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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2008년
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1992년
63억 달러에서 2018년 2,686억 달러로 약 43배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며, 한국 역시 중국의 최대 수입 대상국
(홍콩 제외)이자 제3위의 수출 대상국입니다. 양국간 인적교류도 1992년 13만
명에서 2017년 803만 3,000명으로 약 62배 증가하였습니다. 항공편 수도 여
객 기준으로 주 1,023회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명실상부 G2 국가 반열에 올랐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약 13
조 달러에 달해 세계경제의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경제는 미
국경제 규모의 약 65.4%에 달하며, 중국 무역규모는 2018년 약 5조 달러로 세
계 전체 무역의 11.6%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무역국입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가 한국경제에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런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지난 정부 때부터 시작된 사드배치의 후
폭풍이 한·중 양국의 경제관계를 경색시키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문
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한·중 교류 협력이 복구되고 더욱 발전하여 관
계 정상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
을 모색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습니
다. 한국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기본적
인 방향과 지침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한·중 양국 경제관계
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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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가 발간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남수중 교수, 경희대학교 왕윤종 교수, 공주대학교 박
순찬 교수, 용인대학교 박승찬 교수, 연세대학교 조정원 박사, 중앙대학교 김정
인 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종석 연구원, 경기대학교 오대원 교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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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은 한국정부가 향후 중
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발전시킬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이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채널을 체
계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
다. 미래지향적 협력분야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추진하고, 민감한 통상현안은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제기하도록 하는
이원적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
는 방향으로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의 협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공
감대 확산과 신뢰 확보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간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산업 차원에
서 GVC에의 참여를 분석하고 이러한 참여가 경제 및 산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
는지 살펴보았다. 2000~14년 세계 43개국 18개 제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
용하였으며, 전방참여와 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 세계의 경우
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
가치 창출에 상대적으로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발전과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양국간 교역
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은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으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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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도 제시
하였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을 인공지능(AI)을 중심으
로 분석하였다. 신산업 관련 주요 분석 내용은 육성전략, 투자규모와 특징, 주
요 기업 사례 분석, 문제점 및 한계, 주요 인공지능 기술 응용분야(AI+),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 등이다. 또한 통계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 6개 신산업분
야(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첨단 의료기기, 리튬
2차전지)를 중심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보완도지수 등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중국 신산업 분야의 협력
사례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비교적 최근에 등
장한 선두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수직적 통합형, 둘째,
전략적 제휴 등 외국기업과 협력하는 글로벌 분업형, 셋째, 정부 주도형으로 구
분하였다. 각 유형별 협력사례를 고려하여 협력방안은 첫째, 중국의 주요 핵심
기업과의 수직적 통합이 가능한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과 지원체계 조성, 둘째,
핵심부품, 중간재 등의 공급이 가능한 기술우위의 중소기업 지원 및 혁신체계
구축, 셋째, AI 관련 중국의 선두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국시장 및 해외
시장 공략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벤처 활성
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도 ‘대중
창업, 만인혁신’ 기치 아래 창업과 혁신의 대중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의 창업벤처 육성 배경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고학력 인플레이션과 실
질 실업률 해소, 그리고 창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및 중국식
혁신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고육책에서 출발했다. 중국의 혁신성장과 고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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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견인한 중국 창업벤처 생태계의 변화와 성장 내용, 정부주도의 핵심 플랫
폼 혁신 방향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한·중 양국간 창업벤처 개방형 혁신협
력과 공동펀드 조성을 통한 상호 윈윈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 로컬 기업들의 자본, 기술력 향
상과 저렴한 제품의 대량 생산 및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약
진,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와 정책금융 기관의 지원으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은 예전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양
국간 에너지 협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는 에너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중앙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전국적으로 확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
국 중앙정부의 GEI(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태양광, 풍력 외 신에
너지 발전 추진, 에너지 신기술 개발, 중국 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기회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태양광
과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며 협력
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한·중 환경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중국의 환경정
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인 환경보호부, 임업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그 산
하기관의 업무영역 및 추진체계, 업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
여 협력 추진과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新｢환경보호법｣
시행, ｢대기오염방지법｣,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 행동계획 발표 등으로 환경정
책이 급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정책 변화는 한·중 환경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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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국의 정책적 수요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한·중 환경협력에 있어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중 환경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분야별 환경정책을 되짚어보고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나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환경문제의 해
법으로는 불용자원 또는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
써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산업개발로의 체
질개선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순환 경제단지(CIP) 및 국내 생태산업단지와 같
은 프로그램의 추진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기술개발 및 정보교류를 통해 청정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한·중·일 환경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기술과 경험 및 정책의 공유를 위한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부문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관심을 가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물류망 확대, 중국 국경지대 개발과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중국정부는 30여개 국가와 일대일로 정책 추
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인도네시아-반둥 고속철도, 헝가리세르비아 연결 철도, 중국-러시아 천연가스관 동부라인 공사,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개발, 카자흐스탄의 연운강 물류기지 등의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은 그동안 일대일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나 최근 북핵문제 개
선으로 일대일로 동북아 물류 계획에 한반도 변수가 급부상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동북3성과 러시아 몽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물류정책 협력이 필요할 것으
로 예상된다. 중국-일본의 제3국 공동진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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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중 양국의 제3국 공동진출 전략과 협력방안
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민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검토한 내용은 첫
째, 현재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둘째, 중국인
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런 분석 배경
은 중국인과 한국 국민이 공통으로 느끼는 결핍과 불만족을 함께 해소해 나감
으로써 향후 양국의 우호적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한·중 민간교류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사업의 예시로 ‘환경문제
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을 제안하였다. 환경문제는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
고 최근 상호 인식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중 교
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를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하는 한편, 개별 사업으로 도출된 성과를 전파하고 확산하는 플랫폼을 구성하
기 위해 중국정부와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간교류 성과를 통해 양국 국
민의 관심이 높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할 때 비로소 사람 중
심의 민간교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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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하
던 중 조어대에서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동북아의 책임 있는 국가
로서 중국과 한국이 힘을 모아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함께 대응해나갈 것을 희
망한다”며 한·중 경제협력의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시한 데서 출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협력의 3대 원칙은 ①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② 경제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 ③ 양국 국민간 문화와 인적 교류
를 통한 신뢰 회복 및 구축을 위한 사람 중심의 협력이다.
또한 3대 원칙을 구체화한 8대 협력방안은 ① 경제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② 양국 교역의 질적 성장 도모 ③ 4차 산업혁명
에 대비한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 ④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 확대 ⑤ 에
너지 분야 협력 ⑥ 환경 분야 협력 ⑦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 ⑧ 사
람 중심의 민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 경제협력의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은
양국 정상간 공동성명의 형태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문재
인 정부가 향후 한·중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줄 가장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강화’는 한·
중 양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의 경제협력 틀을 재정
비하고 전방위적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가장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2017년은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
치 이후 한·중 양국간 외교·안보적 갈등과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무
역·투자·관광 등 경제교류가 크게 경색되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신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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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보였지만 사드 임시배치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
선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엉클어진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
니다. 한국정부는 중국에 사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엄청난 노력
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해줄 것이라고 기대
하는 것은 헛된 희망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관계 전문가들은 한·중 관
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달리 해법을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경색 국면이 지속되던 중 2017년 11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APEC 정
상회담에서 자리를 같이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는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서서히
경색 국면을 수습 국면으로 전환할 계기를 찾기로 하였다. 마침내 12월 13일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안보적 협력과
함께 양국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양국간 경제교류와 협력사업을 재개하기로 약
속하였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재발을 방지하고 양
국간 경제교류와 협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았다. 사드에 대
한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이 수위가 낮아지고 빈도도 줄어들긴 하였지만 사
드에 대한 앙금이 말끔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에도 한·중 관계에서 외교·안보적 이슈는 내용과 형식은 다를지라도 재
발될 위험성을 얼마든지 안고 있다. 한·중 양국이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교역
과 투자를 통해 형성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감안할 때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
는 조치가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바로 한·중 경제협력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에 대해 사실상 제대로 된 대응조
치를 강구하지 못했던 점은 양국간 외교관계가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간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협력 방안 제시를 통해 새로운 한·중 관계의 해법을 찾아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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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자들의 노력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8대 협력
방안’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중 간 협력방안을 구체적
으로 제시한 것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그동안 한·중 간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들은 다소 추상적이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한·중 관계의 모색을 위한 현실
성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 연구 범위 및 구성
본 연구의 각 장은 독립적으로 완성된 보고서의 형태를 갖는다. 먼저 연구 배
경과 목적을 소개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결론적으로 향후 한·중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경제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양국 경제관계에 긍정적으
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교역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
해 단순히 수출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 차원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의 참여를 분석하고 이러한 참여가 산
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경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는지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주로 중국 인공지능(AI) 분야의 발전 현황을 소개하고 중국
산업협력 유형을 분석하여 신산업 분야에서도 한·중 간 협력이 지속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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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한 중국 창업벤처 생태계
의 변화와 성장내용, 정부 주도의 핵심 플랫폼 혁신 방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
른 한·중 양국간 창업벤처 개방형 혁신협력과 공동펀드 조성을 통한 상호 윈윈
(win-win)의 방법론을 모색한다.
제6장은 에너지 분야 협력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과 중국이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이 시도하고 있
는 에너지 협력의 기회들을 분석한다. 또한 양국간의 실현 가능한 협력방안들
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제안한다.
제7장에서는 환경 분야 협력과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한·중 환경협력이 양
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중국의 환경정책 변화는 중국의 정책
적 수요의 변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한·중 환경협력에 도전적이며 새로운 기회
를 제공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제8장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 부문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
책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며, 일대일로정책의 추진 경과 및 성과를 논의하
고자 한다. 중국-일본 제3국 공동진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논의
한 후에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 시장을 분석하고 한·중 양국의
공동진출 전략과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제9장에서는 사람 중심의 민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
해 검토한다. 한국에 관심을 가진 중국인의 특성과 경향을 살펴보고, 한·중 민
간교류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
러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
한 접근 방법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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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 경제협력의 ‘3대 원칙’과 ‘8대
협력 방안’ 중에서 경제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경제협력의 제도화란 특정한 경제적 목적(이익)을 달
성하기 위해 국제법적으로 다자적 또는 양자적 조약의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단순히 정책조정, 정책협력을 위해 협의체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정례화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설적인 기구도 설치한다.
한·중 양국간 교역이 확대되고 외교적으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갈등은 경제협력의 기반을 심각하
게 훼손하였다.1) 이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한순
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통렬한 경험이었다. 경제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라는 이익 사이에서는 ‘전부 아니면 무(all or nothing)’
라는 극단적 선택이 아닌 절충적 선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즉 안보와 경제의
상충성(trade-off)하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한·중 간 경제관계를 형성하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경제학자들이 쉽게 간과
해왔던 변수가 바로 미·중 관계와 북한 핵 문제이다. 경제학자들은 흔히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 all other things being held
constant)’이라는 가정으로 외부 여건을 분석의 틀 바깥에 두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두 변수는 사실 경제학자들이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무역
과 직접투자 통계 및 산업 분석을 하면서 두 변수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는
1)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따른 사드 배치와 한·중 관계의 복원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학계에서도 뜨거운 논
쟁이 계속되었다. 이에 대해 박휘락(2016), 이장원(2017)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30 •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별로 없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정치적 변수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정치적 이해
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경제적 분석에 집중하려면 그만큼 분석의 틀을 단순화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드 사태 이후 한·중 간 경제관계에서
두 변수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경제학자들에게 쉬운 일은 아
니지만 이제는 두 변수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미·중 관계가 우호적이거나 적어도 수면 위로 갈등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한·중 관계가 나름 협력의 공간을 넓게 확장할 수 있었다. 우호적 안보 환경이
경제에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전략적 경쟁관계로 전환
되면서 미·중 간 갈등이 표면화되자 한·중 관계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북한
핵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중국은 신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 핵의
해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상호 공조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 미국과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유지해온 한·미 동맹이라는 결
속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일치된 입장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뉘앙스(nuance)를 보이곤 한다. 적어도 이 두 가지 변수로 인해 한·중 관
계는 쉽게 개선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한·중 양국은 선이후난(先易後難)의 실용적 접근을 취해왔다. 우선
쉬운 일부터 협력하고 어려운 일은 뒤로 미뤘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거의 대부분 한 것 같다. 이제 남아 있는 일은 어려운 일뿐이다. 한·중 양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이때가 한·중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어야 하는 시점이다. 기존의 경제협력 틀을 재정비하고 전방위적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경제와 안보를 함께 아우르는 전략적 대화 채
널을 구축하는 것을 모색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한국을 미국과 동격
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한국이 원한다고 중국이 성큼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중국은 미국에는 신형대국 관계의 틀로 안보와 경
제를 함께 논의하는 대등한 입장을 바라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주변국 외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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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바라볼 뿐이다.
다행스럽게도 한·중 양국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로서 한·중 FTA를 이미
체결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중 경제관계는, 비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한·중 경
제장관회의가 있지만 제도화된 틀로서 양국간 체결된 한·중 FTA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도
한·중 FTA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상호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어
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태
도를 보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양국간 소통 채널이 일순간에 단절되면서 대
화를 통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소통은 상대방의 얘기를 듣
는 것이다. 그것도 그저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
사태 당시 양측 모두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자기 입장만을 이해
해 주길 바랐던 것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사드 배치에 대한 견고한 반대 입
장은 권위주의체제의 중국 정치 풍토에서 불문율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중
국은 중국 나름대로 양보하기가 어려웠고, 우리 정부도 더 이상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조치는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후
사드 배치를 철수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 사드 문제는 한·중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중 양국이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교역과 투자를 통해 형성한 경제적 상
호의존성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가 제도적으로 확보
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다. 제도적 장치의 틀은 어느 정도 갖
추었을지 모르지만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흔히 쓰이는, 시스
템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 바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시스템
이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닌 원칙에 기반해서 작동해야 비로소 우
리는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무역
기구와 같은 다자적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301조와 같은 일방적 조치를 취하

