 설립
- CIIE 개최: 2018년 11월 개최 예정, 다수의 국제기구와 100여 개 국가 참가계획, 새로운
차원의 개방을 촉진하고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세계에 새로운 수출 및 성장 기회 제공

1) 균형적 무역발전 촉진
- 중국은 호혜적이고 다양하며 균형적인 무역 발전전략을 추구: 수출의 부가가치 및 질적
제고, 수입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중국은 수입 확대와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적극 지지: 2015년 기준 중국의 무역가중평균
수입관세율은 4.4%로 감소, 추가적인 수입관세 감소 계획 발표
2) 대외 무역 촉진
- WTO TFA 이행에 적극 노력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
- 설립 전 내국인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채택
- 조선업 관련, 선박 보수·디자인·제조 부문의 외국인투자 지분 한도 해제
- 일부 항공기, 자동차 분야 외국인투자 지분 한도 폐지 및 예정
4)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 외국인투자 시장진출 확대, 외국인투자 승인 절차 간소화, 시범 자유무역구(FTZs) 건설,
외국인투자 보호 조치 확대 노력
4. 수준 높은 개방을 적극
- 2018년 모든 비행정적 승인 절차 폐지, 행정절차 44% 간소화
추진
- 중앙정부 심사에 의한 투자 프로젝트 급감, 기업 등록·자본금 관련 시스템 개혁
- 행정 절차, 조세 감면, 경쟁 확대·독점 반대 조치를 지속 시행함으로써 투명하고 국제기준
에 부합한 환경 조성
5) 건전한 해외투자 확대
- 유치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수행한 기업의 해외투자 장려
- 지속가능한·합리적·정상적 건전한 해외투자 촉진
- 이를 위해 해외투자 유치국가에 과도한 국가안보 검토 및 지나친 투자제한 조치 시행 자제
를 요청
6) 자유무역지대 전략 추진
- 중국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지역무역협정을 추진
- 2018년 5월 기준 중국은 24개 국가 및 지역과 16개 FTA를 체결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와 동아시
아경제공동체 건설을 가속화함으로써 일대일로와 세계를 관통하는 수준 높은 자유무역지
역을 건설하는 데 노력할 것임
자료: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8), pp. 1-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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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백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은 WTO 가입 이후 17년간
WTO 가입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및 다자
무역체제 지지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긍
정적 자체 평가와는 사뭇 다르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WTO 가입 약속
이행이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연례보고서(China’s WTO Compliance)를 통해 지속
적으로 이 같은 점을 지적해오고 있다. 미국의 주요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210) 첫째, WTO 가입 이후 중국정부는 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여러 정책과 관행을 유지함으로써 다자무역 체제를 지
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이전 요구를 포함하여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
제를 가하고 있다. 셋째, 국가가 여전히 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내 산업을 지도·지원하는 산업정책을 추구함
으로써 외국의 이해를 침해하고 있다. 이는 다수 WTO 협정의 기본적인
원칙에 반한다. 넷째, 중국정부가 사용하는 상당수의 정책수단은 여타 회
원국은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전례가 없으며, 자국 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한 것으로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적이고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이와 같
이 미국은 중국의 시장개방, 지식재산권, 투명성, 국내 산업 보호 정책이
가입 약속 이행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WTO 협정 및 회원국 이익에 위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210) USTR Press Releases(2018c), “USTR Releases Annual Reports on China’s and Russia’s WTO
Complianc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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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3

중국의 WTO 이행에 대한 미국의 지적 사항

구분
지식재산권 및
시장접근
산업정책

세부 지적 사항
- 영업 비밀, 제약 특허,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온라인 불법 복제 및 위조품
- 안정적 통제가 가능한 ICT 정책, 혁신 정책, 기술이전 요구, 원재료 수출제한, 수출보조금, 과잉
설비(철강 및 알루미늄 등), 수출증치세, 전략적 신흥산업 지원, 재생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차별적 표준 및 기술정책,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실패, 투자 제한, 보복적 무역구제 조치
활용

서비스 분야 제한

- 전자결제, 영화 및 시청각 서비스, 텔레뱅킹, 보험, 상용 인터넷, 특급 배송 및 법률서비스

농산품 제한

- 쇠고기·돈육 및 가금류에 대한 위생검역(SPS) 조치, 생명공학 승인, 국내산업 지원 보조금

부적절한 투명성
- 무역 관련 법률·규정·공지 및 의견 제시 절차의 공표
(WTO 통고의무 관련) - 무역 관련 법률·규제·모든 정부 차원 조치에 대해 한 개 이상의 WTO 회원국 언어로 번역 제공
법적 제한

- 행정허가 및 경쟁정책을 통한 제한

자료: Morrison(2018), p. 52.

3) WTO 복수국간협정 진행 평가
중국은 다자협상은 물론 일부 WTO 회원국이 특정 의제에 관심을 갖
고 참여하는 복수국간협정(plurilateral agreement) 추진에도 활발히 참
여해왔다. 이에 여기서는 정부조달협정(GPA), 정보기술협정(ITA), 환경
상품협정(EGA) 등 3개 WTO 복수국간협정에 대한 중국의 참여 동향 및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이 WTO 백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은
3개 WTO 복수국간협정 추진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복수국간협정을 주도한 주요 선진국(미국, EU)과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
여 협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이 가운데 중국과 선진국
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협상에 난항을 보이는 것은 정부조달협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가입하고 정부조달시장을 개
방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2007년 중국은 GPA 가입을 위한 협

254 ❙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상을 개시하고 5차례에 걸친 수정 양허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요 가
입국과 큰 이견을 보이며 제5차 수정 양허안(2014년 12월)을 제출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입 협상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주
요 가입국 간 이견을 보이는 핵심 쟁점은 양허 하한선 추가 인하, 지방 정
부 및 기관의 개방 범위 확대, 양허 대상에 국유기업 및 국방 당국 포함
여부 등이다.211) 이러한 쟁점에서 중국은 아직까지 주요국이 만족할 만
한 수준의 양허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은 뺷USTR
2018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뺸에서 중국의 제5차 개정 양허안이 가입을
충족할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212)
이와 같은 주요국의 우려와 개선 요구에 대해 중국은 지금까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며 현재 국유기
업 개혁 과정 중이라는 요인을 고려할 때 모든 요구를 수용한 양허안 제
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리로 대응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2018년 들어
시진핑 주석의 GPA 가입 의지 표명으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진
핑은 보아오 포럼(2018년 4월)에서 GPA 가입 절차를 촉진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 또한 중국은 최근 GPA 회의에서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양
허범위 확대를 담은 수정 제안서 제출 의향을 내비치기도 하였다.213) 중
국의 개정 양허안 제출에 대한 주요국의 의혹과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시
진핑의 긍정적인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GPA 가입에 대한 기대
감을 고조시킨 것으로 보인다. 만일 중국이 주요국의 요구를 반영한 양허

211) China Trade Extra(2017), “China to Submit Revised Offer to Join Procurement Agreement at
WTO”(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7).
212) USTR(2018), p. 97.
213) Djaghe LLC(2018). “WTO GPA Update #10: Accession Negotiation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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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시하고 GPA에 가입할 경우 중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시스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은 환
경 관련 제품의 관세철폐를 목표로 2014년 7월 출범하였으며, 현재
WTO 4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214) EGA 체결을 위한 협상은 현재까지
18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협상 참여국간 관세철폐 대상 품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
다. EGA 협상에서도 중국과 다른 참가국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협상 참가국 중 일부는 중국의 미온적인 협상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
다. 중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민감한 품목의 관세양허에 소극적인 입
장을 보인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215) 2016년 12월 EGA 장관회의에
서도 협상이 결렬되자 중국에 대한 이 같은 비난이 일어났다. 이에 반해
중국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모든 참가국이 향후 수준 높고 균
형 있는 EGA를 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
Wang Shouwen 부(副)부장(차관)은 중국은 협상 참가국간 이견을 해소
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과 기여를 했다고 평가함으로써
이 같은 입장을 대변하였다.216)
중국은 WTO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가입국이기도 하다. ITA는 IT 제품의 무관세화를 규정한 협정으로 29개
국이 참가한 가운데 1996년 12월 체결되었다. 이후 가입국간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반영하여 ITA의 포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

214) WTO,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EG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9).
215) Morrison(2016), p. 68.
216) 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6)(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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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2년 6월 54개국이 참가한 ITA 확대 협상
이 개시되기에 이른다. 개시 이후 참가국간 17차례의 협상을 거친 끝에
201개 IT 제품을 무관세 리스트에 포함하기로 약속하면서 2015년 12월
마침내 ITA 확대 협상이 타결되었다.217)
IT 수출 선도국인 중국은 ITA 확대 협상 중 미국, EU를 비롯한 주요
참가국과 이견을 보였으며, 이들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았다. 그들은 중
국이 비타협적인 자세로 협상 지연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최대 ICT
수입국인 중국이 확대 ITA의 최대 수혜자라는 불만도 제기하였다. 이러
한 주장에 대해 중국은 협상 참여국간 IT 산업의 발전 수준에 차이가 있
기 때문에 ITA 적용 대상 품목 선정에서 상이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것
이라고 반박하였다. 이 같은 이유로 중국은 감당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
는 미국이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중국이 최
대 수혜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중국의 관세 수입 손실이 크다고
반발하였다.218) 이와 같이 중국이 ITA 확대 협상에서 주요국과 다른 입
장을 보인 배경에는 ICT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산
업 업그레이드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ITA 협상 논의
에 소극적인 입장만을 취했던 것은 아니다. 중국은 제6차 중·미 전략 및 경
제대화(2014년 7월)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ITA 확대 협상의 돌파구를 마
련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 재개에 노력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217) WTO,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An Explanati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10).
218) Morrison(2016), pp.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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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전망
가. 평가
위에서 중국의 개방 이후 현재까지 미·중 경제관계 변화와 주요 통상
현안을 살펴보았다. 1979년 수교 이후 미·중 양국은 무역을 중심으로 비
교적 빠른 시간 내에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 규모가 크게 팽창한 결과 서로 최대 교역상대
국으로 부상하면서 상호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 양국간 갈등관계 역시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개혁·개방 이후 고
속성장과 빠른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하며 세계경제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
이 중국경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양국간 통상갈등이 발생하며 양국은 긴
밀한 경제관계 형성과 함께 새로운 경제관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수교 직후부터 1990년대까지 중국은 미국의 시장개방과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에 수세적인 입장을 보였다. 뒤를 이어 1990년대 말 중국의
WTO 가입 협상 기간까지도 이 같은 관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그
러나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중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급속히 제고됨에 따라 양국 경제관계는 대립과 갈
등관계로 변모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미국의 대중 무역적
자 비중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강경한 대중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었다.
중국 또한 달라진 위상 속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적극 대응한 결과 양
국간 통상갈등이 두드러지게 표출되었다. 이 시기에 반덤핑(AD) 및 상계
관세(CVD)와 같은 무역구제 조치는 물론 WTO 분쟁 역시 크게 확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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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특히 2006년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치
를 취한 것을 계기로 상계관세 조치를 둘러싼 분쟁이 양국간 새로운 통상
이슈로 부각되었다. 2017년 출범한 미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보다 강경한 대중 통상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미·중 통상분쟁은
더욱 격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활용도가 미미했
던 제201조, 제232조, 제301조 등을 통한 대중 통상제재 조치를 강력히
취하고 있다. 이에 중국 역시 보복 관세조치로 맞대응하면서 양국 경제관
계는 갈등 국면이 심화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미·중간 경제관계 및 통상
갈등이 모두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은 극단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2009년부터 “전략 및 경제대화”를 설치·운영하였다. 2017년부터는 이를
대체한 ‘미·중 포괄적 대화’를 신설함으로써 양국간 안정적 관계를 유지
하려는 노력도 보여주었다.

나. 통상현안에 대한 미·중의 시각 차이
본 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미·중은 위안화 환율조작, 불
공정무역 관행 제재, 시장경제지위 및 WTO 관련 이슈와 같은 통상분쟁
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양국간 통상분쟁의 양상을 볼 때 각 이슈
에 대한 이해관계와 그에 따른 입장 차이, 그리고 통상분쟁을 대하는 시
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에 대한
맞대응 의지도 높기 때문에 양국간 통상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
인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중 통상제재의 명분을 대중 무역불균형 억제
및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중국의 불공
정 무역관행은 정부와 공산당이 주도하는 경제시스템이 왜곡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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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제시스템에 의해 정부가 전략적
목적에 따라 특정 국유기업과 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
으며, 미국기업의 시장접근을 조건으로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지식재산권
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 및 산업의 공정
한 경쟁을 훼손하고 미국경제 및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 미국의 핵
심 주장이다. 이러한 시각에 바탕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 비해
한층 더 강경한 대중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미국의 논리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미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논리는 국무원 신문판공
실이 펴낸 뺷미·중 통상갈등의 사실과 중국의 입장(The Facts and
China’s Position on China-US Trade Friction)뺸이라는 백서에 잘 나
타나 있다. 이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불균형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중국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다. 미국이 각국의 경제 발전단계를 무시한 채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을 앞
세워 중국에 대한 통상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방적 보호무역주의이자
WTO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 중국의 핵심 주장이다. 중국 보조금 및 산
업정책, 기술이전, 대미 투자 확대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보였다. 또한 중국은 제201조, 제232조 및 제
301조에 의거한 일방적 조치가 WTO 체제를 위협하고 통상마찰을 야기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표 7-14 참고). 이에 중국은 대미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제시하면서도 자국 이익이 침해될 경우 적극 대응하
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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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4

통상갈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및 대응
주요 내용

미·중 무역 및
경제협력

- 양국간 무역불균형은 장기간 여러 요인[미국 경제 구조적 문제(저축률 부족), 양국간 비교우위 차이,
국제 분업구조, 하이테크 수출 통제, 달러의 국제기축통화 역할, 통계방식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 중국이 의도한 것이 아님
- 공정무역은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로 각국의 경제 발전단계, 자원보유, 비교우위 산업
의 차이를 부정하면서 WTO 기본 정신에 위배
- 미국 및 선진국과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자발적 기술이전을 강제기술이전으로 왜곡해서는 안
됨
- 중국의 지속적인 IPR 보호 노력은 미국과 국제사회도 인정
- 중국의 해외진출 전략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인바, 이를 선진기업 M&A를 통한 기술획득으로
왜곡해서는 안 됨
- 중국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도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WTO 보조금
협정을 준수함.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관행

- 미국의 다수 규제정책이 공정한 경쟁을 위반하여 타국 제품을 차별하며 보호주의적 성향을 보임
-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과도한 국가안보 심의를 이유로 중국기업의 정상적인 대미 투자활동을
저해
- 대규모 보조금 제공으로 시장경쟁 왜곡
- 중국에 대해 과도한 비관세 장벽 및 무역구제조치 남용(WTO 가입의정서 제15조 위배)

- 미국의 제232조, 제201조 및 제301조에 의거한 일방적 조치는 WTO 체제를 위협하고 통상마찰을
야기
미국의 무역
- 미국은 제조업의 글로벌 리더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정책을 마련하면서도 다른 국가의
불리즘(bullyism)
산업정책을 비난
관행
- 미국은 국내 정책 실패로 인한 실업 문제를 국제무역 탓으로 돌림
- 미국은 양자간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대중 관세부과 조치로 통상분쟁을 야기

중국의 입장

-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으나 자국 이익이 침해될 경우 불가피하게 대응
건전한 미·중 교역관계 발전을 추진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준수·보호 의지
지식재산권 및 IPR 보호 추진 약속
중국 내 외국인 권익 보호(공정한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
개혁·개방 심화 및 확대

자료: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8).

다. 향후 미·중 통상분쟁의 변화 가능성
지금까지 미·중 통상분쟁은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 및 위안화 환율,
중국 불공정 무역관행 제재 조치 등에 국한되어 전개되었다. 그러나 향후
통상분쟁의 성격이 달라지고 대상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될 조짐이 감
지된다.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과 관련된 갈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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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하여 ‘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2006~
2020)’, ‘전략신흥산업 발전 및 촉진에 관한 국무원 결정’과 같은 정책을
통해 자주혁신을 실현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부상하
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에 대한 우려를 다음과 같이 드러내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
다. 첫째,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중국의 ‘테크놀로지 드라이브 전략’은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대규모 재정지원을 포함한다. 둘째,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들에 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대규모 해외
투자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선진국의 핵심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는 경제침략의 한 형태이다. 이에 미국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기술 선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 관련 불공정 보조
금을 시정하고자 상계관세 조치는 물론 WTO 제소를 확대·강화할 가능
성이 있다. 한편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꾀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자국 보조금 및 산업정책에 대한 제재는 매우 민감한 사
안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불공정 보조금 이슈와 관련
된 상계관세 분쟁 및 투명성 관련 분쟁(보조금 통보의무와 관련된 WTO
보조금 협정 제25조 규정 위반 여부)이 심화될 여지가 크다.
한편 중국의 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해외투자 제재와 관
련된 분쟁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위에서 제시한 ‘중국제조
2025’ 추진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사항 중 두 번째에 해당한다. 미국은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M&A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8월 대통
령의 서명을 거쳐 ｢2019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Fiscal Year 2019)｣을 제정하였다. 여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
(CFIUS)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를 근거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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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투자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안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함으로
써 보다 강력한 투자규제가 가능해졌다.219) 또한 미국은 중국의 해외투
자 및 ‘중국제조 2025’ 프로그램에 의한 불공정 관행에 GATT 제23조를
적용하여,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220)
GATT 제23조를 적용한 WTO 제소 사례는 매운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만일 강화된 CFIUS 권한으로 중국의 대미 투자규제 조치가 발생
하거나 GATT 제23조에 의한 WTO 제소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분쟁 발생의 소지도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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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정책과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1. 중국의 대외개방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 평가
2.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정책
3.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

본 장에서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부터 현재까지 한·중·간
경제협력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왔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중국의 대외개
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에 대한 분석은 중국 상무부 중국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 Chinese Academy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이 담당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중
국의 위상 변화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진이 담당하였다. 이어 시진핑 2기
중국 대외경제정책의 목표와 추진 과제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시진핑 지
도부 출범 이후 발표된 주요 문건을 분석하여 향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목표, 과제 및 구체적인 임무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
로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 전략 변화가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
하고, 그에 따른 향후 협력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만 협력과제는 본
연구에서 다룬 5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향후 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

1. 중국의 대외개방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 평가
본 절에서는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어떠한 역할
을 담당해왔으며, 향후 한·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담고 있다. 본 절의 연구는 대외
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상무부 산하의 중국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221)
221) 본 장의 연구는 CAITEC의 위안보(袁波) 부소장과 KIEP 연구진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중국의 연구진은 ｢中
国对韩经贸合作战略以及中国对外经济政策中韩国的地位｣ 제하의 기고를 통해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대
외개방정책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KIEP 연구진은 중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한국의 입장에서 한·중 관계의 발전을 재평가하는 동시에 향후 한·중·간 협력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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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중 경제협력의 발전 과정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한·중 간 경제협력이 매우 제한적
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중국은 서방의 대
중국 고립화 전략을 돌파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필요성이 커졌
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북방정책의 완성을 위해
서는 한·중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필요성에 따라 한·
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산둥성과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양국간 경제협력은 정부의 지원하에 민
간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1992년 8월 수교 이후 한·중 경제협력은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외교 및 경제적인 면에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먼저 외
교적으로는 수교 초기의 ‘우호협력 관계’로 시작하여 1998년에는 양자간
경제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
다. 2003년에는 양자간의 관계를 넘어 다자적이고 중장기적인 문제를 다
루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2013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
실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2014년 7월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
가주석이 양국은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 지역 평화에 힘쓰는 파트너, 아
시아의 부흥을 위해 함께하는 파트너 및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였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222) 한·중 경제협력은 2016년
사드 문제로 위축되었으나, 2017년 12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 중 양국 정상이 서비스·투자 분야의 후속 협상에 관한 MOU를

222) 袁波 外(2018), p. 1.

