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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09년부터 추진하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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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를 선정한 바 있는데, ①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
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③ 중국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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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이라는 5개 중점연구주제는 당시 국내 중국전문가
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서 도출한 것입니다. 2018년에도 이러한 다
섯 가지 중점연구분야에 따라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2018년도 연구과제
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
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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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제의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출판하여 정책연구의 일차 수요처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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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종합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언
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중국종합연구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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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배상률·이경상·임지연

□ 이주배경 청소년의 배경과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단일 성격의 집합체(monolithic group)가 아니
란 점을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주배경 청소년이란 명칭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국경을 넘은 이주의 경험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
으나, 그 외에 상당 부분에서 이질적인 집단의 총체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출신이란 그룹핑(grouping)으로 타 국가 출신과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중국 출신간에도 한국계(조선족)와 비한
국계의 구분에 따라 집단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연령층, 성별, 출신국가에 따
라 이들의 고민거리와 니즈(needs)가 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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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배경 청소년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적응의 필수요소인 한국어 실력 제고를
위한 집중 지원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중국 출신 이주배경 비재학 청소년들은 대부분 한국어
의 속도와 줄임말, 배우는 한국어와 말하는 한국어의 상이함에서 오는 부
적응 등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변지역
등 중국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한국어를 계속 사용해왔던 일부 조
선족들을 제외하면, 조선족 출신이든 비조선족 출신이든 대부분 한국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처럼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최대 고민거
리는 한국어 실력이다. 부족한 한국어 실력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미래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 정규학교 입학이 6개월 이상 늦어진 이유, 정
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한국을 벗어나 살고 싶은 주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저연령과 고연령 집단, 그리고 타국가 출신과 중국 출신 집단
모두가 희망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1순위로
꼽을 만큼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실력은 매우 간절한 목표이기
도 하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한국어 실력이 필수
이다. 한국어 실력차이가 나서 학습 동기유발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되기
도 한다. 한국어를 못하면 다른 교과까지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불
어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배울 수 있게 취향별 교재 개발도 필요
하다. TV, 연극 등의 취향별 교재와 부모와 한국 출생 친구 관계를 통한
생활 속의 언어 습득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한국어 학습수준 차이
를 고려하여 수준별 분반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강사풀이 부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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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한국어 교육은 글자교육이 아니라 외국어로서 체계적 접근방
식이 필요하다. 중도입국 청소년에 적합한 한국어 교육 교재 및 매뉴얼
부재, 한국어 교사 양성 미흡, 한국어 교육 운영에 대한 홍보처나 중앙
컨트롤타워 부재, 중도입국 중고생은 성숙한데 수준이 맞지 않은 동화 등
유치한 수업교재의 문제, 한국어가 어눌하다는 이유만으로 중도입국 청
소년들의 지적 성숙도를 얕보고 이들을 부적절하게 대하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임용고사에서 국어와 함께 한국어 교육을 분리
해서 만들어야 한다. 한국어는 외국어로 접근해서 가르쳐야 해서 국어를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기관 한국어 교사의 한국어 교육 연수 참여를 보장하고 의무화하여야 한
다. 한국에 입국한 첫 해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집중교
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연령과 대상을 고려한 한국어 수업 제
공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소셜러닝 개념을 적용
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노력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의 시선을 거둘 필요가 있다. 이 연구
의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많은 중국 출신 이
주배경 청소년들이 버스, 전철, 영화관, 놀이공원, 일터 등 일상생활을 영
위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로부터 여러 형태의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주민들을 이등국민으로 간주하거나 타자
화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우리 의식과 사회 저변에 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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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경계와 편견이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한국사회에 온전히 정
착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에 적시
된 것처럼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저마다의 꿈과 역량을 이 땅에서 키워나
갈 권리가 있다. 한국 출신이 아니란 이유로 또는 당장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고 부모의 지원이 결핍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꿈
을 접고 현실과 타협하거나 음지로 숨는 것은 개인적 불행을 넘어 21세
기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인재 양성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사회적 부담만
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
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측면에서
나 미래의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
을 포함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을 한층 제고할 필요
가 있다. 그간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8년부터 다
시 시작되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8~22년)에서도 상
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라는 큰 주제 안에 인권 및 다
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환경 조성, 지역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
위 주제로 하여,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
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많은 세부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18, pp. 22~24). 이러한 정책들이 양적, 질적으로 잘 수
행되어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제고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사
회 적응만 강조하는 동화주의 정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정책
이 필요하다. 원래 자기 모습을 인정해주고 심리적 안정감으로 적응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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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야 한다. 마음의 준비가 없는데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
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장점인 이중 언어와 문화에 대한 다양성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심리적 지원체계 확보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 다양
한 어려움을 겪는다. 새로운 환경에서 오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부모, 가족, 친구 등의 심리적 지지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학업중단, 비행 등의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 중국 출신을 포함한 이
주배경 청소년의 상당수는 부모와 장기간 떨어져 살던 경험이 있는 만큼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한국에서 원만히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부모 대상 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부모의 지지가 결여
된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이주(migration), 청소년, 사춘기적 특성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상담사와 상담척도가 부재하다. 이러한 환경을 이해
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한 찾기 어려운 상황
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상담척도와 상담전문가의 부재로
인한 현장 적용 타당성 부족으로 현장 상담지원정책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
지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상담척도와 이주배경 청소년
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중언어가 가능한 상담전문가의 양성 및
확보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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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주요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정보 안내 플랫폼
마련

어떠한 지원기관에 소속 및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행히 이들
이 공교육이나 다문화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소속 및 연결되어 있다면
한국어, 학교생활,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볼
수 있지만 홀로 떨어져 있어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 청소년들
이 상당수로 이들을 위한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정보 안내 플랫폼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 사회에 비자발적으로 이주하여 무엇부터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인권, 기본 생존권과 관련한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없고 정책대
상으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는 향후 사회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
은 것에 대비하지 못하는 안일한 상태로 보인다.
다문화센터를 통한 정보 제공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문화
센터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청소년
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한국어
교육 운영에 대한 홍보처나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 교육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여가부 차원에서 청소년 전문 한국어 교육을 포함
한 주요 정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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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및 지원시스템 개선

- 일방적인 진로 지원이 아닌 동기유발 필요
-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적성 및 장점을 살린 직종 개발 및 매칭
이 연구의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 출신 이주배경
비재학 청소년들은 대부분 서투른 한국어와 한국 친구들의 왕따에 의한
학교생활 부적응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출신 이
주배경 비재학 청소년들은 한국어 적응의 어려움, 학교 적응의 두려움 때
문에 진학, 취업 등 자신의 향후 진로 설정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에 대한 안정과 일방적인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이 아닌 동기
유발이 필요하다. 자신의 내적 동기를 찾을 수 있게 지원하고 시간을 두
고 선택할 수 있게 기다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시적 진로교육,
취업 지원이 아닌 종합적 체계적인 진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도
입국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국에 이주한 경우가 많
다. 이들은 청소년기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입국 자체가 본인의 선택이 아
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진로, 진학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측면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이들이 한국에서 어엿한 우리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기화가 우선되
어야 한다. 매슬로(Maslow 1954)의 단계별 욕구이론에 따르면, 자아실
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 순으로 단계적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특정 진로교육 및 탐색 프로
그램을 제공하더라도 한국 체류 문제의 해결이 안 된 상태이거나 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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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부터 사랑이나 존중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가 어려운 것이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경우는 외국인이라는 신분, 체류 불안정, 부모의
지지기반 미약,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관계 맺기의 어려움 등이 같이
동반되다보니 진로탐색 및 취업 여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중도
입국 청소년 대상 교육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통한 직업체험이 한국어와
학교단위 신청이 아니라서 어려우며,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직업체험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본국
어로 된 진로적성검사지 지원도 필요하다.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진로 및 취업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인프라가 개발되어야
하며,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맞는 적합한 직종을 연구·개발 및 매칭 등
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강한 사회인으로 흡
수시키려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 비자정책의 완화: 체류비자에 우선하여 청소년기 건강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

비자문제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인으로 정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며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반편견, 차별금지 관점에서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체류신분을 위한 비자정책은 부모의 체류비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체류비자에 관계없이 청소
년기 건강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단기비자(c-3)로
1년 이상 한국 내 거주할 경우, 거주지 확인과 부모 확인 절차를 거쳐 비
자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체류비자에 따라 비자종류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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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아닌 아동청소년이 보호자와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
록 하는 비자, 교육권을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비자가 발급되
어야 한다. 체류비자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에서는
건강권확보를 위한 의료보험 가입방법 완화, 교육권 확보를 위한 보육료
지원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
귀화 합격 후 국적 취득 전까지 임시라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임시취업
비자 발급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술교육 입학대상자 확대가 필요
(폴리텍 다솜고등학교의 경우)하다. 특히 동포 자녀의 직업교육 및 국내
취업 관련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성인의 동포 기술교육은 동포교육
지원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포비자(F-4, H-2)의 자녀는 방문비
자로만 거주하기에 외국인으로만 대우하기 때문에 비자정책 완화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비자 관련 대책 마
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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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조선주·배호중
중국사회과학원 Ma ChunHua·Zhang LiPing

□ 한국과 중국의 인구 동향 및 인구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 저출산 관련
만혼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을 비교분석하
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동일하게 인구억제정책 추진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저출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달리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하지 않고 두
자녀정책으로 선회한 중국에서 출산율 반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조심스
럽게 전망하고 양국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2015년 두자녀정책 실시 이후 중국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으나
2018년 출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0만 명이
다시 급감
-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혼인연령 상승 지속, 만혼화 현상 나타남.
- 베이징의 미혼여성은 서울의 미혼여성보다 혼인의향이 더 높지만,
결혼하지 않거나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가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렵다거나 자녀를 돌봐줄 시설이나 사람이 없어서라는 사유가 높
았음. 반면 서울의 미혼여성은 결혼제도의 가부장성문제와 자녀가
개인여가문화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사유가 높아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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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국가 주도의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저출산 고
령화로 인하여 출산 제고로 정책을 전환한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국가 주도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였다. 1983년 한국
의 합계 출산율은 2.06명으로 인구 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감소한 이
후 30년 이상 저출산사회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중국 역시 1980년대부
터 엄격한 인구정책을 시행해왔으며, 2013년 말 기준 합계 출산율이
1.67명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노인부양비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
구문제에 직면하여 2015년 10월 29일 제18기 5중 전회에서 전면적 두
자녀정책 시행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율이
반등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미지수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1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0
만 명이 급감하였다. 2005년부터 장기간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
진해온 한국과 달리 중국은 명시적인 대응정책이 없으며, 자녀양육지원
정책도 거의 없다.
명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출산율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양육지원정책이 거의 없고 자녀부양의 책임을 부모가 온전
히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인구억제정책의 폐기라는 정책 선회만으로 출
산율 반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저출산
대응정책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혼과 출산은 가장 사적인 선택
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저출산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
면 취업 여부, 소득수준, 학력,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결혼에
대한 태도나 자녀가치관 등 가족 관련 가치관도 결혼과 출산 행동에 영향
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태도는
연령별, 성별로 다르다. 연령이 어릴수록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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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강하고, 동일 연령대에서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태도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인구 동향 및 인구 정책의 변화를 살펴
보고 최근 저출산 관련 만혼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한국과 중국의 인구 동향을 보면 만혼화, 저출산 현상 확인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저출산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
하고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2년 처음으로 50만 명
이하가 되었으며 2017년에는 40만 명 이하로 떨어져 35만 7,771명을
기록하였다.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984년 1.74명으로 2명
대로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에 남성 27.79세, 여성
24.78세였으나 2017년에는 남성 32.94세, 여성 30.24세로 나타났다.
20세에서 34세까지 성별 미혼인구의 비율 변화를 보면 만혼현상이 보편
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세의 경우 1970년에 여성은 절반이 미
혼이고 남성은 대부분이 미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여성 96.8%, 남성
98.8%로 남성과 여성 모두 거의 미혼이다. 25~29세는 1970년에 여성
9.7%, 남성 43.4%가 미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 미혼
인구 비율이 기혼보다 더 높다. 30~34세는 1970년에 여성과 남성 대부
분이 기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남성은 절반 이상이, 여성도 10명 중 약
4명이 미혼이다.