32 •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고 있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일례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진정으로 다자무역
체제의 질서를 존중했다면 사드 배치 이후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
하기 전에 대단히 신중한 자세를 보였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조
치에 맞대응으로 나섰다. 그 결과 미·중 통상분쟁은 증폭되었다. 아마도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맞대응하였다면 한·중 통상관계는 대단히 험
악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른다.
한·중 양국 정상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무대에서 수시로 회동하고 정상회담
을 통해 현안을 논의해왔다. 정상회담을 정례화하지 않더라도 APEC, G20 등
다자간 협력 포럼 등에서 수차례 만나곤 한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지
않은 정상 간 회담에서 의제를 협의하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
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톱 다운(top-down) 방식의 정상 간 회담은 정
말 양국의 정상들이 오랜 기간 신뢰가 쌓였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실무회담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한·중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 과제는 부
총리급을 대표로 하는 협의 채널(경제장관회의)을 통해 해결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제장관회의가 다양한 경제협력 의제를 논의하는 장이
라면, 한·중 FTA 공동위원회는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한 협의 채널이라고 볼
수 있다. 한·중 FTA를 통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로써 양국 기업 및 소비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FTA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역
장벽을 계속해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는 2015년 6월 1일 협정 체결 후 동년 12월 20일 발효되었다. 그
러나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FTA 협정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를 충분히 진전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에 2017년 12월 14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8년 3월 서비
스·투자 분야의 후속협상이 시작되어 2019년 말까지 기존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된 후속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3월과 7월에는 서비스·투자 협정문에 대한 후속협상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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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9년 1월 15~17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3차 후속협상에서는 제2차 협
상에서 양국이 교환한 협정문 초안의 통합 작업을 가속화하고, 시장개방 협상
의 시기와 방식을 정하기 위한 협의에 주력하였다.
이미 한·중 양국 정부 간 구축된 제도적 기반으로 한·중 FTA 협정이 향후 서
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고, 그 결과 나타난
양국간 상품 무역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양국간 산업의 고도화를 위
한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중 FTA 협정은 우리나라가 체
결한 FTA 협정 중에서 유일하게 양국간 경제협력을 부속서가 아닌 협정문에
직접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8대 협력 방안에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
이 한·중 FTA 틀 안에서 지속적·심층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의 구성
2절에서는 한·중 양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논의하고자 한
다. 한·중 양국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환경 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절에서는 한·
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로서 한·중 FTA 협정의 이행 상황과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4절에서는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5절에서는 본 장의 주요 내
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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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내외 여건 변화
가. 미·중 통상분쟁
미·중 통상분쟁은 중국의 과도한 대미 무역수지(상품수지) 흑자에서 비롯된
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상이 강화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한 견제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직접적으
로 중국과 통상마찰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중
국과의 관세전쟁의 칼을 뽑았다. 이제 관세전쟁은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산업
보조금 등 비관세 분야를 포괄하는 무역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양보와 타협 없이 환율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관세전쟁, 무역
전쟁, 환율전쟁은 양국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을 증폭
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중 보복관세를 3차례에 걸쳐 부과하였다.
중국도 ‘동일대응원칙(equal scale and equal strength)’에 따라 동일한 규
모와 동일한 관세로 대응하고 있다. 과거에 미국이 301조를 부과했을 때 감히
미국에 동일한 수준의 보복조치로 맞대응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결정이었
다. 그러나 중국은 확실히 달라졌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조치에 대해 나름대로
논리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일방
적 조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있다고 자신한 것 같다.
물론 중국의 대미 수출이 미국의 대중 수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3차 관세
부과 시점에서 미국은 2,000억 달러에 관세 10%를 부과했지만 중국은 600억
달러 상당에 대해 5~1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균형이 깨진 것은 분명하다. 그
렇다고 미국이 좋아할 일은 결코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관세부과조
치로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수지 적자가 결코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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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알고 있다. 어디까지나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한 협상용 수단일 뿐이
다. 중국이 맞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역조건 개선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
다는 최적관세이론(optimum tariff theory)도 적용되기 어렵다.2) 미국이 다
자무역체제에 반하는 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 일방주의적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
하고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한다.
한마디로 미·중 통상분쟁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
의 일부이다.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미국과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을 외치는 중국 사이의 힘겨루기는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3) 2018년 12월 G20
정상회담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일단 90일간의 휴전에 들
어갔다. 전면적 관세전쟁이냐 아니면 타협이냐의 결정은 휴전 기간 진행된 협
상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협상은 당초 예정된 기간을 훌쩍 넘어 아직도 진행형
이다. 미국의 요구는 단지 무역수지 적자 폭을 해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
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금지,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산업보조금의 금지 등에 대한 중국의 확실한 약속
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
하기 어려울 것이며 정치적 부담도 클 것이다.4) 결국 양국은 극단적 파국을 피
하면서 체면이 손상되지 않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가
장 중요한 쟁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쟁점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요구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제 금
2) 자유무역이론과 달리 관세부과가 자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최적관세이론은 Harry Johnson의 1954년
논문에서 출발한다. 그 논문의 요지는 일국의 후생은 교역조건의 함수이고 대국은 관세부과를 통해 교
역조건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국이 맞대응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최적관세이론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다.
3) 김인준(2018)은 미·중 간 무역전쟁이 화폐전쟁, 패권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
다고 말하고 있다.
4) 김동원(2018)은 중국정부가 <중국제조 2025>를 포기하거나 후퇴하는 정책 수정에는 합의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유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 및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의
기술굴기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김동원 2018,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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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당한 산업보조금의 폐기 등과 같은 정책을 중국이 제대로 이행할지 여부
에 관한 것이다. 현재 150페이지 분량으로 예상되는 합의문에는 양국의 이행
사항이 조목조목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합의문에 적혀
있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미국은 중국이 이
행을 잘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과의 최종 협정에서 시
행조항(enforcement provisions)의 검증을 미국이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중국이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행 여부에 대해 채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중국은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것이므
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합의가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타협점으로 이행조항
(implementation provisions)을 삽입하고, 양국이 상대국의 이행에 대해 불
만이 있을 경우 협정을 무효화할 수 있고, 다시 관세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의 미·중 통상분쟁 타결 과
정에서 양국간에 ‘기 싸움’이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중 간 전략적 경쟁관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간 전략적 경
쟁이 가속화될수록 한·중 관계는 협력의 공간이 줄어들 소지가 있다. 중국은
한·중 관계를 미·중 관계의 하부구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미·중
관계가 좋을 때는 한·중 관계도 좋지만 미·중 양국이 경쟁에 돌입하게 되면 한
국은 어느 한편에 설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경제적 이익과 안보
적 이익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안보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면
서 중국과 경제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 차례 소동을 겪었던 우리로서는 미·중 간 신냉전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한·중 관계의 새로운 좌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할 엄중한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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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북핵 문제로 고조되었던 군사적 긴장관계가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
픽 참가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4월과 5월 남북 정상회
담에 이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한반도의 평
화체제 건설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가 채택되었고, 두 정상은
서명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완전한 평화 구축에 두 정상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하였다는 점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바빠
졌다. 9월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 정상 간에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
었다. 일련의 정상 간 회동을 통해 불과 일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
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서는 아직도 진도가 나아가고 있
지 못하다. 특히 2019년 2월 27~28일 개최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풀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과
핵물질, 핵시설, 핵탄두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핵 리스트 제출을 꺼리고 있
는 북한의 입장 사이에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5)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을 보장하겠

5)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은 미 재무부 홈페이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중대한 인권 위반, 공산주의 체제 유지, 핵실험, 각종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다양한 분야
에 걸쳐 강력한 제재를 부과 중이다. 특히 2017년 7월 27일에 미 상원에서 98대 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된 ｢이란, 러시아, 북한 제재법｣은 2016년 미 의회 대북제재법 및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이 규정
하고 있지 않은 제재 대상 및 행위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가장 강도 높은 제
재조치로 볼 수 있다.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 이전, 북한의 노동력 송출, 북한의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 북한의 식품, 농산품, 어업권, 직물의 구매,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등에 대해 재량적 제
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특히 제재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란에 취했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을 통해 제3국 기업에 대해서도 미 관할권 내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등으로써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비
핵화 문제가 상당한 정도 해결된다고 할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완화될 수 있지만, 전면적으로 폐
기될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대량살상무기, 인권 등의 문제로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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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북한은 아
직도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역시 북한
이 비핵화에 대한 신뢰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전에는 유엔(UN)의 제재조치를
완화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6)
그렇다면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던 중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미국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지켜왔고, 이로 인해 북한이 핵보유국
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찬성하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한편으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7) 즉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미국이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쌍궤(双軌)’와 ‘쌍중단(双暫停)’으로 요약된다.
우선 쌍중단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중단하면 북한을 겨냥한 한·미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도 중지하는 것이다. 방어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
방에게는 공격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군사적 행동을 서로 중단해야 비로소
대화가 가능할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사실 지금이 바로 쌍중단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과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있고, 이에 상응
하여 한·미 간 연합훈련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진도가 충분히 나아가지 못한 상황하에서는 쌍중단이 쌍궤로 한 단계 진
일보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중국이 제기한 쌍궤 병행이란 한반도의 비
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국과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6)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한 대북제재는 각국의 국내법을 통해 이행된다. 개별 국가의 이행체제
가 상이함에 따라 제재조치 역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국
가가 바로 중국이다. UN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2397호 등 12차례에 걸친 제재조치를 발표했고, 2018년 3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
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운송, 무역회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2018년 6월 북미 정
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나, 중국의 대북제재는 중국 내 북
한 식당의 재개업, 북한 노동자의 유입 증가 등을 보았을 때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7)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이른바 ‘3불 1무’ 원칙으로 지칭된다.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 반대(不戰), 북한 체
제의 급격한 붕괴 반대(不亂),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반대(不統), 한반도의 비핵화(無核)이다. 이는 현상
유지에 역점을 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현정(2018)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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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달리 한반도의 비
핵화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미국의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등 미국의 군
사적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문제는 대단히 민
감한 문제이다.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목표로 하는 중국과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관계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협상이 한·미 동맹관계의 해체를 의미하는 미국의 군사적 전략자산의 철
수와 연계된다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아직 가정에 불과하지만 주한미군의 철수 없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일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북한을 더 이상 적대국으로
볼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국제사회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 번영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여러 차례 북한이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북
한이 중국과 베트남 같은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한다면 단순히 북한에 대한 제
재조치를 해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번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원
조와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한다면 상황은 꼬이게 될 것이므로 한국
과 미국은 이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이다. 중국이 종전협정에
이어 평화협정의 체결 과정에 참여하여 미군 철수를 고집한다면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중국과 북한은 매우 특수한 역사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는 한국전
쟁 이후 냉전 시대에서 비롯된 유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전쟁의 당사자로
정전협정의 공동 서명자로 참여하였고, ‘북·중 우호조약’을 체결하여 북한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어왔다. 북·중 관계는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수교를 통
해 정상적 외교관계를 복원하면서 점차 소원해지긴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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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다. 특히 북핵 위기로 남북 경
협이 중단되면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장 중요한 출
발점이 된다는 점을 끊임없이 북한에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중국의 대북정책 실패와 느슨한 대북제재에
기인하였다고 비난하곤 한다.8) 중국은 핵확산에 반대하기는 하지만, 한반도의
분단 및 완충국가로서의 북한을 더 원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이 때로
는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외교정책의 최고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으로 재직 중인 리처드 하스(Richard Haas)는 이러한 우려로 인해 중국
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9) 결국 중국
이 있는 한 북한에 대한 완벽한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지난 70년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비핵
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택할 것인지는 아
직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 중국, 한국 등 성장 둔화에 따른 뉴노멀 시대의 도래
중국 5세대 지도자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며, 이를 ‘중국
의 꿈(中國夢)’이라고 불렀다. 이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
즈음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를 실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신중국) 건국 100
8)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북핵 문제에 대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펼치며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중국 역할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 역할론’을 넘어서 ‘중국 책
임론’이 제기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성현(2017)을 참고하기 바란다.
9) 리처드 하스(2017).