제8장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정책과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271

체결하였고, 또한 중단되었던 한·중 산업협력단지 건설과 투자협력 기금
설립 등 협력 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 발전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2017)에서 지만수223)는 한·중 경제협력
어젠다의 확대 과정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구축단계(1990년대), 협력의
체계화와 역내경제 협력단계(2000년대), 글로벌 협력과 양자간 협력구
조의 제도적 완성단계(2012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CAITEC의 위안보
는 袁波 外(2018)224)에서 한·중 수교 이후 초기단계(1992~2000년), 중
국의 WTO 가입 이후 고속 발전단계(2001~14년), 한·중 FTA 발효 이후
성숙단계(2015년~현재)로 구분하였다. 한편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17)225)에서 양평섭은 한·중 수교 이후 경제협력 발전 과정을 협력기
반 구축단계(1992~2001년), 협력 심화·확대 단계(2002~12년), 협력 내
실화 단계(2013년~현재)로 구분하였다.
표 8-1

시기

한·중 경제협력의 발전단계
초기 협력기반 구축단계

협력 심화·확대 단계

협력 내실화 단계

1992~2001년

2002~12년

2013년~ 현재

· 선린우호 협력(1992~)
한·중
→ 협력 동반자(1994~)
· 전면적 협력 동반자(2003~)
·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
외교관계
→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 전략적 협력 동반자(2008~)
화(2013~)
(1998~)
· 한·중 수교(1992)
환경변화 · 외환위기(1998~99)
· 중국경제 고속성장기

· 중국의 WTO 가입과 고속 성장 · 한·중FTA 발효(2015. 12), 사드
(2001~08)
배치 발표(2016. 7)
· 글로벌 금융위기와 내수 중심 성 · 공급 측 구조개혁, 중국제조
장 전략(2009~)
2025, 중속 성장기 진입

· 64억 달러(1992)
교역 규모
· 연평균 증가율(1992~2001):
(억 달러)
21.6%

· 412억 달러(2002)
· 연평균 증가율(2002~12):
22.0%

223)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2017), pp. 103~111.
224) 袁波 外(2018), pp. 2~5.
225)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2017), pp. 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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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억 달러(2017)
· 연평균 증가율(2013~17):
2.2%

표 8-1

시기

계속
초기 협력기반 구축단계

협력 심화·확대 단계

협력 내실화 단계

1992~2001년

2002~12년

2013년~ 현재

· 상품무역 중심 교역
교역 특징 · 가공무역
· 소비재 수입 대체
대중투자
(잔액)

· 상품+서비스 무역 확대
· 가공무역 → 일반무역
· 중국 중간재 수입 대체

· 서비스 무역 성장
· 일반 무역 확대
· 중국 부품·소재 수입 대체

1992년 말

2001년 말

2017년 말

1억 2,000만 달러(상무부)
2억 1,000만 달러(EXIM BANK)

128억 달러(상무부)
65억 달러(EXIM BANK))

724억 달러(상무부)
596억 달러(EXIM BANK)

· 중소기업 중심
· 연해 중심
투자 특징 · 단독 투자

· 대기업 +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 대기업 중심, 대기업과 중소기업
· 중서부 지역 투자 확대
의 동반 진출
· 첨단 부품과 소재, R&D 및 신산
· 연해, 중서부 진출 확대
업, 서비스업 투자
· 합자 진출 확대
· 합자, 지분 인수 등

· 한국의 일방적 대중국 직접투자 ·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

· 상호 직접투자 확대
· 상호 자본시장 투자 확대

· 신성장동력 산업
· 전통 제조업(경공업, 전기전자, · 전통 및 첨단 제조업(ICT, 자동차,
· 중국 전통 산업의 수입대체 및 해
산업협력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무선통신)
외투자 확대
· 소비재 수출산업화
· 중간재 수입대체 추진
· 한중 산업단지 협력(2015. 10)
협력모델

· (한)자본과 기술 + (중)노동력
· 보완적 협력자

· (한)기술 + (중)시장
· 보완적 협력자

· (한)기술 + (중)자본, 기술, 시장
· 경쟁적 협력자

· 한·중 FTA 발효(2015. 12)
· AIIB 창립회원 가입(2015. 6): 지
분 3.81%(5위)
·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2012. 5)
· 한·중FTA 발효(2015. 12), ｢유
· 한·중 간 중국의 WTO 가입 협상 · CJK FTA 및 RCEP 협상 개시
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간
국제협력
타결(1997. 8)
(2012. 11~)
연계 MOU｣체결(2015. 10)
· 한·중 통화 스와프 체결
· 위안화/원화 직거래 시장 개설:
(서울, 2014. 12. 1), 상하이
(2016. 6. 27)
자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2016) p. 291;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2017)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난 26년간 한·중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발
전해왔다. 중국 통계를 기준으로 한·중 양국의 무역액은 수교 초기의 50
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802억 달러로 55배가 증가하였다. 2017년
말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 사업은 총 6만 3,385건, 실제 투자금액은
723억 7,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의 대한국 비금융권 투자도 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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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달러에 달하였다.
현재 한·중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수입 원천국과 수출 대상국의 자리
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2위 해외투자 대상국이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입대상국, 3위 수출시장이며, 중
국 외국인투자의 4위 원천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나. 중국의 대외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위상
중국경제의 국제화 과정에서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첫째, 한·중 양국은 한·중 FTA 체결(2015년 6월) 및 발효
(2015년 12월)를 통해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8년부터 투자와 서비스 분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중 FTA는 중국
이 체결한 FTA 중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FTA로 평가받고 있으며, 서비스
와 투자 협상은 중국이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는 협상
이 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중국은 한·중·일 FTA와 RCEP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동반자이기도 하다. 셋째, 한국은 중
국 ‘일대일로’ 건설의 적극적 협력자로서 2015년 6월에는 중국이 주도하
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15년
10월에는 양국의 국가전략 연계 차원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
로 간 연계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넷째, 한국은 중국의 위안화 국
제화의 협력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4년 12월에 서
울에 위안화/원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상하이 외
환거래센터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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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무역에서 한국의 위상
과거 26년간 한·중 무역은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수교 당시(1992
년) 50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중 무역 규모는 1994년에는 100억 달러를,
2003년에는 500억 달러를, 2010년에는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양국간 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4
년에는 3,0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한·중 간 교역 규모가 한·미, 한·일
및 한·EU 간 무역총액을 초과하였다.
2015년 6월에 체결된 한·중 FTA는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중 FTA 발효 후 양국의 경제협력
범위도 과거 무역 투자 위주에서 서비스업, 지방 경제협력, 산업 단지 건
설 등으로 확대되었다.

표 8-2

한·중 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
중국 무역

연도

수입

대한국 무역
무역
수지

수출입

수출

수입

한국 비중
무역
수지

수출입

수출

수출입

수출

수입

1992

1,655

849

806

44

24

26

50

1993

1,957

917

1,040

-122

82

29

54

-24

1.4

3.1

6.2

-25

4.2

3.1

1994

2,366

1,210

1,156

54

117

44

73

5.2

-29

4.9

3.6

6.3

1995

2,809

1,488

1,321

167

170

67

103

-36

6.0

4.5

7.8

1996

2,899

1,510

1,388

122

200

1997

3,252

1,828

1,424

404

240

75

125

-50

6.9

5.0

9.0

91

149

-57

7.4

5.0

10.5

1998

3,239

1,837

1,402

435

213

63

150

-88

6.6

3.4

10.7

1999

3,606

1,949

1,657

292

2000

4,743

2,492

2,251

241

251

78

172

-94

6.9

4.0

10.4

345

113

232

-119

7.3

4.5

2001

5,097

2,661

2,436

10.3

225

359

125

234

-109

7.1

4.7

2002

6,208

3,256

2,952

9.6

304

441

155

286

-131

7.1

4.8

9.7

2003

8,510

4,382

4,128

255

633

201

432

-231

7.4

4.6

10.5

2004

11,546 5,933

5,612

321

900

278

622

-344

7.8

4.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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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계속
중국 무역

연도

대한국 무역

한국 비중

수출

수입

무역
수지

2005

14,219 7,620

6,600

1,020

1,120

351

769

-418

7.9

4.6

11.6

2006

17,604 9,690

7,915

1,775

1,344

446

898

-453

7.6

4.6

11.3

2007

21,762 12,201 9,561

2,639

1,602

561

1,040

-479

7.4

4.6

10.9

2008

25,633 14,307 11,326 2,981

1,861

739

1,122

-383

7.3

5.2

9.9

2009

22,075 12,016 10,059 1,957

1,561

536

1,025

-489

7.1

4.5

10.2

2010

29,740 15,778 13,962 1,815

2,072

688

1,384

-696

7.0

4.4

9.9

2011

36,419 18,984 17,435 1,549

2,456

830

1,627

-797

6.7

4.4

9.3

2012

38,671 20,487 18,184 2,303

2,563

877

1,686

-809

6.6

4.3

9.3

2013

41,590 22,090 19,500 2,590

2,742

912

1,830

-918

6.6

4.1

9.4

2014

43,015 23,423 19,592 3,831

2,908

1,004

1,904

-900

6.8

4.3

9.7

2015

39,530 22,735 16,796 5,939

2,760

1,015

1,746

-731

7.0

4.5

10.4

2016

36,856 20,976 15,879 5,097

2,550

958

1,592

-634

6.9

4.6

10.0

2017

41,071 22,633 18,438 4,196

2,806

1,030

1,776

-745

6.8

4.6

9.6

2018. 1~10 38,355 20,448 17,906 2,542

2,617

892

1,725

-832

6.8

4.4

9.6

수출입

수출입

수출

수입

무역
수지

수출입

수출

수입

자료: CEIC DB(검색일: 2018. 11. 20).

한·중 무역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전환되어가고 있으
며,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 FTA를 체결하였으나,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나
타나고 있다. 이 외에 경제 외적인 이슈와 글로벌 통상환경도 한·중 무역
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일부 업종에 형성된 수직적 경쟁은 양국의 경제 협력에서 새로
운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 전반의 지속적인 실력 향상과 연구개
발에 대한 다년간 투자로 글로벌 산업사슬 내 중국의 위상은 꾸준히 높아
져 일부 분야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은 첨단 소재, 부품과
중간재 분야에서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이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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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과 제조 분야에서 강한 우위를 확보하여 가치사슬에서 점차 상위로
올라가면서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둘째, 한·중 무역 확대를 위해서는 한·중 FTA 등으로 다져진 제도적
기반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 교역에서 FTA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그 활용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
다. 한·중 FTA 발효 3년차를 맞이한 2017년에는 한·중 무역에서 FTA
활용도가 대폭 제고되었다. 한·중 FTA 수출활용도는 2016년 33.9%에서
2017년에는 49.7%로 높아졌으며, 수입활용도는 같은 기간에 58.1%에서
68.6%로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이 체결한 여타 FTA에 비해 한·중 FTA
활용률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226) 이러한 이유는 상품분야
한·중 FTA 관세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
교역의 중요한 부분인 중간재 분야의 관세율 인하가 한·중 FTA 발효 7년
이후부터 추진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8-3

산업별 한·중 FTA 활용률
(단위: %)
산업

수출활용률

수입활용률

2016년(누적)

2017년(누적)

2016년(누적)

2017년(누적)

농림수산물

34.60

51.60

54.40

68.50

광산물

53.20

59.70

40.80

53.10

화학공업제품

49.10

58.20

73.80

82.90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26.20

53.10

59.90

73.00

섬유류

21.60

37.30

60.00

71.60

생활용품

17.40

40.00

51.90

63.30

226) 2017년 한국이 체결한 FTA의 수출활용률은 평균 70.0%이며, 세부적으로는 한·캐나다 93.4%, 한·미
86.1%, 한·EU 85.5%, 한·EFTA 82.2%, 한·호주 80.1%, 한·인도 67.5%, 한·베트남 50.4%, 한·ASEAN
46.1%이다(관세청, ｢FTA 활용률｣,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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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계속
산업

수출활용률

수입활용률

2016년(누적)

2017년(누적)

2016년(누적)

2017년(누적)

철강금속제품

31.40

46.30

64.10

69.00

기계류

27.90

46.30

49.90

60.60

전자전기제품

15.00

42.90

50.20

60.60

잡제품

9.00

17.70

40.80

62.60

합계

33.90

49.70

58.10

68.60

주: 수출활용률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실적*100, 수입활용률 = FTA 협정세율 적용실적/FTA 특혜대상
품목 수입실적*100.
자료: 관세청, ｢FTA 활용률｣(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5).

셋째, 한·중 경제협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경제 외적 요인을 제
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7년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였으
나 장기간 쌓아온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사드 문제로 일시적인 곤경
에 빠지게 되었다. 2017년 연말에 사드 문제를 잠정적으로 봉합하기는
하였으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중 관계의 불안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다.227) 따라서 정부 차원, 연구기관 차원, 민간 업종 단체 및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경제 외적 요인으로 인해 한·중 경제
협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2) 중국 외국인투자(FDI)에서 한국의 위상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은 덩샤오핑의 남순강화가 이루어진 해이
다. 당시 중국은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해왔고, 한국은 제조업 비용
상승으로 해외진출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한·중 간 투자협

227) 袁波 外(2018),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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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한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袁波 外(2018)에서 위안보는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발전단계를 초기단계(1992~99년), 성장단계(2000~04년), 조정기(2005~
11년), 전환기(2012년~현재)로 구분하였다. 1992년 수교 당시 중국이
실제 사용한 한국의 투자액은 1억 2,000만 달러로 중국의 실제 외자 사
용총액의 1.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7년에는 중국이 실제 사용한
한국 투자액이 22억 2,800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이 규칙 개방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대폭 증가하였다. 2003년에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전년대
비 65%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62억 5,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중국의 외국인투자 실제 사용액 중 10.3%라는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그러나 2005년부터 중국이 외자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외국인투
자 유치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에는 ｢기업소득세법｣을 개
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부여했던 우대조치를 축소하면서 가공무역
을 위해 중국에 진출했던 일부 한국기업의 비정상적인 철수 현상이 나타
났다. 이후 5년간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하락세로 전환되어 2011년 중국
의 한국 투자 이용액은 25억 5,100만 달러로 중국의 실제 외자 이용총액
의 2.1%로 급락하였다.
2012년 이후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중
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형 투자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회복되어 2016년 중국의 실제 이용 한국
기업 투자액은 47억 5,1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2017년에는 양국 관계
의 경색으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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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준인 36억 7,300만 달러를 유지하였다. 2017년 말까지 한국의 대
중국 투자 총 건수는 6만 3,385건에 달하고, 실제 투자액은 723억 7,000
만 달러를 기록해 중국의 제4위 외국인투자 원천국가에 위치하였다.

표 8-4

중국의 외국인투자(FDI)와 한국의 해외투자(ODI) 추이
(단위: 억 달러, %)

연도

중국 외국인투자(FDI)

한국의 해외투자(ODI)

대세계

대한국

한국 비중

대세계

대중국

중국 비중

1992

110

1.20

1.1

14

1.38

10.0

1993

275

3.81

1.4

15

2.91

19.5

1994

338

7.26

2.2

24

6.76

27.7

1995

375

10.47

2.8

33

9.26

27.7

1996

417

15.04

3.6

48

10.41

21.6

1997

453

22.28

4.9

41

8.14

20.0

1998

455

18.04

4.0

48

6.92

14.3

1999

403

12.80

3.2

34

3.56

10.4

2000

407

15.00

3.7

54

7.95

14.7

2001

469

21.55

4.6

54

6.85

12.6

2002

527

27.21

5.2

41

11.49

28.0

2003

535

44.96

8.4

49

19.23

39.2

2004

606

62.53

10.3

69

25.01

36.3

2005

724

51.85

7.2

74

29.21

39.4

2006

727

39.07

5.4

120

35.35

29.5

2007

835

36.99

4.4

231

56.92

24.6

2008

1,083

31.52

2.9

242

39.37

16.2

2009

941

27.22

2.9

209

25.00

12.0

2010

1,147

26.93

2.3

255

36.69

14.4

2011

1,240

25.51

2.1

295

35.53

12.1

2012

1,211

30.38

2.5

293

41.03

14.0

2013

1,239

30.54

2.5

308

51.71

16.8

2014

1,285

39.66

3.1

285

31.95

11.2

2015

1,356

40.34

3.0

303

29.69

9.8

2016

1,337

47.51

3.6

391

33.68

8.6

2017

1,363

36.73

2.7

437

29.64

6.8

자료: CEIC DB(검색일: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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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해외투자와 한국의 위상
중국이 ‘저우추취’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꾸준
히 증가해왔다. 특히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으로 중국경제의 세계화가
빨라지면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도 확대되었다. 2003년 중국의 해외투
자 규모는 27억 달러로 세계 26위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해외투자 국가로 부상하였고, 2016년에는 세계
해외투자가 침체된 속에서도 중국의 해외투자는 사상 최고치인 1,81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중국이 순해외투자 국가로 전환되었다. 2017년에는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
한 상대국(host country)의 규제도 강화되면서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
다. 2017년 중국의 비금융권 ODI는 1,395억 달러로 줄어들었으며, 동
산,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둔화되었다.
2001년 이전까지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었을 뿐 아니라
투자사업도 소규모 투자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정부가 기업의 세계화와 해외진출을 장려하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상하이 자동차그룹의 쌍
용자동차 인수, BOE사의 한국 현대전자 하이닉스 인수, 상하이 자동차그
룹의 GM 대우 지분 참여 등으로 총 5억 8,900만 달러에 달하였다(표 8-5
참고).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여전히 규모가 작고 중국
의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07년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5,700만 달러로 중국 해외투자 총액의 0.2%
에 불과하였다. 2009년과 2010년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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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중국의 해외투자와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중국의 해외투자액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액

대세계

한국

한국 비중

대세계

중국

1992

-

-

-

895

1

중국 비중
0.1

1993

-

-

-

1,045

7

0.7

1994

-

-

-

1,318

6

0.5

1995

-

-

-

1,970

11

0.6

1996

-

-

-

3,206

6

0.2

1997

-

-

-

6,971

7

0.1

1998

-

-

-

8,859

8

0.1

1999

-

-

-

15,545

27

0.2

2000

-

-

-

15,265

76

0.5

2001

-

-

-

11,288

70

0.6

2002

2,701

108

4.0

9,095

248

2.7

2003

2,855

154

5.4

6,471

49

0.8

2004

5,498

40

0.7

12,796

1,165

9.1

2005

12,261

589

4.8

11,566

68

0.6

2006

17,634

27

0.2

11,247

38

0.3

2007

24,838

57

0.2

10,516

384

3.7

2008

41,859

97

0.2

11,712

336

2.9

2009

47,795

265

0.6

11,484

160

1.4

2010

60,182

-722

-1.2

13,073

414

3.2

2011

68,584

342

0.5

13,673

651

4.8

2012

77,733

942

1.2

16,286

727

4.5

2013

92,739

269

0.3

14,545

481

3.3

2014

107,202

549

0.5

19,000

1,189

6.3

2015

121,422

1,325

1.1

20,910

1,978

9.5

2016

181,231

1,148

0.6

21,296

2,049

9.6

2017

139,503

661

0.5

22,943

809

3.5

자료: CEIC DB(검색일: 2018. 11. 20).