2.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연구 ❙ 21

이러한 만혼 및 저출산은 중국도 한국과 유사하다. 1990년부터 2016
년까지 여성의 초혼연령은 22세에서 25.4세로 늘어났고 남성은 24.11세
에서 27.21세로 늘어났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20~34세 연령의 여성과 남성의 미혼 비율을
보면 1995년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미혼 비율이 상승하였다. 1995년
에 20~24세 여성은 절반 정도인 47.4%가 미혼이었으나 2016년에는
73.5%가 미혼으로 2/3가 넘는다. 20~24세 남성은 1995년에 미혼이
68.7%, 즉 2/3 정도가 미혼이었으나 2016년에는 85.7%가 미혼으로 대
부분이 미혼이다. 25~29세 여성의 미혼 비율은 1995년 5.3%에서 2016
년 26.5%로 크게 늘어났다. 25~29세 남성도 1995년에 18.2%가 미혼으
로 기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절반에 가까
운 42.2%가 미혼이었다. 30~34세는 남녀 모두 기혼 비율이 다수이긴 하
지만 1995년과 비교하여 남녀 모두 미혼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중
국의 남성과 여성의 결혼은 최근으로 올수록 모두 늦어져 만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상승과 하락 등 변화가 계속 보이고 있으며 전
체적으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3년은 합계 출산율이 대체 출산
율보다 낮은 2.03%를 기록했다. 2000년 전후 최저치 1.50%를 기록한
후에 상승하여 2013년 1.60%로 소폭 늘었다. 2015년 말 중국은 두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출생아 수는 2015년 1,655만 명에서
2016년의 1,786만 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7년에 다시 1,723만 명으
로 줄었고 조출생률도 12.95‰에서 12.43‰로 하락했다. 또 중국 국가통
계국의 1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0만 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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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가족계획정책에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중국은 산아제한
장려정책에서 두자녀정책으로 선회

한국의 인구정책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함께 도
입되었는데 당시에 급격히 늘어나는 출생아 수를 억제하여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출산억제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20여년 만인 1983년에
합계 출산율 2.1명 이하의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
으로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합계 출산율이 1.6~1.7명으로 충분히 낮아
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출산억제정책은 지속되었으며, 1996년에 들
어서야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보
건·복지 정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출산수준은 1.5명 미만으로 낮아졌고, 인구를 둘러싼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급기야 2001년
부터는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에 머무르면서 저출산 해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국가 최대의 현안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2004년 출산장려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다고 선언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
응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 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4대 분야 237개 세부 과제에 5년간 42.2조 원을 투입하였다.
이어 2011년부터는 3대 분야, 231개 세부 과제, 109.9조 원 규모(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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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문에는 60.5조 원 투입)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
립되어 시행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197.5조 원 규모(저출산부문에는
108.4조 원 투입)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2016).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산아제한정책을 30여 년간 실시했고, 제한적인
조건에서 완화하는 과정을 거친 후 최근 ‘전면적 두자녀정책’을 시행하였
다.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인구증가를 정책기조로 내세우며 출산장려
를 통한 노동력 확보와 생산력 증대를 도모하였다. 1953년 첫 인구조사
결과 예측치를 웃도는 인구성장을 기록하며 인구증가문제가 대두되자 인
구억제정책 시행 및 피임, 인공유산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를 완화하였다.
이후 1973년 12월 ‘더 늦게(晚), 더 낮게(稀), 더 적게(少)’라는 산아제한
방침이 정해졌다. 1978년 중국 중앙정부는 ｢‘국무원 출산제한 팀’ 첫 업
무 회의 보고서(关于国务院计划生育领导小组第一次会议的报告)｣를 내놓
으면서 국민의 혼인연령과 자녀 수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했다. 이어서
1979년 1월 ‘한자녀정책’ 시대와 ‘법률로 국가를 다스리는 법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한 자녀만 낳기를 장려하라’는 구호가 생겨났다. 이후 ‘한자
녀정책’은 1979년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한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인구추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노
동력 문제, 고령화 문제와 인구구조 문제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국
의 14개 성(省)이 연이어 두 번째 자녀 출산간격 제한을 취소했다. 2013
년 11월 중국 공산당의 18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 공산
당 중앙위원회의 여러 중요한 결정사항(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
重大问题的决定》)｣을 내놓으면서 출산 제한이라는 근본적인 국가정책을

바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동 자녀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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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실시하고 출산정책을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3년 12월 중국 중앙정부와 국무원이 ｢출산정책에 대한 수정 의견
(关于调整完善生育政策的意见)｣을 내면서 출산정책 조정의 중요한 의미
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명시화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동 자녀일 경
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단독두자녀(单独两孩)’정책이 법으로 제정되
고 실시되었다.
이후 2015년 10월 29일 폐막된 제18기 5중전회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보다 개방하여 ‘전면적 두자녀정책(全面二孩)’의 시행을 발표하였다.
□ 한국은 저출산 대응 가족지원정책 적극 추진, 중국은 명시적인 가족지원정책
부재

한국의 저출산 대응 가족지원정책은 매우 많지만 가족형성지원정책과
육아지원정책에 초점을 두어 정리하였다.
가족형성지원정책은 주로 신혼부부 대상의 주거지원정책이며, 구체적
으로 주택 공급정책과 금융지원으로 구분된다. 주택 공급정책은 공공임
대 및 공공지원주택,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 특별 공급이 있고, 금융지
원으로 생애 최초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상품, 생애 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상품이 있다. 지원 대상자는 결혼 후 일정 기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이며, 제도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육아지원정책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부터 적극적
으로 추진해온 정책영역이다. 대상이나 지원내용에 따라 많은 지원제도
들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임신·출산 지원, 양육 및 보육 지원, 교육 지원
정책을 제시하였다. 임신·출산 지원은 먼저 임신·출산 의료비와 난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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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의료비 지원, 신생아 의료비와 건강관리 지원 등 의료비 지원이 있다.
다음으로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임신·출산 시기 휴
가 지원이 있고 출산 및 입양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경제적 지원이 있다.
양육 및 보육 지원은 크게 육아기 시간 지원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제도가 있고,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양육
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이 있다. 다음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0~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 비용이 전액 지원되며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도 지원된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와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다. 양육 및 보육 지원의 경우도 소득기준에 무관하게 전 계층이 이
용할 수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 비용이 소득기준에 따라 차
등 적용된다. 교육 지원은 한국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무상으
로 교육을 받는다. 다음은 교육급여, 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 이외에 교육 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대부분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중국에는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산아제한가정의 장
려 및 지원에 관련된 정책이 있었고, 출산보험, 출산휴가제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금 등이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도 거의 없다.
산아제한가정 장려금과 현금 보조는 2015년 전면적 두자녀정책 실시
이후 자율적으로 한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장려혜택은 시행하지
않게 되었다. 출산보험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와 출산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점차 출산보험 모델로 대체되고 있다. 고용사업체는 해
당 사업체 급여총액의 일정 비율(0.5% 미만)을 출산보험금으로 납부하며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 출산보험금은 출산보조금과 의료보조금
을 지급한다. 중국은 보편적 복지제도 성격의 아동 지원금은 없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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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 학비보조,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각종 비용 면제가 있다. 휴가제도의 경우 법정 출산휴가만 있으며 한국과
같은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
다. 중국의 법정 출산휴가는 98일이며, 출산 전 15일 간 쉴 수 있다. ‘전
면적 두자녀정책’ 실시 후, 전국 31개 성, 구, 시에서는 출산휴가를 모두
연장하였다.

□ 향후 한국에서는 저출산 대응정책 재정비와 가족제도의 성불평등 구조 개선이,
중국에서는 육아 지원 공공서비스 등 가족지원정책 추진이 필요

한국과 중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문제를 가
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저출산은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한 정책
적 요인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인구억제정책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수용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결혼이
나 출산은 개인의 사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동일한 사회경제적 여
건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출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결혼과 출산 행위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개인의 가치관 요인이 결합되
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은 이제 인구 문제에서 저출산
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저출산대책을 추진하고 있지
만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가는 자녀를 낳으라고 하지
만 일반 국민 개개인은 자녀를 낳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한국에서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자
자녀양육지원정책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출산

2.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연구 ❙ 27

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낮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일반 국
민 개개인의 결혼이나 출산 의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명시적으로 출생 장려에 대한 우대정책이 없고 전면
적 두자녀정책 실시 이후 한 자녀에 대한 우대와 두 자녀에 대한 패널티
를 없앴을 뿐이다. 또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나 보육 관련 공
적 서비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도 없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에서
한국과 중국의 정책환경은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정책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긍정적인 점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측면이다. 서울과 베이징을 비교했을 때 베이징의
미혼여성들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결혼의향도 높
고, 출산의향도 높다. 또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서울보다 높은 수
준이며,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울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 사유나 출산을 적게 하려는 사유가 경제적 비용
문제나 돌봄 문제가 더 많았다. 서울의 미혼여성들은 근본적으로 결혼제
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자녀보다는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태도를 많이 보
였다는 점에서 베이징 미혼여성들과 비교가 된다. 미혼여성의 응답 경향
을 볼 때 중국에서 향후 돌봄 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결혼과
자녀 양육 관련 경제적 지원제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도
입한다면 출산을 할 의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비해 중국은 저출산문제에 관한 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합계 출산율이 한국보다 높고, 미혼여성의 결
혼 및 출산 의향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새롭게 도입할 정
책 수단은 거의 없고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매우 낮아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한국에서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낮은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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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서 성불평등 문화구조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
문화적 전환이 요구되며 이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
에서 출산율 관련 전망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중국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
국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
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결혼이나 자녀 관련 사회문화적인 구조의 변화
가 요구된다. 특히 명시적인 차별은 없지만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차별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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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개발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상호 공생·공영이 가능한 기반 조성과 관
련 정책의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개발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파악하고
- 관련 제도 및 정책과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 한·중 양국간 인적자원 개발분야의 교류협력에 기여
인적자원 개발은 국가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고도성장과정에서 인적
자원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기반사회
및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현재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
욱 강조되고 있다. 다만 인적자원의 어떤 측면과 유형이 강조되고 있는가
가 다를 뿐이다. 국가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과 관련한 정책이
강조·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정책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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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지역 차원
의 지식과 사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의 인재 경
쟁력이 급격하게 발전한 이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인재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장기적
으로 일관된 인재 정책을 시행해 2000년 이후 세계 수준에 근접하는 대
학 및 고급인력 육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첨단산업 육성 정책 추
진을 위한 우수인재 확보에는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중국지방에 세계 수준의 유명 대학을 집중육성하고자 지
원하고 있다. 즉 중국 성급 지방정부는 첨단기술 창업가를 유치하고, 대
학은 지역산업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한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계획
을 세웠고, 지방정부는 중장기 계획하에서 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한 다
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래인재 확보 차원에서 과학
기술 영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우수인재 영입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 중국 지방정부는 인적자원 개발분야에서 다양한 제도 및 정책을 통하여 국가
발전 추진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개발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전략의 일
부분이므로 지방 인적자원 개발에 대해 연구하려면 우선 국가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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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학자들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은 반드시 국
가가 의도한 것이고, 그 주요 목적은 하나의 특정 국가 및 국민 경제·정
치와 사회·문화 복리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인적자원
개발은 반드시 정부의 작용을 중시해야 하고, 정부가 인력자원 개발 중
주도적 위치를 발휘하여 정부 및 개인 부문과 비영리조직(사회단체) 간의
협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성급(省级)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성급(省级) 지방정
부 제도 건립의 기본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다음으로 중앙과 성(자치구
自治区, 직할시直辖市)급 정부가 인적자원 개발제도에 대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인적자원을 대체적으로 인재자원, 인력자원, 노동력자원 등 3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인재개발체제는 첫째, 인재관리체
제의 정립, 둘째, 지식재산권체제 설립, 셋째, 수입분배체제의 수립, 넷
째, 인재특구제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2003년 ‘전국 인재사업 회
의’를 개최하면서 후진타오(胡锦涛)는 최초로 ‘과학인재관’을 제기하였는
데, 다음 세 가지의 이념을 포함하였다. 첫째, 인재자원은 가장 우선적인
자원이다. 둘째, 사람마다 모두 인재가 될 수 있고,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은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학
력, 직함, 자격과 신분의 제약을 타파해 사회 전반에 걸쳐 능력개발과 가
치관을 중시하는 평가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재통계제도
를 개혁하는 것은 점차 국제적 관례와 연계되는데, 당시의 인재통계방법
은 주로 총량 개념이어서 분류 통계로 전환하고자 하여 ‘주체 인재자원’
과 ‘중점분야 인재자원’을 분류하는 것에서 점진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직업 통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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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개발제도 설계의 주요 특징은 첫째, 고차원
성을 유지한다. 국가 수요를 중심으로 주요 대상을 부각시키는 것은 특수
정책 조치를 채택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선도적인 대열을 가속화해
만든다. 둘째, 종합성을 실현한다. 중앙 인재사업 조정팀을 충분히 운용
해 인재 사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총괄하고, 각 방면의 역량을 조정하며,
정책자원을 통합해 호소력과 영향력을 높인다. 셋째, 시범성을 중시한다.
국가의 중대한 인재를 계발하는 일련의 계획을 대동하고, 각지 각 부문의
인재계획을 이끌어 인재사업정책과 구조혁신을 추진한다.
한편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개발 주요 정책을 보면,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덩샤오핑(邓小平)이 고급인력자원에 더 관심을 갖고, 각급 각
유형의 전문기술 인재와 간부를 양성하고 개발하는 기초적인 정책적 체
계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고급인재자원 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과 같
은 개발도상국에 특수한 경제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발표한 뺷교육발전개요뺸에서 보면, 새로운 형식의 교육업무의 주요 임무
는 “현대화와 세계·미래를 지향하고,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가속화하여
노동자 소양을 제고하고, 대규모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
제와 정치, 과학기술체제 개혁이 필요한 교육체제를 세운다”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
설의 토대인 만큼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기한 것이다.
□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개발 추진사례에서 볼 수 있는 주요 특성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확보·활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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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최근의 인적자원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
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
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활용을 적
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사례와 방향