제2장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 41

주년이 되는 2049년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샤
오캉 사회는 이미 실현되었다. 덩샤오핑이 제시한 기준인 2020년 개인소득 4
천 달러, GDP 5조 달러는 초과 달성했기 때문이다. 샤오캉 사회에 벌써 도달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에는 시진핑 2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덩샤오핑의 3단계 발전(三步走)의 2단계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겠다는
시진핑의 포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판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불리는 신창타이(新常態)는 중국경제
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의 프레임을 보여준다.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고 새로
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중국의 지속성장이 불가능하고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것이다. 과거의 적
폐란 공급 측면에서 볼 때 효율과 생산성을 무시한 과잉투자, 과잉설비, 과잉부
채로 대표되는 과잉생산 체제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급격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양적완화정책이 추
진되었으나 세계경제의 수요 기반은 예전과 달리 취약해졌다. 이제 중국이 세
계의 공장 역할을 도맡아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 볼 때 투자-수출 주도의 성장정책은 한계에 봉착했고,
선진국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내수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
다. 후진타오 시대만 해도 성장률 극대화에 대한 열풍이 불어, 경제성장률 8%를
지켜야 한다(保八)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지방정부 밑단까지 퍼져 있었다. 그러
나 13·5 규획(2016~20) 기간에 성장률 목표치는 6.5%로 낮아졌다. 중국정부
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낮춘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의 목표치
일 것이다.10)
중국이 내수 주도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려면 소비가 성장을 주도해야 한

10)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6.7%, 2017년 6.9%를 달성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6.6%,
2019년 6.2%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0.2%p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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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중국은 가장 높은 가계저축률을 보이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개혁개
방이 시작된 1970년대 말 중국의 가계저축률은 5%에 불과했다. 당시는 사회
주의 시장경제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아직 농촌에서는 인민공사 체제가, 도
시에서는 집체기업이 유지되던 시절로 개인이 굳이 저축할 필요가 없었다. 그
렇지만 개혁개방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해체되면서 개인은 스스로 자립해야 했
다. 열악한 사회적 안전망하에서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함에 따라 중국인들
은 쓰지 않고 모아야 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중국의 가계저축률은 여전히 세
계 최고 수준이다.11)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됨에 따라 가계저축률이 점차 낮아
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소비주도의 성장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한국은 다른 중진국들이 선진국 진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이른바 중등 소득 함정(middle-income trap)을 비교적 잘 극복한 국가로 평
가받고 있다. 2018년에는 드디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을 기
록하였다. 그러나 4만 달러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한국의 앞길은 그리 밝지
만은 않다. 급격한 성장둔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경기둔화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의 역동성이 사라
지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2017년에 성장률 3.1%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8%, 2019년 2.6%로 이제 2%대 성장 시대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며,12)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 미만으로 떨어졌고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인도를 중
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비교적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유독 한
국은 일본과 함께 저성장 국가의 대열에 진입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

11) IMF(2017)는 ｢중국 경제보고서(Country Report No. 17)｣를 통해 2016년 중국의 총저축률이 46%로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글로벌 과잉저축(Global Savings Glut)의 주범 역할에 있어 여전히 중국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고도 성장기의 높은 저축률은 외국 자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투자주도 성장에서 소비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히
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12) IMF(2017)의 세계경제 전망 자료에 근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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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둔화와 미·중 통상분쟁의 파급효과로 인해 부
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문재
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새로운 수출 활로로 인도를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국가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수출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오랜 기간 중국과 형성된 공급망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을 요한다.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출주도 성장에서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
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세대들이 급격히 저축을 늘리고 있다. 또한 가계 부채의 늪에 빠져 소득이
늘더라도 빚을 갚아야 할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여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급기야 기업의 설비투자는 빙하기에 직면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아직 수출 이외의 성장동력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경제는 2018년 6천
억 달러를 넘는 수출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으나 2019년에는 수출 전망이 연초
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튼튼한 내수 기반의 성장 패턴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는 혁신성장과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를 비롯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라. 중국의 기술추격
중국은 독일의 산업정책을 모방하여 중국판 산업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를 확
보했지만, 제품의 질적인 측면에서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여야 할 과제를 안
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제조업의 질적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도모
하는 산업정책으로 볼 수 있다.13)
중국과 독일의 산업협력은 <인더스트리 4.0>과 <중국제조 2025>의 슬로건
하에서 양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일례로 랴오닝 성 선양(瀋陽)에
13)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상세 내용 및 중국 제조업의 발전 현황에 대해서는 이현태 외(2017)를 참고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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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국과 독일이 손을 맞잡은 <중국·독일 첨단장비산업제조단지(중·독 산업
단지)>는 <중국제조 2025>와 <독일 공업 4.0> 협력 시험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곳에는 BMW의 중국 합작법인인 화천(華晨) BMW 공장이 2017년 7월 연구
개발센터를 설립했다.14) <인더스트리 4.0>의 스마트공장 프로젝트를 대표하
는 독일의 BMW가 중국을 세계 최대의 신에너지차 수출기지로 만들겠다는 포
부로 단순히 제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사업을 중국 현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랴오닝 성은 개혁개방 이후 동북 공업지역의 중심
지 역할을 했지만 성장률이 추락한 낙후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중국제조 2025>에 포함된 10대 전략산업 중 하
나인 신에너지자동차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다.15) <중국제조 2025>는 스마트공장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 국가인 독일을 협
력 파트너로 삼고 있는데, 이는 미국기업과의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독일이
가장 적합한 협력 파트너로 선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스마트 제조 분야의 선도적인 민영기업인 하이얼은 독일 전역에 72
개의 연구개발센터를 보유한 응용기술 분야의 선도적 기관인 프라운호퍼
(Fraunhofer) 그룹과 함께 2017년 11월 <중·독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를 설
립했다.16) 신형 센서 기술, 모듈화/임베디드 제어시스템 설계기술, 고급 제어
및 최적화 기술 등 스마트 제조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에 중국과 독일의 대표주
자가 손을 맞잡은 것이다. 하이얼의 스마트 제조는 단지 기업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스마트 제조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마트 제조는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할 수 있

14) ｢[르포] 트럼프 정조준 ‘중국제조 2025’, 독일과 협력 열기 후끈｣(2018. 7.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2. 11).
15) <중국제조 2025>에 포함된 10대 전략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로봇), 항공
우주장비, 해양장비·첨단선박, 선진궤도 교통설비, 에너지절약·신에너지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
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고성능 의료기기 등이다.
16) 허쥔(2018), ｢Industry 4.0 시대 중국의 전략 및 한중협력｣, 중국의 지역별 4차 산업혁명 세미나 발표
자료.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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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생태계에 참여하여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스마트 제조는 공장 자동화와 같은 운영 차원의 효율
화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와 연결됨으로써 이른바 맞춤형 대량 생산(Mass
Customization)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표준화된 대량 생
산체제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17)
이현태 외(2017)는 <중국제조 2025>의 위협요인에 대해 중국기업의 기술력
향상이 중국의 수입대체화 및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사슬망에 변화를 가져다 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 볼 때 중국은 일부 중간재의 수입대체화에서 성과를 이루어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 부품을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에 있어 지난 10년이 축적의 시간이
었다면 앞으로 2025년까지 중국의 추격은 본격화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한 견제구를 날리는 이유도 바로 중국의 기술추격 속도가 무섭기 때문이다.

3. 한·중 FTA 협정의 이행점검과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가. 한·중 FTA의 추진 배경
한·중 수교 25주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한·중 경제협력 및 통상
관계의 클라이맥스는 한·중 FTA 협정이 체결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7) 소비자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한 대량생산체제를 이른바 맞춤형 대량생산(mass customization)
이라고 지칭한다. 이는 Baldwin(2016)이 제기했던, 생산과 소비의 분리(unbundling)가 글로벌화를
가져왔다면 생산과 소비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유형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었음을 시
사한다. 물론 모든 상품이 맞춤형 대량생산체제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나,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가
생산 과정에 더욱 많이 반영되도록 기존의 생산 과정에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현재
전자제품, 자동차, 의류 등의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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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추진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어왔던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는 우여곡
절도 많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공동연구로 시작하여 2007~10년
산관학 공동연구의 과정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한 한·미 동맹의 강화가 통상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한·중 FTA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18)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에 앞서 한·중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무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 가능
한 옵션이 아니었다. 비록 노무현 정부하에서 한·미 FTA 협정은 국회 비준 절
차를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대단
히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19) 협정 발효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기간 중 한·미 FTA 협정을 끔
찍한 딜(horrible deal)이라고 비난하였다. 협정이 폐기되거나 적어도 재협상
이 예견되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Trans-Pacific Economic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
탈퇴하면서 다자간 협정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NAFTA 협정과 한·미 FTA 협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두 협정 모두
미국의 이익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새롭게 개정되었다.20) 문재인 정부의 입
장에서는 한·미 FTA 협정이 폐기되기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더라도 양
국간 상호 호혜적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에서 개정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
다고 판단하였다.21)

18) 왕윤종(2017).
19) 국제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외교안보적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Mansfield and Bronson(1997),
Wolford and Kim(2017) 참고.
20) 북미자유협정(NAFTA)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S-Mexico-Canada Agreement)으로
명칭도 바뀌었다. 개정된 협정에서는 비시장경제 국가와의 FTA 체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분명히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정의 개정문에 서명하면서 한·미 FTA를 한·미 동맹의 결과물이라고 언
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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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중 FTA의 배경은 어떻
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현 시점에서 새로운 한·중 관계의 좌표를 설정하기 위
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한·미 FTA 협정
이 발효되자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 이어 세계경제의 강자로 부상한 중국과의
FTA를 새로운 한·중 관계 설정의 계기로 삼았다. 사실 한·미 FTA가 조금만 빨
리 타결되었다면 한·중 FTA의 시작 시점은 앞당겨졌을 것이다. 비록 이명박
정부의 말기에 시작되었지만 그만큼 한·중 FTA는 한·중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5월부터 본격적인 협상
에 돌입했고, 이후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아 총 14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쳤다.
그리고 2014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 양국
정상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하
였다. 이후 2015년 6월 정식 서명 절차를 거쳐 국회 비준을 통과하였고 동년
12월 발효되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에서 힘을 발휘하는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미 미국보다 중요성이 커졌다. 수출과 투자의 측면
에서 중국은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였고,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무역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 선진국과 FTA 협정을 거의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거대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되었던 것이다.22) 또한 한국과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호
의존적 교역관계를 형성하면서 경쟁적 관계에서 보완적 관계로 진화하는 과정
에 있었다. 즉 한국이 한 산업 내에서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여 중국에서 최종
재를 생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산업에서 이러한 상호
의존적 교역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전통적 비교우위가 적용되는
산업도 있다. 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무역 규모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양(+)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기존의 이론에 더하여, FTA를 통해 동일 산업 내에서 이루
22) 중국이 FTA를 체결한 선진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호주 등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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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추가적으로
양(+)의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23) 양국 교역이
질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는 단순한 교역 규모의 양적 성장이 아닌 산업 내 무
역의 확대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공동 참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증가로 파
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FTA는 어떤 전략적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당시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처럼 관세폭
탄을 부과하는 통상분쟁과 같은 극단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중 봉쇄정
책을 펼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후진타오 정부와 ‘상호존중, 호혜공영의 협력적 동반자관계 건설’에 대
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1기 국무장관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임명하면서, 전임 부시 정부하에서 중동 지역에 집중하면서 소홀히
했던 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제기되었
다.24)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중국을 어떻
게 관리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에 대해 중국은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는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으로 인식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미국과 일본 주도로 추진되었던 TPP
를 중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자 하는 협정으로 보았던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쇠퇴론이 다시 제기되는 가운데 부상하는 중
국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인식은 중국으로서는 대
단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세계 1위와 3위의 경제대국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배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자유