외환위기와 심각한 노사분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어 징동방
(BOE)이 인수한 현대전자 하이닉스는 순탄치 못한 진전으로 결국 2006년
에 철수하였다.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가 인수한 쌍용자동차는 경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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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현지 법원에 의해 ‘회생(파산 보호)’ 절차가 승인되었고 2010
년 8월에 철수하면서 당해 연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순투자는 7억 2,200
만 달러가 감소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이 한국 전라남도 무안군과 협력하
여 개발한 한·중 산업단지 프로젝트는 융자 문제로 투자규모가 축소되었다.
2012년에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9억
4,200만 달러로 급증하여 중국이 한국의 5위 외국인투자국이 되었다. 특
히 2015년 한·중 FTA 체결로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66.3% 증가한 13억
2,500만 달러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도 11억
4,8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2017년에는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전년대비 46.3%가 감소하였다.
최근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분야가 다각화되고 있고, 한국에
진출하는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초기의 투자는 제조업과 무역업에 편
중되었으나, 중국이 ‘저우추취’ 전략을 추진하면서 대한국 투자도 점차
항공과 해상 운송, 금융 무역 등 서비스 분야 및 자동차, 반도체, LCD 패
널 등 제조업 분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에
는 중국 자본이 한국의 부동산과 금융업, 문화, 영화 및 TV 산업, 의료
서비스와 관광업,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고, 제조업 분야
에서는 의류 및 건강식품, 전기자동차와 로봇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목적도 변화되고 있다. 초기에
중국기업의 투자는 한국기업의 기술 인수와 무역장벽 회피에 목적을 둔
것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SUV 생산 기술 습득을 위한 SAIC의 쌍용자동
차 인수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중
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한국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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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패션 및 의류 산업에 대한 투
자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에 중국의 의류그룹인 랑시(LANCY)는 중국
내 영유아 의류 시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의 최대 영유아 브랜드인 아
가방을 인수하였다. 중국 내 한류 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국 소후(搜狐)그룹은 2014년에 한류 문화 상품 도입을 목적으로 1,500
만 달러를 투자하여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키이스트(Keyeast)의 2대
주주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해외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
에 머물러 있다. 2000년대 중반(2003~05년) 중국의 해외투자에서 한국
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이후에는 전체 해외투자의
0.5%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한국이 중국의 중요
한 해외투자 대상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해외투자에서 한국이 차지
하는 비중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제 외적 요인의 영향을 최
소화하고, 한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2017년 말에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다시 정상으
로 돌아섰고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대폭 반등하였다. 그 결과 한국 산업
통상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9월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293%가 증가하였다. 중국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법
률 개정과 투명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내 중
국기업연합회 회원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중국기업은 한
국의 투자환경에는 만족하지만 법률·법규의 개정 횟수가 너무 많고 시행
의 투명성이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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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 FTA 전략에서 한국의 위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이 체결한 첫 번째 FTA인 중국·ASEAN
FTA에 서명했던 2002년에는 자유무역지대 건설은 탐색단계에 있었고,
이후 홍콩 및 마카오와 2개의 CEPA 협정을 잇달아 체결하고 2005년 칠
레, 2006년에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였으나 FTA 전략을 공식화하지
는 않았다. 2007년 제17차 전국대회 이후 중국은 처음으로 FTA 전략 실
시를 명시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이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
리카와 FTA를 체결하였고, 타이완과 ｢해협 양안 경제 협력 기본 협정
(ECFA)｣을 체결하였다. 2012년 이후 TPP와 TTIP 등 메가 FTA가 추진
되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국도 FTA 전략을 더욱 중시하였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자유무역지대의 건설을 가속화”
하고 “주변을 기반으로 자유무역지대 전략의 시행을 가속화”하며 “세계
를 지향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결
정하였다. 이후 중국 국무원은 2015년에 ｢자유무역지대 전략 이행 가속화
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여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전략의 총체적
요구, 기본 원칙, 전략 구도와 목표를 제시하였다. 2012~15년 기간 중에
중국이 체결 또는 발효한 FTA 수는 6개에 이르고, 협상 중인 FTA는 7개
에 달하였다.
2018년 10월 말까지 중국은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및 라틴아메리
카를 포함하여 24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16건의 FTA에 서명하였
다. 최근에는 스리랑카, 이스라엘, 모리셔스, 네팔, 몽골, 방글라데시 등

228)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驻韩国代表处(2016),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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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대일로’ 연선국가뿐만 아니라 북미와 아프리카로 FTA 추진 대상지
역을 확대하고 있다.229)
중국의 FTA 전략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 양국은
양자 FTA를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를 통한 동아시아 공
동체 형성 등에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중 FTA는 중국의 FTA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이
개별국가와 체결한 FTA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도와 가장 포괄
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중국의 FTA 추진 과정에서 모델이 될 수 있
다. 지금까지 한·중 FTA 협정에 따라 총 4차례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졌으
며, 양국의 제로 관세 상품은 양자 교역량의 50%에 이른다. 중국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중국은 전년대비 19.79%가 증
가한 67만 부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중국은 주변 지역과의 FTA를 기반으로 ‘일대일로’를 포함하여 전 세
계와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중 FTA를 그 모델로 삼고 있다. 한·중
FTA는 총 22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산지 규칙, 통관 절차와 무역
원활화 등 다자간 의제를 포괄하고 지식재산권, 환경, 경쟁 정책, 전자상
거래 등 신의제를 포함하는 등 중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포괄적인 동
시에 개방 수준도 높은 FTA이다. 또한 한·중 양국의 2단계 협상에서는
중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적용하여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개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229)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http://fta.mofcom.gov.cn(검색일: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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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정책
가. 대외개방정책 추진 목표: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
시진핑 지도부는 대외개방정책 목표를 ‘개방형 경제 신체제(new open
economy system)’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2013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 결정에서 ‘개방형 경제 신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고, 2015년 5월에 발표된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에 관
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이라 함)에서는 ‘개방형 경제 신체제’의 목
표와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어 2015년 10월에 발표된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13개 5개년 규획 강요｣에서는 ‘개방형 경제 신체제’의 미래 청사진
을 제시하였으며, 2017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전당대회
보고에서는 이를 재확인하였다.230)
첫째, 2013년 11월에 개최된 제18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개혁의 전면
심화에 관한 일련의 중대 문제 결정｣에서는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을
대외개방정책의 목표로 제시하는 동시에 개방을 통해서 국내 개혁을 촉
진(以开放促改革)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구축
하기 위해서는 △ 대내개방과 대외개방의 상호 촉진 △ 외국인투자와 해
외투자 결합 △ 요소의 국내외 자유이동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2015년 5월에 공동으로 발표한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서는 대외개방이 중국의 기본 국책
임을 재확인하고, 세계의 다극화와 글로벌화, 국제정세의 변화 및 혁신주도

230) 2012년 후진타오 총서기가 발표한 당대회 보고에서는 ‘개방형 경제 수준의 제고’를 대외개방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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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 추세, 국내 경제의 뉴노멀에 대응한 새로운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을 통해 경제강국을 건설한다는 대외경제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셋째, 2015년 11월에 발표된 13.5 규획231)에서는 대외개방정책 추진
목표로 ‘전방위 개방의 신구도 구축’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과제로 △ 대외개방 전략 구도 완비 △ 대외개방 신체제 형성 △ ‘일대일
로’ 건설 추진 △ 글로벌 거버넌스 적극 참여 △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
부담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2017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당대회 보고232)에
서는 개방을 혁신, 협조, 녹색, 공향과 함께 5대 경제발전 이념의 하나로
설정하고,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포석을 형성한다’는 대외개방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포석 형성을 위한 7대 과제로
서 △ ‘일대일로’ 건설을 중점으로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의 병행 중시
견지, 공상·공건·공향의 원칙 준수, 혁신능력 개방협력 강화, 내륙과 연
해 연동 형성 및 동서 쌍방향 협력의 개방 구도 형성 △ 대외무역 발전,
신업태 및 신방식 육성, 무역강국 건설 추진 △ 높은 수준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편리화 정책 실행,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전면적
실행, 시장진입 대폭 개방, 서비스업 개방 확대, 외국인투자 합법 권익 보
호 △ 국내 등록 기업의 비차별 및 평등대우 △ 지역개방 개방포국(布局)
의 고도화, 서부지역 개방도 확대 △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개혁 자주권
확대 부여, 자유무역항 건설 탐색 △ 해외투자 방식 혁신, 국제산업장비
협력 촉진, 글로벌한 무역·투융자·생산·서비스 네트워크 전면적 형성, 국

231)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2017. 11.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7. 9).
232) 习近平(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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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제협력과 새로운 경쟁우위 육성 가속화 등을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은 ‘개방형 경제 신체제’ 형성에 그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233) ｢개
방형 경제 신체제 의견｣에서는 ‘호혜공영, 다원(多元)균형, 안전, 고효율
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개방형 경제의
네 가지 신체제로서 △ 시장에 의해 자원배치가 이루어지는 대외개방의
신메커니즘(新机制) △ 대외개방 관리의 신모델(新模式) △ 전방위 개방
의 신구도(新格局) △ 국제경제협력의 새로운 비교우위(新优位) 형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외무역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은 국내외 요소의 자유로운 이
동, 자원의 효율적 배치,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개방형 경제와 관련된 체제와 메커니즘 개혁을 통해 공평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의견｣에서는 안정·공평·투
명·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건설을 새로운 메커니즘 건설의 과제로 설
정하고, 이를 위한 조치로서 △ 개방형 경제 법치건설 강화 △ 개방 주체
의 대대적 육성과 국제적 영향을 갖춘 다국적기업 육성 △ 지식재산권 보

233) 盛斌, 黎峰(2017)은 기존의 개방형 경제와 새로운 개방형 경제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연번
1
2
3
4
5
6
7
8
9
10

제1대 대외개방 모델(1980~)
대외무역 체제개혁
수량형 수출 증대
외자유입 중시
시장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방정책
연해지역 솔선 개방
단순한 국제 경제무역 협력
전통분야의 비교우위 경쟁
정책우대의 와지(洼地)
다자무역체제 동력 의지
글로벌 경제체제 편입

제2대 대외개방 모델(2008~)
외자체제 개혁
효율형 수출 증대 및 수입 중시
해외투자 장려
규제융합을 핵심으로 하는 개방정책
내륙과 변경지구 전면 개방
국내산업과 지역발전 수요 연계 협력
신형 제도우위 경쟁
제도혁신 시범 고지(高地)
고품질의 FTA/RTA 추진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제도적 발언권 강화

자료: 盛斌, 黎峰(2017), pp. 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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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및 반독점 제도 구축, 공평한 경쟁시장 조성 등 시장 경쟁환경 고도화
△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추진 등 과학기술혁신 환경 개선 △ 업종 협회
및 상회의 역할 발휘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외개방의 신모델은 국제화와 법제화 요구에 맞추어 양호한 법
치환경을 조성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칙과 관리방식을 정립
하는 동시에 대외개방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체
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역과 투자의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와 더불어 안전
망 구축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전방위 개방의 신구도 형성은 해외투자(저우추취) 전략의 강화
와 함께 주동적인 자유무역구(FTA) 전략을 통한 개방형 경제 발전의 새
로운 공간(新空间)을 개척하는 동시에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을 기초로 하
는 동서 간 쌍방향 개방과 연변지역 개방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새로운 비교우위 육성에서는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전통
적 우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쟁우위를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지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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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18대 이후 주요 문건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목표와 과제

구분

목표

주요 과제

18대 보고
(2012. 11)

- 글로벌 형세 변화에 맞추어 보다 적극·주동(积极主动)적 개방전략 실행, 고효율의 개
방형 경제체제(开放型经济体系) 완비
- 대외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가속화
- 개방모델의 혁신, 연해·내륙·연변 개방의 우위 상호 보완 촉진, 국제경제협력과 경쟁
을 리드하는 개방 구역 형성, 구역발전을 선도하는 개방의 시범지역(高地) 육성
개방형 경제 - 수출과 수입의 병행 중시 견지,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협조 강화, 기술·품질·브랜드·서
수준의 전면
비스를 핵심으로 한 수출경쟁력 형성, 가공무역 고도화 촉진, 서비스무역 발전, 대외무
제고
역 균형 발전
- 외자이용의 우위 및 총체적 효율 제고, 외국의 자본·기술·지혜 유기적 결합
- 해외진출(저우추취) 속도 가속화, 기업의 국제화 경영능력 강화, 일련의 세계 수준의
다국적기업 육성
- 다자·양자·지역 및 소지역 개방 협력 연계, FTA 전략 가속화, 주변국가 연계 추동 국제
경제 리스크 억제 능력 제고

18기 3중전회
결정
(2013년)

- [기본 방향] 국제경제 형세에 맞추어 대내·대외 개방의 상호(对内对外开放相互促进)
촉진 추동, 인진래와 주출거의 상호 결합, 국제 및 국내 요소의 자유 유동·자원의 고효율
배분·시장의 융합 촉진, 국제경제 경쟁우위 육성, 개방을 통한 개혁 촉진(以开放促改革)
- [투자진입 개방] △ 외자법 통일 △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등 서비스업 개방 및 유아양
로, 건출 및 설계, 회계감사, 무역 및 물류,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외자진입 제한 개방,
일반 제조업의 개방 확대 △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의 정리 고도화·가속화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개혁·개방의 중대 조치로서 개혁·개방의 신루트를 개척하고 경험
을 축적하기 위해 잘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일부 조건을 갖춘 지방을 자유무역원(항)구로
선택 △ 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 확대, 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 주체 지위 확립, 해외투
개방형
자 방식의 혁신(그린필드 투자, M&A투자, 증권투자, 연합형 투자 등) △ 관련 국가와의
경제 신체제
투자협정 강화, 해외투자 심사제도 개혁, 영사보호체제 정비
구축
- [자유무역구 건설 가속화] △ 세계무역규칙 견지, 양자·다자·차지역(sub-region) 협
력 견지, 주변을 기초로 하는 FTA 전략 실시 가속화 △ 시장진입·통관 및 검역관리체제
개혁, 투자보호·정부조달·전자상거래 등 신의제 협상 강화, 글로벌한 높은 수준의 자
유무역 네트워크 형성 △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타이완지역 개방 협력 확대
- [내륙연변개방 확대] △ 글로벌 산업재편에 맞추어 내륙 무역·투자·기술 혁신 기회
활용 △ 가공무역 방식 혁신을 통해 내륙 산업 클러스터 육성 △ 내륙도시의 국제화물운
항 노선 건설과 연계를 통해 남북방대외경제 회랑 구축 △ 연해와 내륙의 해관관리 연계
△ 변경지역 개방 확대 및 변경협력구 내 가공, 물류, 관광 분야 특수 정책 실시 △ 개발성
금융기구 설립, 주변국과의 인프라 연계 건설, 실크로드 경제벨트·해상 실크로드 건설
추진, 전방위 개방의 신구도(格局) 형성

개방형 경제
신체제 의견
(2015. 5. 5)

- [4개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 목표] ① 시장에 의한 자원배치의 신메커니즘 ② 경제운
영 관리의 신모델 ③ 전방위 개방의 신구도 ④ 국제경제협력의 신우위 형성
개방형
- [10개 과제] △ 외국인투자 관리체제 혁신 △ 주출거 전략 촉진을 위한 신체제 건립
경제 신체제
△ 대외무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메커니즘 구축 △ 대외개방구역 신포국(布局)
구축
의 고도화 △ ‘일대일로’ 전략 실시 가속화 △ 국제경제협력의 신공간 개척 △ 안전한
금융체계 개방 구축 △ 안정·공평·투명·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건설 △ 지원보장
메커니즘 건설 강화 △ 개방형 경제 안전보장체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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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계속

구분

목표

주요 과제

13.5 규획
(2016. 3.
전인대 통과)

- [기본방향] ‘일대일로’가 리드하는 대외개방의 신국면 형성
- [5대 과제]: ① 대외개방 전략 신구도 ② 대외개방 신체제 형성 ③ 일대일로 건설 추진
④ 글로벌 거버넌스 적극 참여 ⑤ 국제적 책임과 의무 적극 부담
- 대외개방의 신포국: △ 대외개방구역 포국 완비 △ 국제 산업생산과 장비 제조 협력
추진 △ 대외무역 고도화 △ 외자이용과 해외투자 수준의 제고
전방위 개방
- 대외개방 신체제 형성: △ 우량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 대외투자 관리제도 완비
신구도
(格局)
△ 쌍방향 금융개방 확대 △ 대외개방 서비스 보장 강화
구축
- 일대일로 건설 : △ 일대일로 협력 메커니즘 정비 △ 일대일로 경제회랑 창통 △ 개방포
용적 인문교류 신국면 공동 조성
-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적극 참여: 다자무역체제의 주도적 지위 유지 △ 구역 및 양자
자유무역체제 건설 강화 △ 국제경제 거버넌스체계 정비 추진 △ 국제 책임과 의무의
적극적 부담

19대 보고
(2017. 11)

- 일대일로 건설을 중점으로 인진래와 주출거 병행중시 견지, 공상·공건·공향의 원칙
준수, 혁신능력 개방협력 강화, 내륙과 연해 연동 형성 및 동서 쌍방향 협력의 개방 구도
형성
- 대외무역 발전, 신업태 및 신방식 육성, 무역강국 건설 추진
전면 개방의 - 높은 수준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편리화 정책 실행,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전면적 실행, 시장진입 대폭 개방, 서비스업 개방 확대, 외국인투자 합법적 권익
신구도
(格局)
보호
형성 추동 - 국내 등록 기업의 비차별 및 평등대우
- 개방 포국의 고도화, 서부개방도 확대
- FTZ에 대한 개혁 자주권 확대 부여, 자유무역항 건설 탐색
- 해외투자 방식 혁신, 국제산업장비 협력 촉진, 글로벌한 무역·투융자·생산·서비스 네
트워크 전면적 형성, 국제경제협력과 새로운 경쟁우위 육성 가속화

자료: 胡锦涛(2012);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20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7. 9); 中共中央,
国务院(2015);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2017. 11.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7. 9); 习近平(2017)을 참고.

나. 분야별 중점 대외개방 과제
｢의견｣에서는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을 위한 10대 과제로서 △ 외국
인투자 관리체제 혁신 △ 해외투자 전략 촉진을 위한 신체제 건립 △ 대
외무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메커니즘 구축 △ 대외개방구역 구도
(布局)의 고도화 △ ‘일대일로’ 전략 실시 가속화 △ 국제경제협력의 신공
간 개척 △ 안정·공평·투명·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건설 △ 안전한 금
융체계 구축 △ 지원보장 메커니즘 건설 강화 △ 개방형 경제 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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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건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향후 중국 대외개방정책을
외국인투자(FDI) 전략의 신체제 확립, 해외투자(ODI) 관리 혁신, 전방위
대외개방의 신구도, ‘일대일로’ 전략 실시 가속화, FTA를 통한 국제경제
협력의 신공간 개척, 대외개방에 대한 안전망 구축으로 구분하여 재정리
하고자 한다.

1) 외국인투자(FDI) 관리 혁신
먼저 외국인투자 관리에서는 외국인투자 분야의 개방 확대와 동시에
관리방식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의 외국인
투자 관리는 △ 외국인투자의 질적 제고 △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통일
△ 중국에 등록된 국내외 기업의 비차별과 평등대우 △ 외국인투자의 합
법적인 권익 보호 △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전면적 실행
△ 외국인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 △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관리 강화, 안전심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 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234)

2) 해외투자(ODI) 전략의 신체제 확립
｢의견｣에서는 ‘일대일로’ 건설과 함께 개방형 경제 신체제의 핵심 중
하나인 해외투자235)와 관련하여 해외투자 방식을 혁신하는 동시에 중국
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234)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을 참고한다.
235) 장샤오챵(张晓强)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CCIEE)의 부이사장은 개방형 경제 신체제의 두 가지 중점 업무
는 해외투자(주출거) 전략과 ‘일대일로’ 건설의 추진이라고 평가하였다(｢张晓强: 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
有两大重点｣,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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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 방향을 설정해 두고 있다. ① 해외투자의 완전한 등록제 실시와
적격 경내 개인투자자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해외투자 편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 주체 지위를 확립한다. ② 그린필드형 투
자, M&A형 투자, 증권투자, 연향형 투자 등으로 해외투자 방식의 다양
화를 추진한다. ③ 중국의 해외투자 중점 분야로는 △ 인프라 및 자원 협
력 해외투자 장려 △ 고속철도, 원자력발전, 항공, 기계, 전력, 통신, 야
금, 건자재, 경공업, 섬유 등 비교우위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 인터넷 서
비스 등 현대 서비스의 국제화 수준 제고, 전자상거래의 해외진출 추진
△ 해외 농업투자 협력의 적극적 추진 △ 주요 중국 기술표준의 해외진출
△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 혁신 등을 제시한다. ④ 투자협정 및 영사협정
등 해외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해나간다.