교류협력 사례의 시사점은 첫째, 한·중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의
지속가능한 콘텐츠 발굴 협의회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간 인적
자원 교류 효과 검증 및 활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별로
국제도시와 교류 시 중앙정부 및 지원조직 활용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와 모형 및 방향을 보면,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양국의 지
방정부는 강화된 분권화를 통해서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
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방안을 제정·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실효
성 있는 교류협력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분야의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정치적인 차원에서 양국간 안정적 관계 유지, 둘째, 경제적 측면에
서 양국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셋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 인식, 넷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기
본적으로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 출발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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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의 기본 모형은 국가간 관계 차원에서 중앙정부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지방정부로 확대되는 모형이 일반적이
다.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은 첫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총괄조직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 교류협력 차원의 전문성 및 자원 확대가 필
요하다. 넷째, 국제 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통한 지속성 유지가 필요
하다. 국제 교류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를 마
련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 직속으로 국제 교류 업무
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법령, 조직, 예산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업무 분장과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당부서
를 신설·개편하여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연구의 시사점

◼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지속
적인 후속연구가 필요

중국 중앙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하고, 중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 및 정책을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집행하
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배분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인적자원 관련 제도를 보급·확산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별 인재 특구 및 인재 유치 정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원과
관련한 양성·배분·활용 분야에 대해 연구주제로 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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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개발 관련 환경 및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지속
적인 연구 필요

중국의 개별 성급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은 전체적으
로 국토의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매우 많아서 성급 지방 단위도 한 국가 규
모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각 지방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집중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한·중 간 교류협력에서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

중앙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국 지방정부의 직업계 학교간 교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인적자원 개발 관련 상호 협의체 구성과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조

양국 지방정부는 교류협력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담당인력을 확
보·배치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증액을 통해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
발·보급·확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 개발분야의 교류협력 사업
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양국 지방
정부 간 인적자원 개발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사업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 거시 노동환경, 13·5규획기간 중 불안정할 전망

- 최저임금인상률 하향조정 시작, 그러나 노동시장의 임금인상 압력은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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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임금인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조정이 핵심 과제, 그러나 이 과정
에서 고용을 둘러싼 노사갈등 빈발 가능성
- 기존의 공회와 사회주의 노사관계를 기본으로 하지만, 서구식 노사
관계제도 부분도입에 대한 요구도 높아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기간 중 또 한 차례의 고용관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노동집약적 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전략의
후과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화사회’ 건설노선이 전
면에 부상했지만, 이제 임금수준의 빠른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단계
의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외국자본은 물론 중국자본들도
해외로 쉽게 이전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더 이상의 빠른 임금인상은 일
자리 유지나 창출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省정부는 최근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지속적인 임금인상은 불가피한데, 그
것은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또한 신세대 농민공들의 권리의
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무한공급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농민공의 경우도 1980년대, 1990년대생 이후 세대는 도시에 정착할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 내 고용관계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세대 농민공의 권리의식 향상과 빈
번한 이직은 결국 노동시장의 인건비 상승압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빠른 임금인상 추세에 대응하여 산업고도화 정책에 주
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자동화와 로봇 도입전략을 들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자동화 중심전략은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다. 중국은 노동 NGO 활동을 억압하는 등 최근 노사관계
의 불안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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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를 중심으로 한 고용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
회주의적 특색을 갖는 이러한 새로운 고용관계가 어떤 실질적인 내용성
을 갖고, 또한 자기 재생산의 합리성을 갖출 수 있는가는 의문으로 남겨
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전을 비롯한 광둥성 지역 일각에서 실험되고
있는 공회 직선제와 서구식 단체교섭 발전을 전면에 내세우고자 하는 중
국 내 일각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와 기존의 억압적
노동정책 사이에서 끝없이 불안정한 정책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농후
한 것이 13차 5개년 계획시기가 될 것이다.

□ 제조업 주요 업종별, 지역별 매트릭스 연구 접근법을 통해 볼 때 중국산업의 구조
조정과 약진, 한국 주력산업의 고전 속의 분투가 두드러져

- 자동차, 휴대폰, TV 및 디스플레이, 조선 산업 사례와 광둥성 및 장
쑤성 사례 종합연구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정책의 변화에 대해
산업현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업종별, 지역별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자동차, 휴대폰, TV 및 디스플레이, 조선 산업과 광둥
성 및 장쑤성 지역에 대한 매트릭스 연구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산업 및
고용노동 분야 변화의 최전선을 확인하였다. 기업들에 대한 방문조사는
한국 연구자든, 중국 연구자든 핵심 방법론이었으며, 그 전후의 문헌분석
과 전문가 인터뷰 및 토론 등으로 보충되었다.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과
현장 중심의 접근법이야말로 현실과 이론을 매개하는 생생한 연구방법이
며, 이로부터 정부와 업계는 물론 지식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이 제대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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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서비스산업화나 IT 산업의 빠른 발전이 논의되
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이며, 서비스산업이나 IT
산업 역시 제조업이라는 뼈와 근육을 토대로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제조업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중국 제조업에서 초기 발전전략
의 중심이었던 섬유의류와 신발, 완구, 그리고 가전산업 등은 이제 빠른
임금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동남아나 남미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사례대상은 광둥성의 에어컨과 컴프레서 기업이나
장쑤성의 가전기업들, 그리고 장쑤성의 섬유의류기업들은 중국 내에서는
규모가 크고, 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에서 중요한 역
할을 감당하고 있는 대기업들이다. 우리는 이들이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
체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과 빠른 임금인상 등
노동시장 변화의 압력을 받아 주로 로봇 도입 등 자동화로 대응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체적인 경영상의 판단과 더불어 중국정부의 자
동화 촉진 정책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하튼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업체들의 고용관계는 불안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한국계 초대형 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 함께 대거 동반진출해 있는 자
동차, 휴대폰, TV 및 디스플레이 산업은 최근 수년간 심각한 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산업들에서 분명 한국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 내수시장에서는 저가격을 내세
운 중국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맥없이 밀리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이에 비
하면 중국에 진출한 초국적기업들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왔으나, 최근
1~2년간 SUV 시장 확대 속에서 창청, 창안 등 로컬업체들의 약진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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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다. 그 영향으로 베이징현대차와 둥펑위에다기아차 모두 고전을 면
치 못하고 있다.
공장이전, 혹은 물량축소 등의 경우가 여러 분야와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내수 중심의 사업을 전개해온 자동차 A사 사례, 여전히 수출 물
량이 확보된 휴대폰 A사, 그리고 TV에서 모니터와 노트북 생산으로 핵
심 품목을 변경한 제5장의 A사 사례 등은 모두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자동차 A사의 원
키트시스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부문의 혁신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이들이 생산을 유지하는 한 관련 부품업체들의 생산활동 역
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대기업과 더불어
관련 부품업체들을 함께 방문조사했기 때문에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
들의 고충과 희망도 포착할 수 있었는데,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운명공동
체로서, 이들은 생산성과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관리 측면에서 중국계 기업들은 상당한 정도로 한국기업들을 따
라잡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제4장의 휴대폰 A사 생산라인 단축이나 제3
장 자동차 A사 3공장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기업들 역시 부단
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과 품질수준에서 여전히 우리나
라 기업들의 경쟁우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품개발이나 마케
팅, 금융이나 물류가 아닌 가치사슬의 중류인 생산부문 자체의 경쟁력에
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조선산업이
다. 제6장의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중국의 조선산업이 2010년 이후 한국
을 제치고 세계 최대 조선 생산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질적 경쟁력 측면에
서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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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관리의 난맥상과 이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불안한 품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중국정부의 양적 성장 중심전략하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
던 중국 조선산업은 최근 세계적인 수요감소 속에서 한 대형업체를 파산
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폭넓게 진행하고 있으며, 질적 고도화에 역점을 두
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산업고도화 전략에서 인력부문의 역량제고전략
은 부각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향후에도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연구자들이 주로 산업별 연구를 수행하고, 중국
연구자들이 성별, 지역별 연구를 수행하도록 기획되었다. 광둥성과 장쑤
성은 그동안 중국의 산업발전을 상징하는 지역들로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최초의 경제특구인 선전시를 비롯하여 상하이에 인접한 난징
과 쑤저우, 쿤산 등은 모두 중국의 대표적 공업도시들이라고 할 것이다.
두 성은 산업과 노동 정책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면서 고용관계 모델에
서도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역사
적으로 개방에 적극적인 광둥성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이었
으며, 인력 측면에서도 전국의 농민공들이 대거 몰려들어, 현지인과 외지
인이 함께 자유로운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어온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장쑤성은 순안 모델로 명명되는 지방정부와 자본 간의 끈끈한 연결관
계를 특징으로 하는 사업구조를 보여왔다. 이러한 순안 모델은 광둥성의
주강삼각주 모델과도 다르고, 저장성의 원저우 모델과도 다른 고유성을
지녀왔다. 그렇지만 최근 수년간의 변화에 의해서 그러한 고용관계 모델
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연대의식과 계
층의식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신세대 농민공들의 권리의식 신장을 배경
으로 한 단체행동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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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동자의 권리의식 상승과 단체행동의 빈발에 대해 장쑤성 정
부는 공회를 통한 이익대변을 추진하면서도 집단쟁의에 대한 억압중심정
책을 감추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비해 좀 더 자유로운 노사 자율교섭 관
행을 갖고 있던 광둥성 모델이 대조되지만, 최근 1~2년간 광둥성에서도
노동쟁의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앙
공산당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중국 내 한국기업들은 중상수준의 임금과 다양한 고용형태를 통한 노동유연성
확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내 혁신노력과 포섭적 노무관리 관행 발전