23) 이홍식, 왕윤종(2004), pp. 33~61.
24)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011년 10월 Foreign Policy에 기고한 글에서 향후 국제정치의 중요한 결
정은 중동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아시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이후 이러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이 Pivot to Asia로 지칭되었고, 이후 다시 재균형
(rebalancing) 정책으로 명명되었다. Clinton(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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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mega-FTA)을 추진하자 중국은 TPP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을 경제
동맹 관계를 수립하는 데 가장 적절한 파트너로 인식하였다. 이언 브레머(Ian
Bremmer)가 지적하듯이 FTA는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외교정책으로 간주
되었다.25)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도 한·미 FTA 체결 이후 한·중 FTA를 추진하
고자 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려고 했던 TPP에 가입하는 것은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었다.26)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중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첨단 산업 부문에서 한국에 경쟁력이 밀리고
있는 중국은 한·중 FTA를 명목상 대단히 높은 수준의 협정이라고 하면서도 실
제로는 초기 개방도를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협상 전략으로 삼
았다.27) 중국의 산업계도 한·중 FTA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다. 특히
서비스시장은 중국이 개방을 꺼리는 분야였다. 그 결과 한·중 FTA는 서비스시
장의 개방을 후속협상 과제로 남겨두었다. 한·중 FTA는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FTA 협정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반쪽짜리 협정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에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중국은
25) Ian Bremmer, Every Nations for Itself, Penguin, 2012.
26) 일각에서는 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유가 중국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
렇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단지 정책 우선순위상 추후 TPP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즉 이미 한·미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TPP 회원국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TPP 가입이 경제적 실익 측면에서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이 논거이다. 물론 이러한 논거 역시 타당성을 상당히 지니고 있다. 하지만 TPP와 같은 거대 자유무
역협정은 단순히 경제적 논거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동맹관계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적
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TPP를 탈퇴하였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동맹 전략의 관점에서 대단히 큰 실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들은 TPP를 어떤 형태로든지 살려보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TPP-11
은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로
2018년 3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공식 서명식이 개최되었다. 한국은 CPTPP 가입에 대해 소극적인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27)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상품의 관세는 중국의 대한 수입 품목 수 기준 958개 품목(12%)에 대해 즉시
철폐, 1,679개 품목(20.5%)에 대해 5년 내 철폐, 2,518개 품목(31%)에 대해 10년 내 철폐, 민감 품목
(1,582개, 19%)에 대해서는 15~2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하였다. 총 766개 초민감 품목의 경우 양허
제외 또는 부분감축 등을 통해 보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FTA의 개방 효과는 장기간에 걸
쳐 나타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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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를 견제하는 데 한국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반면에 한국으로서는 이
제 거대 국가 중에서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중국과 일본뿐인데, 일본과
의 FTA는 국민 정서상 쉽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자연스럽게 다음 순서로 결
정되었던 것이다.28)

나. 한·중 FTA의 이행 상황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는 이제 3년을 경과하였다. 협정 발효
후 2017년 1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
하여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협정 발효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대중 수출 감소 폭에 비해 한·중 FTA 혜택
품목의 수출 감소 폭이 적어 FTA가 대중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을 강조하였다.29) 대중 수입 역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감소하였다. 협정 체
결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중 간 교역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점은
한·중 FTA의 교역증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
러나 양국간 교역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경기 순환적 요
인이 단기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대중 수출은 2014년 -0.4%, 2015년 -5.6%로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
다. 급기야 2016년 대중 수출은 -9.3%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2016년 전
세계 수출이 5.9%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대중 수출은 중국경기의 둔화,
주력제품의 수출단가 하락 등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감소 폭이 지나치게 컸
다. 그렇다면 2017년의 상황은 어떠한가? 흥미로운 현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 2017년 9월 사드가 실제로 배치되었고 사드 문제로 양국 관계가 더욱 어려
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중 수출은 감소세를 마감하
28) 왕윤종, 앞의 책, p. 34 참고.
29)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782(검색일: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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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히려 급증세로 전환된 것이다. 기저효과가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 수출은 중국의 성장률이 2016년
6.7%에서 2017년 6.9%로 호전됨에 따른 중국 내 활발한 생산활동과 소비 확
대에 힘입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미국이 경기 호황을 보이자 2016년
1/4분기 -11.3%의 감소세를 보였던 중국의 수출이 2017년 다시 회복세를 보
이면서 중간재 위주의 우리 주력 수출상품이 다시 호조를 보일 수 있었다.
2018년에도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대중 수출이 지속적으로 호조
를 보였다. 아직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증가
는 한국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이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세계 수출 증가가 한국의 대중
수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양국은 적어도 이러한 분업구조가 지속되는 한 무역
연관성(trade linkage)을 통한 경기동조화(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현상을 경험할 것이다.30) 대중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국발 충격에 대한
위험 헤징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
이 인위적으로 단시일 내에 구조적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 한·
중 교역관계는 사드 배치 이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축소지향형이 아닌 안정적
인 확대지향형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중국 수출의 최대 애로사항으
로 지적되어온 각종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양국간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각
종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31) 중국은 공산
품 수출입에 있어서 강제성제품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e)
과,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에 대해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심사
30) 무역을 통한 경기동조화 현상에 대해서 Eichengreen(1992), Krugman(1993) 등은 무역자유화가
비교우위에 기반한 분업화(특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의 비동조화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
았다. 반면에 Frankel and Rose(1998), Shin and Wang(2004, 2005) 등은 무역자유화가 산업 내
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경우 오히려 경기동조화 현상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 주었다.
3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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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허가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의 CCC는 우리나라의 통합인증인
KC(Korea Certificate)에 비해 법적 처리기간이 2배 이상 소요되고 신청비용
도 과다한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또한 각종 기술서류의 과도한 제출요구, 공장
심사 등으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이 유출될 위험도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
외 시험기관의 발급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증 관련 규정의 빈
번한 개정 및 불충분한 고지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중국
에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중국 내 인증대행업체를 통해 CCC, CFDA 등
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반대로 중국산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국내 수입업
체가 KC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서로 다른 인증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 간의 상품교역에서 기술장벽으로 인
식되고 있는 인증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아직 요원한 일로 보인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상호인정제도(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를 통해 상대방 국가의 인증을 호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중 양국 정부는
한·중 FTA 제6.13조(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에 근거하여 FTA 체결 직후
인 2015년 9월 21일 기술장벽 관련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여 강제인증 대상
인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상호인정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비록 전기·전자 제품에 국한되지만 우리나라 인증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으면 중국에서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CCC 인
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화장품의 대중 수출 증대를 위해 화
장품 검사성적서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호인정약정이 체결되기를 희
망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정부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통관과 관련해서는 2015년 5월부터 한국의 우정산업본부와 중국 우정청이
‘한·중 해상특송서비스’를 공동 추진하고 인천-웨이하이 간 페리선과 고속화
물선을 활용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상특송서
비스는 기존 국제특급우편(EMS: Express Mail Service)과 비교할 때 배송시
간이 하루 정도 더 소요되지만 비용은 1/6 수준으로 저렴하다. B2C 전자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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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한해 사용되지만 사전에 중국세관에 업체를 등록하고 판매물품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할 경우 신속통관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중 해상특송서비스는 2016
년 1월부터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양국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매년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
중국 전자상거래 무역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중국에
비해 규제가 거의 없는 자유로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면세범위도 200달러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각종 규제가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액이
50위안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만 행우세(우편세)가 면제되고 있다. 한·중 FTA
제13장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을 규율하고 있
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제20장의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되
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양국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의 본격 가동, ‘한·중 자동차 대체
부품인증협력’ 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의 자동차부품 거래활성화를 위한 공동협
력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1월 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2018년 3월 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1년이 넘는 동안
한·중 양국은 상호 제기된 현안들에 대한 깊이 있는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였
다. 연 1회 개최되는 공동위원회 산하에 16개 분과별 위원회가 있으나 2017년
은 사실상 개점휴업의 상태였다. 이런 측면에서 2017년 12월 양국 정상회담
이후 2018년 2월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이어 3월 한·중 FTA 공동위
원회 개최를 통해 소통 채널이 서서히 복원되고 있다. 향후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해 공동위원회 산하의 16개 분과별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연례적인 회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협력을 도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32) 즉 공동위원
회는 개별 분과위원회의 성과를 검토하여 한·중 FTA가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32) 16개 분과별 위원회는 기술무역장벽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위원회, 지
식재산권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서비스무역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자연인의 이동위원회, 투자
위원회, 관세위원회, 환경과무역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원산지규정 소위원회,
통관·무역원활화 소위원회, 비관세조치 작업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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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에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FTA 협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 중에서 유일하게 양국
간 경제협력을 협정문 본문에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제17장 중 특히 17.25조는 지방경제 협력사업의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를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협력을 포함한 매우 포괄적인 협
력을 담고 있다. 더욱이 양국 정부는 시범협력사업의 성과를 검토하여 지방경
제 협력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을 시사하고 있어, 시범사업이 성과를 보
일 경우 한·중 간 경제협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화·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33) 다만 한·중 양국간 지방경제협력이 협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협력사업은 조약의 성격을 지니는 협정의 형태로
구체화되기보다는 양국 지방정부 간 합의서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34)
현재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
이하이시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통관 등 총 41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
이다. 비관세장벽 등 무역편리화(원활화), 전자상거래, 표준 및 검역 등의 분야
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특히 사드 배치 이후 중앙
정부 차원의 논의가 완전히 두절된 상황에서도 지방경제 협력사업은 지속적으
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협력사업이
상당히 구체적인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는 지역발전 전략의 일
환으로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35)

33) 제17장 25.3조에 “양 당사국은 시범협력사업의 결과를 검토한 후, 지방경제협력을 전국적으로 확대
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4) 왕윤종(2018) 참고.
35) 이에 대해서는 손승희(2017), 이주영(2017)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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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중 FTA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36)
2018년 3월 22일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 시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였다. 동 후속협상은 서비스무역(8장), 금융서비스(9장), 투자(12장)의
협정문 개정 및 유보목록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
로의 전환을 통해 양국 서비스·투자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2015년 체결된 한·중 FTA는 상품무역의 자유화가 중심이었고, 서비스무
역의 개방도는 사실상 WTO/DDA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대단히
미흡하였다. 이에 한·중 FTA 발효 이후 2년 이내에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약속하였다.
2015년에 체결된 한·중 FTA 협정의 서비스무역 개방 수준을 보면 미약하기
는 하지만 GATS 플러스 방식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37) 즉 중국은 GATS
양허안 대비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방하였다. 이는 대만, 홍콩
등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GATS에서 제한을 두고 양허한 총 84
개 업종(포지티브 리스트 부분개방 포함) 중 제한사항이 개선된 부문이 16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측이 관심을 보인 건설서비스, 관광서비스 등 분야에
서는 후속협상을 통한 추가 자유화 가능성을 비추었을 뿐이다. 사업서비스, 운
송서비스, 유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추가개방 약속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36) 이 절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왕윤종(2018)의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37) Zhou and Whalley(2014)에 따르면 FTA 협정의 개방 수준은 GATS 플러스 또는 GATS 마이너스 모
두 가능하다. GATS 플러스는 WTO 회원국으로서 GATS 다자간 서비스협정에 따라 양허한 이상을 지
역무역협정 체결 시 자유화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GATS 마이너스는 추가제한조치, 기존 조치 강화,
생략, 상호성 등 4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상품무역의 경우 지역무역협정이 WTO/GATT 양허 수준
이하로 개방을 제한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서비스무역의 경우 WTO/GATS에서 이미 양허했으나 개
방이 후퇴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것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GATS에 대한 이해
가 부족했고 협상에 쫓겨 지나치게 개방 폭이 컸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001년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 간 GATS 마이너스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새로운 서비스업이 시장에 등장하게 될 때이며 새로운 분류체계하에서 신규 규제조치
가 도입될 수 있다. 그만큼 서비스업은 신규 서비스업이 계속해서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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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개방 수
준을 평가한다면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중에서 상대국의 서
비스무역 개방도가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기체결한 FTA
와 유사한 수준으로 방어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특기할 점은 법률서비스의 경우 중국이 체결한 FTA 최초로 상하이 자
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중 로펌의 공동사
업을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중국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에서 개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화조치가 용이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
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개방이 어려울 경우, 적어도 상하이를 포함해서 중국 전역
의 11개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우선적으로 개방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국 단위의 개방이 어렵다고 판단된
다면 경제자유구역에 우선적으로 개방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다.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아직까지 양허표
를 교환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 양허표
를 교환하여 양국의 관심 업종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
만 기존의 양허표 기재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WTO/GATS
양허안은 포지티브 기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부분개방을 포함해서 개방이
이루어지는 업종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업종은 공란으로 남겨두게
된다. 반면에 네거티브 방식은 제한조치가 있는 업종만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업종은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즉 공란으로 되어 있는 업종은 완전히 자유
화된 업종이 된다. 네거티브 방식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처음으로 적
용하였기 때문에 흔히 NAFTA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였고, 중국의 경우 2015년 홍콩과 체결한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서비스협정에서 서비스