3) 전방위 대외개방의 신구도(格局)
향후 중국의 지역개방 전략은 지역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전방위 대외개방의 신구도로서 자유무역시험구를 핵심으로 하는
개방 실험이 강화되고, 동·중·서 지역간 협조, 내륙과 연해지역의 통합, 홍
콩·마카오·타이완 지역과의 협력 확대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
다. 향후 지역 개방은 네 가지 방향에서 중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개방형 경제의 실험 플랫폼 또는 제도 개방의 시범지역(高地)으
로서 자유무역시험구 및 자유무역항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설치된 11개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중심으로 개
혁과 개방을 위한 실험236)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지역에서
이루어진 개혁과 개방의 실험이 중국 내 신구(新口)와 각종 원구(园区)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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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어 추진될 전망이다.
둘째, ‘일대일로’ 전략, 징진지 협동 발전, 창장경제벨트 등 3대 국가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하여 개발하고 개방하는 동시에 연해지역에서는 국
제적인 영향력과 글로벌 산업체인 참여 능력을 갖춘 연해경제벨트, 서비
스업 개방의 선행적 실험 기지, 연해-내륙 연계형 대외개방 신회랑(走廊)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시진핑 2기에는 내륙지역과 국경지역에 대한 개방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지역의 개방에서는 지역 내 거점도시와 도시군을
중심으로 개발구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가공무역의 이전을 추진하
는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 철도와의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교두보로 육성되어 갈 것이다. 동시에 변경지역은 주변국과
외교 전략의 거점으로서 개방실험구와 변경경제협력구를 추가로 건설하
여 ‘일대일로’의 교두보로 육성하는 동시에 주변 국가의 자원을 이용한
가공 및 물류기지를 건설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공산당 19기
보고에서는 서부지역의 개방도 제고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넷째, 선전의 첸하이(前海) 현대서비스 시범구, 주하이의 헝친(横琴)
신구, 광저우의 난사(南沙) 신구 등에서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과의 서
비스 무역 확대를 위한 개방 실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일대일로’ 전략 실시 가속화
5통237)을 핵심으로 하는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연선국가와 이익·운

236)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무역의 편리화, 외자관리체제의 개혁, 금융분야 개방, 관리방식의 개혁 등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혁과 개방의 실험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제3장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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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책임 공동체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내의 연변지역과 내륙지역 발전을
강화해 간다. 일대일로 건설에서는 첫째, 종합 교통운송망, 전력, 광케이
블 및 에너지망 등 연선국가와의 인프라 네트워크 연계에 중점을 둔다.
둘째, 연선국가와의 경제무역협력을 심화한다. 그 일환으로 △ 해관, 검
역, 표준, 인증, 대형설비 기술 및 표준 등의 협력 확대 △ 비자원류 수입
확대 및 무역 균형 촉진 △ 물류기지 등 구역 판매 네트워크 건설 △ 경
제무역협력원구 건설 △ 전자상거래 협력 등을 강화한다. 셋째, 해상 경
제협력 및 공동 개발, 국제원양어업 협력 등 해양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중·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건설
을 가속화한다.

5) FTA를 통한 국제경제협력의 신공간 개척
중국은 높은 수준의 FTA 전략과 다자간·양자간 협력 증진을 통해 새
로운 국제협력 공간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첫째, 중국은 높은 표준의 자
유무역구(FTA) 네트워크를 건립하고자 한다. 중국은 FTA 추진 방향으로
주변 및 일대일로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고 환경, 투자보호,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신의제에 대한 협상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FTA 추진
의 중점 대상으로 기체결한 한·중, 중·호주 FTA, 중·ASEAN 업그레이드
협상에 이어 중·EU와 APEC FTA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다자간
및 양자간 경제협력 구도를 구축한다. 그 과제로서 △ 중·미 및 중·EU 투
자협정 협상을 통한 국내개혁과 대외개방 통합 △ 중·러 관계 발전 촉진

237) 5통은 정책소통, 시설연통(인프라 연계), 무역창통(무역원활화), 자금융통, 민심상통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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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 협력 심화 △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거시경제정책 소통
강화 △ 차지역협력(APEC, ASEM, SCO 등) 메커니즘 완비 △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 협력 강화 △ 대메콩강, 중앙아시아, 두만강, 범북부
만 등 차지역 협력 추진 등을 제시한다. 셋째,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경제협력 협상의 신메커니즘을 건립한다. 파리 협
약 이행, 정보기술협정 이행, 환경상품협정 협상 및 정부조달협정 가입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자무역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써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갈 계획이다.

6) 대외개방에 대한 안전망 구축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와 더불어 안전망
(safety net) 구축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중국의 해외진출
에 따른 안전망으로서 해외투자에 따른 국유자산의 유출 방지, 중국인의
해외 진출에 따른 신변 안전 및 권익 보호 조치,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
세방지협정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망으로
서 중국은 외국인투자 안전심사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
로 시행하는 것과 연계하여 외국인투자 안점심사제도를 도입해 갈 것이
다. 셋째, 중국의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에 맞추어 안전망 시스템 구축
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자본항목에 대한 자유태환의 실
현은 더욱 지연될 가능이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은 에너지 자원 및 식량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대외협력을 강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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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중국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 목표와 과제
목표 및 과제

목표

과제

호혜공영, 다원(多元)균형,
안전·고효율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

추진 과제
- 4개 신체제 구축: ① 시장에 의한 자원배치의 신메커니즘 ② 경제운영 관리의
신 모델 형성 ③ 전방위 개방의 신구도(격국) 형성 ④ 국제경제협력의 신우위
형성

1) 외국인투자 관리체제 혁신

-

외자3법의 수정을 통한 내외자 법률과 규칙의 통일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관리방식 추진
외국인투자 감독체계 완비
개발구의 업그레이드와 혁신 발전

2) 저우추취 전략 촉진을 위한
신체제 건립

-

신시기 저우추취 국가전략 확립 및 실시
해외투자 편리화 추진
해외투자 협력 방식 혁신
해외투자 서비스 보장체계 완비
인진라이와 저우추취의 유기적 결합

3) 대외무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메커니즘 구축
-

무역 편리화 수준 제고
대외무역의 신비교우위 육성
서비스무역 촉진 체계 건립
품질과 효율 주도의 대외무역정책 실시
무역마찰 대응 메커니즘 완비

4) 대외개방구역 구도(布局)의
고도화

일부 자유무역실험원구 건설
내륙개방의 신메커니즘 완비
연변(沿边) 개방 신거점(支点) 육성
연해개방의 신 시범지역(高地) 조성: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연해경제지대 건
설, 징진지협동발전, 서비스업 개방 선행 실험, 연해-내륙 연계형 대외개방
신회랑(走廊) 건설
- 홍콩·마카오·대만에 대한 지역개방 확대: 서비스 무역 자유화; 선전첸하이
(前海) 현대서비스 시범구; 주하이 헝친(横琴) 신구, 광주난사(南沙) 신구 건
설; 해외 공동진출 및 공동 투자기금 설립
-

- 기초시설 연계 추진
- 연선국가와의 경제무역협력 심화: 협력 확대(해관, 검역, 표준, 인증, 대형설
비 기술 및 표준); 비자원류 수입 확대 및 무역 균형 촉진; 물류기지 등 구역
판매망 건설; 경제무역협력원구 건설; 전자상거래 협력 등
5) ‘일대일로’ 전략 실시 가속화 - 과학기술 및 인문교류 적극 추진
- 해양경제협력 적극 추진: 해상 경제협력 및 공동 개발, 국제원양어업 협력
강화
- 중·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인·미얀마 경제회랑 건설 추동; 중·파 경제회
랑 건설 장기규획 편제 등
- 세계 자유무역규칙 견지: 보호무역주의 반대; 파리협약 이행, DDA 협상 타결
노력; ICT협정 확대, 환경상품협정 협상, 정부조달협정 협상 추진; WTO 분
쟁해결기구 정비
6) 국제경제협력의 신공간 개척 - 높은 표준의 자유무역구(FTA) 네트워크 건립: 주변 및 일대일로 국가와 FTA
추진; 신의제(환경, 투자보호,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협상 가속화; 한·중,
중·호주 FTA, 중·ASEAN FTA 업그레이드 협상 달성; 중·EU, APEC FTA의
점진 추진, 기타 경제 파트너와의 협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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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계속
목표 및 과제

추진 과제
-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적극 참여
- 다자, 양자 및 전방위 경제협력 신구도(格局) 구축: 중·미 및 중·EU 투자협정
협상을 통한 국내개혁과 대외개방 통합; 중·러 관계 발전 촉진; 개발도상국
협력 심화;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거시경제정책 소통 강화; 차지역협력
(APEC, ASEM, SCO 등) 메커니즘 완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 협력
강화; 대메콩강, 중앙아시아, 두만강, 범북부만 등 차지역 협력 추진
- 국제경제협력 협상의 신메커니즘 건립

7) 안전한 금융체계 개방 구축

- 금융업 개방 확대
- 쌍방향의 점진적 자본시장 개방 추진; 위안화 자본항목 자유태환 추진, 국경
간 투·융자 편리화 추진; 선물시장 대외개방 확대; 중국 은행과 증권사의 해외
파생상품시장 참여 연구, 중국 금융파생상품시장 개방 연구
- 금융기구 주출거 지원체계 건립; 중국 금융기구의 해외투자금융 지원 체계
구축; 해외투자기금, 실크로드 기금, AIIB, BRICs 개발은행 설립; 국제 투·융
자협력을 통한 일대일로 연선국가 협력 추진
- 위안화 해외사용 확대: 구역성 위안화 채권시장 건설 및 국내 기업과 기구의
해외 위안화 채권 발행 점진적 추진; 위안화 역외시장 건설 가속화
- 환율 형성 메커니즘과 와환관리제도 완비: 위안화 환율 변동 구간 확대 및
변동성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매매관리 개혁; 외환준비 사용
방식과 루트 다양화

- 개방형 경제 법치건설 강화
- 개방 주체의 대대적 육성: 다양한 경제 주체의 국제산업분업 협력 심화; 국제
적 영향을 갖춘 다국적기업 육성
8) 안정·공평·투명·예측가능한
- 시장경쟁환경 고도화: 지식재산권 보호 및 반독점 제도 구축, 공평한 경쟁시
비즈니스 환경 건설
장 조성
- 과학기술혁신 환경 개선
- 업종 협회 및 상회의 역할 발휘
- 개방적 인재정책 실시
9) 지원보장 메커니즘 건설 강화 - 대외개방 전략 싱크탱크 설립
- 인재 교류 및 대외 선전
10) 개방형 경제 안전보장체계
건립

-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메커니즘 완비: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법률 및 조례 제
정;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에 상응하는 외국인투자 안전 심사제도 구축
- 해외투자(저우추취) 위험 방지 시스템
- 경제무역 안전보장 시스템 구축: 수출관리 입법 강화; 산업안전경고 메커니
즘 강화 등; 금융 리스크 예방 체계 건전화

자료: 中共中央, 国务院(2015)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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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
가. 중국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의 리스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은 지난 40년간
4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정책이 천명된
1978년부터 덩샤오핑의 남순강화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의 초기 개방단
계, 남순강화가 이루어진 1992년부터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의 대외개방의 심화단계,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부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가 추진되기 직전까지의 제도적 개방단계,
2013년 BRI 추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단계이다.
각 개방단계에 맞추어 중국의 지역개방 전략, 외국인투자 전략, 해외투자
전략, FTA 전략과 미·중 관계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면 [표 8-8]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은 ‘개방형 경제 신체제’ 형성에 목표를 두고 있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10대 과제로서 △ 외국인투자 관리체제 혁신 △ 해외투자(저우추취) 전략
촉진을 위한 신체제 건립 △ 대외무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메커니
즘 구축 △ 대외개방구역 구도(布局)의 고도화 △ ‘일대일로’ 전략 실시
가속화 △ 국제경제협력의 신공간 개척 △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안전한
금융체계 구축 △ 지원보장 메커니즘 건설 강화 △ 개방형 경제 안전보장
체계 건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 2기의 대외개방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과정
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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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리적으
로 인접해 있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 전략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BRI를 중심으로 하는 시진핑 2기의 경제외교 전략은 세계경제
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 경쟁국은 물론 주변국도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 전략에 대
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미·중 통상마찰은 바로 이러한 경계심
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중 통상마찰은 중국의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는 분명
히 위험요인이기도 하다. 중국의 새로운 대외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
타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
외개방 전략 변화가 한·중 경제협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
하여 종합적인 협력 및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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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 협조발전단계
(1991~99년)

동부 연해 중심의 불균형 발전
단계(1979~90년)

외국인투자 장려단계
(1992~2001년)
- 산업정책과 외국인투자 연계
- 삼자기업 소득세법 제정 및 소득세
율 통일(1991. 4)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발표
(1995)

외국인투자 제도 정비기
(양적 확대기)

- 삼자기업법 제정(1997~88)
- 외자사업 이용 강화에 관한
지시(1983. 9)
- 외국인투자 장려 규정
(1986. 10)

- 대외개방창구 지정: 경제특구
(点)-연해지역 14개 도시(线)- 4연(연해, 연강, 연선, 연변) 및 내륙
산둥반도, 랴오둥반도(面)
중심의 도시개방(1992)
- 경제기술개발구 설립(1984. 4)
- 창장삼협 경제개방구(1994)
- 상하이 푸둥 개방(1990)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립 목표
설정(1992. 10)
WTO 가입 협상과 타결(2001. 11)

남순강화(1992. 1)

11기 3중전회(1978. 12)

대외개방 방침 설정(1982. 9)
대외개방=기본국책(1984. 10)
1개 중심 2개 기본점 확립(1987. 10)
GATT 복귀 신청(1986. 7)

대외개방의 심화단계
(1992~2001년)

초기 개방단계
(1978~91년)

시기별·분야별 개방 조치 요약

외국인투자
(FDI) 전략

지역개방
단계

개방단계

표 8-8

-

-

외국인투자 지도 방향(2002. 2)
인진라이와 저우추취의 결합 견지(2002. 11)
QFII 도입 (2002. 12)
내외자 기업소득세 통일(2008. 11)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단계
(2002~12년)

서부대개발(2000)
동북진흥(2003)
중부굴기(2006)
종합개혁시험구(2005~)

지역협조발전 1기(2000~2012년)

- 상하이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2013. 9)
- 중화인민공화국 투자법 초안 발표
(2015. 1)
- 외국인투자 3법 개정(2016. 4): 허가
제에서 신고제로
-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전국 시행
(2017. 6)

네거티브 리스트제도 실험단계
(2013년~현재)

- 지역통합 발전전략
- 자유무역시험구 구축(총 12개, 2013~
17)
- 징진지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발전,
일대일로 추진
-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정(2018)

지역협조발전 2기(2013년~현재)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 제기(2013. 11)
자유무역시험구 설치(2013년~)
위안화 SDR 편입(2016. 1)

무역대국 지위 확립
인진라이와 저우추취의 결합 → 투자대국지위 확립
FTA 전략 추진
위안화 국제화 추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지역 협조발전단계

일대일로(2013. 5~)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2013년~현재)

WTO 가입(2001. 12)

제도적 개방단계
(2002~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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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수교(1979. 1. 1)
미·중 공동성명(1982. 8)
중국에 MFN 부여(1980)
하나의 중국 지지(1982. 8)
천안문 사태(1989. 6)

경제협력관계 형성기
(1979~91년)

-

-

자료: 본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미·중관계

자유무역협정
(FTA) 전략

탐색단계
(1978~91년)

조정단계
(1992~2001년)

점진적 성장단계
(2002~07년)

대규모 발전단계
(2008년~ 현재)

- ‘주변국 → 일대일로 국가 → 전 세계’
로 확장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 국제무역 신의제 협상을 통한 높은 수
준의 FTA 체결 추진
- FTA 시행 가속화의 단기, 중·장기 조치
제시
- 일대일로 추진에서 FTA 중요성 제시

- FTA를 국가전략으로 제시
- 양자간·다자간 지역협력
- FTA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촉진
- 지역경제협력 참여 시작
- 선진 경제체와의 FTA 체
- 화교 경제권 중심의 FTA
결 등 글로벌 네트워크 범
네트워크 우선 구축
위 확대
- 에너지와 자원 확보를 위
- 개방경제 수준의 전면 제고
한 협정 체결
- 주동적 개방전략의 이행
미중 통상갈등 점화단계
(2002~16년)

-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USCD) 개최
(2017. 4~)
- 미·중 상호 관세부과

미·중 갈등 격화단계
(2017년~)

FTA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및 고도화
(2013년~현재)

FTA 전략 본격 추진 시기
(2007~12년)

글로벌 경제체계 편입 시기
(2002~06년)

- 미·중 WTO 가입 협상 타결(1999.
- 미·중 BIT 협상 개시
11)
-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부여 - 미·중 타이어 분쟁(2009. 9~)
법안 서명(2000. 10)
- 전략 및 경제대화(S&ED) 개최(2009. 7~)
- 환율조작국 지정

경제협력 심화기
(1992~2001년)

- FTA 협상을 위한 사전 연구 진행

국제통상질서 편입 준비 시기
(1991~2001년)

- 중국, ‘대외개방’을 기본 국가 - 가공무역 및 자원개발 방식의 해외
- 투자주체의 다양화(개인, 민영기업)
전략으로 결정(1978)
투자 장려(1997)
- ‘저우추취’ 전략이 10.5 규획에 정식으로 포함(2001) - 해외투자 관리방식의 간정방권 심화,
- 초기 해외투자 관리 시스템 형성 - 투자범위 확대: 무역서비스, 자원개
- 인진라이와 저우추취의 병행 추진
투명성 제고
발, 생활제조 등
- 투자주체: 국제무역회사, 대형
- 해외투자를 위한 양호한 환경 조성 강조
- 해외투자 발전장려 + 네거티브 리스트
- 중대형 국유기업 위주, 일부 민영기
국유기업에 국한
방식 적용
업 해외투자 진출
- 투자 규모, 지역, 산업 한정적

계속

해외투자
(ODI) 전략

표 8-8

나. 중국의 지역개방정책 변화와 시사점
중국은 1980년대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방구,
성도(省会)와 자치구의 개방까지 대외창구를 지정하여 이른바 ‘점-선면-전방위’의 점진적인 개방전략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경제
특구는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최초의 시험기지로 활용되었고, 이
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부 연해지역들은 우선적인 개방과 발전을 추진
하였다. 이 시기의 지역개방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선진 제조기술 도입을
위해 제조업 중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WTO 가입 이후 지역개방은 동부 연해지역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서 벗어나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전략 등 지역 통합 및 균형발
전을 추구하는 지역협조 발전을 추진하게 된다. 동시에 제도 개혁과 서비
스업 개방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자유무역시험구를 건설하였다. 기존
특별경제지역(경제특구, 개발구, 보세구 등)이 기본적으로 우대정책 중심
이었다면 자유무역시험구의 특징은 제도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
히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관리하고 서비스업 개방 시험
을 추진하며 외국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또한 실험을 거쳐 검증된
일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상하이를 필두로 시작된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전국에 걸쳐 12개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지역개방정책은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의 새
로운 구도(新格局)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같은 개방플랫폼의 시험을 더욱 강화하고, ‘일대일로’, 징