- 자체적인 인사노무 역량이 발달한 대기업 이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전반적으로 한국의 중국 내 법인들은 가치사슬상에서 중류의 제조부
문이 기본 미션이기 때문에 생산직 인력의 채용, 육성, 평가, 승진, 보상,
복지 등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생산 중심의 사업구조
로 인하여 인건비의 억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다가선다. 한국계 기업
들은 중국에서 형성된 기존의 평판대로 서구나 일본계 기업보다는 임금
수준이 다소 낮고, 대만계나 로컬기업들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임금수준
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고용인원 측
면에서도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산업에서는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가
계절적 수요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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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중국계 기업 모두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비정규, 비전형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중국 당국의 파견비율
10% 규제 정책에 따라 최근에는 파견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다소간
의 경직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 단계는 파견에 대한 규
제 속에서 한국기업들은 실습생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지만, 그
기본 목적이 정규직의 채용경로로 활용하는 경우와 인력 활용의 유연성
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 기업들은 상위 직급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들이
차지하여 한국 본사와 조율된 경영을 하기에 용이하지만, 이와 반대로 현
지 관리자들의 승진비전은 제약되는 단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전반적으
로 화이트컬러 노동자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덜 발달된 인상을 주고 있는
데, 이는 제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듯이 한국에서 전개되어온 인사관행
을 무매개적, 무비판적으로 중국에 적용하면서 발생한 한계인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기업들은 직무와 역할에 대한 엄밀한 분
석 속에서 새로운 인적자원 관리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
으로 보인다.
중국의 최저임금인상률이 2016년 들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여전히 중속의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동부연안지역에는 인력
난이 나타난 지도 여러 해가 지났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억제정책과 무관
하게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이에 상응하여 생
산성이 더 빨리 향상되지 않는다면, 중국 사업장은 한국계 기업이든, 중
국계 기업이든 곧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여러 사례에
서 보았듯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혁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점에서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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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한국 본사 공장의 더 빠른, 더 체계적인 혁신 메뉴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본사에서 이식된 혁신, 엔지니어 중심의 혁신은 중국 공장
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근로자들
의 혁신에 대한 동참의식을 끌어낼 수 있는 고용관계 관리의 고도화 과제
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작업장 혁신전략이 생산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전향적 방침이라
면, 갈등의 사전적 예방과 근로자 포섭적 전략은 노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다. 중국 당국이 불안정한 고용관계 상황을 감안하
여 억압적 노동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조정과 인
건비 억제 등으로 인한 노동관계의 불안정은 중국 어느 지역에서나 나타
나고 있고, 더욱 확산될 수 있는 휘발성을 안고 있다. 이미 중국 사업장
에서 파업을 경험한 한국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러
한 노무 리스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종업원 복지와 고충처리 등을 통한 개별적 접근을 필요로 하
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회를 통한 집단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중국 당국
의 정책이 공회의 활성화를 통한 갈등의 제도화로 요약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공회의 실질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사례들
에서 보았듯이 파업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 상급 공회가 중재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급 공회나 당 간부들과의 ‘꽌시’ 형성에도 노력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계 초대형 기업들과는 달리 일부 중소기업
들의 경우 여전히 공회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거나 공회를 결성조차 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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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거친 노무관리를 통해 반발을 사는 경우, 허술한
인력관리로 인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주재원 사
전교육이나 중국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이 없
다는 점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주재원에 대한 파견 전 교육 등의 프로그램
을 마련할 것에 대해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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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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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김윤권·윤종설
北京師範大學 李秀峰
中國交通大壑 李國峰
淸華大學 白桂花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 연구의 취지

-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적 검토[중문·영문·국문·일문 선행연구,
(반)부패의 이해, (반)부패 관련 이론)], 중국 (반)부패의 실태 분석
(역사적 맥락, 인식, 사례), 중국 반부패의 제도 분석(기구, 법령, 관
련 제도), 중국 반부패의 정책 분석(반부패 정책의 접근, 역대 정부
의 반부패 정책 분석 및 평가), 중국 반부패의 제약(거시적 맥락, 제
도적 제약, 행위적 제약)을 분석하여
- 중국 반부패의 거시맥락적·제도적·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을 검토
하고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반부패에 관
한 정책적 제언을 하기 위함.

대다수 국가에서는 반부패를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의 당위성과 정당
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으며, 중국 역시 반부패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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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체제 존속과 안정화 수단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중국의 부패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고, 반부패 및 청렴 정치건설은
중국의 전반적인 제도와 정책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부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한국의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반부패 제도와 정책은 비단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등 모든 분야에 파급력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부패 제도와 정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연구는 매우 필요하며,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
다. 중국의 반부패 제도와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반부패 제도와 정
책의 상호 학습효과 제고, 대중국 전략 수립의 타당성 제고, 대중국 교류
협력(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적실성과 실리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중국의 반부패 제도 분석

중국의 반부패 제도를 기구(조직), 법령,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첫째, 반부패 기구로 ① 당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8년 헌법
기구로 탄생한 국가감찰위원회, ② 중국공산당 내부의 반부패 업무를 전
담하는 중국공산당 기율위원회, ③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기능이 모두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에 집중된 결과 약화된 검찰원, ④ 주
로 정부기관과 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는 사업단위와 사회단체, 정부투자 관
련 건설사업 등의 재정 사용을 감독하는 심계서(审计署)를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 반부패 관련 법령으로 ① 「헌법」은 주로 권력체계 내부의
분배와 제약 및 권력체계 외부의 감독 측면에서 반부패를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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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법」은 부패행위가 도덕적 규범의 범위를 넘어서 법에 저촉되어 범
죄가 성립될 때 적용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며, ③ 「형사소송법」은 부패
사건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보호, 검찰기관의 조사권력, 외국
으로 도피한 관료의 자산추징과 국제공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④ 「감
찰법」은 중국의 반부패 업무가 단기적이고 행사적인 특징에서 장기적이
고 안정적인 체계를 지향하려는 것이다. ⑤ 이외에 공산당당정, 중국공산
당기율처분조례, 중국공산당순시업무조례는 반부패를 위한 강력한 지침
이자 확보수단임을 분석하였다.
셋째, ① 부패행위에 대한 감독제도는 주로 심계서의 회계심사, 국가
감찰위원회와 기율감독위원회의 전문 감찰기관의 감독, 검찰기관의 수사
등을 위주로 운영되고, ② 재산신고제도는 중국의 당국가체제로 인해 다
른 국가와 구별되고, 지방공직자도 재산 신고 및 공개가 적용되지만, 여
전히 재산신고제도에 대한 간부의 소극적 의지, ‘신고-공개-심사-감독문책’으로 이어지는 재산신고제도의 설계가 미흡하며, ③ 중국에서 반부
패 징계제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작게는 조직 내부의 규정이나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위반한 데 따른 기율처분에서부터 크게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④ 자산추징제도는 범죄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활동범위를 좁혀 체포에 유리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수하게 하려는 목적으
로 도입된 점을 분석하였다.
□ 중국의 반부패 정책 분석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 분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순으로 하였다. 첫째, 마오쩌둥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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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에 주목한 것이다. 마오쩌둥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명성을 부각하며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 순결한
도덕성뿐이다. 이는 마오쩌둥이 ‘당내 비판과 자아비판’ 같은 ‘사상교육’
에 중점을 두며, 계속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둘
째, 덩샤오핑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이 아
니라 제도에 주목하였다. 여전히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덩샤
오핑은 마오쩌둥과 달리 ‘군중운동’ 방식의 폐해를 잘 알기 때문에, 특히
‘법제’와 ‘제도’의 건설을 통해서 반부패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셋째, 장쩌민의 반부패는 ‘삼개대표’ 중요 사상과 연계되
며, 개혁·개방 이래 새로운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 문제 해결의 책
임 있는 주체로서 과연 당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반부패 정책에 접근한 것이다. 넷째, 후진타오의
반부패 사상은 ‘과학발전관’과 연계되며, 반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예
방적 차원과 제도적 해결방안(권력운행의 감독감시체계 확립 등)을 모색
하는 데에 집중한 것이다. 다섯째,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제5대 당중
앙 집단지도체제는 ‘극약처방’을 한다는 결심을 하고, ‘뼈를 긁어 독을 치
료한다’는 용기로, ‘호랑이’(고위관료)든 ‘파리’(하위관료)든 모두 잡겠다
는 마음을 견지해서, 반부패 투쟁에서 압도적인 태세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당 최고지도자들의 당에
대한, 당의 조직과 건설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중국 정치의 시스
템은 ‘유기적 통일’을 고도로 지향하는 ‘생명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가장 큰 특징은 우선 ‘실사구시’로 정치 생태계를 파악하고, 생명활동에
반드시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며, 또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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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왕성한 생명력 발현을 위한 방법
이며, 그 실행의 원칙은 ‘親’이 아니라, ‘公’의 실천에 있다.
□ 중국 반부패 추진의 제약 분석

중국 반부패의 제도 및 정책을 거시맥락적 제약, 제도적 제약, 행위적
제약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으로 ① 정치체제
의 제약은 주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외부감독의 부재에서 체현되며, 중
국 각급 공공기관의 일인자(一把手)들은 공공정책과 간부인사, 공공사업
에 관한 사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② 체제전환과정에서 경제
자유화, 분권화, 민영화, 경제 글로벌화 등은 부패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
인이 내재되어 있고, ③ 중국에서 반부패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는 가부
장문화, 본위주의문화, 관본위문화, 인정문화의 제약을 분석하였다.
둘째,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인 ① 법적 제약으로는 법률체계의 제약,
당내 법규와 국가법률 간의 연계 문제, 현행 법률의 내용에 존재하는 제
약으로 해외도주 부패 범죄자의 추적과 부패사건에 연루된 해외자산의
성공적인 회수에 제약을 주며, ② 부패 방지의 주요 제도의 하나인 부패
고발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은밀한 보복을 확인하기 힘들고, 신고자에 대
한 보상금이 취약하다. 또한 간부인사제도는 위임제 선발방식의 문제점,
간부인사 관련 법규가 미흡하다. 그리고 정부조달감독제도는 조달 관련
법률의 문제, 정부조달에 관련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감독주체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 ③ 반부패 기구의 제약으로 동급 당위원회와 기율검
사위원회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반부패 기구에 관
한 감독을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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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으로 ① 정치체제의 특성상 집권당 외부의
압력을 크게 받지 않고 당내 엘리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중국에서는 국가
최고지도층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② 법 집행 대상·내용·정도
의 선택에서 자의적인 선택적 법 집행은 중국 성급 이하 지방정부에서 매
우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③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견제의식이 미흡하여
부패 통제에 소극적인 영향을 준다.
□ 중국의 반부패 개혁 방향 및 방안의 이해

중국의 반부패 개혁 방향 및 방안을 거시맥락적, 제도적, 행위적 관점
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① 중국 반부패 추진은
거시맥락적 환경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면서 추진되어야 인민이 원하는
바를 구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②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권
력기관의 견제와 균형 없이 어떤 개인 혹은 조직이 독점적으로 절대권력
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가 권력남용이며, 권력부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③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 및 청렴 정치가 제대로 작동
되기 위해서는 반부패 추진에 대한 당의 독점권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
으며, 국가기구 간의 적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구비되어야 지속가능한 반부패 및 청렴 정책이 자
리매김할 것이다.
둘째, 반부패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① 반부패 관
련 법치화는 반부패 입법의 발전 및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고, 종합적 반
부패법을 제정하여 반부패 기본 법률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반부
패 관련 기구(조직) 간 감독 제약 및 개편으로 합리적 구조, 과학적 배분,

4.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 55

엄밀한 과정, 효과적 제약을 구비한 권력운행기제를 구축하며,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부터 권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③ 정
부의 청렴도 지수와 중국 인민이 공무원에 행하는 효과적인 제어는 정비
례한다. 그러므로 인민의 제어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좋은 부패 예방책이
된다. 반부패 관련 제도개선은 관료의 인사관리제도 개혁, 그리고 재산신
고제도에서 주목된다.
셋째,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인데, 반부패 또는 청렴 정책
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 부패의 주체이면서 객체인 인간, 즉 부패 및 반
부패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 인식, 행위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
가 있다. ② 중국의 반부패 및 청렴 정치건설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는 사익과 공익의 충돌, 일인자(一把手) 부패 문제, 시민사
회와 인터넷 반부패 측면에서 행위자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③
부패와 관련된 문화적 속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감독
능력을 우선 배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고 일
반 대중에게 부정부패의 위해성을 인식시키며, 공공이익뿐만 아니라 개
인의 이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부패에 대한
무관용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중국 반부패 연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 필요