제2장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 57

무역의 모드 3에 해당하는 상업적 주재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한 바 있
다. 어쨌든 양국 모두 경험이 있고, 서비스무역의 모드 3이 가장 핵심적인 개방
조치 항목이라는 점에서 포지티브 기재방식에서 네거티브 기재방식으로의 전
환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후속협상은 결국 어떤 업종에 유보조치를 둘 것인가를 놓고 양측이 공
방을 벌이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금지
또는 부분개방 업종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고, 수비하
는 입장에서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제한조치의 수준을 지켜내는 일이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협상은 어디까지나 호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보다는 제한조치의 수준이 낮아지고 양국의 개방이익이 균형을 잡는 수준
에서 타결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 측이 관심을 보이는 업종 중에서 중국과 균
형이 맞지 않는 대표적 업종이 바로 건설과 관광 분야이다. 우리는 사실상 완전
히 개방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많은 제한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건설서비스의 경우 중국 건설업체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본사
실적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 건설업체가 중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본
사 실적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건설업체가 중국 건
설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고 수준의 1등급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장기
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중국 건설시장에서 한국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웠다. 독자로 진출한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업체의 참여범위가 제
한되고 심지어 외자기업과 중국 건설업체 간 합자 또는 합작의 방식으로 면허
를 취득하는 경우 낮은 등급의 면허만이 인정될 뿐이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어
떤 면허를 갖느냐에 따라 건설공사의 참여범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한·중 양
국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중국의 규제조치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관광서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중국 관광업체가 한국인을 대
상으로 아웃바운드(한국 → 중국)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규제가 없다. 그
러나 중국의 경우 한국 관광업체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아웃바운드(중국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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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관광업체는 오로지 한
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
양허표에 아웃바운드 영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제한조치가 명시되어 있으나, 경
제협력 챕터 17.22조에 아웃바운드 관광협력 관련 시범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즉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의 여유국(문화여유부로 조직 변경)이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채널을 설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 업체의 아웃바운드 영업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내 아웃바운드 관광 수요가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 업체가 중국에서 자유롭게 중국 관광객을 모집해서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이후 위축된 중국의 관광수요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모드 2의 ‘해외소비’에 해당되는 관광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WTO/GATS에 제출한 자국
의 서비스무역 개방 양허표에 관광서비스 관련 모드 2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사항이 없음(None)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대
부분의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이다. 그런데 중국정부가 일본 관
광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2017년 3월 이후 전면적으로 한국 단체관광을 불허하였
고, 현재는 베이징, 칭다오, 충칭, 우한, 상하이, 장쑤성에 한하여 한국 단체관
광을 허용하고 있다. 전국적 판매가 가능한 온라인 판매는 아직도 전면 금지되
고 있는 상황이다.38) 특정국의 단체관광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은 민간
인의 경상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단체관광 제
한조치에 대한 WTO 제소 여부를 놓고 국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39) 후속협
38) 2018년 11월 14일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Ctrip)이 1년 8개월여 만에 한국행 단체관광 상
품의 온라인 판매를 재개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이 온라인 판매 재개 소식을 잇달아 보도하자 6시간 만에
삭제하였다. 중국정부는 한국행 단체관광을 금지하면서 전세기, 크루즈, 롯데계열사 이용 금지, 온라인
판매 등 이른바 ‘4불(不)’ 원칙을 함께 하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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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과정에서 단체관광 제한조치의 발동 요건에 대해 확실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한·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방안
1992년 8월 수교 당시 한·중 양국은 우호협력관계를 설정한 이후 3번에 걸
쳐 양국의 외교적 관계를 격상해왔다.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에 이어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
전되어온 것이다.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 한·중 양국은 사드 문
제로 인해 소통 채널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는 상황을 상당 기간 경험했다. 그
러나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다양한 협의체가 현재 재가동 중이다. 현재 사드 문제 자체로 인해
개최가 어려운 협의체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가
장 대표적인 협의체인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보면 2016년 5월에 개최되었던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이후 2018년 2월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기까지 무려 21개월이 걸렸다. 양국간 경제교류의 규모가 확대되고 협
력의 공간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이 아직까지 정례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양국이 구축해왔던 소
통 채널이 사드문제으로 인해 첨예한 갈등을 빚게 되자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상호간의 비방과 불신이 증폭되면서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확대 재생산되고 양국 국민의 혐한, 혐중 감정이 고조되었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다방면에 걸쳐 구축한 소통 채널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
39) 일본 관광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관광에 대해서만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재민(2017), pp.
7~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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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협의체가
당장 개최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양국의 소통 채널이 항상 기능한다면 이를
통해 적어도 상호 우려를 전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양
한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빈번히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되는 기획재정부 장관(부
총리)과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APEC, ASEM, G20, ASEAN+3,
ARF 등 다양한 다자간 협의체에서 한국의 기획재정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장관들과 교류를 하며, 그 기회를 통해 소통 채널이 가동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한·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로
서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화 방안을 논
의하고자 한다.

가.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제도화
2018년 2월 북경에서 개최한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기
획재정부와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ttee)는 거시경제협력,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연계·
협력 및 제3국 공동진출, 산업·투자협력, 동북3성·농촌진흥·지방협력 등 4대
협력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한·중 경제장관회의 논의 의제에 대한 사전 실무 조율 및 기타 부처 간 협력과
제에 대해 정부간 교류·협력 채널을 복원하기로 하였다. 이제 우리 정부는 각
현안에 대해 성과를 내는 일 못지않게 협의체의 정례화와 제도화를 위한 일에
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와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각각 거시경제 및 실
물경제를 총괄하는 수석부처이다. 특히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무원
산하의 직속위원회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의 인허가권을

제2장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 61

소유한 막강한 위원회이다. 국무원 산하의 재정부, 상무부 등 다른 부처와의 조
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참석자를 보면 우리나
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이 우리 측 수석대표를 맡았고, 문체부, 외
교부,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금융위, 북방위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한편
중국의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중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지만 다른 행
정부서는 거의 참석하지 않고 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부서의 국장급이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다른 부서의 상위 부서
가 아니라는 점에서, 예를 들어 재무부나 상무부 등과의 현안에 대한 논의는 다
른 소통 채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미국과 협의를 할 경
우 정치국원인 류허(劉鶴)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해서 미국의 므누신 재무장관
과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것과는 위상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명실상부하게 한·중 양국 경제부처의 고위급이 함
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측의 참여에 있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외에 타 부서의 고위급(국장급 이상)
이 함께하도록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위상을 격상하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4대 분야에 대한 협력방향 도출은 양국 정
부의 주요 정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밝힌 8대 협력방안의 세부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앞으로도 정상회담을 제외하고 양국 정부의 최
고위급 회담으로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차기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2019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단 일 년에 1회 개
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편리한 시기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정례화된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양회 기간을 피해 가급적
연초로 시기를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모임을 정례화하는 것 이상으로
이전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 및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양국간 주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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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이 해소됨으로써 진일보한 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중 양국 정부 간에는 수없이 많은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예를
들어 2015년 10월 중국 리커창 총리의 방한 시 체결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연계 협력 MOU가 있는데, 그 내용 중 경제정책공조, 인프라, 무역·
투자 확대, 금융협력 등 추진 및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투자 및 금융지원, 공동
연구, 시범사업 확대 등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가 창출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합의 사항이고, 그야말로 양해각서는 국제조
약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굳이 성과를 챙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양해각서를 수없이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반성할 필요가 있다. 화려한 외교적 수사로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 경제협력으로 이어지려면 사업이 구체화되고 실천이 담보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부처의 복잡한 이해관계
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사업의 성과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요구된다.
향후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미·중 경제전략대화와 같이 정례화된 협의로 변
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경제전략대화는
미·중 통상분쟁이 고조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경제전략대화와 같은 형태의 정례화된 협의체를 당장 만들자고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발상이 아닐 것이다. 한·미, 한·일 간에도 정례화된 협의 채널이 마련되
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을 미·중 경제전략대화와
같은 형태로 출범시키기에는 외교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이 동의할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 따라서 앞서 언급하였듯 현재와 같이 경
제 분야에 한정하여 암묵적으로 매년 1회 정도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한·중 경
제장관회의를 실질적으로 매년 1회 개최하는 범경제부처의 대화 채널로 재정
비하여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기획재정부(부총리)를 중심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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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부처(장관급)가 참여하도록 우리의 조직을 정비하여 ‘한·중 확대경제장관회
의’를 중국 측에 제안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대화 상대방인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전반에 걸쳐 전면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적 협력
의 위상이 크게 격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협상에서
는 고위급 회담의 성격을 지녀야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중국은 미국과의 통상분쟁을 일단락 짓기 전까지
는 경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2월 초에 개최되었던 한·중 경제장관
회의도 1년이 경과했지만 아직 일정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현실적 대안으로 현
재의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여하는 타 부처 참석자의 직급을 국장급 이상
으로 하여 범부처적 성격을 지니도록 하면서 실무적으로 협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경제 전반의 주요 의제를 협
의하는 대화 채널이라면 한·중 FTA 공동위원회는 통상 현안에 대해서 중점적
으로 협의하는 채널이다. 한·중 FTA 체결 이후 2017년 1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한·중
FTA 공동위원회는 단지 이틀 만에 회의가 종결된다. 따라서 양국간 상호 제기
된 현안들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협의가 지속되려면 공동위원회 산하의 16개
분과별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은 사실상 분과별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한 해였다. 2018년 2월 제15차 한·중 경
제장관회의에 이어 3월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통 채널이 복원
되고 있지만 사드 문제로 야기된 현안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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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의 제도화는 국가 차원에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이다. 특히 한·중 FTA와 같은 조약의 형태로 체결된 경우에는 국제법
적 효력을 갖게 된다. 조약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양국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준수하지 않게 되면 분쟁해결절차를 밟을 수 있다. 양국 기업 모두 공정
하고 실효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하에서 안정적
으로 투자와 영업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드 갈등으로 관광 및
유통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었을 당시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한·중 FTA의 분쟁해결절차
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20장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방식은 동 협정 또는 WTO 분쟁
해결절차 중 선택이 가능하다. 패널 설치 이전에 협의, 주선, 조정, 중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3인으로 구성되는 패널을 설
치하게 된다. 그러나 한·중 FTA 분쟁해결절차가 실제로 활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우선 사드 문제로 제기된 통상분쟁 현안이 한·중 FTA 협정상 의무 불합
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적어도 우리 측 입장에서 의무 불합치로
판단되었다면 패널 설치 이전 단계에서라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정부에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것으로 보
인다. 향후 사드와 유사한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연 한·중 FTA의 분쟁해
결절차가 실효적으로 기능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한·중 FTA 체결을 통해 어렵게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다면 그러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들였던 많은 노력들이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양국은 새로운 것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들
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를 통해 이미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소중하
게 유지하고 활용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형식적으로 매년 한·중 FTA 공동위
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한 해 동안 한·중 간 어떤 사안
들이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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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로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우선 우리 내부에서는 쟁점별로 중국의 협정의무 불합치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통 채널의 적극적인 활용
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선적으로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는 중국에만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FTA 강국으로 많은
국가와 체결한 FTA에 공히 적용되어야 한다. 제도의 가치는 갈등적 이익과 협
력적 이익이 충돌할 때 협력적 이익을 지켜나가려는 의지를 통해 유지될 수 있
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관광 관련 중국의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서비스무역위원회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중국은 한국으로 향하는
중국의 단체관광 및 인터넷을 통한 관광객 모집을 제한하는 등 한국 관광에 대
해 제한적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조치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너무 공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
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5. 결론
트럼피즘(미국 우선주의로 상징되는 극우보수주의 이념)의 설계자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은 대표적인 반중 인사이다.40) 미국 정가를 발칵
뒤집어놓은 신간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에서 스티브 배넌 전 백
악관 수석전략가가 미국의 진정한 적을 중국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40)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현종 본부장이 WTO 재판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3월 중앙일보
기고문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스티브 배넌에게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366657(검색일: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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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1) 이는 저자 마이클 울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주 전 한 토론회에
서 배넌이 로저 에일리스 전 폭스뉴스 최고경영자(CEO)에게 전한 메시지를 요
약한 내용을 책에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미·중 통상분쟁에서 미국이 의도하
는 것은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기술굴
기를 저지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반중 통상정책이 성공을 거둘지는 아직 미지
수이다. 애플이 제조업체인 대만의 폭스콘과 함께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실제로 미·중 통상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
만의 폭스콘이 일부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이는 새로운 성장시장으로 각광받는 인도시장을 선점하려는 목적이 아
울러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중국시장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한국
역시 중국과 얽혀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대중 전략에
있어서 전략적 다변화가 필요하지만 지난 20년간 진행되어온 글로벌 가치사슬
의 재구축은 ‘중국 때리기’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철저히 시장의 힘에 의해 가
능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미·중 통상분쟁이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인지 아니면 타협을 모색할 것인지
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이제 시작의 시작이
다. 관세전쟁이 일단락되고 나면 기술전쟁, 통화전쟁, 금융전쟁, 그리고 군사·
안보 분야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또한 중화주의 성향을 노골
적으로 드러내면서 중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보이고자 할 것이다. 미국의 외압
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진핑 주석의 권력 기반은 오히려 취약해질 것
이다. 강성권위주의(hard authoritarianism) 체제로 이행하는 중국의 정치
체제를 서구의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보
일지 모른다.42) 그러나 리처드 하스의 ‘혼돈의 세계’와 로버트 케이건의 ‘정글
41) Wolff(2018), Fire and Fury, Henry Holt and Company.
42)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는 뺷중국의 미래(China’s Future)뺸(2018)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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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귀환’이 21세기 국제정치의 판을 적절히 지적한 표현이라면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대해 결코 놀라워할 필요는 없다. 이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포스트
모던주의의 정치적 민낯일 뿐이다.
이와 같은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하에서 기존의 판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은 과거의 정경분리 원칙을 더 이상 고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방식의 어정쩡한 입장은 미·중 관계
가 비교적 원만할 때 가능했던 전략이었다. 중국은 사드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이 스스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한국을 잘 봐줄 이유가 하
나도 없다고 보면 된다. 중국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일 뿐이다. 우리 정
부는 그저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대응해
야 할 것이다. ‘외교 따로 통상 따로’가 아니다. 한 몸이 되어 대응 논리를 가다
듬어야 한다.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된다. 외교·안보 문제와 통상 문제를 긴밀하
게 조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쩌면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 못지않게 우리 내부적으로 외교와 통상을 통합적·전략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한·중 경제관계에 있어서 지나친 대중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분명히 차이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헤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그러
나 인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신남방정책과 신북
방정책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겠지만 단기적
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신남방정책도 베트남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최적의
지역별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해도 정책의 의도와는 달리 실질적인 다변화는