304 ❙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진지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등 3대 전략을 연계하며, 홍콩·마카오·타이
완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연해경제벨트, 서비스 개방의 선행시범기지, 창장경제벨트, 연해-내
륙 연계형 대외개방 신회랑 등의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정부가 자유무역시험구를 선두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을 천
명하였고 추가적인 개방 조치가 계속해서 발표되는 만큼 관련 정책을 지
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험구에서의 정책들은 상하이를 시작으로 기
타 자유무역시험구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상하이 자유
무역시험구의 국경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과 같이 특정 지
역만의 정책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러한 정책을 찾아내고 관련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구축에서는 관광, 의료, 인재 등
의 분야에서 시험구보다 개방된 시험정책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해야 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투자·서비스 부문 후속 협상에서는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분야와 개방 확대 추이를 고려하여 시장개방 요구
를 해야 한다. 향후 자유무역시험구의 대외개방 방향은 발표 예정인 상하
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두 번째 확대 지정 및 개방 내용과 하이난 자유무역
항의 전략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후에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구축은 당분간은 자유무역시험구 조성을 중점적으
로 추진할 것이므로 아직 글로벌 수준의 자유무역항과의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와 국경을 맞닿
은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북방 경제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다. 우리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중-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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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경제회랑)’와 연계하여 동북 3성을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랴오닝성에서 발표한 ｢랴오닝 일대
일로 종합시험구 건설 총체방안｣에서도 기존의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동북아 경제회랑으로의 확대를 강조하고 한국, 북한, 일본과의 협력을 제
시하였으며 한국과의 경제협력 방향으로 인프라 연결, 경제무역 원활화,
자금 융통을 제시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남방정책도 중국의 해
상 실크로드와 지향하는 정책 방향 및 협력 대상이 비슷한 만큼 두 정책
을 연계하여 양국이 수요를 충족하는 협력 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와 시사점
중국은 대외개방 초기만 해도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하여 다양한 우대
정책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그러다가 유입된
외자로 인한 부작용(환경오염, 기술종속 등)이 나타나면서 자국 산업발전
전략과 외국인투자 유치 업종을 연계하는 선별적인 유치 전략으로 전환
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95년 최초
로 ｢외국인투자 지침｣을 발표한 이래 7차례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외국투자법｣ 제정 등의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외국인투자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세계 최대 투자유치국인
중국은 현재 120여 개가 넘는 양자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체결하였으며, 2000년 이후 독일(2003년), 러시아(2006년),
한국(2007), 멕시코(2008년) 등과 투자협정을 맺고 있다. 하지만 현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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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선진국인 미국 및 EU와의 양자 투자협정이 장기간 협상 중이며, 특히
미국과는 미·중 통상마찰 이후 답보 상태이다.
개혁·개방 40여 년 동안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정책을 꾸준히 보완
하면서 중국 내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외국
인투자법을 통일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기업의 대
중국 진출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에 맞는 대중국 투자전략을 재정
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그동안 급성장한 중국의 외국인투자가 외자기업 우대 축
소, 생산요소 가격상승 등의 제약으로 인해 둔화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2017년부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개방
확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발표된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그동안 외국인투자가 제한됐던 농업·에너지·자원 분야와 금융,
자동차 등 중요 산업 분야의 투자가 개방되면서 금융과 자동차 제조 분야
에서는 구체적인 개방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한편 2017년 기준 한국의
대중 투자는 제조업(71.9%)에 집중되어 있지만, 중국 내 외국인투자 추
세는 이미 제조업(25.8%)에서 서비스업(72.7%) 중심으로 변화되었
다.238)
미·중 통상마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기술이전 요구 등이 철회될 가
능성도 커지고 있고, ‘중국제조 2025’ 관련 산업에서 중국의 시장개방이

238) 中国商务部(201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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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 제조업 고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차세대 ICT,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고효율 전력설비, 신소재 등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도 관련 분야에 대한 발전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여 한·중 간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 정책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대중 투자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가 시행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중국 내의 변화될 투자환경을 감안
한 진출 전략과 시장 내 경쟁 격화에 따른 기업 차원의 경쟁력 확보가 필
요하다. 특히 중국의 국내법 및 투자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준비를
통해 중국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연해지역보다는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으로 외국
인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연해지역에 편중된 우리 기
업의 대중 투자를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필
요하다. 특히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동북지역은 한반도와 연계한 다양
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남·북·중
3각협력을 포함하여 동북지역에서 한·중 간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라. 중국의 해외투자 전략 변화와 시사점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래 40년간 중국경제는 빠르게 발전하였으
며 대외개방 또한 크게 확대되었다. 1978~92년은 초기 해외투자 관리
시스템이 형성되었던 시기로서 투자주체, 투자 규모, 지역이나 산업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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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이었다. 1993~2000년 중국정부는 가공무역 및 자원개발 방식의 해
외투자를 장려하였으며, 투자범위가 무역서비스에서 자원개발, 생활제조
등으로 확대되었다. 2001~07년은 ‘저우추취’ 전략이 10.5 규획에 정식
으로 포함된 시기로서 ‘인진라이’와 ‘저우추취’를 함께 추진해나갔다.
이 시기에는 해외투자를 위한 제도 정비 등 양호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해외투자 주체는 개인과 민영기업으로 범위가 확
대되고 해외투자 관리의 간소화가 추진되었으며, 해외투자 시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하게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해외투자 분야의 주요 이슈로는 △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투자편리화 △ 글로벌 산업협력과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 건
설 △ 중국 산업정책과 해외투자의 연계 등이 있다. 2013년 말부터 중국
이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해외투자 분야에서는 투자장벽의 해
소와 양호한 해외투자 환경의 조성 등 투자편리화가 심화되었다. 또한 중
국이 글로벌 산업협력을 추진해나가는 데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 건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시기별로 산업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06년 이후에는 해
외투자에 대해서도 장려·제한·금지 산업을 분류하여 제시하는 등 산업정
책을 추진해왔다. 해외투자 산업정책이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정책과 일
맥상통하는 경향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3.5 규획 시기 중국의 산업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제조 2025’에서 강조하는 첨단제조업, 첨단
기술산업이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
국정부는 이들 산업의 해외투자에 대하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진
핑 집권 2기는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 해외투자 방식의 혁신 추진 △ 국
제 생산능력 협력 심화와 해외산업단지인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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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제시하였다.
중국 해외투자에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첫째,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비판적 시각과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미·중 통상 마찰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에 대한 다각도의 대응
을 통해 미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국 해외
투자에 대한 기회요인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플러스’ 전략 등 중국의 최근 산업정책과 맞물려 관련
기술 및 산업의 해외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로 인해 제3국 시장에서 우리와의 경쟁이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제3국에서 한·중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공동 건설이라는 기본 방침에서 제
3국에서의 한·중 간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미 한국과 중국 양국
은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에 소재한 산업단지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력 협정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말부터 중국이 핵심 대외전략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
로’는 초기에는 중국의 내수부진 및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주
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일대일
로’ 전략이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면서
주변국 및 연선국가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요인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특
히 한국은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면밀히 대조 분석하여 두 정책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310 ❙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모색한다면 해외투자에서도 한·중 간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일대일로 계획하에서 글로벌 산업협력의 주요 경로로서 재조명되고
있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 조성 및 단지 내 협력 현황을 분석하여 한·
중 산업협력단지의 조성 및 단지 내 한·중 간 협력방안을 도출해 낼 수도
있다.
또한 중국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려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위안보
는 한국에 대한 투자가 중국기업이 직면한 기술 습득의 채널인 동시에 중
국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취하고 있는 주요 선진시장으로 우회하여 진출
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하였다. 특히 한·중 FTA에서 규정한 웨이하이(威
海)시와 한국 인천 경제 자유구역 간의 지역경제협력 시범구역과 한·중

(새만금)산업단지로 진출할 경우 중국기업은 한국이 ‘세계 FTA 센터’라
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안보는 이미 한국이 체결하고
있는 한·미, 한·EU 간 FTA를 이용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무역장벽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하였다.239)

마.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한·중 FTA
중국은 2018년 11월 현재 총 25개 국가 및 지역과 18건의 FTA 협정
체결을 완료하였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온
중국 FTA 전략의 추진 과정은 관련 주요 정책 및 문건의 발표와 시행을
기준으로 국제통상질서 편입의 준비와 글로벌 경제체계 편입, FTA 전략
본격 추진, FTA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및 업그레이드 등 4단계로 나누어

239) 袁波 外(2018), p. 33.

제8장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정책과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311

볼 수 있다.
WTO 가입으로 국제통상질서 및 글로벌 경제체계에 편입한 중국은 동
아시아 지역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홍콩·마카오 등 화교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우선 구축하였으며, 지역경제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FTA 전략의 본격 추진단계에 접어들어서는 2007년
FTA가 처음 국가전략으로서 제시되었고, 양자간 및 다자간 지역경제협
력 촉진과 함께 본격적인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시행에 전략의 초점이
맞춰졌다. 시진핑 지도부가 등장한 2013년 이후 기간의 중국 FTA 전략
은 주변국 → 일대일로 국가 → 전 세계’로 확장되는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의 가속화 및 고도화를 특징으로 하며, 더불어 신무역의제
에 대한 협상을 통한 높은 표준의 협정 체결을 전략의 중요한 추진 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중국의 FTA 전략과 관련하여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한·중·일 FTA 및 RCEP를 통한 지역경제 통합 추진의 문제
를 핵심 이슈로 꼽을 수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 전략
이 지니는 상호 정책적 연관성을 기반으로 전략 추진을 위한 목표이자 플
랫폼으로서 두 전략을 모두 활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중국의 FTA 추진
구상 시 한·중·일 FTA와 RCEP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중·일
FTA를 기반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RCEP를 추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FTAAP를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려
는 입장이다.
첫째, 중국은 FTA가 중국의 글로벌 체제 진입과 무역·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추진 시 매우 중요한 수단이자 협정 대상국과의 상호 호혜 실현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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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로운 플랫폼 구축에서 시진핑 2기는 먼저 한·중·일 FTA 및 RCEP
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통합의 가속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
된다. 둘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의 연계방안에 대해 좀 더 다각
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가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개방을 계속 확대하고 시장 경쟁을 높이고자 하
는 중국정부의 기본적 입장하에서 FTA 체결 및 국제 표준의 달성을 목표
로 할 것이다. 넷째, 중국정부는 정부조달, 환경, 경쟁, 노동 등 국제무역
관련 새로운 의제에 대해 지속적인 개방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
며, 이러한 신의제 이슈에 대응하고자 최근 양자 협정을 중심으로 기체결
FTA의 표준 및 수준 제고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지역경제 통합 추진과 협력 강화에서 한·중·일 FTA의 중
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240) 한·중·일 FTA 협상 타결을 기반
으로 RCEP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전략적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중·일 FTA를 통한 포괄적 경
제협력 관계 구축 시에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무역 분야 개방 수준 및 표준에 대해
서는 한·중 FTA 제2단계 협상을 활용하여 중국과의 의견 격차를 사전에
줄이고 한·중·일 FTA의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최근 중국은 정부조달, 환경, 경쟁, 노동 등 국제무역과 관련한 새로운
의제에 대한 협상의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 개정 협상에서 세관절차,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 경

240)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商务部: FTA是中日韩三国利益契合点｣(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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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정책, 환경보호 등의 내용이 새로 추가된 개정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기체결 협정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국제무역과 관련한 새
로운 의제에 대한 대응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중·캐나다 FTA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한·중·일 FTA, RCEP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좀 더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중국
이 최근 개방에 추가 합의하고 있는 분야와 개방 정도에 대해 검토하여
한·중 FTA 제2단계 협상의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에 참고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후속 협상 결과 도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산업단지에서는 한·중 FTA 관련 조항을 적극 시행하고, 상하이 등 자
유무역시험구의 경험을 적용하여 한·중 산업단지가 공급 측 구조개혁의
강화 및 혁신형 국가의 가속화 건설, 그리고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갖춘 시범구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며, 한·중 양국의 발전 전략을 연결하
여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고 무역과 투자 협력을 강화함에 있어 선행
단지로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다.241) 향후 수년 내 한·중 산업단지는 양
국의 지역 경제 협력과 첨단 산업 협력을 위한 새로운 시범지역으로서 경
제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바. 미·중 통상관계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1979년 수교 이후 미·중 양국은 긴밀한 경제관계의 토대를 마련하였
다. 뒤를 이어 WTO 가입을 계기로 양국은 서로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
상하면서 상호간의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이와 동시에 WTO 가
241) 袁波 外(2018),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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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와 중국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급속히 제고
된 결과 양국 경제관계는 점차 대립과 갈등 관계가 형성되었다. 특히 글
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비중이 확대되면서 미국
의 강경한 대중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었다. 이에 중국은 1990년대의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달라진 위상 속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양국간 통상갈등이 두드러지게 표출된 것이다.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이전에 비
해 강도 높은 대중 통상 공세를 펼치고, 중국 역시 보복 관세조치와
WTO 제소로 맞대응하면서 양국간 통상분쟁의 수위는 한층 격화된 국면
으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양국은 주로 위안화 환율조작, 불공정무역 관
행 제재, 시장경제지위 및 WTO 관련 이슈에서 통상갈등에 직면해 있다.
각 분쟁 사안에 대한 양국간 시각 차이가 뚜렷해 당분간 갈등 국면이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양국간 통상관계는 ‘중국제조 2025’를 중심
으로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 전략과 관련된 상계관세 조치 확대, 중국의
해외투자 제재 강화와 같은 요인으로 분쟁의 양상과 성격이 이전과 달라
질 조짐이 보인다.
미·중 사이의 통상관계 변화는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 한국과의 통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한국의 무역구제 조치 현황을 고려
할 때 한국이 양국과 통상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 WTO 통계에 따르
면 1995~2017년 말 기준 한국은 주요국으로부터 262건의 반덤핑 관세
조치(중국에 이어 2위) 및 13건의 상계관세 조치(중국, 인도에 이어 3위)
를 당하고 있다.242) 이는 미·중 간 통상분쟁 격화로 보호무역주의가 강

242) 미국과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 관세 부과는 각각 30건으로 양국은 한국의 최대 반덤핑 관세 부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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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경우 한국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한국 대외교역에서 양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미·중 간의 통
상마찰은 한국의 대외 통상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243)
첫째, 미·중 간 경제·통상관계 및 현안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여 각 사
안의 특징과 각국의 대응 방식을 파악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통상정책 수립(한국에 대한 영향 분석, 분쟁의 요인
점검, 실제 분쟁 발생 시 대응책 마련 등)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의 대중 위안화 환율조작국 지정 및 환율절상 압력 가중으
로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재무부는 네 차례 발표한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지속적으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한편, 외환시장 개입 정보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지적하였다. 특히 한국은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3개
기준 가운데 2개 기준(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수지 규모)을 충족하고 있는
바, 오히려 중국(1개 기준)에 비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및 환율절상 압
박이 증가할 경우, 이는 원화강세 압력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한국 역
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조치로 인해 한국의 기업이나 산

또한 미국의 대한국 상계관세 부과는 10건으로 한국에 대한 전체 상계관세(13건)의 77%를 차지하는 등
미국은 한국의 최대 상계관세 부과국이다(WTO Dispute by Memb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0)).
243) 2017년 기준 한국의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 미국의 비중은 각각 24.8%(제1위), 12.0%(제2위)이며,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20.5%(제1위), 10.6%(제3위)에 해당한다(한국무역혐회 DB(검색일: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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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무역구제 조치나 WTO 제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불공정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
한 상계관세 조치를 발동한 경험이 없으나 향후 주요 상대국, 특히 중국
과의 상계관세 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
이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상
계관세 조치를 확대할 경우, 한국도 보조금 관련 통상분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상계관세 조치는 반덤핑과 달리 상대국의 산업 및
수출 보조금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제재라는 측면에서 최대한 신중하
게 접근해야 한다.
넷째, 미국의 대중국 해외투자 제재와 관련된 통상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미국 및 EU는 중국의 해외투자(주로 자국 첨단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M&A)를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은 이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GATT 제23조를 적용을 통한 WTO 제소로 대응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 역시 기술 획득에 중점을
둔 중국의 대한국 투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GATT 제23조와 관련한
WTO 제소는 매우 드문 사례인바, 이와 관련된 사례 발생 시 제소근거와
당사자들의 대응논리를 파악하여 이에 관한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국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대외개방을 가속화
하는 한편 반독점을 비롯한 국내법을 이용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금융 및 서비스업 개방 확대, 중·미 투자
협정(BIT)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결과적으로 외국인투자 환경 개
선으로 이어져 한국에게도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요
인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반영하고 중국시장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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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내 법률 및 규제 변화에 따라 준법 경영
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미·중 간 고위급 대화 채널에서 논의되는 통상 이슈를 파악하
는 한편, 장기적으로 한국도 고위급 대화 채널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중은 2009년부터 ‘전략 및 경제대화(S&ED)’를 개최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중 포괄적 대화(외교·안보 대화, 포괄
적 경제대화, 법집행 및 사이버보안 대화, 사회·문화 이슈 대화)’로 이를
대체하였다. 양국은 이를 통해 양자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한 광범위한 문
제를 다루고 있는바, 이러한 고위급 대화체 운영을 통해 서로의 실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
중 고위급 대화체에서 논의되는 통상 이슈를 정확하게 검토하여 한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감한 현안에 대해 소위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의 개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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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중국 대외개방의 주요 연표(1978년 12월~2018년 9월)

중국 대외개방의 주요 연표(1978년 12월~2018년 9월)
본 자료는 다음 두 권의 자료를 기초로 연구진이 보완 작성하였다. 唐任伍, 马骥(2008), 뺷中国经济改革30年:
对外开放卷뺸. 重庆大学出版社 및 国家发展改革委员会 国际合作中心 对外开放课题组(2018), 뺷中国对外开放
40年뺸, 人民出版社.

연도

주요 내용

- 12월 18~22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사업의 중점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1978년
옮겨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대외개방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1월 1일, 미·중 정식 수교.
3월 17일, 국무원이 <수출입 영도 당 소조 설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5월 8일, 대외무역부가 <대만과의 무역 전개에 관한 임시규정>을 발표함.
7월 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전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공동출자 경영 기업법>이 통과됨.
7월 7일, 중·미 무역 관계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고, 상호 간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기로 결정함.
11월, 중국 1호 해외투자 기업 설립: 베이징의 우의상업서비스공사와 일본 东京丸一주식회사 합자 기업(京和
고분유한공사)
- 12월 29일, 중국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가 베이징에서 <무역 관계 협정>에 서명함.

1979년
-

2월 9일, 국무원이 <세관 관리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을 제정함.
4월 17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IMF 대표권의 정식 회복을 결정함.
5월 15일,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가 중국의 대표권 회복을 결정함.
8월 26일, 제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 결정: 국무원이 제출한 광둥성 선전, 주하이, 산터우,
푸젠성의 샤먼에 경제특구 설치 및 <광둥성 경제특구 조례>를 비준함.
- 9월 10일, 제5기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 소득세법>이 통과됨.

1980년
-

- 3월 30일~4월 10일, “유럽경제공동체(EEC)-중국무역주간(中国贸易周, China trade week)”이 브뤼셀에서
개막됨.
1981년 - 6월 8일, 재정부가 <중외 공동출자 경영 기업의 소득세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12월 13일, 제5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기업 소득세법>이 통과됨(1982. 1. 1.
시행).
- 1월 30일,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합작 해양석유자원 개발 조례>를 발표함.
- 3월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기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국무원 기관 개혁 문제에 관한 결의가 통과되
어, 수출입 관리위원회, 대외무역부, 대외경제연락부와 외국투자 관리위원회가 합병되고, 대외경제무역부가
설립됨.
1982년 - 4월 30일, 국무원이 재정부, 세관 본부 등이 제출한 <상품 수출관세 부과에 관한 지시 요청서>에 대해 관련
부서에 지시를 내려, 1982년 6월 1일 자로 중국 세관이 34종 수출 상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함.
- 11월 24일, 중국정부가 옵서버 자격을 취득하여, 처음으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36차 체결국 총회에
참관함.
- 12월 31일, 국무원이 중국이 관세무역일반협정에 참가한다는 신청 보고를 비준함.
- 3월 8일, 국무원이 경제무역부의 <전국 대외 하청 공사, 용역 협력 사업회의에 관한 보고>를 비준함.
1983년 - 5월 23~25일, 베이징에서 제1차 중·미연합 상무무역위원회 회의가 개최됨.
- 9월 3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외자 사업 이용 강화에 관한 지시>를 발표함.
- 1월 10일,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수입허가제 임시 시행 조례>를 발표함.
1984년 - 2월 24일, 덩샤오핑이 광둥, 푸젠, 상하이를 순찰한 후 일부 항구도시(다롄, 칭다오 등)의 개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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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8일, 중국이 정식으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하의 다자간 섬유협정(MFA)의 성원국이 됨.
- 3월 26일~4월 6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와 국무원이 공동으로 연해 일부 도시 좌담회를 개최하여
북에서 남으로 14개 연해 항구 도시의 진일보 개방을 제안하고, 중국 대외개방 실행의 중요한 절차로 삼음.
- 5월 4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이 <연해부분도시좌담회기요>를 비준하고, 14개 연해개방도시의
개방을 결정함.
- 9월 15일, 국무원이 경제무역부의 <무역 체제 개혁에 관한 의견 보고> 비준함.
- 9월 25일, 국무원이 첫 번째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다롄 경제기술개발구의 건립)를 비준함.
- 10월 20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3중전회에서 심의 통과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
에서 “대외개방은 장기적인 기본 국책”이라고 제시함.
- 11월 6~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6기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회의에서 중국과 영국,
양국 정부가 가조인한 <홍콩 문제에 관한 연합성명>을 심의 승인하고, <연해 항구 도시에 해사 법원 건립에
관한 결정>을 제정함.