부패 문제와 국가발전에 관한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들을 보면, 부패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그 자체로서 비판의 대상
이 되기도 하지만, 국가경쟁력과 국가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요인으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반부패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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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발전을 논의함에서 하나의 이론
적 연구로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반드시 논의되어야 될 필수적인 요건이
라 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의 권익구제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부패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국가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앞서 논의한 중국의 반부패 제도와 정책들을 우리나라
에 비교하여, “중국의 부패는 심각한 것인가?” “민간부문의 부패를 제외하
더라도 중국의 당정관료나 공직자들의 부패가 어떠한 보편성(universality)
과 특수성(speciality)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 차원에
서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 정책적 제언으로 투명한 반
부패 지향,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 구축,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반부패 제
도화의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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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북아(남·북·중·러) 철도 관광벨트 구축방향 연구
- 중국 동북지역의 초국경 관광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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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북아(남·북·중·러) 철도 관광벨트 구축방향 연구
- 중국 동북지역의 초국경 관광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서종원·양하은·최성원·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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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국제정세 판도 변화와 협력 공간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심지역인 두만강 유역에
서 주변지역의 교통인프라가 가장 잘 구비된 곳은 중국지역이다. 일대일
로 전략,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 옌룽투신구, 동북진흥 등의 개발계획을
통해 중국 동북지역은 철도 및 도로 인프라가 잘 구비된 상황이며, 2017
년부터 발표된 중국 동북지역의 남향 개발에 대한 계획안은 중국 내륙과
의 연계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북·중 접경지역과 협력발전이 가능한 공
간의 확대로 해석해볼 수 있다.
최근 북·중 간 세 차례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북·중
관광상품 재개와 신상품 출시 등으로 북·중 경협의 재개를 알렸다. 또한
4.27 남북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은 적극적인
국제정치 참여행보를 보이면서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동북아시아 지역에 국제정세 판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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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구축 필요성

◼ 세계경제 침체에 대응한 신(新)성장동력 필요

현재 세계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정점으로 당시의 경제성장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 이후 10년간 양적완화를 추진하
면서 정부부채 증가, 지속적인 금리상승 등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제상황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설비와 건설 부문 투자 증가세 감
소가 한국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최근 회복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한국의 신(新)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관광업은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으로 지목되었다.
◼ 동북아 국제정치 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국제 무역과 교류로 인한 자국 경제의 피해를 보호무역주의, 브렉시트
와 같은 탈세계화 전략으로 탈피하고자 하는 세계경제의 변화가 나타나
고 있다. 북미와 유럽의 무역협력 불안정성 증대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지속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간 공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한
편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속 위원회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여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지역과의 교통·물류·에너지 등 분야
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일대
일로 전략과 신동방정책을 통해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지리적·산업적 연
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동북아지역 연계 및
개발에 대한 수요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국제정세 측면에서도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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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동북아지역 철도 발전 및 관광 수요 확대

동북아 국가인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외
여행 자율화 방침,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 등을 통해 동북아 국가간 관
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육로이동에 제약이 많았
지만,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유럽과 아시아로 확장하는 초국경 철도 건설
에 집중하고 있어 동북아 철도 연결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구상해볼 수 있는 사업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베리아횡단철
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에 남북철도(TKR)를 연결하여 동북아 초
국경 철도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동시간 단축, 이동시간까지 즐
길 수 있는 관광 이점으로 철도크루즈는 동북아 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공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추진방안

◼ 동북아 철도크루즈관광 수요 확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10년간 우리나라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7%씩
증가하였으며, 그중 동북아(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4개 국가로 관광하
는 관광객은 2,000만 명으로 전체의 45%에 달한다. 동북아 4개 국가의
우리나라 입국 현황은 최근 10년간 1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의 62%에 달하는 수준이다.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대입 시 2030년 동북아 국가에 7,00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대폭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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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산업에서 신비로운 나라인 북한을 경유
한다는 측면에서 동북아 철도크루즈의 수요는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예
상된다.
◼ 동북아 철도크루즈 운영방안

동북아 철도크루즈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가 협
의를 통해 국경 통과 간소화, 관광객의 안전보장, 역내 관광지 현대화 등
이 선결되어야 한다. 현재 대북제재 상태에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되며, 제재 이전에는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방안을 고
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북한 측에 현물 또는 현
금 등 경제적 재물을 직접 지급하는 부분에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관
광객이 직접 북한 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동북아 초국경 3개 관광벨트- 소회랑, 중회랑, 대회랑

소회랑은 서울-평양-선양-창춘-훈춘-라선-원산-서울로 이어지는 경
로로 단기간 내에 한반도~중국을 오가는 초국경 철도크루즈를 체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회랑은 서울-평양-신의주-선양-창춘-훈춘-라선-원
산-서울을 일정으로 한다. 대회랑은 한반도,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동
북아 4개 국가를 포함하는 초국경 관광코스이다. 노선은 서울-신의주-다
롄-하얼빈-무단장-블라디보스토크-속초-서울로 구성·제안하였다
□ 동북아 철도크루즈 시범사업 제안

본 연구에서 철도크루즈 시범사업으로 3박4일, 4박5일, 6박7일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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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였다. 각 지역별 관광시간은 4~7시간으로 산정하였으며 접경
역에서 2시간의 통과 수속시간을 가정하였다. 3박4일은 소회랑을 기반으
로 하는 단거리 관광상품으로 서울-평양-선양 구간의 왕복노선이다. 4박
5일은 소회랑과 중회랑을 결합하여 랴오둥반도 지역을 일주하는 코스이
다. 관광코스는 서울-선양-다롄-단둥-서울로 구성된다. 6박7일 관광코
스는 동북아 관광벨트 소회랑을 일주하는 코스로 동북아 4개 국가를 전
부 포함하는 동북아 초국경 순환 관광상품이다. 주요 노선은 서울-선양창춘-옌지-라선-서울로 구성되며, 이 노선은 북한 철도 현대화 및 경원
선 연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시대의 동북아 초국경 관광벨트 구축 방향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동아시아 국가간 철도 연결 및 인적 교류·화
물수송, 기술표준화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철도망 연결은 필수적인 협력조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동북아 철도 관광벨트는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
지 않는 관광분야를 활용한 사업이다. 즉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에
서 1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남북철도 연결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추
진할 가능성이 높은 마중물 사업이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포함
된 한반도 관광벨트 구축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정책적으
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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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과 상생협력모델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유찬희·임채환
서울대학교 지성태
중국농업대학 한이쥔(韓一軍)

□ 연구 배경 및 주요 연구 내용

최근 들어 중국 IT 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농업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
한 배경에는 소득증대에 따른 농촌주민의 구매력 증대,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 스마트 농업 발전, IT 산업의 내부 경쟁 심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삼농문제를 해결하
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IT 기업과 같은 비농업부문과의 협력이 필
요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중국의 농업계는 자본, 기술력, 혁신 역량을 갖
춘 기업의 참여를 통한 농업·농촌 분야 발전동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농업발전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
을 파악하고, 최근 중국기업의 농업부문 참여방식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알리바바(阿里巴巴), 왕이웨이양(網易味央), 징둥(京东) 등 새로운 비즈니
스모델로 접근하여 농업부문에 진출한 중국 IT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농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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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중국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

제2장에서는 중국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기업
의 농업 참여유형을 살펴보면, 투자방식, 생산물, 전업 여부, 영업지역,
기타 경영주체와의 협력모델, 가치사슬(value chain)상의 연계성 등에
따라 그 유형이 세분화될 수 있다. 특히 기업은 농민합작사, 농가(가족농
장, 전업대농, 소농 등), 생산단지 등 기타 경영주체와의 협력과정에서 다
양한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생산요소 투입, 생산, 선별·가공·저
장·포장, 유통, 판매, 소비 등 가치사슬상의 협력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
어질 수 있다. 둘째, 중국기업의 농업 참여패턴을 시대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이후 향진기업이 농산물 가공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서 발전하여 개혁·개방 직후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0년대 이후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한 자국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용두기업에 농가 선도역할을 부여하였다. 용두
기업은 농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발전하였다. 2000년대 이후 ‘삼농’ 문
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상업자본의 농업부문 진출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대표적인 상업자본 중 하나인 IT 기업은 2010년대
이후 동종업계의 경쟁력 심화 등의 이유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농업부문에 진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기업은 농업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① 경영조직역량을 지속
적으로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였다. ② 농가 발전을 견인하
고 농가소득 증대를 촉진시켰다. ③ 농업 생산의 표준 및 농산물 품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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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④ 농업분야의 과학기술 혁신과 응용을 촉
진하였다. ⑤ 농업의 가치사슬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당초 생산
단계에 국한되었던 농업분야의 가치사슬을 생산 전·후방 단계까지 확대
시켰다.

□ 중국 IT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배경 및 참여유형

제3장에서는 중국 IT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배경과 참여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 농업부문 진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로 구매력이 강화되었다. 2003~17년 농촌주민의 순소득은
2,622위안에서 1만 3,432위안으로 증가하여 12.4%의 증가율을 보였다.
둘째, 도시화 진전으로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였다. 2011년을 기점으로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초과하였고, 2016년 도시화율은 54.8%를 기록
했다. 셋째, 소비자들의 농식품 소비량 증가와 함께 소비패턴도 다변화되
고 있다. 2000~16년 중국인의 육류 소비량은 20.2kg에서 32.2kg, 과일
소비량은 32.5kg에서 44.6kg, 유제품 소비량은 4.3kg에서 12.3kg, 식용
유 소비량은 6.4kg에서 10.0kg으로 증가했다. 넷째, IT 기업의 비교우위
인 IT 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스마트농업이 발전하고 있다. 정부의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도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의 중요한 유인이 되
었다. 다섯째, IT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성장률도 점차 둔화되고 있었
다. 인터넷 소매액 증가율은 최근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7년 32.2%로
2014년 49.7%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섯째, IT 기업이 농
업부문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업철학, 혹은 기업가정신 때문이
다. 즉 투자를 단지 수익창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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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기여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IT 기업의 농업부문 참여유형을 참여분야, 참여단계,
활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크게 ‘스마트농업’과 ‘전자상거래’로 구분하였
다. 스마트농업 유형은 IT 기업이 주로 재배업, 축산업 참여를 통해 이루
어지고 농업 가치사슬 중에서도 생산단계에 집중된다. 사물인터넷, 빅데
이터, 인공지능 등 대부분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 생산단계에 적용
될 수 있다. IT 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유형에서는 취급품목이 다양하다
는 가정하에 재배업, 축산업, 양식업, 임업, 가공업 등을 포함한 모든 분
야를 아우른다. 그리고 참여단계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물류/유통 분야
에 집중되고 있다.

□ 중국 IT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사례 분석

제4장에서는 알리바바(阿里巴巴), 왕이웨이양(网易味央), 징둥(京东)
등의 중국 IT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사례를 분석하였다.
◼ 알리바바(阿里巴巴)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농업분야에 진출하였다. 알
리바바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물류와 정보의 도농 간 병목현상을 해
소하고, 농촌에서도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농촌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도시로 판매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알리바바
는 타오바오(淘宝)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에 걸쳐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
오바오촌(淘宝村)을 조성하고 있다. 2017년 타오바오촌의 수는 2,118개
까지 늘어났고 인터넷 상점 수도 49만 개를 초과하였다. 직접고용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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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0만 명이고 판매액은 1,200억 위안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타오바오촌이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등 동부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중·서부지역에서도 타오바오촌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
이다. 향후 타오바오촌은 농촌을 포함한 중국의 지역간 발전격차를 줄이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바바의 농촌 타오바오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
업부문의 생산모델을 혁신시켰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생산자와 공유함으로
써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둘째, 농산물 판매방
식을 업그레이드시켰다. 전적으로 ‘수집상’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판매방
식에서 탈피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혹은 가공업체와 직
거래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농촌 소비층을
다변화시켰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함으로써 농촌주민은 다양한 상품을 접
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비범위가 넓어지고 소비수준도 높아졌
다. 넷째, 농촌주민의 창업 및 취업 기회가 확대되었다. 타오바오는 진입
장벽이 낮아 중소기업과 개인 창업자 위주의 인터넷 창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는 농산업 가치사슬을 확장시켜 농촌지역에 다량의 일자리와 창
업 가능성을 창출한다. 타오바오촌에 1개의 인터넷 쇼핑몰이 증가하면
평균 2.8개의 직접 취업기회가 만들어진다고 알려졌다. 다섯째, 농촌 빈
곤퇴치에 기여하였다. 농촌 타오바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본이 부족
한 농민들에게 엔젤투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7년 795개 빈곤현
의 약 20만 명이 온라인몰은행으로부터 경영자금 65억 위안을 대출 받았
다. 그리고 국가급 빈곤현에 33개, 성급 빈곤현에 400개의 타오바오촌이
분포하고 있으며, 주민 소득증대로 빈곤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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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촌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소매 서비스형인 수이창(遂
昌) 모델, 자발적 창업형인 샤지(沙集) 모델, 산업구조 고도화형인 수양