있는 정치체제의 미래에 대해 신전체주의, 경성권위주의, 연성권위주의, 준민주주의(semi-democracy)
네 가지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중 시진핑 체제의 권력 강화 현상을 경성권위주의로의 이행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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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 클러스터의 집중화·집적화 현상은 규모의 경제효과가
자본축적의 한계수익체감의 법칙을 압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대중 의
존도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면 중국이 우리의 핵심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국은 한국 없이도 다
른 대안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내세울 것이
없다면 정작 아쉬운 것은 한국일 것이다. 우리는 정말 분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구조를 보면 중간재(반제품, 부품·부분품)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보면 2010년 중간재의 비중
은 71.6%였는데, 2017년 78.9%로 상승했고, 2018년에는 그 비중이 더 높아
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소비재의 비중은 2017년 3.3%에 불과했다.
대중 수출구조를 중간재 중심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본재의 비중은 2010년 24.5%에서 2017년
17.3%로 감소했다. 중국이 자본재의 수입대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기
도 하지만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늘어나는 자본재 수요를 한국이 따라가
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43) 지속적으로 고급 브랜드의 소비재 수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실상 수출구조를 소비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다.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중간재
국산화 비중을 2020년까지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성공하고 반도체 산업의 기
술력을 고도화할 경우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입지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어질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면서 중국에서도 <중국제조 2025>의 핵심으
로 스마트 공장의 확산이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중국제조 2025>의 결합을 통해 미국 없이도 충분히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전 세계 로봇 생산의
선두기술을 보유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일본의 제품,
43) 양평섭(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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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술을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
서 공장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내세울
만한 선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 채널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협력 분야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중 경제장
관회의를 통해 추진하고, 민감한 통상현안은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제
기하도록 이원적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대화 채널
의 정례화 그 자체보다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협력이 구체화되도
록 실무 차원의 협의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고위급 회담만으로 일이 척척
진행되지는 않는다.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일이 더 많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
부의 협의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기업 협의체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들을 행사에 참여시킬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느냐의 결정은 철저히 기업의 몫이다. 중국
과의 대화 채널 구축에 앞서 우리 내부의 정부-기업 간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
해야 한다. 보다 냉정하게 중국의 추격을 어떻게 따돌릴 것인지, 중국과 미래
산업에서 협력할 부분은 무엇인지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산업을 이해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한·중 경제협력의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자리(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리 기업인과 교민을 위로하며 밝힌
한·중 경제협력의 지침이다. 충칭에서 개최된 ‘한·중 산업협력 충칭 포럼’에서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이 중국의 일대일로전략과 연계되도록 4대 협
력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양국 정부부처간 7개의 양해각서가 체결되
었다. 이제 남은 일은 결실을 맺는 일이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
고 함께 실천해나가는 일이 남아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무슨 일이 어디에서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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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이 있는지 아는 기업은 많지 않다. 대기업들은 중국에 대해 스스로 정
보를 파악할 능력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철저히 실태조사를
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줄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정부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 관련된 정보와 우리 정부의 각종 지원
책이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
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막상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막대한 비
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좋은 사업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중국 전문가들은 대학 교수를 포함해서 대단히 많다. 아마
미국 전문가나 일본 전문가들과 수적으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학자들로 실제로 중국에서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다. 경
제·경영 분야가 아닌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은 큰 그림은 잘 그릴지 몰라
도 디테일에 약하다. 이제 중국에 디테일로 접근해야 한다. 중국 현지에서 사업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중국의 금융·법률·회계·조세·노무·통관·
검역 등 각종 사업서비스가 결합되어야 중국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
에 더해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의 선도적 기술 역량에 있어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 만큼 발전하고 있다. 제조업
과 서비스업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규제환경도 기업 친화적이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려면 실무적 경험이 있는 중국 전문가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아직도 우리는 총론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
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
중 대사를 지낸 바 있는 정종욱 교수는 정치·경제 및 안보 분야를 넘어 양국간
협력을 공공외교와 인문과학 분야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
다.44)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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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
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하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
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정부간 소통과 협상
과정을 일컫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문화·예술, 원조, 지
식, 언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여 외국 대중(Foreign Public)
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주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공공외교의 기본 콘셉트이다.45)
중국정부도 공자학원을 설립하는 등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전파하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적 접근으로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끼거나 불안해하는 국
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프트파
워는 종합적인 국력의 일부분으로 이는 ‘다른 나라들이 닮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정의되기도 한다.46) 즉 매력적인 국가라는 말이다. 젊은 외국인들이 한류에 환
호하고 한국에 오기 위해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에 오면 취직이 잘되고 자유가
숨 쉬고 미래가 밝게 열리는 그런 한국이 바로 매력적인 국가일 것이다. 마찬가
지로 중국 역시 당나라 실크로드 시대와 같이 모든 현대 문명과 문화를 포용하
고 그에 대해 개방적인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이나 중국
모두 아직은 매력이 조금 부족한 국가가 아닌가 싶다. 더욱이 한·중 간에는 아
직도 불신과 반목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이는 경제교류의 규모가 확대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인문 분야의 상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서로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쉽사리 신뢰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부담스러운 이슈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로서는 할 말을 모두 할 수 없다. 외교적 수사로 에둘러
말할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가 심화·발전할수록 불편한 일이 더 많이 발생하
44) 정종욱(2014).
45) 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jsp(검색일: 2019. 1. 14).
46) 이종화,이창용(2012)은 한국의 G20 참여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성권력의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종화, 이창용(2012),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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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경우에 따
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말해야 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한·
중 공공외교 포럼이 한·중 지식인들 간에 솔직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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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교역의 질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수출상품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한 전통적인 방법은 품목을 2~4개 정도의 산업으로 재분류하여 산업의 기술수
준(techlonogy level)으로 제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
로 OECD는 나무, 종이 제품 및 인쇄 출판, 음식료품 등을 저급 기술산업(lowtechnology industries), 기초 금속 및 조립금속제품 및 채굴업을 중급 기술
산업(medium-technology industries), 운송장비, 화학 및 비금속광물제품
기계와 기계장비 및 전자 및 광학제품을 중급 및 고급 기술산업(mediumhigh-technology industries) 그리고 항공우주, 의약 등을 고급 기술산업
(high-technology industries)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산업
내에서 다양한 기술수준을 가진 세분화된 제품을 분석하지 못하고, 지역 또는
국가별 차별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 또는 국가 수출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Lall, Weiss, and Zhang(2006)과 Hausmann, Hwang, and Rodrik(2007)
은 수출 고도화(sophistication)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Lall,
Weiss, and Zhang(2006)과 Hausmann, Hwang, and Rodrik(2007)은 지
역 및 국가 수출의 기술수준을 평가할 때 가중치로 수출국의 1인당 GDP를 사
용하고 있는데 소득이 높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더 고급 제품을 생
산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지역 또는 국가의 전체
수준(aggregated level)에서의 수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
으나, 지역 또는 국가별 산업 차원에서의 수출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1인당 GDP가 해당 국가의 기술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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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할 수 없다. Weldemicael(2014), Cabral and Veiga(2010)는 아프리카
국가 또는 전 세계 국가들의 수출 고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공통
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결정요인으로 인적자본, FDI, 주요 해외시장과의 거리,
그리고 거버넌스 등을 들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국가-산업별 수출 질적 차
이는 분석하지 않고 있다.
수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더불어 생산되
는 재화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 자체가 높아져야 한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
(GVC)의 심화로 전 세계 생산단계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의 생산 과정
을 고려할 때 양국 교역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산업의 GVC 참여에 대
한 분석과 함께 이러한 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교역 질 향상을 위해 단순히 수출하는 제품과 서비
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 차원에서 GVC에의 참여를
분석하고 이러한 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
으로써 경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는지 살펴본다.

나. 연구의 구성
2절에서 생산활동 단계별 부가가치 수준을 나타내는 스마일 곡선의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 산업의 스마일 곡선 변화를 분석하고, 2016년 출시된 세
계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00~14년 기간 GVC의 출현과 심화
에 따라 각 국가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국가-산업의 부가가치가 어떤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되는지를 분석한다. 여기서 생산활동을 국내 최종재 생산, 전통무역,
단순 GVC 및 복합 GVC로 구분한다. 3절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
슬 참여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이를 위해 국가별·산업별 GVC 참여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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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GVC 참여가 국가-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4절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2. 한국과 중국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
가. 한국과 중국 산업의 스마일 곡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s)의 출현은 21세기 세계경제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등장과 관련된 현상은 문헌에서 지금까지 서
로 다른 용어로 표현되어왔다. Jones and Kierzkowski(1990)는 생산 분할
(production fragmentation), Hummels, Ishii, and Yi(2001)와 Yi(2003)
는 수직적 특화(vertical specialization), Hanson, Mataloni, and Slaughter
(2003)은 수직적 생산 네트워크(vertical production networks),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는 직무 무역(trade in tasks), 그리고 Baldwin
(2014)은 2차 대분화(second great unbundling)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되지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은 생산활동이 전 세계
로 분리되는 현상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등장으로 생산이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생산방식이 해체되고 변화함에 따라 국가의 산업이 GVC의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발전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가치사슬은
연구개발(R&D), 디자인과 같은 제조 이전 단계(prefabrication stages), 제
조업에 의한 제조 또는 생산 단계 그리고 물류, 마케팅, 서비스 등의 제조 후 단
계(post-fabrication stages)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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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스마일 곡선

부가가치

R&D

서비스

2000년대 글로벌 가치사슬

마케팅

디자인
물류:
구매

물류

생산

1970년대 가치사슬
가치사슬활동

생산 전 무형활동

생산 전 유형활동

생산 후 무형활동

자료: 전응길(2013, p. 42, 재인용).