- 1월 8일, 국무원이 <방직품 수출입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
- 1월 25~31일, 국무원이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와 민난(闽南) 샤먼·장저우·취안저우 삼각지역의 좌담회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3개의 ‘삼각’ 지역을 연해경제개방구로 개발할 것을 제안함.
- 2월 28일, 중공중앙이 <창장, 주장삼각주와 민난(闽南) 금삼각지구 좌담회 기요>를 비준하고 창장삼각주하고
1985년
주장삼각주, 민난삼각주를 연해개방구로 지정함.
- 3월 7일,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세칙>을 발표함.
- 4월 2일,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경제특구 외자은행, 중외 공동출자 은행 관리 조례>를 발표함.
- 5월 24일,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기술도입계약 관리 조례>를 발표함.
- 8월 4일, 중국정부와 이집트 정부는 베이징에서 장기 무역 협정과 부가의정서에 서명함.
3월 6~7일, 베이징에서 중국과 유럽공동체 무역경제 합작협정 혼합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함.
3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식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일원이 됨.
4월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6기 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이 통과됨.
7월 10일, 중국 주제네바 대표단 대사 첸지아둥(钱嘉东)이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정식으로 관세무역일반협정
(GATT) 조약국지위 회복을 신청함.
- 10월 11일, 국무원이 <외국인 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

1986년
-

1월 1일, 중국이 1월 1일부터 석탄수출세 징수를 중지함.
1월 22일, 제6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을 승인함.
2월 26일, 대외무역전문기업의 수출도급경영책임제를 실시함.
4월 13일, 중국과 포르투갈 정상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 정부의 마카오 문제에 관한
공동 성명>과 두 건의 관련문서에 정식으로 서명한 후 전 세계에 <성명>을 발표: 1999년 12월 20일부터 중국정
1987년
부가 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회복함.
- 9월 26일, 중공중앙, 국무원, 해남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문건을 발표함.
- 9월 27일, 심천경제특구 증권공사를 설립함.
- 10월 25일, 중국 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대외무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 기업이
손익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고, 경영 제한을 완화, 공업과 무역의 결합을 촉진, 대리제도를 따르도록 유도하여,
단계적으로 대외무역체제를 개혁함.”
-

- 1월 15일, 중국과 포르투갈이 베이징에서 양국의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여, 양국의 공동성명이 정식으로 발효
됨. 이에 따라 마카오는 1988년부터 11년간 마카오 영토권에 대한 유예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중국과 포르투갈
의 공동 연락 소조와 영토 소조가 설립됨.
- 2월 26일, 국무원이 <대외무역체제 개혁 가속화 및 심화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대외무역 도급
1988년
경영책임제를 전면 추진함.
- 4월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7기 제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 기업법>, <하이난성 설립
에 관한 결정>, <하이난 경제특구 설립에 관한 결의>가 승인됨.
- 5월 4일, 국무원이 <하이난성 개발건설 투자 장려에 관한 결정>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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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1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6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이 승인됨.
- 2월 27일, “중국수출상품전람회”가 런던에서 개막되어 중국 수출상품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전시됨.
- 5월 24~28일, “중국의 GATT 협정체결국지위 회복” 문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제5차 협의가 베이징에서 개최
1989년
되어 협의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룸.
- 12월 12~14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중국 업무팀(中国工作组)의 제8차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중국 대외무역제도에 대한 심의를 재시작함.
- 4월 18일, 국무원 총리 리펑이 상하이시 업무 관찰 당시에, <개발개방 푸둥>을 정식으로 발표함.
- 4월 23~26일, 리펑 총리가 소련을 방문하여, 중국과 소련은 <양국의 경제, 과학기술의 장기 합작 발전 개요>,
<양국의 우주공간 평화이용과 연구의 합작 진행에 관한 협정>, <중국의 소련 생활소비품 제공에 관한 정부대출
협정>, <중국 원자력 발전소 합작 건설과 소련의 중국에 대한 정부대출 제공에 관한 비망록>에 정식으로 서명함.
1990년 - 6월 2일, 국무원이 <푸둥개발, 푸둥개방에 관한 청시> 비준하고, 상하이 푸둥신구 개발과 개방을 결정함.
- 6월, 국무원이 상하이 와이가오챠오 보세구 설립을 비준함.
- 8월 19일, 국무원이 <화교 및 홍콩, 마카오 동포의 투자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
- 11월 26일, 상하이 증권거래소를 설립하고, 12월 19일 정식으로 영업을 개시함.
- 12월 1일, 선전에 증권거래소를 설립함.
- 2월 8일, 중국 역대 최대 중외합자기업인 제일-폭스바겐 유한공사를 설립함.
- 3월 6일, 국무원이 <국가 첨단기술산업개발구 비준과 유관 정책 규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21개 국가 첨단
기술산업개발구를 비준함.
1991년
- 4월 9일, 제7기 전인대 4차 대표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이 통과됨.
- 10월, 중국 총리 리펑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각 조약국 정상과 총 책임자에게 서신으로 의정서 회담을
요구함.
- 1월 18일~2월 21일, 덩샤오핑이 남방시찰에서 남순강화를 발표함.
- 2월 21일, 상하이 증권거래소 최초로 B주가 상장(上海眞空股)됨.
- 3월 9일, 현재 중국에서 개방 정도가 가장 큰 자유무역구인 상하이 와이가오치아오(上海外高桥) 보세구역이
운영을 시작함.
- 3월 9일, 국무원이 <흑하 등 4개 변경도시의 진일보 대외개방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4개 변경도시는 흑하,
수분하, 훈춘, 만주리임.
- 3월 18일,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의 수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함.
- 5월 13일, 국무원이 국한(国函) [1992] 43호문과 44호문을 근거로 랴오닝성 인민정부의 <다롄 따야오완(大窑
湾) 보세구역 건립에 관한 지시> (辽政 [1991] 139호문), 광둥성 인민정부의 <광저우시 인민정부에 전하는 광저
우 경제기술개발구 내 보세구역 건립에 관한 지시>(澳府函 [1990] 207호문)를 각각 비준하여, 다롄과 광저우시
의 보세구역 건립에 동의함.
1992년 - 6월 9일, 국무원이 국한 [1992] 61호문을 근거로 타청시(신장위구르자치구)를 진일보 개방 국경 도시로 비준하
고, <난닝, 쿤밍 시 및 핑샹(광시장족자치구) 등 5개 변경 도시의 진일보 대외개방에 대한 통지>(국한 [1992]
62호문)를 반포하여, 동싱(광시장족자치구)에 11개의 우대조치를 부여함.
- 6월 18일, 국무원이 창장 연안지역 우후(안후이성), 주장(장시성), 위에양, 우한, 충칭 등 10개 도시의 개방을
결정함.
- 7월 30일, 국무원이 <충칭 등 시의 진일보 개방에 관한 통지>를 빌표하여, 연강 성시 및 내륙 성회를 대외에
개방함.
- 9월 23일, 국무원이 특별구 사무실이 만저우리시 국경합작구 건설 보고를 비준함.
- 10월 11일, 국무원이 상하이시 푸둥신구 설립을 비준함.
- 10월 12일, 중국 공산당 제14차 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의 목표를 확립함.
- 12월 13일, 국무원이 국한 [1992] 195호문을 근거로 푸젠성 인민정부, 厦门集美 타이완 상인 투자구 설립을
비준하여, 구역 내의 타이완 투자기업에 대해서 샤먼경제특별정책을 실행함.
- 3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금지 품목표와 수출입 제한 품목표>를 수정 후 집행함.
1993년 - 3월 22일, 대외경제무역부를 대외무역경제합작부로 개칭함.
- 4월 4일, 국무원이 충칭경제기술개발구를 비준하여, 중서부 지역의 첫 번째 경제기술개발구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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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1일, 국가계획위원회, 대외경제무역합작부가 <1993~2000년 중국 중대 기술 도입 항목 집성>을 발표함.
- 11월 16일, 뺷경제일보뺸가 1993년 연말 중국이 2,899개의 세번(税号) 상품의 수입관세 세율을 조정할 것이며,
중국의 관세 평균 수준이 39.9%에서 36.4%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보도함.
- 12월 28일, 중국인민은행이 외환관리제도의 개혁을 발표함.

- 1월 1일, 위안화 환율을 단일화하고, 무역용 환율을 폐지함.
- 1월 11일, 국무원이 <대외무역체제 진일보 개혁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여 통일정책, 개방경영, 평등경쟁, 손익
자기책임, 공업과 무역 결합, 대리제 등을 추진하기로 함.
- 3월 5일, 제18기 전인대 6차 전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 투자보호법>이 통과됨.
- 3월 15~18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중국 작업반 제16차 회의를 개최함.
1994년 - 4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를 발표함.
- 6월, 중국 최초의 합자 보험회사 설립을 허용함.
- 11월 22일, 중국인민은행이 외화태환권의 유통을 중지하고, 지정기한 내 환전을 결정함.
- 11월 28일,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장조리 룽용투(龙永图)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책임자 Sutherland
와 접견하여, ‘GATT 협정체결국 지위회복’ 협상의 최후 기한 결정에 대해 중국정부에게 통보함.
- 11월 28일~12월 19일, 중국의 ‘GATT 협정체결국지위 회복’이 불가됨.
- 2월 26일, 중·미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20개월 동안 9차례의 협의 끝에 합의함.
- 5월 7~19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중국 업무팀 의장 Gilard를 초청하고,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장보조
룽용투(龙永图)가 대표단을 인솔하여 제네바에서 조약당사국과 중국의 ‘GATT 협정체결국지위 회복’에 대해
비공식으로 양자 협의함.
- 6월 3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옵서버 자격을 취득함.
- 6월 20일, <외상투자방향지도 잠정 규정>,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발표함. 이는 투자 장려, 허가, 제한,
금지 업종으로 구분됨.
- 10월 6일, 국무원이 <수출물품 세금 환급률의 하향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1995년
- 11월 28일, 미국이 중국 측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대한 비공식 문건”을 제출함. 이는 중국의 세계무역
기구 가입에 대한 28가지 요구사항이 나열된 이른바 “안내도(交通图)”임.
- 11월, 중국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책임자 Ruggiero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용을 중국의 “GATT 협정체결국지위
회복”에서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수정함.
- 12월 6일, 중국, 북한, 러시아, 한국과 몽골 5개 국가가 두만강 지역 개발에 관한 세 가지 국제적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함.
- 12월 16일, 국무원이 <수입 조세정책의 개혁과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1996년 4월 1일 자로 중국 수입
관세 총 수준은 23%로 하향 조정됨.
- 1월 10일, 중국정부 대표단이 암만(요르단의 수도)에서 개최된 77개국이 모인 제8차 아시아 각료회의에 참석하
여, 전 세계 경제무역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논술함.
- 2월 12일, 중국과 미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제10차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중국
측은 미국 측의 ‘안내도(交通图)’에 대해 점차적으로 반응을 보임.
- 3월 22일, 룽용투(龙永图)가 이끄는 대표단이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중국 업무팀 제1차 정식회의에
참석함.
- 4월 9~13일, 리펑 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하고, 방문 기간 동안, 중국과 프랑스 양국정부와 기업계가 13개의
1996년
협력 사업에 서명함. 중국이 프랑스의 A340 여객기 3대와 A320 여객기 30대를 구입한다는 협의와 계약서가
포함되었으며, 총 협의 금액은 18억 9,000만 달러임.
- 6월 3일, 중국과 아이슬란드가 베이징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함.
- 6월 20일, 중국인민은행이 1996년 7월 1일 자로 외자기업에 대해 외환결제제도를 실시, 경상항목하의 환제한
제도 취소를 발표함.
- 7월 1일, 가공무역은행이 보증금 장부 제도를 정식으로 실시함.
- 12월 1일, <상하이 푸둥 외자금융기구 위안화 업무 시범 장점 관리 방법>을 발표함.
- 12월 1일, 중국이 IMF 8조국 의무를 이행하고, 위안화 경상항목 자유태환을 실시함.
1997년 - 2월 27일, 중국·ASEAN 최초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쌍방의 경제, 무역, 과학기술, 여행 등의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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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을 점진적으로 확대함.
5월 23일, 세계무역기구 중국 업무팀 제4차 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의정서 중 무차별원칙과 사법
심의 항목 주요 조항 합의에 도달함.
7월 1일, 새벽 1시 30분에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및 특구정부의 취임식 선서가 홍콩회의전람중
심 7층에서 거행됨.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장쩌민이 전 세계를 향해 선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정부
가 설립되었음을 선포함.
7월 22일, 중국은행이 루사카(잠비아의 수도)에서 개업함. 이는 중국이 아프리카에 설립한 최초의 영업성 금융
기구임.
8월 6일, 중국과 뉴질랜드가 베이징에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문제에 대해 양자 합의에 도달함.
8월 26일, 중국과 한국이 서울에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문제에 대해 양자 합의에 도달함.
9월 4일, 중·일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대한 양자 협상 문제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중·일은 관세와 비관
세 조치 및 상품 표준인증제도에 대한 협상을 종결하고, 상품무역 시장 진입 기본협정을 전면 실현함.
10월 13~24일, 대외경제무역합작부 수석 협상 대표 룽용투(龙永图) 부부장이 제네바에서 유럽연합, 오스트레
일리아, 노르웨이, 브라질, 인도, 멕시코, 칠레 등 30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과 양자 협상을 진행하여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파키스탄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쌍방 시장 진입 협상에 서명하고,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인도 등과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양방 시장 진입 협상을 완료함.
11월 25일, 장쩌민 주석이 APEC 정상 비공식 회의에서 중국은 2005년까지 공업품의 평균 관세를 10%까지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선포함.
12월 9일, 제네바에서 중국과 싱가포르가 쌍방 시장 진입에 합의함.
12월 16일, 장쩌민 주석이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한·중·일 정상의 비공식 회견에서 중국 위안화
의 평가 절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12월 31일,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수정하고, <국가중점 장려 발전 산업, 산품 및 기술 목록>을 발표함.

- 2월 16일, 우이(吴仪) 부장이 유럽연합 부의장 Britan과의 회담에서 중국 서비스산업 시장의 개방은 우리의
발전 수준에 따라 순차적이어야 하며, 서비스 무역의 협상 역시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각
원칙을 차례로 따라야 한다고 발언함.
- 3월 18일, 국무원이 <연해경제개방구 범위의 진일보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扩大沿海经济开放区范围
的通知)>를 발표함.
- 3월 28일~4월 9일, 중국대표단이 세계무역기구에 관세 양허표를 제출함.
- 5월 4일,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장 스광셩(石广生)이 베이징에서 중국을 방문한 중일경제무역센터 대표단의
Kimura 단장과 회견하여, 중국은 아시아의 요구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현재 위안화의 가치 절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1998년
- 6월 17일,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이 미국 기자 방문 당시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관한 3원칙을 제시함.
- 11월 17~18일, 장쩌민 주석이 APEC 제6차 정상 비공식 회의에 참석하여, 18일, APEC 제6차 정상 비공식
회의에서 국제금융의 안정적인 발전과 국제금융 신질서 건립의 촉진에 대한 세 가지 주장을 제기: △ 국제합작의
강화, 금융위기의 확산 저지, 이러한 위기를 맞은 국가와 지역이 경제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리한 외부환경
을 만들 것 △ 국제금융제도를 개혁하고 완전하게 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안전과 질서 있는 운영을 보증 △ 유관
국가와 지역을 존중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해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중국은 1,000만 달러를 지출하여
“중국 APEC 과학기술산업 합작 기금” 설립을 선포함.
- 12월 3일, 세계무역기구가 1997년 세계무역 수출입 순위를 발표함. 중국 상품의 수출액이 10위에 진입하고,
수입액은 12위를 유지함: 서비스무역 수출에서는 16위, 수입 부문에서는 10위에 위치함.
- 1월 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희망그룹유한공사 등 20개 사영기업의 직영 수출입 권리를 최초로 비준함.
- 4월 6~14일, 중국 국무원 총리 주룽지가 미국을 정식으로 방문하여,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문제에 대해
클린턴과 공동성명을 발표함. 양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것을
1999년
추진하고 미국은 1999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견고히 지지함.
- 5월 8일,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중국의 주유고슬라비아 대사관을 습격하여 중국과 세계
무역기구 가입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9월 6일에 협상이 재개됨.
- 8월 3일, 중국인민은행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역외 벨트종류 가공 조립 업무 지지에 대한 신용 지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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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동으로 발표함. 수출 확대 지지를 바탕으로 중국의 경공업, 방직산업, 가정용 전기기구 산업 및 의류 가공
등의 산업을 지지하고, 비교적 우위에 있는 기업을 역외로 진출하며, 가공 조립 산업을 확대함.
9월 11일,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과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APEC 제7차 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9월 27~29일, 99 Fortune(财富) 세계 포럼이 상하이에서 “중국: 미래 50년”을 주제로 개최됨.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이 개막 활동에 참석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온 기업대표 50여 명과 회견함. 800명에 달하는 세계
비즈니스 엘리트와 중국 기업가, 경제학자 및 정부 관료들이 100여 건의 의제에 관해 광범위하게 교류함.
10월 12일, 제5차 아태지역 정부 협동조합 관료회의가 베이징에서 개막됨. 1999년 아태지역 정부합작 회의와
중국 협동조합은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국제회의임.
11월 15일, 중·미 양방이 중국의 WTO 가입 합의를 도출함.
12월 20일,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가 설립됨.

- 1월, 국무원이 서부지역 개발 영도소조를 설립하고, 서부대개발 전략을 실시하기 시작함.
- 4월 5일, 방콕 협정 제16차 상무위원회에서 중국의 본 협정 가입 결정이 만장일치로 승인됨. 심사 비준이 완료되
고 효력이 발생하면서 중국은 방콕 협정의 여섯 번째 회원국이 됨.
- 4월 12일,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양자 시장진입 협정 가입에 공동으로
서명함.
- 5월 16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중국과 리트비아의 양자 시장진입 협정이 종결됨.
- 5월 19일, 중국과 유럽연합이 고된 협상 끝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문제에 대해 양방 합의에 도달하여,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한 최후의 장애물이 제거됨.
- 10월 10~12일,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베이징 2000년 각료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중국과 아프리카
양방은 <베이징 선언>과 <중국·아프리카 경제 사회 합작 강령>에 서명함.
- 10월 20~21일,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서울(한국의 수도)에서 개최됨. 공동 발전과 번영을
2000년
위한 아시아와 유럽의 합작과 교류 강화 문제가 회의의 중점으로. 국무원 총리 주룽지가 개막식에 참석하여
“신세기 발전의 아시아 유럽의 동반자 관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함. 회의에서는 <2000년 아시아 유럽의
기본협정>, <한반도 평화 서울 선언>, <제3차 아시아 유럽 회의 의장 성명> 등 3건의 중요문건이 통과됨.
- 11월 14~18일,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제8차 정상 비공식 회의에 참석하
여, 브루나이와 공식 방문을 진행함.
- 11월 24일, 국무원 총리 주룽지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정상 회담(10+3)에
참석하여 중요 담화를 발표함.
- 11월 25일, 국무원 총리 주룽지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4차 중국-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에 참석함(10+1).
- 12월 5일, 상하이 신천통신 유한공사 설립으로 외국 자본이 중국의 통신 경영 영역까지 들어오기 시작함.
- 12월 29일,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장 스광셩(石广生)이 2000년 제9호 명령에 서명하고, <대만지역 무역 관리
에 관한 조치>를 발표함. 대만 무역에 대한 지도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만무역 관리방식, 분쟁해결에 대한
규범을 제시함.
- 1월 1일, 재차 자체적으로 관세 수준을 하향함. 관세 총 수준을 16.4%에서 15.3%까지 낮추어 평균 하락 폭이
6.6%가 됨. 관세 하락 품목은 모두 3만 4,662개 항목으로 중국의 세칙 세목 총 수량의 49% 차지함.
- 1월 2일, 대외경제무역합작부가 2001년 제1호 공고를 발표함. 대외개방과 경제체제개혁의 요구에 응대하고자
2001년 1월 15일 자로 20종의 전기 상품 할당액을 취소하고 허가증, 분쟁 해결 등에 대해 규범 제시를 결정함.
- 2월 8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집행위원회 표결을 통해 중국의 배당 제고를 선포하고 중국은 IMF 내 발언권이
13위에서 8위로 상승함.
- 3월 28일, 신정세하에서 중국 서부지역 대외 경제무역 발전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서부 일부 성시지역 대외경
2001년
제무역 좌담회가 시안에서 개최됨.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장 스광셩(石广生)이 회의에 참석하여, 서부지역
대개발이 지닌 지역 특색의 대외경제무역사업을 요구함.
- 4월 23일,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제57차 연례 회의에서 중국정부가 <방콕 무역특혜협정> 비준서를
제출함. 중국이 정식으로 본 협정에 가입하고, 중국정부는 634종 상품의 수입 관세에 대해 10~84% 삭감을
승낙함.
- 5월 9일, 동남아국가연합 10국과 한·중·일(10+3) 재무장관 회의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됨. 지역
경제와 금융 정세에 대해 동남아 재정 금융 합작 강화와 10+3 회원국 경제정책 협의와 대화의 강화, <치앙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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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셔티브>의 진전과 10+3 회의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해 토론함.
6월 15일, ‘상하이 협력 기구(SCO)’ 회원국 정상회의가 상하이에서 개최됨. 6개국 정상은 각각 담화를 발표하
고, <상하이 협력 기구 설립 선언>, <테러리즘, 분열주의와 극단주의를 지양하는 상하이 규정>에 공동으로 서명함.
9월 17일, 세계무역기구 중국 업무팀이 제18차 회의를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본부에서 개최함. 중국이 세계무
역기구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률 문건이 통과되어 15년간 이어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협의 선언이
종결됨.
9월 18~19일, “중국과 유럽: 세계화시대의 동반자 관계”라는 주제의 중국 유럽 경제회의가 베를린에서 개최됨.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부장 장양(张样)이 회의에 참석하여 “21세기의 중국 유럽 경제무역관계로 향하다”라는
취지로 발표함.
10월 21일, APEC 제9차 정상 비공식 회의가 상하이에서 개최됨: 국가 주석 장쩌민이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전 세계와 지역경제 구도 및 인력자원능력 건설이라는 두 가지 의제를 둘러싸고 토론을 진행함.
회의에서 <2001년 APEC 정상 선언>을 발표하고, 선언 발표와 동시에 부속문건인 <e-APEC 전략>과 <상하이
컨센서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 반테러 성명>을 함께 발표함.
11월 5일, 국무원 총리 주룽지가 브루나이의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제5차 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10+3)
정상 회의에 참석하여 중요 담화를 발표하면서 동아시아 합작 촉진을 위한 다섯 가지 새로운 제안을 제시함.
11월 9~14일,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가 도하(카타르의 수도)에서 개최됨. 새롭고 다각적인 무역 협상에
대한 결정을 도출하고, 중국과 중국 타이베이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결정에 관한 심의가 통과됨.
12월 11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제143번째 정식 회원국이 됨.