(沭阳) 모델, 빈곤퇴치 도모형인 차오현(曹县) 모델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타오바오촌이 중국 전역에 분포함으로써 농촌
지역 유통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왔다. 그리고 소위 ‘신유통(新零售)’의 이
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O2O), 소매+체험형 쇼핑, 소매+산업생
태사슬 등의 새로운 모델을 기존 시스템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
다. 공유가치창출 관점에서 살펴보면, 타오바오촌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외소
득증대로 농촌주민의 빈곤탈출에 기여하고 있다.
◼ 왕이웨이양(网易味央)

왕이웨이양(网易味央)은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왕이(网易)의
자회사이며, 왕이를 대표하는 농업브랜드로 양돈산업의 혁신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2009년 왕이의 CEO 딩레이(丁磊)가 광둥성(广东省) 양회
(两会)1)에서 양돈산업에 투자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농업생산경영
모델을 만들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왕이웨이양은 소위 ‘제4세대
사육모델’을 도입하여 양돈업의 혁신을 꾀하고자 하였다. 스마트카메라
로 전 사육과정을 관리함으로써 단 6명의 관리자가 양돈장 전체를 통제
할 수 있다. 양돈장에서는 돼지의 건강상태, 사료섭취량, 배설물 상태 등
을 감응신호장치를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한다. 사육장의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통제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배설하도록 하며, 분변을 전문적으

1) 人民代表大会와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를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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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거함으로써 최적의 사육환경을 유지한다. 이는 돼지의 면역력을 높
이고 질병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화, 표준화, 현
대화된 사육방식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였고, 동물
복지 실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징둥(京东)

징둥(京东)의 자회사인 징둥몰(京东商城)은 중국 B2C(상품을 대량 취
급하는 생산자, 제조사 등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
을 판매하는 방식)시장의 가장 큰 3C(컴퓨터, 통신, 소비류 전자제품 등)
제품 인터넷 판매 전문 플랫폼이다. 2015년 징둥은 비즈니스 영역을 급
속히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농촌 전자상거래 분야로까지 진출하게 된다.
징둥의 농촌 전자상거래 전략, 즉 공산품의 농촌 진출전략, 농촌 금융전
략, 신선농산물 전자상거래 전략 등이 초기적 성과를 내고 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이미 약 800여 개의 현급 서비스센터와 약 1,300여 개의
징둥 서비스 지점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5만 명의 농촌 배송요원을 기
반으로 1만 2,000개의 향진(읍면)의 15만 개 마을의 25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징둥그룹은 물류, 금융, 신선식품 관
리, 빅데이터 등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스마트농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
고 있다. 그 외에도 농업 생산, 소매, 도시농업, 농업연구원, 농업종합단
지 등 농업 관련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징둥의 농업부문 진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플랫폼
을 이용해 소매부문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2012년 초 징둥은 신선상품
채널을 출범시켰으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판매서비스
제공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시도하였다. 2016년에는 신선사업부를

6.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과 상생협력모델 연구 ❙ 71

설립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진출을 대내외적으로 시사하였다. 최근에는 오
프라인 소매 편의점인 세븐프레시(7Fresh)를 출시함으로써 신선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소매모델을 시도하였다. 둘째, 소비자 지향
적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였다. 2017년 징둥은 빈곤퇴치 프로그
램의 일환으로 ‘달리기 닭(跑步鸡)’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본 프로젝트
의 성공요인은 보행기록장치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었다는 점
이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밀집사육에 비해 방목사육을 통해 생산한 닭의
영양가치가 더 높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방목사육 닭과 밀집사
육 닭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의 신뢰를 쌓는 데 보행기
록장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셋째, 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농업·농
촌의 복합발전을 실현하였다. 징둥이 추진한 연꽃마을(荷花村) 조성 프로
젝트는 연꽃을 테마로 하여 재배, 관광, 숙박, 오락 등 복합생태전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복합생태전원마을은 현대농업, 레저관광, 전원마
을이 복합된 특색 있는 마을이다. 징둥은 이 사업을 통해 농업분야 투자
의 점진적 확대, 농업 가치사슬 확장, 지속가능한 타기팅 빈민구제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넷째, IT 기술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2015년 말 징둥은 드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농촌지역의 택배배
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6년 징둥은 20만 개 농촌마
을에 배송요원을 배치하였다. 드론은 먼저 마을주민이 구매한 상품을 농
촌배송센터에서 배송요원의 집까지 배달한다. 배송요원은 배달된 상품을
다시 상품을 주문한 농민의 집까지 배달한다. 이처럼 드론을 활용한 배송
을 통해 산간벽지의 전통적 배송방식으로 인한 인건비를 포함한 배송비
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2018년 4월 징둥이 선보인 ‘징둥농장(京东农
场)’과 ‘징둥농업서비스 앱(京东农服App)’은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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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 IT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관련 중국정부의 지원정책

제5장에서는 IT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관련 중국정부의 지원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정부는 2013년을 기점으로 사회자본(상업
자본 혹은 민간자본)의 농촌 투입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피력하였다. 특
히 ‘중앙1호 문건’에서 사회자본의 농촌 진입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다
뤄지고 있다. 2013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사회자본의 새로운 농촌 건설
참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2014년, 2015년 중앙1
호 문건에서는 각각 농촌 금융, 농촌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며 사회자본의
농촌 투자 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전자상거
래, 인터넷, 모바일 등 IT 기술을 농업·농촌 부문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2016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뱅
킹과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였고, 2017년에는 현대적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 전자상거래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겠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에는 농촌진흥전략의 일환으로 1·2·3차 산
업의 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 정책적 시사점

제6장에서는 중국 IT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모델을 유형화하였고, 농업
부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국 IT 기업의 농업부문 진
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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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T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모델은 O2O방식의 유통모델, 현지 특
화산업에 기반한 발전모델, 소비자 수요에 기초한 독립사업모델로 구분
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한 상생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알리바바와 징
둥은 자체 물류시스템과 판매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공간적 제
약을 극복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유통거리를 축소시켰으며 농자재와
농산물의 거래비용이 하락하였다. 특히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
을 연계한 확장형 유통모델을 시도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알리바바의 ‘농촌 타오바오’와 징둥의 ‘연꽃마을’ 프로젝트는 모두
현지 부존자원과 기존 산업 중심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이미 조성된 상태
에서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을 심화시키거나 확장시켰다. 왕이의 ‘웨이양
돼지(未央猪)’와 징둥의 ‘달리기 닭(跑步鸡)’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농산물
의 고급 브랜드화, 이미지화 등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
를 높였고 시장 수요에도 부응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 소요에 기초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알리바바, 왕이, 징둥의 농업부문 진출사례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모델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 대신 참여주체, 가치사슬에서 참여단계,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이념 등을 중심으로 개념화된 모델을 제시할 수는
있다. 결국 공유가치 창출(CSV)이라는 공동의 이념에 기초하여 사업아이
템을 발굴하고, 참여주체들의 역할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가 조성된다.
중국 IT 기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농촌 진흥, 4차 산업
혁명, 빈곤퇴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18년 ‘중앙1호 문건’에서
‘농촌 진흥’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IT 기업은 농업부문 진출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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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농업생산성 증대, 농가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빈곤퇴치 등의 방면에
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인터넷, 바이오기술, 빅데이터 등의 발전으로 촉발된 새로운 형태의 기술
혁명이다. 농업부문에 진출한 IT 기업이 바로 농업분야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촉진하고 있다. 알리바바, 징둥 등 IT 기업은 실제로 농촌 빈곤지
역을 주요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 빈곤층에 창업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IT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경제여건과 정부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기업의 비즈니스와
적절히 연계시켰다. 둘째, 기업은 자신의 비교우위에 기초하되 비즈니스
영역을 점차 확대하였다. 셋째, 농촌 소비시장에 주목하였고 내부의 발전
잠재력을 모색하였다. 넷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 브랜드 상품을 개발
한다. 한국 국내에서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시 초래되는 농업계와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가치창출 측면과 제도적 관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공유가치창출 측면에서는 농업계, 기업, 지역사회 등 이
해관계자 간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모두의 편익
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제도적 관리 측면에서
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관련 규제 정비, 공론의 장 형성, 기술 지
원(컨설팅 등), 운전자금 지원 등의 상생모델 구축, 사전·사후적 갈등 해
소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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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호석·김종호·임혜숙·이지예

□ 한·중 협력관계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이행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를 모색하고 이를 반영한 향후 협력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2030 의제」의 의미와 이행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한국과 중
국의 SDGs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체계를 비교하여 한·중 협력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SDGs 달성에 기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달
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169개 세부 목표를
담고 있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 환경·경제·사회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의미한다. 「2030 의제」는 그 안에 구체화된 목
표인 ‘SDGs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계획’으
로 볼 수 있으며, ‘협력’을 의제 이행의 기본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러한 협력에는 의제 이행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국가간의 협력·저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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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지원·지역단위의 협력 등이 포함
된다.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에 가
장 중요한 상대국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경제·사회·환경의 지
속가능발전 세 측면 모두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역의 SDGs
이행협력에서도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밀접
한 한·중 협력관계가 「2030 의제」의 이행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를 모색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도출·제안하고자 하였다.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

「2030 의제」는 ① 비전과 원칙을 담고 있는 선언문, ② SDGs 목표 및
세부 목표, ③ 이행수단(MoIs), ④ 후속 조치 및 검토와 같이 4개 부문으
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2030 의제」 이행은 ‘국가정책에
SDGs 반영’과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SDGs 달성을 위한 협력과 지원’
을 포함한다. 의제 채택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자국의 정책에 의제 및
SDGs를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그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지구적 차원의 ｢2030 의제｣에 대한 후속
조치와 검토는 UN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주관하는 HLPF
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국가 혹은 (소)지역 단위에서 SDGs 및 세
부 목표 이행과 평가는 회원국들의 책임과 권한하에 이루어진다.
2018 HLPF는 ‘지속가능하고 회복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주제
로 SDGs 6, 7, 11, 12, 13, 17에 대한 이행 현황을 검토하였다. 2018
HLPF 의장요약발표문에 따르면 SDGs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
으나 아직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최빈국(LDCs), 내륙개발도상국(LL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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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군소도서개발국(SIDS)는 모든 목표에서 뒤처져 있으며,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간소득국가들에서는 불
평등확대문제가, 고소득국가에서는 SDGs 12, 14에서 저조한 성과가 나
타났다.