[그림 3-1]은 소위 스마일 곡선(smile curve)을 나타낸다. X축은 가치사슬
활동 또는 생산 단계, Y축은 총생산 대비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스마일 곡선은
대만 Acer 창업자인 Stan Shih가 1992년경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인데, Shih
(1996)는 PC 산업에서 가치사슬 활동의 양쪽 끝에 위치한 활동이 가치사슬의
가운데에 비해 더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스마일 곡선의 논리는 개별 기업의 사례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국
가 차원의 분석은 아직 활발하지 않다. 예외적으로 Baldwin, Ito, and Sato
(2014)는 1970년대 스마일 곡선에 비해 21세기 스마일 곡선이 더 깊어진다고
지적하면서, JETRO-IDE의 아시아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아시아 국가에서
스마일 곡선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로
Baldwin, Ito, and Sato(2014)는 기술발전에 따른 재화의 생산비용의 하락과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cification)에 주목하고 있다. 즉 자동화와 같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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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으로 제조업 본래의 부가가치의 상대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에 제조업의 서
비스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스마일 곡선이 더 깊어진다. 특히 Ye, Meng, and
Wei(2015)는 컴퓨터 및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스마일
곡선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 차원에서 스마일 곡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별 각 산업의 GVC에서의 위치(positioning)를 측정해야 하는데, Fally
(2012), Antràs et al.(2012), Fally and Hillbery(2015) 등 선행연구는 상방
(upstreamness), 하방(downstreamness) 또는 생산 길이(production length)
의 개념으로 국가-산업의 GVC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Fally(2012), Antràs et al.(2012)은 상방(upstreamness)을 어떤 산업 생
산이 최종 수요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로 정의한다. 산출물(output) 또는 투
입물(input)을 기준으로 상방 및 하방을 측정할 수 있다.     산업의 총
생산물  는 최종 수요  와 타 산업에 판매되는 중간재 산출물






의 합과

같다.  산업 1달러 산출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산업의 산출물을 나타내는
투입계수(input coefficient)를  ≡ 로 정의하면    
립한다. 아울러  산업 산출물 도    
산출물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가 성립하기 때문에  산업

  


  가 성

    

[식 1]

[식 1]의 첫 번째 항목은  산업의 최종 판매이고, 두 번째 항목은  산업의 다른
모든 산업     에 직접 제공한 중간재 판매이고, 세 번째 항목은 두 번째
생산 과정에 위치한 산업 또는 그 이상의 순번의 생산 과정에 위치한 산업에 의
해 다른 모든 산업     에 간접적으로 제공한 중간재 판매를 나타낸다.
산출 측면에서 Antràs et al.(2012)은 산업의 상방(upstreamness)을 다음
의 방법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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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

[식 2]는 최종 소비자로부터의 평균 거리를 나타낸다. 만약 상방 측정치 
가 크면  산업은 최종 수요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생산 단계를 거쳐야 하는 상방
산업으로 분류되고, 만약  가 작으면 생산물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에게 전달
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하방산업으로 분류된다.

VA_Rate
.4
.6

52
51

.8

44
50 47
31
2 48 49
29
28
46
45
36 30 42
41
43
39
437
026 25
38
35 3132
3324 34
16
14 13
19
7
9
21 20
12 6 1817
5

4

5354
22

15

8

11

44
52
51
47
53
27

.2

.2

27

그림 3-3. 2014년 한국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

VA_Rate
.4
.6

.8

그림 3-2. 2000년 한국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

10

50
48 45
29 4649
28
30
3
1412
42
43
54 36
40 38
3739
19
25
21 20
12
5

4

32
31
33 35 34
16
14 22
13
18
17
79 26 8
6 24
11
15

0

0

10

1

2
95% CI

3
Upstreamness

4

lpoly smooth: VA_Rate

5

1

2
95% CI

3
Upstreamness

4

5

lpoly smooth: VA_Rate

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18. 7. 17)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2]와 [그림 3-3]은 2016년 출시된 세계투입산출표에서 제시된 데
이터를 이용하여 [식 2]에 따라 한국 56개 산업의 상방(upstreamness)을 측
정하고 총생산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VA_Rate)에 지역 다항회귀분석(local
polynomial regression)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48) 2000년 한국 산
업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길이가 짧거나 긴 산업일수록 부가가치의 비율이 높
은 스마일 곡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2014년에는 스마일 곡선의 깊이가 더욱
심화되어 상방지수가 중앙값에 가까운 산업일수록 부가가치의 비율이 더욱 낮

48) 산업분류는 World Input-Output Database(http://www.wiod.org/release16, 검색일: 2018.
7. 17)에 따르며 World Input-Output Database는 Timmer et al.(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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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와 [그림 3-5]는 2000년과 2014년 중국 56개 산업의 상방지수
와 부가가치 비율의 관계를 지역 다항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스마일 커브의 형태를 보이는 한국 산업과는 달리 2000년 중국은 전 산업에 걸
쳐 거의 수평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2014년에는 상방지수의 길이가 긴 산업의
부가가치가 낮아졌다. 즉 상방지수의 길이가 짧은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상방지수의 길이가 긴 원자재 및 일부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율은 낮
아졌다.

그림 3-4. 2000년 중국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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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2014년 중국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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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18. 7. 17)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나.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
Koopman, Wang, and Wei(2014)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품목 또
는 산업의 총수출(gross exports)을 국내부가가치 수출(VAX: value added
in exports), 환류 부가가치 수출(domestic contents in intermediates
that returns home), 외국부가가치(FVA: foreign value added)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부가가치 수출은 다시 직접 국내부가가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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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간접 국내부가가치 수출로 세분될 수 있다. 직접 국내부가가치 수출은 최
종재 수출(1)과 수입국의 최종재 생산에 사용된 중간재 수출(2)로 세분되며, 간
접 국내부가가치는 최초 수입국에서 제3국으로 다시 수출된 중간재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3)을 가리킨다.49)

그림 3-6. 총수출의 분해

총수출(gross exports)

국내부가가치 수출( VAX)

최종재
수출 (1)

수입국의
최종재 생산에
사용된 중간재 수출 (2)

환류된 부가가치 수출

외국부가가치(FVA)

수입국에서 제3국으로
다시 수출된 중간재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 (3)

수입 중간재에
포함된 외국의
부가가치

자료: Koopman, Wang, and Wei(2014).

그림 3-7. 제조업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VAX)의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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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18. 7. 17)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49) Javorsek and Camacho(2015); Choi and Park(2018b); 최낙균, 박순찬(2015) 등은 환류 부가가
치 수출을 국내부가가치 수출에 포함시켜 총 국내부가가치 수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국내부가가치
수출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환류 부가가치 수출을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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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pman, Wang, and Wei(2014)의 방법론에 따라 2016년 출시된 세계투
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전 세계, 한국과 중국 제조업의 총수출 대비 국내부가가
치 수출(VAX)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3-7]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의 국
내부가가치 수출의 비중은 전 세계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이고, 중국은 세계에 비
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발생한 2010년까지 세계, 한
국과 중국 모두 국내부가가치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고, 2010
년 이후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 기준 한국은 0.61, 중국은
0.79로 2000년 한국의 0.67, 중국의 0.81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1. 산업별 부가가치 수출(VAX) 비중의 변화

산업

2000

세계

한국

중국

2014 변화율 2000

2014 변화율 2000

2014 변화율

음식료품, 담배

0.81

0.75

-8.2

0.82

0.75

-8.3

0.93

0.92

-0.8

섬유, 의복, 가죽제품

0.76

0.79

4.2

0.74

0.71

-3.7

0.84

0.90

7.4

목재 및 목제품

0.75

0.74

-0.6

0.76

0.71

-6.4

0.87

0.85

-2.4

종이 및 종이제품

0.72

0.69

-4.5

0.76

0.72

-5.4

0.85

0.82

-3.0

인쇄

0.77

0.76

-0.7

0.80

0.75

-6.6

0.86

0.85

-2.0

코르크, 정유제품

0.55

0.47

-15.5

0.32

0.27

-15.7

0.84

0.72

-14.0

화학 및 화학제품

0.68

0.59

-13.7

0.63

0.56

-11.0

0.80

0.76

-4.8

기초 의약품 제조업

0.79

0.70

-11.7

0.78

0.70

-9.3

0.90

0.90

-0.1

고무 및 플라스틱

0.68

0.65

-5.4

0.73

0.66

-10.0

0.82

0.81

-0.8

비금속광물제품

0.79

0.74

-6.4

0.73

0.65

-10.3

0.87

0.82

-6.0

1차 금속 제조업

0.67

0.59

-12.0

0.63

0.55

-12.7

0.81

0.74

-8.7

0.74

0.70

-5.1

0.75

0.67

-10.5

0.84

0.81

-3.2

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

0.67

0.65

-2.5

0.65

0.64

-1.5

0.70

0.70

0.2

전자장비 제조업

0.72

0.68

-5.2

0.72

0.68

-5.3

0.82

0.79

-2.8

기계 및 기타 장비 제조업

0.76

0.70

-7.5

0.76

0.70

-8.2

0.85

0.82

-3.4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0.68

0.61

-9.6

0.76

0.71

-6.3

0.85

0.83

-2.5

금속가공제품
(기계, 가구 제외)

기타 운송장비

0.72

0.68

-5.7

0.73

0.66

-9.7

0.83

0.82

-0.9

가구 및 기타 제조업

0.79

0.77

-2.7

0.81

0.71

-13.0

0.88

0.88

-0.3

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18. 7. 17)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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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은 2000~14년 세계, 한국 및 중국 산업별 부가가치 수출 비중의 변
화를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의 비율이 증가
한 산업은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산업 코드 2)이 유일하고, 나머지 산업은 부
가가치 수출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부가가치 수출의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산업은 코르크 및 정유제품(산업 코드 6)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모든 제조업에
서 부가가치 수출의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코르크 및 정유제품의 감소율이 가장
크고 가구 및 기타 제조업(산업 코드 1), 1차 금속 제조업(산업 코드 11)이 그
뒤를 이어 큰 변화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과 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산업 코드 13)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부가가치 수출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총수출에서 국내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외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 부가가치의 생산활동별 구성
Koopman, Wang, and Wei(2014)는 총수출을 여러 부가가치로 분해하고
있는 데 반해, Wang et al.(2017a, 2017b)은 국가-산업의 생산 과정에서 창
출되는 부가가치를 [그림 3-8]과 같이 생산활동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3-8. 국가-산업 부가가치의 생산활동별 분해

국가-산업의 부가가치
내수 최종재 (1)

최종재 수출 (2)

수입국에서
직접 소비 (3a)

중간재 수출 (3)

본국으로 환류
(3b)

제3국으로 재수출
(3c)

자료: Wang et al.(2017a,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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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산업의 생산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크게 내수 최종재의 생
산, 최종재 수출을 위한 생산, 그리고 중간재 수출을 위한 생산이라는 3가지 생
산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국내에서 생산되어 소비되는 부가가치의 생산
국내 최종 수요를 위한 생산활동으로 국제무역과는 무관하다.

2) 최종재 수출에 내재된 부가가치의 생산
이 생산활동은 해외 최종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가가치 생산으로 단 한
번만 국경을 넘어가며, Borin and Mancini(2015)는 이를 전통적인 리카도형
의 무역(Ricardian type trade)으로 칭하고 있다.

3) 중간재의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의 수출
이 부가가치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본국의 글로
벌 생산에의 기여분이다. 이는 다시 3개의 생산활동으로 세분될 수 있다.

3a) 다른 국가로 이동되지 않고 최초 수입국에서 직접 소비
이 중간재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는 최초 수입국의 최종재 생산을 위해 사
용되고 그 시장에서 직접 소비된다. 따라서 본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는 단 한
번 국경을 넘어가고 다른 국경을 추가로 통과하지 않는다.

3b) 본국(수출국)으로 환류(재수입)되어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부가가치
중간재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가 수입국의 중간재 또는 최종재 생산에 사
용되고, 다시 본국(수출국)으로 환류되어 소비되는데, 최초 수입국에서 직접 또
는 제3국을 거쳐서 본국으로 환류될 수 있다. 이 부가가치는 결국 본국(수출국)
의 국내 최종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국내부가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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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최초 수입국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되어 다른 국가에서 소비되는 부가가치
이 부가가치는 최초 수입국에 의해 중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산할 때 사용되
고 제3국으로 재수출되어 제3국의 최종재 생산에 이용된다. 즉 제3국의 최종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중간재에 내재된 국내부가가치이며, 적어도 3개 국가
에 의한 국제 생산 분할이 이루어진다.