- 2월 11일, 국무원 총리 주룽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제346호 명령 <외자의 투자방향 지도 규정>에 서명하
고, 전문을 발표함(2002. 4. 1. 시행).
- 8월 32일, 국가외환관리국이 새로운 <보세구역 외환관리 방법>을 발표함(2002. 10. 1. 시행).
- 9월 13일, 중국·ASEAN 경제무역 각료회의가 반다르세리베가완(브루나이의 수도)에서 최초로 개최됨.
- 10월 9일, 대외경제무역합작부 유관 책임자가 2002년 11월 1일 자로 정식 시행되는 <대외무역장벽 조사에
2002년
관한 임시 규칙>에서 중국이 초보적인 무역장벽 조사제도를 구축하였다고 언급함.
- 11월 3일, 주룽지가 프놈펜(캄보디아 수도)에서 개최된 메콩강 경제 협력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담화를 발표함.
회의 후에 유관 국가와 <메콩강 지역의 운송 편리 협정> 양해각서, <메콩강 지역의 운송 편리 협정> 중국 가입서,
<메콩강 지역 정부 간 전력 무역 협정>에 서명함.
- 11월 4일, 주룽지 총리가 프놈펜에서 제6차 ASEAN과 한·중·일(10+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담화를 발표함.
- 12월 1일,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의 국내증권투자에 관한 잠정규정>을 시행함.
- 3월 24일, 국제투자의 새로운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외환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진일보한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성함. 국가 외환관리국이 2003년 4월 1일 자로 정식 시행될
<외국인 직접 투자 외환 관리 사업과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6월 18일, 중국과 태국이 베이징에서 <중국·ASEAN 전면적인 경제협력 기본협정>에 서명하고 “이른 아침 수확
(早起收获)” 방안하에 관세 취소 협정을 가속화함. 양국은 2003년 10월 1일 자로 조기에 중국·태국 간의 과일,
채소 상품에 무관세를 실현함.
2003년 - 10월 13일, 국무원이 수출세금환급제도 개혁 실행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고, 수출세금환급제도 실행 개혁을
진행함.
- 11월 3일, 국가 주석 후진타오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파키스탄 대통령 Musharraf와 회견함. 회담 후, 양국
정상이 <중화인민공화국과 파키스탄 공화국의 쌍방 합작 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 선언>에 서명하고 쌍방 합작문
건의 조인식에 참석함.
- 12월 27일, 국가세무총국과 마카오특구정부가 <마카오와 중국의 이중과세방지와 과세회피 방지에 관한 처리>
에 서명함.
- 1월 1일, 중국이 수입세칙의 부분 세목을 조정하여 수입세칙 세목은 2003년의 7,445개에서 7,475개로 증가
함. 동시에 중국은 수입세칙 2,414개 세목의 최혜국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관세 총 수준이 11%에서 10.4%로
2004년
하락함. 수입세칙 보통세율은 그대로 유지됨.
- 4월 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표결로 새롭게 수정된 <대외무역법>이 승인됨
(200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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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7일, 후진타오가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나우루공화국 대통령과 회견하고, 양국 경제기술합작협정의 조
인식에 참석함.
- 4월 28일, 원자바오가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쿡아일랜드의 총리와 회견하고, 함께 경제기술합작협정의 조인
식에 참석함.
- 5월 3일, 원자바오와 독일의 총리 슈뢰더가 베를린 총리 관저에서 회담을 개최함. 회담 전 두 정상은 7조항의
합작 협정 조인식에 참석하고, 회담 후에는 양방이 중국과 독일의 관계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함.
- 5월 6일, 원자바오가 유럽연합 본부에서 유럽연합 의장 Prodi와 회의를 진행함. 회담 후 중국과 유럽연합 양방은
5개 경제무역 합작문건에 대해 서명함.
- 5월 28일, 중국과 뉴질랜드가 오클랜드에서 정식으로 <중국 뉴질랜드 무역 및 경제 합작 기본협정>에 서명함.
- 6월 14일, 국가부주석 쩡칭홍이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부룬디공화국 부통령 Kadege와 회견하고, 양방이 <중
국과 부룬디 정부의 경제 기술 합작 협정> 등 문건 조인식에 참석함.
- 7월 6일, 국가주석 후진타오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몽골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함. 회담 후 양국 정상이 <중국
몽골 경제기술합작협정> 등 문건의 조인식에 참석함.
- 8월 27일, <중국 대륙 및 홍콩의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CEPA)> 연합지도위원회 고위층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상무부 부부장 안민(安民)과 홍콩특별구 정부재정국 국장 탕잉녠(唐英年)이 공동으로 주관한 회의로
중앙정부와 홍콩특별구정부가 각각 쌍방을 대표하여 <<중국 대륙 및 홍콩의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 개방
확대 협상 기록>에 서명함.
- 9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가 공포됨.
- 10월 8~9일, 원자바오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5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중요 담화를 발표
함. 회의에서 <제5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의장 성명>, <아시아 유럽 회의의 포괄적 경제파트너십에 대한 하노
이 선언>, <아시아 유럽 회의 문화와 문명 대화 선언>이 승인됨.
- 10월 27일, <<중국 대륙 및 홍콩의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의 보충 협의>가 홍콩에서 서명됨.
- 10월 29일, <<중국 대륙 및 마카오의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의 보충 협의>가 마카오에서 서명됨.
- 11월 1~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우방궈가 케냐의 대통령 대리와 케냐 나이로비에서 회담하
고, 양방이 <중국·케냐 경제기술 합작 협정> 등 협력 문건의 조인식에 참석함.
∙ 3일, 우방궈가 하라레(짐바브웨의 수도)에서 짐바브웨 대통령과 회담을 개최한 후, <중국 짐바브웨 경제기술
합작 협정> 등 협력 문건의 조인식에 함께 참석함.
∙ 6일, 우방궈가 잠비아의 루사카(잠비아의 수도)에서 잠비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 후, <중국 잠비아 경제기
술 합작 협정> 등 협력 문건의 조인식에 함께 참석함.
∙ 8일, 우방궈가 아부자(나이지리아의 수도)에서 나이지리아 대통령 Obasanjo와 회담을 개최한 후, <중국
나이지리아 경제기술 합작 협정> 등 협력 문건 조인식에 함께 참석함.
- 11월 3일, 중국·ASEAN 박람회가 최초로 광시장족자치구의 난닝에서 개막됨.
- 11월 17일, 원자바오가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안티가 바부다 제도의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함. 회담 후 함께
양국 경제기술 합작 협정 조인식에 참석함.
- 12월 1일, 중국은행 감독관리위원회가 외자금융기구의 위안화 업무 지역을 18개로 확대 허가함.

- 1월 24일, 원자바오가 베이징인민대회당을 방문한 모리셔스 총리와 회담을 진행함. 회담 후 양국 총리는 <중화
인민공화국 정부와 모리셔스 공화국 정부의 경제 기술 합작 협정>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의 노동합작에 관한 협정> 조인식에 참석함.
- 1월 25일, 중국·칠레 자유무역구 무역협상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 2월 2일, 중국정부와 자메이카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중국·카리브해 경제무역 합작 논단” 제1차 관료급
회의가 자메이카 킹스타운에서 개막됨. 정칭홍이 참석하여 연설함. 개막식 후 중국과 11개 카리브 국가의 대표
2005년
가 카리브 경제 무역 협정의 행동강령에 서명함.
- 4월 18일, 후진타오가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Howard와 접견하고, 같은 날 원자바오가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Howard와 회담을 개최함. 회담 후 양국 총리가 중국의 완전시장 경제지위에 대한 승인
과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양해각서 조인식에 참석함.
- 4월 21일, 원자바오가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프랑스 총리 Raffarin과 회담을 진행함. 회담 후 양국 총리가 양방
의 농업, 항공, 에너지 등 20개 부문의 쌍방 합작 협정의 조인식에 참석함.
- 5월 16일, 2005년 베이징 부(财富) 세계 포럼이 베이징에서 개막됨. 후진타오가 개막식에 참석하여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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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을 발표함.
- 6월 21일,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가 국무원 간부회의를 주관하여 상하이 푸둥신구를 사회주의 시장경제 종합
개혁 실험 장소로 비준함.
- 7월 21일, 중국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기초로 통화바스켓을 참고하여 조율하고, 불안한 환율 제도를 관리함.
- 11월 1일, 중국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경제무역합작 강화에 관한 비망록>에 서명하고, 이스라엘 정부는
중국정부의 완전한 시장경제지위를 정식으로 승인함.

- 3월 24일, 중국·브라질의 고위층 조력 합작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 4월 19일,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본부에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래 최초로 세계무역기구가 무역정책
심의를 진행함.
- 5월 26일, 국무원이 정식으로 톈진 빈하이신구를 국가종합개혁 시험지역으로 비준함.
- 9월 29일, 상무부가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등 7개 부문과 회동하여 <기술 도입과 혁신에 대한
격려, 대외 무역 성장 방식의 변화 추진의 문제>를 발표함.
- 10월 16일, 원자바오 총리가 제100차 중국수출품 교역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경축대회를 겸해 연설함. 제101
차 개막부터는 광저우 수출품 교역회의 정식 명칭인 “중국 수출상품 교역회”를 “중국 수출입상품 교역회”로
바꾸겠다고 선포함.
2006년 - 10월 26일,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구 제1차 협상회의가 베이징에서 정식으로 개최됨.
- 10월 31일, 제2차 중국·ASEAN 상무 투자 정상회담이 난닝에서 개최됨.
- 11월 3~5일,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담 및 제2차 각료급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 11월 24일, 중국·파키스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
- 11월 26일,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가 라호르(파키스탄의 북동부)에서 루바이 경제특구 공식 출범식에 참석함.
루바이 경제특구는 중국이 역외에 정식으로 세운 최초의 경제무역합작구임.
- 12월 4일, 중국·아이슬란드 자유무역협정 협상이적으로 본격 시작됨.
- 12월 14~15일, 중·미 양방이 베이징에서 최초로 중·미 전략 경제 대화를 개최함.
- 12월 19일, 중국은 스페인을 능가해 쿠바의 제2대 무역 파트너가 됨.
- 12월 28일, 상무부가 처음으로 <중국서비스무역 발전 보고>를 발표함.
- 1월 14일, 중국과 ASEAN 10개국이 필리핀 세부에서 중국·ASEAN 자유무역구 <서비스무역 협정>에 서명함.
이 <협정>은 각국의 국내 법률로 심사 비준한 후 2007년 7월 1일 자로 정식 발효됨.
- 1월 15~17일, 중국·칠레 자유무역구 서비스무역과 투자에 대한 1차 협상 겸 자유무역위원회 제1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 2월 4일, 잠비아를 방문한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가 잠비아 대통령과 함께 잠비아·중국 경제 무역 합작구를
출범함. 이는 중국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정식으로 출범한 최초의 역외 경제 무역 합작구임.
- 2월 5일, 중·미 전략 경제 대화 시스템 투명도 문제에 대해 부부장급 협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 2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방문을 진행 중인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Mbeki가
“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무역 합작 웹사이트” 개통식에 함께 참석함.
- 4월 11~12일, <중국·아이슬란드 자유무역협정> 제1차 협의가 베이징에서 진행됨.
- 4월 15일, 제101차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가 개막.
2007년
- 5월 17일,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와 베트남 국가주석 응우옌민찌엣의 증명하에 중국 상무부 보시라이 부장과
베트남 주중대사 Tran van luat가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정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와 베트남 사회주
의 공화국 투자 계획부 중국 베트남 경제합작 업무팀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함.
- 6월 7일, 국무원이 충칭시와 청두시의 전국 도농 통일 종합 개혁 시험구 설립을 비준함. 신역사 시대에 중국이
중서부 발전의 속도를 올리고, 지역조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 배치임.
- 6월 29일, 상무부와 홍콩특별구정부가 홍콩에서 <중국 대륙 및 홍콩의 포괄적 경제 무역 파트너십 협정>의
추가협의 4에 서명함. 이 협정은 2008년 1월 1일 자로 정식 시행됨.
- 7월 8일, 중국과 스위스가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스위스 경제부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스위스는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지위를 선포함. 현재까지 75개 국가 및 지역이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지위를 승인함.
- 8월 25~26일, 제6차 중국·ASEAN(10+1)과 제10차 ASEAN-한·중·일 경제무역 관료회의(10+3)가 마닐라
(필리핀의 수도)에서 개최됨. 중국 상무부 부장 보시라이가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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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9일,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오스트레일리아 방문을 진행하여 시드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
력체(APEC)의 제15차 정상 비공식 회의에 참석함.
- 9월 7일, 한·중 양국이 <투자 촉진 및 보호 협정>에 서명함.
- 9월 15일, 일본을 방문 중이던 중국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 자칭린(贾庆林)이 고베에서 개최된 제9차 세계화상
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담화를 발표함.
- 9월 19일, 상무부와 홍콩특별구정부가 공동으로 홍콩에서 <CEPA 추가협의 4>에 대한 전문 포럼을 주최함.
- 10월 21일,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당장(수정안)>이 승인됨. 과학적 발전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 계통 등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들이 당장에 삽입됨.
- 11월 2~6일,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러시아에 공식 방문을 진행하
여, 상하이 협력 조직 회원국 총리가 제6차 회의에 참석하고,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중국·러시아 총리 제12차
정기회담과 “중국해” 폐막식 활동에 참석함.
- 11월 12~13일, 중국·페루 자유무역구 협의 업무팀 회의가 베이징에서 진행됨.
- 11월 20일, 원자바오 총리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일본 정상 후쿠다 총리와 회담
을 진행함. 양국 정상은 제1차 중·일 경제 고위층 대화를 2007년 12월 1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확인함.
- 12월 11일, 중·미 양방이 조어대 국빈관에서 진행된 중·미 경제 합작 조인식에 참석하여 14개 협정과 비망록에
사인함.
- 12월 13일, 중국 노르웨이 자유무역구 공동 실행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종료됨. 중국과 노르웨이 양방의 공동
실행가능성 연구보고가 심의를 통과함.

- 1월 1일, 새로운 기업 소득세법 및 실시조례가 시행되어 내·외자기업에 통일된 기업 소득세율이 적용됨.
- 1월 13일, 상무부장 천더밍(陈德铭)이 베이징에서 세계무역기구 책임자 Lammi와 회담을 진행하고, 양방은
도하라운드 합의 등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함.
- 1월 18일,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가 영국 수상 Brown과 함께 인민대회당에 출석하여 중국 영국 공상(工商)
정상회담을 진행함.
- 1월 30일, 중국 서비스 무역협회가 베이징에서 오픈 행사를 진행하고 협회 홈페이지(www.catis.org.cn)를
개통함.
- 2월 1일, 중국 알루미늄 회사가 미국 알루미늄 회사와 연합하여, 리오틴토 영국 회사의 12%의 주식을 보유함.
교역의 총 대가는 약 140억 5,000만 달러로 중국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투자임.
- 2월 25일, 중국정부가 세계무역기구 지원활동에 대해 30만 달러를 원조하겠다고 선포함. 개발도상국, 특히
후진국의 국제무역 참여능력을 제고하고, 중국이 최초로 세계무역기구에 원조하며, 원조활동의 촉진을 지지하
기로 함.
- 2월 27일, 중국이 시장경제 건설 중 취득한 거대한 성취를 감안하여, 기니 정부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승인함.
2008년 - 4월 7일, 중국과 뉴질랜드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함.
- 4월 13일, 중국과 칠레가 하이난성의 산야시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보충 협정>에 서명함.
- 4월 15일, 중국과 영국의 경제자본대화가 베이징에서 최초로 개최됨.
- 4월 25일, 중국·브루나이 경제무역협상 회의가 항저우에서 최초로 진행됨.
- 5월 7일, 국무원 심의 및 원칙에 따라 <대외청부공정관리조례(초안)>가 승인됨.
- 5월 21~23일, WTO의 대중 제2차 무역정책심의가 제네바 WTO 본부에서 진행됨.
- 6월 6일, 메콩강 지역 경제 회랑 포럼이 운남 쿤밍에서 열려 각료 공동성명을 발표함<쿤밍 합의(共识)>.
- 6월 16일, 중·미 기업이 워싱턴에서 136억 달러의 무역 투자 합작 계약에 서명함.
- 7월 11일, 중국·멕시코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 8월 2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외상 투자 프로그램 관리의 강화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외상투자 프로그램의 허가제를 규정대로 엄격하게 시행함.
- 10월 23일, <중국·싱가포르 FTA> 체결.
- 11월 22일, <중국·콜롬비아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2009년

- 1월 27일, <중국·스위스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 2월 12일, <중국·말리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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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2일, <중국·몰타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 3월 5일, 상무부가 <외상투자 심사작업 개선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외자심사 관리체제 개혁을 더욱 심화하
고 지방의 상무 주관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외자심사 관리 권한을 확대함.
- 4월 1일~2일,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런던에서 개최된 제2회 G20 금융정상회담에 참여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 협력을 진행하다”를 주제로 연설함.
- 4월 14일, 국무원이 <상하이의 서비스업 현대화/제조업 선진화를 통한 국제금융 및 국제항공운송의 중심지
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 4월 29일, <중·페루 FTA>가 체결됨.
- 6월 16일,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러시아에서 브릭스 4개국 정상과 회담한 후, 회원국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 7월 1일, 인민은행이 <대외무역 위안화 결산 시행 관리방법>을 발표하여, 대외무역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위안
화 결산 업무에 따르는 위험을 방지함.
- 10월 10일,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 10월 14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제8차 총리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 11월 14일, APEC 정상회의 제17차 비공식 회의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됨.
-

2010년

-

1월 1일, <중국·ASEAN FTA> 정식 발효.
4월 8일, <중국·코스타리카 FTA> 체결.
4월 26일, <중국·차드공화국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5월 1일~10월 31일, 2010 상하이엑스포를 개최함. ‘도시’를 주제로 한 본 박람회는 중국이 최초로 주관한 종합
박람회이자 사상 처음 개발도상국에서 개최된 박람회임.
5월 29일,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제주도에서 개최함.
7월 19일, 인민은행과 홍콩금융관리국이 위안화 거래에 관한 <추가 협력 비망록(4)> 및 <홍콩은행 위안화 업무
청산협정>을 체결함.
8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서부대개발 전략 실시의 심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함.
8월 4일, <중국·리비아 투자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8월 16일, 중국인민은행이 <역외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등 3개 기관이 위안화 투자 은행 간 채권시장을 시범
운용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통지>를 발표함.