□ 한국과 중국 각국 모두 「2030 의제」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 중

한국은 200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는데,
2011년 2차 기본계획에 이어 2016년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SDGs를 국내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반영하였다. 3차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건강한 국토환경, 통합
된 안심사회, 포용적 혁신경제, 글로벌 책임국가)와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는데, 14개 전략을 도출할 때 SDGs를 부분적
으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17개 SDGs 및 169개 세부 목표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고유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
다. 2018년 2월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이 마
련되어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2018년 10월) 목표 및 지표 수립작업이 진행 중이다.
중국은 자국의 지속가능발전 촉진과 일대일로를 비롯한 중국 주도 이
니셔티브 추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다른 나라에 비해 적극적
으로 ｢2030 의제｣에 대응하고 있다. 의제가 채택된 직후인 2016년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국가계획｣을 발표하였으
며, 국가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차 5개년 규획｣
에 ｢2030 의제｣ 및 SDGs를 반영하였다. 중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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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의제 이행을 위한 국가계획｣을 통하여 SDGs 이행을 위한 중국의
국가여건을 분석하고 17개 SDGs와 169개 세부 목표에 따라 자국의 목
표를 설정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SDGs 이행방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행체계를 비
교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가 가능한 분야에 대하
여 각국의 이행체계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SDGs 이
행 및 검토 주체는 한국의 경우 사안에 따라 국무조정실·외교부·환경부·
통계청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중국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양국 모두 국가계획(한국: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제2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K-SDGs｣ 등, 중국: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이
행을 위한 국가계획｣·｢제13차 5개년 규획｣ 등)을 통하여 SDGs를 국가
정책에 통합 및 주류화하고 있다. SDGs 이행을 위해 한국은 아직 별도의
제도적 메커니즘 계획은 없는 상태이며, 중국은 의제 이행을 위한 제도·
메커니즘·정책 마련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 한국과 중국은 각국의 SDGs 달성과 지역의 SDGs 이행 협력에서 중요한
파트너

한국과 중국의 협력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
으며 다수의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등을 통하여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경제, 환경, 사회,
안보, 기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SDGs 이행의 정합성 제고,
SDGs의 효과적 이행 및 시너지 발생, 동북아시아지역의 SDGs 달성 등

7.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 81

을 생각할 수 있다.
□ 「2030 의제」 이행 측면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협력방안

◼ 한·중 협력관계에 SDGs 반영을 통한 정책 정합성

국가단위의 2030 의제 이행의 핵심은 SDGs를 국가 분야별 정책에 반
영하는 것이다. 의제는 SDGs 이행이 국가단위 이행과 더불어 지역 및 소
지역 협력을 통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한·중 협력관계
를 SDGs 맥락에서 개편하는, 소위 ‘주류화’는 양국간의 SDG 효과적 이
행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협력관계의 지속가능발전 유효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양국 협력관계에 SDGs 주류화는 ① 협력관
계에 2030 의제의 주요 원칙 반영, ② 양국의 관련 SDGs 이행 정책과
정합성 확보, 그리고 ③ 지구적 SDGs 이니셔티브들과의 연계관계 구축
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양국의 SDGs 이행에 시너지가 기대되는 새로운 협력 수요

중국은 SDGs와 일대일로 간 연관성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일대일로’
추진을 위해 관련 국가, 국제 기구와 정책을 협의하고 개발전략을 함께
구상하며, 인프라 연결, 산업투자, 생태환경, 금융 및 인문 교류 등 주요
부문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적극적인 동
북아 협력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SDGs 이행 전략을 고려할 때, 일대일로를 중심으
로 한 새로운 협력관계의 모색은 현실적인 우선순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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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 협력체계

(소)지역단위의 검토를 통해 개별 국가는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인접국
가의 이행 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를 상호 검토하는 한편, 지역목표 설정
을 통해서 지역 전체의 이행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2030 의제」는 이
러한 (소)지역단위의 이행 성과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적 단위 성과 측정과 함께 SDGs 달성에서의 문제점과 도
전요인 식별이 가능하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① 소지역(sub-region) 범위 설정 및 협의체 구성, ② SDGs 이행 성과 검토위원회 및 포
럼 설립, 그리고 ③ ｢소지역 SDGs 이행 성과 보고서｣ 작성 등의 단계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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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평섭·나수엽·박민숙·이한나·조고운·오윤미

□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과정을 종합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2기 한국의 대중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과정을 시기별로는 4단계로 구분하고,
주요 개방분야로 지역개방전략·외국인투자전략·해외투자전략·FTA 전략·
미·중 통상관계를 선별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로 대외개방정책의 변
화과정을 검토하고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외개방정책 과정은 시기별로 제1단계(초기 개방단계; 개혁·개방정책이
천명된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제2단계(대외개방의 심화단계; 1992
년 남순강화부터 2001년 WTO 가입 직전까지), 제3단계(제도적 개방단
계;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부터 2012년까지), 제4단계(주동적 경
제외교전략 단계;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추진 이후)로 구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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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개방형 경제 신체제’ 형성
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10대 과제(외국인투자 관리 혁신, 해외투자 촉진
신체제, 대외무역 지속을 위한 신체계 구축, 전방위 대외개방의 신구도, 일
대일로 전략 가속화, 국제 경제협력 신공간 개척, 비즈니스환경 개선, 안전
한 금융체계 구축, 지원보장 메커니즘 건설 강화, 개방형 경제 안전보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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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개방
전략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주요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바, 이는 한국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국 대외개방정책의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리스크와 한·중 협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중국의 지역개방정책은 1980년대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연해개방도시, 연해
경제개방구, 성도(省会)와 자치구 개방까지 대외창구를 지정하여 이른바 ‘점
(點)-선(線)-면(面)-전방위(全方位)’의 점진적인 개방전략과 지역발전을 동
시에 추진하였다.

WTO 가입 이후에는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전략을 비롯한
지역 통합 및 균형 발전과 자유무역시험구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지역개방정책은 개방플랫폼 시험 강화(자유무역시험
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일대일로’, 징진지협동발전, 장강경제벨트 등 3
대 전략 연계,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중점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지역개방 관련 전략 및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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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추가적인 개방조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대중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반도와 국경을 접한 동북지역을 중
심으로 북방경제협력을 중점추진해야 한다. 즉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구
상과 신북방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동북 3성을 핵심 거점
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은 외국인투자제도 정비기→ 외국인투자 장려→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 네거티브 리스트제도 실험의 4단계 변화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
치를 추진해왔다.

향후 외국인투자법 통일,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전국 시행(2019
년 예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도입 추진 등으로 중국의 외
국인투자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
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대중 투자전략
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정책이 주
는 투자 진출기회를 포착하는 한편, 중국 제조 2025 관련 분야의 시장개
방 및 발전가능성을 파악하여 첨단산업분야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전국 시행에 대비하여 중국 진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중국이 연해지역보다
는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으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지속 추
진할 것인바, 이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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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해외투자는 탐색단계(1979~92년), 조정단계(1993~2000년), 점진
적 성장단계(2001~07년), 대규모 발전단계(2008년~현재)를 거치면서 점진
적인 발전을 거쳐 왔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개혁·개방 이후에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의 WTO 가입과 중국 지도부의 저우추취(해
외투자)전략 강조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세를 거두었다. 그 결과 2016년
1,701억 달러(비금융부문)를 기록, 미국·영국에 이어 세계 3대 대외투자
국으로 부상하였다. 2015년 들어 외환보유액이 대폭 감소하면서 최근에
는 중국정부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범화 및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일대일로 추
진에 대한 연선국가의 부정적 반응, 미·중 통상마찰 격화로 인한 중국기
업의 대미 투자 규제 강화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으로 인한 관련 분야의 해외투자 확대
전망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로 인해 제3
국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제3국에
서 한·중·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중국기업의 한국 유
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 중국의 FTA 전략은 국제통상질서 편입의 준비(1991~2001년), 글로벌 경
제체계 편입(2002~06년), FTA 전략 본격 추진(2007~12년), FTA 네트워
크 구축 가속화 및 업그레이드(2013년 이후~)의 4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WTO 가입으로 글로벌 경제체계에 진입한 중국은 화교 경제권을 중심
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시진핑 지도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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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높은 수준의 FTA 구축 및 신무역의제 협상을 통한 협정 체결을
중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중국은 2018년
11월 현재 총 25개 국가 및 지역과 18건의 FTA 협정 체결을 완료하였
다. 시진핑 지도부는 FTA가 대외개방의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중·일 FTA 및 RCEP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통합을 주도하
려는 입장이다. 또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의 연계방안을 모색하
는 한편, 신무역의제(정부조달, 환경, 경쟁, 노동)에 대한 개방압력에 대
응하여 기체결 FTA 수준 제고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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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변화요인(기체결
FTA 협정 개정을 통한 신무역의제 대응, 높은 수준의 FTA 구축 추진 등)
을 한·중 FTA 제2단계 협상에 반영하여 높은 수준의 협상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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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계는 대립과 갈등 관계도 형성되었다.

특히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비해 보다 강경한 대중 통상제
재조치를 취하고 중국도 적극 대응한 결과 양국 통상분쟁은 한층 격화되
었다.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은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전략 추진, 중국 해
외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같은 요인으로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간 통상관계 변화는 한국과의 통상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중 위안화 환율조작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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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환율절상압력이 한국에 대한 원화강세압력과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에 유의해야 한다. 양국의 불공정한 무역제재로 인해 한국 기업이나 산업
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무역구제조치나 WTO 제소를 통해 적극 대
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중 해외투자 제재와 관련된 통상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중국의 대외개
방 가속화는 한국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한·중 FTA
후속 협상에 반영하여 중국시장 진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위급 대화 채
널의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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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평섭·박영호·정재완·이철원·나수엽·이효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조영관
중국 상무부연구원 서아시아 및 아프리카 연구소 장졘핑

□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
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 한국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동남아·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
남미 등으로 구분
- BRI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 분석
-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BRI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
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
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
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90 ❙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
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
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
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사업들과 연
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
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
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전략을 개관하고 이
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분석, 한국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
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
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
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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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
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전
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
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
을 종합,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의 분석에서는 보
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
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전략, 평가 및 전
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 지역별 전망과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
운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개도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
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
회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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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전략이라
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
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에도 불구
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
라 개발의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
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
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
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
서남아시아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서서히 관심이 소멸될 가
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
의 협력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과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 선택적
으로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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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
지만, 중남미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
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
지역 개입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 통상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
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
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먼저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
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
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
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
과 협력해 제3국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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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들
국가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
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 국가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
공동체’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와 몽골을 대상
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
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
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다. 이에 따라 물류와 에너지 부문에서 상
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으로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시아 슈
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관계의 개선
으로 북한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
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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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
되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
제협력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
로는 동부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
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
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
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
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
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
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
카 진출에 관한 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
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 산
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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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들 분야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국
가들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시키겠다는 뜻
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지역에서 일대
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 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
안하며 신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지역의 BRI를 성공적
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파트너로 입
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
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환경의 변
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
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신남방
정책에서 BRI와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
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
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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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범
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
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
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
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
남미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
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
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미지역에 한국은 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지역을 아시아,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한·중 협력 시사점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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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
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지역을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
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가의 선정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서 먼저,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
극적 협력국가, 소극적 협력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
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가능분야의 선정에서는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
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서는 수혜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도국으로서 물류 및 교통 인
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
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
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에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
장 협력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에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
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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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석유화학, 인재 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
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 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
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
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
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협력분야
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
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로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
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이 경우에 이 단지에 입
주하는 상대국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
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들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100 ❙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것이다. 동남아의 예를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
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
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
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
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
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
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
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가능성은 매우 크다. 중국
의 입장에서도 동북아지역에서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
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일대
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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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중국의 친환경 농식품시장 현황과 전망 /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34 중국행정개혁의 성과분석과 미래 정책과제 도출에 관한 연구 /
이재호(행정연구원)

10-35 중국 정책연구 수요조사 / 이재호(행정연구원)

10-36 중국의 환경문제와 정책에 관한 한·중 공동연구 /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37 중국의 대북한 정책: 영향력 평가와 대응방안 /
최수영(통일연구원)

10-38 중국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유치 전략 연구 /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10-39 중국의 개혁개방 항공전략 기초조사를 통한 협력증진 방안
연구 / 김제철(한국교통연구원)
10-40 고령친화용품산업 수요기반 강화를 위한 중국시장 연계방안
연구 / 김수봉(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41 한국과 중국의 가족변화와 지원정책(I) /
김혜영(여성정책연구원)

10-42 국내거주 중국 조선족 동포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 /
서문희(육아연구소)

10-43 중국의 탄소저감 정책동향 및 도시규모별 대응전략 연구 /
오성훈(건축도시공간연구소)

10-44 한중 물류협력 연구사업 - 중국 장강지역 진출 방안 수립 연구 /
김범중(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45 한중 양국민간 우호정서 저해원인 연구 /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

10-46 중국 12차 5개년계획과 주요산업별 한국의 대응전략 /
이문형(산업연구원)

10-47 중국 농업의 지역별·품목별 성장 특성 및 시사점 /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48 국내적 제약요인을 고려한 한중 FTA 협상 전략연구 /
안세영(서강대학교)

￭ 2010년 정책연구(II)

10-49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 현대 중국의 분야별 진단 /
백영서(연세대), 강준영(한국외대), 김재철(가톨릭대),
정재호(서울대), 이근(서울대), 김시중(서강대),
임윤선(관동대), 정영록(서울대), 정환우(국제무역연구원),
이장규(대외경제)

￭ 2011년 기초연구

11-01 중국의 통상법제와 환경법제의 연계연구 /

손기윤(인천대), 이충훈(인천대), 김호(중, 인천대),
리밍(중, 북경대), 왕진(중, 북경대)