- 1월 6일, 인민은행이 <외국직접투자 위안화 결제 시범 관리 방법>을 발표하여, 은행업 금융기관의 외국직접투
자 위안화 결제 업무를 규범화하고 국내 기관이 위안화를 사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2월 25일, 상무부가 <외국인투자 관리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일부 외국인투자 심사
관리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고 일부 외국인투자 심사 항목을 제거함.
- 3월 19일,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화물 열차가 처음으로 개통됨. 현재 국내 33개 도시에서 출발하는 화물 열차
는 동부/중부/서부 세 가지로 분류되며 유럽 12개국 33개 도시와 연결됨.
2011년
- 4월 19일, <중국·우즈베키스탄 투자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 7월 9일, 중국·남수단 수교.
- 10월 12일, 상무부가 <대외 위안화 직접투자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QFII)의 자국 내 투자활동을 규격화함.
- 10월 13일, 인민은행이 <외국인 직접투자 위안화 결산 업무 관리 방법>을 발표하여,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가
위안화를 사용하여 자국 내 자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함.
- 4월 30일, 국무원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조례”의 수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여, 중국은 공식적으
로 외국 보험회사에 자동차 의무 보험 시장을 개방함.
- 5월 13~14일,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함. 본 회의에서 삼국이 연내 한·중·일 FTA 담판을
개시하고 협정에 공식 서명하기로 동의함.
2012년
- 11월 8일, 18대 당대회에서 저우추취 전략을 가속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세계 수준의
다국적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함.
- 11월 20일, 프놈펜(캄보디아의 수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ASEAN+3,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정상들이 모여 RCEP 담판 개시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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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4~6일, 원자바오 총리가 상하이협력기구 제11회 총리 회의에 참여함.

- 3월 5~17일, 제12회 전인대 1차 회의를 개최함. 본 회의에서 시진핑은 국가주석,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장더장은 전인대 상무위원장, 리커창은 국무원 총리로 선출됨. 시진핑 주석이 17일 담화에서 중국의 꿈 실현을
강조함.
- 3월 13일, 인민은행이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와 투자은행 간 채권시장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조건에 맞는 적격외국인투자자가 인민은행에 투자은행 간 채권시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함.
- 3월 22~30일,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봉을 국빈 방문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서 개최된 제5회 브릭스 국가 정상회담에 참여함.
- 3월 24일, <중국·탄자니아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 4월 15일, <중국·아이슬란드 FTA> 체결. 중국과 유럽 국가가 맺은 첫 번째 FTA임.
- 6월 7~8일, 시진핑 주석이 캘리포니아주 서니랜드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미·중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함.
- 7월 6일, <중국·스위스 FTA> 체결.
- 8월 22일,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정식 설립 비준을 획득함.
- 9월 3~13일, 시진핑 주석이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국빈 방문하여, 러시
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8차 G20정상회담에 참가하고,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제
2013년
13차 정상회의에 참가함. 5일에는 G20정상회담에서 “개방적 세계경제의 공동 유지와 발전”을 주제로 발표하
였고, 7일에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대학 강연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공동 건설을 제안함.
- 9월 29일,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정식으로 설립됨.
- 10월 2~8일, 시진핑 주석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 정상
회의 비공식회담에 참석함. 2일에는 자카르타에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아시아인
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제안하고, 3일에는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공동 건설
을 제안함.
- 11월 12일, 18기 3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이 통과됨.
- 11월 20~21일, 제16차 중국·유럽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시진핑 주석이 유럽이사회 의장과 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중국·유럽의 협력 관계 발전을 강조하였고 양측은 <중국-유럽 협력 2020 전략 규획>
을 발표함.
- 12월 2일, 인민은행이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금융 부문 지원조치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자본계정
의 통제를 줄이기 위해 거시적 발전 사고와 추진 방향을 확립함.
- 5월 4~11일, 리커창 총리가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 연합 본부, 나이지리아, 앙골라, 케냐를 국빈 방문하여 나이
지리아에서 개최된 제24회 세계경제포럼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함.
- 5월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해외투자 프로그램의 허가제와 등록제 관리 방법>을 발표하여, 상황에
따라 해외투자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허가제와 등록제를 적용한다고 밝힘.
- 5월 1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외국인투자 프로그램의 허가제와 등록제 관리 방법>(6월 17일부터
실시)을 발표하여, 기존의 외국인투자 허가제도를 “허가제+등록제”의 방식으로 변경함.
- 6월 5일, 제6회 중국·아랍국가 협력 포럼 장관급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시진핑 주석이 개막식에 참가하여
“실크로드의 정신을 더욱 발전시켜, 중국·아랍국가 간 협력 증대”를 주제로 연설함.
2014년 - 7월 9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연합으로 개최된 제6차 미·중 전략 경제대화와 제5차 미·중 인문교류 고위
급회담에 참석함.
- 7월 15~23일, 시진핑 주석이 브라질에서 열린 제6차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
엘라, 쿠바를 국빈 방문하고 중국-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 정상들과 회견함.
- 8월 21~22일, 시진핑 주석이 몽골을 국빈 방문하여 몽골 대통령과 회견하고, 중국·몽골이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함.
- 9월 11~19일, 시진핑 주석이 타지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이사회 제14차 회담에 참가하여 타지
키스탄, 몰디브, 스리랑카, 인도를 국빈 방문함.
- 10월 6일, 상무부가 <해외투자 관리방법>(수정판)을 실시하여, 최초로 대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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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4일, 중앙재경영도소조 제8차 회의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계획을 연구하
고, AIIB와 실크로드 기금 설립을 제창함.
- 11월 8일, 상호 연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대화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400억 달러를 지원하여 실크로드 기금을 설립할 것이라고 선언함.
- 11월 11일, APEC 제22회 비공식 정상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시진핑 주석이 본 회의를에서 지역 경제통
합과 상호 신뢰, 포용, 협력, 이익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함.
- 11월 14~23일, 시진핑 주석이 호주에서 개최된 제9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연설함.
- 11월 17일, 상하이와 홍콩 간 증시 교차 거래 제도인 후강통을 공식적으로 실시함.
- 12월 2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 전략 규획>을
발표하여, 일대일로 건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함.

- 1월 8~9일, 중국·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 포럼 첫 장관급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시진핑 주석
이 개막식에 참석하여 <중국-라틴아메리카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의 새로운 장>을 주제로 연설함.
- 1월 19일, 상무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초안 토의 자료)>을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감.
- 1월 20~22일, 리커창 총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2015년 연회에 참석함.
∙ 21일 리커창 총리가 연회에서 중국경제는 “쌍중고(경제를 장기간 중고속 성장시키고 중고급 수준을 향해
나아감)”를 실현하고, 반드시 “두 개의 엔진(대중창업 및 혁신/공공재 공급 및 서비스 확대)”을 가동할 것이라
고 언급함.
- 2월 14일, 국무원이 <서비스 무역 발전의 가속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함.
- 3월 7일, 국무원이 중국 항저우에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설립하기로 확정함.
- 3월 27일, 리커창 총리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포럼에 공동으로
참석함.
- 3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 추진의 비전과 액션플랜>을 발표함.
- 4월 17일, 국무원이 <개항지 개선작업의 대외무역 발전 기여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함.
- 4월 20일, 국무원이 <중국 광동성 자유무역시험구의 총체적 방안>, <중국 톈진 자유무역시험구의 총체적 방안>,
<중국 푸젠성 자유무역시험구의 총체적 방안>,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개혁·개방 심화 방안>을 발표함.
- 4월 20일, 국무원 판공실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에 관한 통
지>, <자유무역시험구의 외국인투자 국가 안보 심사 시범 운행 방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5월 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함.
2015년
- 5월 12일, 국무원이 <대외무역 경쟁에서 새로운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함.
- 5월 14~16일, 모디 인도 총리가 중국을 국빈 방문 하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 시안에서 모디 총리를 만나 양측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네 가지 건의 사항을 제시함.
- 5월 16일, 중국정부가 <국제적인 생산 능력과 장비 제조 협력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 의견>을 발표하여, 국제적
생산 능력과 장비 제조 협력을 정식으로 시작함.
- 6월 1일, <중국·한국 FTA> 체결.
- 6월 3일, 인민은행이 <역외 위안화 업무 청산은행과 역외 참가 은행이 은행 간 채권시장 채권 환매 거래를 진행하
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역외 위안화 업무 청산은행과 역외 참가 은행이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 채권
환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 6월 17일, <중국·호주 FTA> 체결.
- 6월 20일, 국무원 판공실이 <국제 전자상거래의 건전하고 빠른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함.
- 6월 28일, 인민은행이 중국은행을 헝가리 위안화 업무 청산결제 은행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함.
- 7월 8~10일,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 제7차 회담과 상하이협력기구 정상이사회
제15차 회의에 참석함. 9일에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
자”를 주제로 연설하고, 10일에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이사회 회의에서 “단결하며 협력하고, 도전에 함께 맞서
상하이협력기구가 새로운 도약을 하자”를 주제로 연설함.
- 8월 11일, 인민은행이 위안화의 달러대비 환율의 중간가격 제시 시스템을 개혁하여, 중간가격의 제시는 전날
종가를 참고해야 한다고 명시함.
- 8월 28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판공실이 <일부 지역에 전면적 창조 개혁 실험을 체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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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총체적 방안>을 발표하고, 징진지·상하이·광둥·안후이·쓰촨·우한·시안·선양 등 8개 지역을 전면적
창조 개혁 실험지구로 선정함.
9월 21일, 인민은행이 홍콩상하이 HSBC 은행과 중국은행(홍콩)이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함. 이는 국제적 상업은행으로는 최초로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을 승인 받은
것임.
10월 19일, 국무원이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관련 의견>을 발표하여, 외자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 함.
10월 26~29일, 중국 공산당 18기 5중전회가 개최됨. 본 회의의 핵심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의 대략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임.
10월 31일~11월 2일, 리커창 총리가 한국을 국빈 방문함.
11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함.
11월 14~19일, 시진핑 주석이 터키에서 개최된 제10차 G20 정상회의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PEC 제23
회 정상회의 비공식 회담에 참석함.
12월 11일,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 지수를 발표하고 통화바스켓을 더욱 참고하기로 함.
12월 14~15일, 리커창 총리가 허난성 정주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 정상이사회 제14차 회의에 참석하여
연설함.
12월 17일, 국무원이 <자유무역구 전략의 가속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함.
12월 25일, AIIB가 정식으로 설립됨.

- 1월 7일, 국무원이 <국경지대 중점지구 개발개방의 몇 가지 정책적 조치의 지지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중점
개발개방시험구, 국경지역 국가급 항구, 변경 도시, 변경 경제협력구와 국제경제협력구 등 국경지대 중점지구
는 중국이 주변국가 및 지역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인 동시에 ‘일대일로’ 건설을 선도할 것이라
고 밝힘.
- 1월 13일, 중국정부가 <중국의 아랍 국가에 대한 정책 문건>을 발표함. 이는 중국정부가 아랍 국가를 대상으로
제정한 최초의 정책문건임.
- 1월 15일, 국무원이 톈진 등 12개 도시에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의 설립을 동의함.
- 2월, 인민은행이 “전일 종가+통화바스켓 환율 변동폭”의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의 중간가격 형성 시스템을 만
듦.
- 2월 24일, <중국인민은행공고(2016) 제3호>가 발표되어, 조건에 부합하는 더 많은 외국 기관투자자가 은행
간 채권시장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투자액 제한을 없애고, 관리 과정을 간소화함.
- 3월 17일, 중국·감비아 수교.
- 6월 17~24일, 시진핑 주석이 세르비아, 폴란드,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고, 타슈켄트에서 열린 상하이협
력기구 정상이사회 제16차 회의에 참석함.
- 6월 30일, <사모펀드 등록접수 관련 질의응답(10)>이 공포되어, 사모펀드 영업허가증의 발급제한이 완화되고,
2016년
외자가 단독으로 혹은 일정 주식 보유를 통해 사모펀드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됨.
- 7월 22일, 리커창 총리가 베이징에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
구, 금융안정이사회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책임자들과 첫 번째 ‘1+6’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함.
- 8월 17일, 일대일로 건설사업 추진 좌담회가 진행됨. 시진핑 주석이 정책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 원활화, 자금융
통, 민심상통으로써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인터넷 사이트·새로운 협력 모델·다원적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친환경 녹색 실크로드·건강 실크로드·지능 실크로드·평화 실크로드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8월 31일, 세계은행(국제부흥개발은행)이 첫 특별인출권(SDR) 표시채권을 중국은행 간 채권시장에서 성공적
으로 발행함.
- 9월 3일, 제12기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
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투자보호법> 등 4개 법률
의 개정이 통과됨.
- 9월 4~5일, “혁신·활력·연동·포용의 세계경제 건설”을 주제로 하는 G20 정상회의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
어, 2016년 중국의 중요한 국내 개최 외교활동이 됨.
- 9월 6~9일, 리커창 총리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19차 중국·ASEAN(10+1) 정상회의, 중국·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기념 정상회의, 제19차 ASEAN-한·중·일(10-3) 정상회의 및 제11차 동아시아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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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참석하고, 라오스에 정식 방문함.
9월 22일, 상무부, 국가통계국, 국가환율관리국이 합동으로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5년도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를 발표함. 공보는 중국의 대외투자액이 처음으로 세계 2위에 오르고,
같은 기간의 외자유입 금액을 초과했으며, 처음으로 양방향 직접투자에서 자본 순수출을 실현함을 드러냄.
10월 1일,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정식으로 가입됨.
11월 2~9일, 리커창 총리가 키르기스스탄을 공식 방문하여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정부수
반(총리) 이사회 제15차 회의에 참석하고,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하여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3차 중국·카자흐
스탄 총리 정례회동에 참석함. 라트비아를 공식 방문하여 리가에서 열린 제5차 중국·중동부 유럽국가 지도자회
의에 참석하고,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21차 중국·러시아 총리 정례회동에
참석함.
11월 17~23일, 시진핑 주석이 에콰도르, 페루, 칠레를 국빈 방문하고,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4차 APEC 비공
식 정상회의에 참석함.
∙ 20일, APEC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개척, 아시아·태평양의 발전과 번영 촉진”을
주제로 발표함.
12월 5일, ‘선강퉁’이 정식으로 개통됨.
12월 12일, 국무원이 <정부 승인 투자 항목 목록(2016년판)>을 발표하여, 2013년, 2014년에 이어 세번째로
<목록>을 수정함.
12월 26일, 중국·상투메 프린시페 수교.

- 1월 12일, 국무원이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의 적극적 이용에 관한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이후 중국의 외자이용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함.
- 2월 10일,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개념이 처음으로 유엔 결의에 수록되어, 중국이 제창한 글로벌 통치 개념이
세계의 인정을 받음.
- 3월 31일, 국무원이 <중국(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의 총체적인 방안에 대한 통지>, <중국(저장) 자유무역시험
구의 총체적인 방안에 대한 통지>, <중국(후난) 자유무역시험구의 총체적인 방안에 대한 통지>, <중국(후베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총체적인 방안에 대한 통지>, <중국(충칭) 자유무역시험구의 총체적인 방안에 대한 통지>,
<중국(쓰촨) 자유무역시험구의 총체적인 방안에 대한 통지>, <중국(산시) 자유무역시험구의 총체적인 방안에
대한 통지> 및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전면적 개혁·개방 심화방안에 대한 통지>를 발표함.
- 5월 13일, <중국·조지아 FTA> 체결.
-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개최되어, 정책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 원활
화, 자금융통, 민심상통 등 5개 주제의 76개 항목, 270개항의 구체적 성과를 달성함.
- 5월 16일, 중국 인민은행과 홍콩 금융관리국이 <중국인민은행 홍콩금융관리국 연합공보> 및 <본토 및 홍콩
‘채권통’ 기자문답>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중국외환거래센터 및 전국은행간거래센터, 중앙국채등기결산유한
책임공사, 은행간시장청산소주식유한공사 및 홍콩거래결산유한공사, 홍콩채권중앙결산시스템의 홍콩과 본
2017년
토의 채권시장 상호 연결에 동의함.
- 6월 13일, 중국·파나마 수교.
- 6월 16일, 국무원 판공청이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에 관한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7년
판)>를 발표함.
- 6월 21일, 본토 및 홍콩 채권시장의 상호 연계협력 관련 업무를 규범화하여 전개하고, 역내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채권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 인민은행이 <본토 및 홍콩 채권시장 상호 연계협력
관리 잠행 방법(중국인민은행령(2017) 제1호)>을 발표하고 뒤이어 <<본토 및 홍콩 채권시장 상호 연계협력
관리 잠행 방법> 기자문답>을 발표함.
- 6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부무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 수정)>을 발표하여, 처음으
로 전국 범위의 외국인투자 허용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출함.
- 6월 28일, 상하이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와 상하이시 금융판공실이 관련 국가 각부와 위원회의 지지 아래 <상
하이 자유무역구 금융서비스업 대외개방 네거티브 리스트(2017년판)>를 발표하고, 48개 항의 특별 관리 조치
를 정비함.
- 7월 3일, 채권통을 정식으로 시범 운행함.
- 7월 19일, 제1차 미·중 전면적 경제대화가 미국 워싱턴에서 거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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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6일, 국무원이 <외자 성장에 관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함.
- 8월 18일, 국무원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의 <해외투자방향을 진일보 유도하고 규범
화하는 것에 관한 지도 의견>에 동의함.
- 11월 11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APEC 제25차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함.
- 11월 29일, <중국·몰디브 FTA> 체결.
- 12월 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외교부 및 전국공상연합 등 여러 부서가 연합하여
편성한 <민영기업의 해외투자경영행위 규범>이 공식으로 대외에 발표됨.
- 12월 15일, 국무원이 <중한 산업단지 설립의 동의에 관한 비준>을 발표함.

- 1월 25일, 상무부, 인민은행,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위원회, 국가
환율관리국이 <대외투자 등록(허가)보고 임시 시행 방법>을 공동으로 반포하고 실행하여, 상무부 등 부서가
‘격려 발전+네거티브 리스트’의 관리방식으로 대외투자 등록(허가)을 진행할 것을 명확히 함.
- 4월 10일, 시진핑 주석이 하이난 보아오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2018년 연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개방으로 함께
번영하고, 창의로 미래를 이끈다”를 주제로 연설함. 시장진입 대폭 완화, 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지식재산
권 보호 강화, 자발적 수입 확대 등 개방 확대의 4대 중대조치를 제시함.
- 4월 18일,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은 상무부의 대외원조 사업과 관련된 직책, 외교부의 대외원조 조정 등의 직책
을 조정하고 통합하여 “국가국제발전협력처”를 신설함.
- 5월 1일, 중국·도미니카공화국 수교.
- 5월 9일, 리커창 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함.
- 5월 26일, 중국·부르키나파소 수교.
2018년
- 6월 10일, 상하이 협력기구 칭다오 정상회의가 칭다오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됨.
- 6월 15일, 국무원이 <외자의 적극적·효과적 이용 및 경제의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7월 9일, 국무원 판공청이 상무부 등의 부서에 <수입 확대의 대외무역 균형발전 촉진에 대한 의견의 통지>를
발송함.
- 8월 21일, 중국·엘살바도르 수교.
- 8월 23일, <중국·몽골 FTA>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정식으로 시작함.
- 9월 3~4일, 2018년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베이징 정상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 10월 16일, 국무원이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시험구의 설립에 동의함.
- 11월 5일,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상하이에서 개최됨.
- 12월 18일,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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