11-02 한중수교 이후 주중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 실태 유형추이 분석 /
박성수(세명대), 박주상(대구예술대),
고강(중, 길림공안청)

11-03 중국의 WTO 분쟁 사례 연구 - 중국의 WTO분쟁사안에 대한
종합 평가 및 한국에의 정책시사점 / 서석흥(부경대),
서창배(신라대), 장지혜(부산외대)

11-04 한중 R&D협력모델 창출방안 연구 / 김완중(동아대),
백권호(영남대), 유병철(동아대), 강준원(동아대),
문철주(동아대)

11-05 재중 한국유학생 및 졸업생 현황과 취업실태 기초조사 /
최규발(고려대), 정지수(고려대)

11-06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한중 관계의 실질적 개선 방안 /
전성흥(서강대), 이동률(동덕여대), 김재철(가톨릭대),
이희옥(성균관대)

11-07 한중 외교안보군사갈등에 대한 연구 /
김태기(단국대), 김진호(단국대), 조한승(단국대),
김학린(단국대), 임재형(단국대)

11-08 중국 사회보장제도 구축에 노동 법제가 미친 영향력 연구 /
김동하(부산외대)

11-09 중국 기업구조조정(M&A)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윤현석(원광대), 이희성(원광대), 최문옥(중, 중국상해대학)

11-10 중국의 인터넷 확산과 정치개혁 / 이민자(신아시아),
김천규(국토연구원), 이상준(국토연구원), 김흠(국토연구원)

11-11 중국 산업의 고도화와 대응전략 - IT산업을 중심으로 /
정상은(한남대), 서봉교(동덕여대), 황진영(한남대)

11-12 중국내 분야별 한반도 문제 전문가 명부 작성(성향별) 중국내 친한파/친북파 인사관리 /
윤경우(국민대), 은종학(국민대), 양갑용(국민대)

11-13 중국 정부의 의사결정과정: 행위자, 구조, 과정 중심 /
안치영(인천대), 전인갑(인천대), 이남주(성공회대),
장정아(인천대)

11-14 중국의 사법제도 개혁 연구: 법원을 중심으로 / 조영남(서울대)
11-15 중국의 토지제도 변천과정과 실태 /
고재모(협성대), 권오박(협성대)

11-16 재한 중국유학생 취업실태 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
문흥호(한양대), 김인(한양대), 민귀식(한양대), 신영미(한양대)

11-17 중국 우주항공 분야정책의 변천과정과 실태 /
김경민(사, 우주정책포럼), 송재익(강남대),
이상현((사)우주정책포럼)

11-18 한중 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박상찬(경희대), 이상철(그리스도대)

11-19 중일관계와 일본의 대중국 이미지 제고전략 연구 /
홍정표(서울대), 이종원(일본릿교대), 김익기(동국대),
공석기(서울대)

11-20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 이규태(관동대),
구광범(관동대)

￭ 2011년 정책연구

11-21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 이승신(KIEP),
곽복선(KIEP), 정환우(KITA)

11-22 대중 산업경쟁력 확보전략 / 이문형(KIET), 조철(KIET),
김학기(KIET), 오영석(KIET)

11-23 녹색성장 및 에너지안보 관련 - 에너지산업의 대중국 진출전략 /
박용덕(KEEI), 이호무

11-24 한반도 관련 중국의 협조 확보 방안 / 최수영(KINU),
전병곤(KINU), 홍우택(KINU), 이기현(KINU), 박병관(INSS)

11-25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성인과
청소년 세대 비교 / 윤철경(NYPI), 오해섭
11-26 중국 동북지구 구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 /
김천규(KRIHS), 이상준(NYPI), 김흥(NYPI)

11-27 중국대학입시에서의 지역할당제 연구 / 구자억(KEDI),
이준식(성균관대), 박영진(용인대), 이경자(경상대)

11-28 한·중 간 인재 육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손민정(KICE), 신항수(KICE), 김우석(인하대), 김진공(인하대)

11-29 전환기 중국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중국 교통물류 발전
전망과 우리나라 대응방안 / 서종원(KOTI)안병민(KOTI)
11-30 중국 법제의 분야별 시리즈(I) - 중국의 금융법제 연구 /
유예리(KLRI), 박찬호(KLRI), 이준호(KLRI), 김은환(KLRI),
손현진(KLRI), 이정표(부산대), 양효령(전북대),
마광(중, 절강대)

11-31 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의 실태분석과 상호협력체계
구축방안 / 선우덕(KIHASA), 김수봉(KIHASA), 이문형(KIET),
오영석(KIET), 조철(KIET), 김학기(KIET)

11-32 가족변화와 가족지원정책(II): 중국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 김영란(KWDI), 김혜영(KWDI), 장혜경(KWDI),
김은지(KWDI), 최인희(KWDI)

11-33 한중 물류협력 연구사업(중국 주강지역 진출 방안 수립 연구) /
김범중(KMI)

11-34 중국정부와 국유기업 및 사영기업의 개혁과 정책에 관한 연구 /
김윤권(KIPA), 이수봉(중), (중국청년정치대)

11-35 중국의 물관리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 - 북경·천진시 상하수
분야를 중심으로 / 추장민(KEI), 이윤(KEI)
11-36 중국 자녀양육 가치관 및 양육 실태 연구 - 한족과 조선족
비교 / 서문희(KICCE), 이윤진(KICCE), 최윤경(KICCE),
박금해(중, 연변대)

11-37 중국연구 인벤토리(1999년 이전 자료) / 최호진(KIPA)
11-38 GTI 지역상공인간 교역활성화 방안 /
김진기(강원발전 연구소)

￭ 2011년 기초심층연구
(현대중국)

11-39 정치분야
중국의 중앙 지방 관계: 과정과 변화 / 정재호(서울대)
중국 엘리트 정치와 정치구조 / 김재철(가톨릭대)
중국의 국가-사회관계의 동학 / 김도희(한신대)
중국 체제이념의 변화와 계속성 / 이희옥(성균관대)

11-40 경제분야
과거의 유산 / 김시중(서강대)
중국은 미래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지만수(동아대)

미래의 도전 / 은종학(국민대)
중국과 세계경제 / 남영숙(이대여대)
11-41 사회분야
중국인의 인간관계 / 김광억(서울대)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의 문화 소비와 한류 / 장수현(광운대)
현대 중국사회의 구성: 상업문화 및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정종호(서울대)

중국 문화유산의 정치학 / 장정아(인천대)
11-42 문화분야
中國人論 / 백영서(연세대)
문화 중국과 중국 사상 / 이욱연(서강대)
‘中華帝國’ 體制와 體制理念의 장기 지속성: 역사학적 접근 /
전인갑(인천대)

사상으로 본 중국인의 국가 구상: 천하일가와 대동사회의
이중주 / 양일모(한림대)

￭ 2012년 협동연구

한 ․ 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2-01 중국의 인구고령화 대비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 실태분석과 상호협력방안 /

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찬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병철(중국인민대학교),
양입웅(중국인민대학교)

12-02 중국의 전통의학-양의학 협진서비스 현황 및 전달체계 /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천재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한의학정책연구원), 이준혁(한국한의학연구원),
강승현(한국한의학연구원)

12-03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Ⅰ)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을
중심으로- / 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인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보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승호(국립강릉원주대), 김혜영(숙명여대),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12-04 한 ․ 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비교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수현(현대중국학회),
정계영(상해복단대학교)

12-05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 ․ 보육 개혁 추진현황 연구 /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육아정책연구소), 朴今海(연변대학교),
白美花(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학원)

한 ․ 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2-06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 /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
박영진(한국교육개발원), 안병환(대진대학교)

12-07 중국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연구 /

손민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윤동(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호성(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지언(영산대학교),
김도경(인하대학교), 주기평(서울대학교), 심형철(창덕여고),
김어진(쑤저우대학교)

12-08 한 ․ 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활용 및 여성관리인력 활용
비교 / <제1부> 한 ․ 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제2부> 한 ․ 중 양국의 여성관리자 활용 비교연구 /
양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경환(고려사이버대학교), 방진방(중국인민대학교)

12-09 한 ․ 중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동반발전 방안 연구 /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허영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병석(서울사이버대학교), 이천우(중국제남대학교)

중국 법 ․ 제도 연구
12-10 중국 정부의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박경래(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해용(신라대학교)

12-11 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전략 /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서용석(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한국행정연구원), 홍은기(호서대학교)

12-12 한 ․ 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법 및 형사정책 대응전략 연구 /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경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13 한 ․ 중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법 ․ 제도 연구 - 외국인투자 ․
기업 ․ 노동 및 환경 관련법을 중심으로 /
문준조(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김은환(한국법제연구원), 강광문(서울대학교),
오일환(중국정법대)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2-14 중국 전력안보역량강화 관련 한 ․ 중 전력시장 협력 및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방안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이현주(에너지경제연구원), 양광식(한결한주식회사)

12-15 중국 하천환경관리 현황 분석 및 한 ․ 중 협력방안 /
강택구(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이 윤(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오일찬(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홍용석(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정성운(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12-16 중 ․ 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을 활용한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 /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형근(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범중(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찬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은수(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지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葛炬(신장농업대학교), 董千里(장안대학교),
许茂増(충칭교통대학교)

12-17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
서종원(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노상우(한국교통연구원), 김천규(국토연구원),
장동명(랴오닝대학교), 윤승현(연변대학교)

12-18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대응전략 연구 /
김천규(국토연구원), 김흠(국토연구원), 김원배(중앙대학교),
신태용(서울대학교), 서종원(한국교통연구원)

중국 기술 ․ 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2-19 중국 축산업의 성장특성 및 지역화 정책 연구 /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창범(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민지(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은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王济民(중국농업과학원)

12-20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분석 및 전망 /

윤석훤(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성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윤희(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3년 협동연구

한 ․ 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3-01 중국의 중약 자원 관리현황과 세계화 전략 /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02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Ⅱ) - 가정소비를 통해본 중국인의
가족생활 / 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03 한국과 중국의 성평등 현황 및 여성의 복지 고용정책 비교연구 /
박수범(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04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 ․ 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3-05 중국의 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 /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13-06 중국 천인계획 연구 /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
13-07 중국 조선족 청년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 연구 /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13-08 중국의 기업대학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연구 /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국 법 ․ 제도 연구
13-9

對중국 정책의 범정부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13-10 중국 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13-11 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 /
문준조(한국법제연구원)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3-12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 전략 수립: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13-13 중국 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 협력 및 대응 방안 /
서종원(한국교통연구원)

13-14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분석 연구 /
김천규(국토연구원)

중국 기술 ․ 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3-15 중국 해외석유가스 개발 추진현황과 한․중간 해외자원개발
협력전략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13-16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
강택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3-17 중국 인터넷기업 해외진출에 따른 한중 협력방안 연구 /
김성옥(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4년 협동연구

한 ․ 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4-01 중국방문요양서비스(Home-help service)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 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02 조선족여성의 경제활동실태와 인력활용방안 /
김원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03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과 중독예방 및 치료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04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 /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한 ․ 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4-05 중국의 외국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대학을 중심으로 /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

14-06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분야의 교류·협력 현황과 성과 연구 /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국 법 ․ 제도 연구
14-07 한-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4-08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연구 /
김천규(국토연구원)

14-09 중국 동북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국-북한과의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기술 ․ 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4-10 중국 가스산업의 발전 현황과 대중국 가스산업 진출 전략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14-11 중국의 곡물산업 동향과 한중 식량안보 협력방안 /
정정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5년 협동연구

한 ․ 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5-0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 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 ․ 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5-0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연구 /
문무경(육아정책연구소)

15-0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5-0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0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 ․ 중 협력 방안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중국 기술 ․ 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5-06 한 ․ 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5-0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분석 /
정정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0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 /
이장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년 협동연구

한 ․ 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6-01 중국과 대만의 중의학(中醫學)-서의학(西醫學) 관계 설정
현황과 시사점: 인력양성과 보장성을 중심으로 /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 ․ 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6-02 13·5규획시기 중국 제조업 고용관계의 변화 /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6-03 중국 13·5계획시기 중국물류의 발전전망과 우리의 활용전략 /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16-04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중·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 이현주(국토연구원)
중국 기술 ․ 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6-05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16-06 농식품 가공 및 유통 산업분야의 한·중 협력방안 연구: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을 중심으로 /
어명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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