[그림 3-8]의 각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조합하면 [그림 3-6]에
서 나타낸 다양한 국내부가가치의 개념으로 재정리할 수 있다. 외국의 최종 수
요를 위한 2), 3a)와 3c)의 부가가치 합은 Johnson and Noguera(2012)가
정의한 부가가치 수출(VAX: value added in exports)이고, 1)과 3b)의 부가
가치 합은 국내 최종 수요를 만족시키는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표 3-2]는 Wang et al.(2017a, 2017b)의 방법에 따라 전 세계, 한국 및 중
국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각 생산활동별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000
년 한국 제조업의 총부가가치는 5,302억 달러였는데 2014년 1만 3,666억 달
러로 158% 증가하였고, 중국 제조업의 총부가가치는 무려 689% 증가하였다.
[표 3-2]의 아래 부분을 보면, 2000년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에서 국내 최종
재 생산이 74.7%, 전통무역이 10.8%, 단순 GVC가 8.7%, 복합 GVC가 5.8%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내 최종재 생산의 구성비가 7.8% 포인
트 감소하여 66.9%를 차지하고 있고, 전통무역과 단순 GVC 및 복합 GVC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중국 부가가치 창출의 구성비
변화를 보면 국내 최종재의 비중은 1.87%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치고 단순
GVC와 복합 GVC의 구성비가 1.21%포인트 및 0.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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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한국과 중국 부가가치의 구성과 변화(상방연결)
(단위: 억 달러, %)

한국

중국

한국의 변화

중국의 변화

금액
연도

2000

2014

2000

2014

2000~14

2000~14

총부가가치

5,302

13,666

12,108

95,570

158%

689%

국내 최종재 (1)

3,961

9,144

9,926

76,554

131%

671%

전통무역 (2)

575

1,767

1,201

9,347

208%

678%

단순 GVC (3a)

461

1,696

624

6,088

268%

875%

복합 GVC (3b+3c)

305

1,058

357

3,581

247%

904%

2000~14

2000~14

-7.80

-1.87

구성비
연도

2000

2014

2000

2014

총부가가치

100.0

100.0

100.0

100.0

국내 최종재 (1)

74.7

66.9

82.0

80.1

전통무역 (2)

10.8

12.9

9.9

9.8

2.09

-0.14

단순 GVC (3a)

8.7

12.4

5.2

6.4

3.72

1.21

복합 GVC (3b+3c)

5.8

7.7

2.9

3.7

1.99

0.80

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18. 7. 17)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3-3]은 2000~14년 기간 한국의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율을 각 생산활동
별로 분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가가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금속
가공제품(산업 코드 12)으로 2000~14년 기간 약 267% 증가하였는데, 복합
GVC가 42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GVC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
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1,378% 증가한 기타 운송장비산업(산업 코드 17)이고,
동 산업의 단순 GVC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율도 1,400%를 넘는다. 증가율의
차이는 있으나 [표 3-2] 전체 제조업의 변화율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제조업
에서 GVC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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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2000~14년 한국 제조업의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율
(단위: %)

산업

부가가치

국내 최종재

전통무역

단순 GVC

복합 GVC

음식료품, 담배

91.9

77.0

182.1

306.5

321.7

섬유, 의복, 가죽제품

77.3

156.2

10.8

79.8

51.2

목재 및 목제품

67.3

42.5

74.1

231.6

296.4

종이 및 종이제품

67.7

60.9

79.4

70.5

79.4

인쇄

68.1

54.9

87.6

139.9

123.5

코르크, 정유제품

201.5

76.2

257.3

297.7

418.0

화학 및 화학제품

179.2

154.6

110.2

213.4

207.9

기초 의약품 제조업

177.7

160.9

301.6

385.6

413.5

고무 및 플라스틱

93.2

37.0

92.0

151.8

133.7

비금속광물제품

93.6

46.4

205.8

188.2

261.6

1차 금속 제조업

185.2

116.7

249.9

240.0

246.2

금속가공제품(기계, 가구 제외)

266.6

193.5

380.3

313.4

423.7

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

184.3

136.0

180.7

223.3

203.3

전자장비 제조업

184.1

61.3

231.8

576.6

443.5

기계 및 기타 장비 제조업

183.4

79.5

321.0

582.0

577.4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229.4

114.8

220.8

991.3

1,070.5

기타 운송장비

233.2

69.6

426.7

1,403.2

1,378.3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18.1

258.0

-14.0

313.7

726.2

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18. 7. 17)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3-4]는 2000~14년 기간 중국 제조업의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를 요약하
고 있다. 이 기간 부가가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약 1,445% 증가한 자동
차, 트레일러 제조업(산업 코드 16)이다. 특히 동 산업의 복합 GVC 및 단순
GVC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체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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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2000~14년 중국 제조업의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율
(단위: %)

산업

부가가치

국내 최종재

전통무역

단순 GVC

복합 GVC

음식료품, 담배

782.0

773.9

700.5

1,100.6

1,545.8

섬유, 의복, 가죽제품

415.4

393.0

403.6

655.4

518.7

목재 및 목제품

861.6

822.2

801.2

1,250.0

1,325.8

종이 및 종이제품

425.3

386.8

485.3

558.9

652.1

인쇄

314.0

305.8

370.5

303.4

391.0

코르크, 정유제품

1,103.2

1,115.0

1,071.9

1,032.3

1,142.2

화학 및 화학제품

623.4

588.8

592.1

782.2

813.8

기초 의약품 제조업

620.6

600.0

685.4

1,096.3

977.8

고무 및 플라스틱

520.2

504.8

460.4

647.1

619.2

비금속광물제품

736.7

750.8

379.7

1,062.2

732.7

1차 금속 제조업

826.0

820.0

854.4

849.0

812.0

금속가공제품(기계, 가구 제외)

733.0

684.7

754.1

956.2

971.3

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

856.9

618.8

936.8

1,450.6

1,199.9

전자장비 제조업

822.4

793.7

735.7

1,119.1

1,028.3

기계 및 기타 장비 제조업

632.0

525.1

1,047.4

1,170.2

1,299.1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1,444.8

1,425.5

1,422.0

1,672.6

1,775.4

기타 운송장비

1,417.8

1,457.8

1,349.9

1,209.8

1,183.4

가구 및 기타 제조업

221.3

98.6

376.6

579.1

666.3

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18. 7. 17)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3.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효과
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글로벌 가치사슬의 등장과 심화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갖는 의미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생산 과정의 전 세계적 분화는 곧 각 국가가 비교우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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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생산 과정에 특화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부정적 충격이 발생할 때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참여했던
국가에 그 부정적 영향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곧바로 미친다는 단점도 있다.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경제
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같은 정책적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
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중 언론은 모두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가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선진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이용할
수록 국내부가가치와 고용이 줄어들고 기업의 이윤이 개도국으로 이전될 것이
라고 우려하고 있고, 또한 개도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수록 미래 발전
가능성과 생산성이 낮은 생산 과정에 특화하도록 강제됨으로써 선진국에 일방
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분석에 기초하
지 않은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을 분석한다. 국제 생산의 분할(production
fragmentation)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Hummels,
Ishii, and Yi(2001)의 연구로부터 시작되는데, Hummels, Ishii, and Yi(2001)
는 수직적 특화(vertical specialization)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글로벌 가치사
슬 참여도를 VS와 VS1이라는 지표로 측정하고 있다.
 
        



[식 3]

VS는 어떤 국가의 총수출(GX)에서 외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FVA)가 차지
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이는 후방참여(backward participation)를 의미한다.
또한 총수출에서 제3국의 수출을 위해 사용되는 수출 중간재에 포함된 국내부
가가치(DVX)의 비율로 정의되는 VS1은 전방참여(forward participation)
를 나타낸다.
그러나 Wang et al.(2017b)은 VS와 VS1이 수출과 수입만을 고려하고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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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요를 배제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이 최종재 생산을 통해 소비에 기여
하는 부분을 배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Wang et al.(2017a,
2017b)은 각 국가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경우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외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사용하여 수출품을 생산하는 경우(VS)
2) 다른 국가의 수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중간재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VS1)
3) 국내에서 소비될 최종재 생산을 위해 수입된 중간재에 포함된 외국의 부
가가치
4) 다른 국가에서 소비될 최종재 생산을 위해 수출된 중간재의 생산에 포함
된 국내부가가치

Hummels, Ishii, and Yi(2001)는 총수출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위의 4가지
경우 가운데 1)과 2)의 경우만을 포함한다고 지적하면서 Wang et al.(2017b)
은 국내와 외국에서 소비되는 최종재에 포함된 각 국가의 부가가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지수를 제안하고 있다.

   


[식 4]

  는 글로벌 가치사슬 전방참여를 나타내는데,  는 부가가치이고,
 는 수출된 중간재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를 가리킨다.

  


[식 5]

  는 글로벌 가치사슬 후방참여를 나타내며, 는 최종재 총생산,
 은 수입 중간재(imported intermediates)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DVA) 및 외국부가가치(FV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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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와 [그림 3-10]은 Hummels, Ishii, and Yi(2001)의 개념에 기
초하여 세계, 한국과 중국의 후방 참여와 전방참여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전 세계의 후방참여는 금융위기 때 소폭 감소한 적이 있으나 2000~
14년 기간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후방참여는 전 세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04년까지 후방참여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 추세를 보
이고 있다.
[그림 3-10]에서 VS1으로 측정한 전 세계의 전방참여를 보면, 후방참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볼 때 전 세계의 전방참여와
후방참여는 동일해야 한다. Wang et al.(2017a, 2017b)이 지적하였듯이 중
간재 수출과 수입만을 고려하고 소비를 위해 최종재 생산에 기여하는 중간재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방참여도와 후방참여도의 불일치 문
제가 발생한다.

그림 3-9. VS로 측정한 후방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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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VS1으로 측정한 전방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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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18. 7. 17)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11]과 [그림 3-12]는 [식 4]와 [식 5]에 따라 전 세계, 한국 및 중국
의 후방참여와 전방참여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의 후방참여
와 전방참여 수준은 거의 일치하며, 한국은 후방참여도에 비해 전방참여도가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 후방참여도가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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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았으나, 2014년 기준 후방참여도가 전방참여도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그림 3-11. GVC_B로 측정한 후방참여

그림 3-12. GVC_F로 측정한 전방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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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검색일: 2018. 7. 17)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앞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종국적인 관심은 글로
벌 가치사슬 참여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있다. Boffa et al.(2016)
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1인당 GDP의 관계를 분석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가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따른 이익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Boffa et al.(2016)의 분석
결과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장기적 경제성장효과를 뒷받침한다는 결론을 내기
는 어렵다. 장기적 경제성장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데이터가 축적
되어야 하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의 출현이 오래되지 않은 관계로 1990년 이전
부가가치 무역에 대한 충분한 시계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이다. 또한 Kummritz, Taglioni, and Winkler(2017)는 Hummels, Ishii,
and Yi(2001)가 제시한 VS 및 VS1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측정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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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업그레이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실증분석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문헌은 서로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Li and Liu(2014)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가 개도국에는 이익이 되고
선진국에는 손실이 되는 동태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으로 인해 개도국과 선진국은 비교우위에 따라 각기 다른 생산
과정에 특화하게 되는데 개도국은 학습효과(learning-by-doing)를 통해 점
차 생산성이 향상되고 선진국의 생산 과정이 개도국으로 이전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다.
이와는 달리 Baldwin and Robert-Nicoud(2014)는 상품무역이 아닌 직
무무역(trade in tasks)의 모형을 도입한 Grossman and Rossi-Hansberg
(2008)에 기초하여, 선진국이 글로벌 가치사슬로 인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이익을 얻는 반면에 개도국은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악화로 인해 손실
을 입게 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기술전
파효과(technology spillover effects)가 존재하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이
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파급효과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전후의 부가가치
창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국가-산업 차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산업의 부가가치의 관계를 분석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과 산업의 부가가치의 관계는 해외직접투자 및 오프쇼어링이 국내 생산에 미치
는 효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우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로 인해 비효율적인
국내 생산과정이 해외로 이전됨으로써 산업의 국내부가가치는 감소하는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는 후방
연결에 의해 효율적인 중간재를 이용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생산성 향상으로 재화의 가격이 낮아지면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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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규모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 특화함으로써 자원배
분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특화된 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해외에
공급함으로써 국내부가가치는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50) 즉 일부 생산과정
의 이전에 따른 대체효과 및 효율적 중간재 사용과 특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라는 상반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국내 산업의 부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에 예측되기 어렵고, 엄밀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
해야 하는 문제이다.

1)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부가가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실증분석모형을 설정한다.
ln    ln  ln   ln   ln   

[식 6]

여기서 첨자  는 국가,  는 산업, 는 연도를 나타낸다.

-  : 부가가치
-  : 자본스톡
-  : 노동
-  : 전방참여 대용변수
-  : 후방참여 대용변수

앞서 전방참여도 및 후방참여도를 Hummels, Ishii, and Yi(2001)가 제시
한 VS 및 VS1로 측정하였고, Wang et al.(2017b)은 전방참여도 및 후방참여
도를 측정할 때 소비를 위해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에 포함된 부가가
치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듯이, 본 연구는 전방참여 및 후방참여의 대용변수
50) 서비스 오프쇼어링의 규모효과 및 대체효과에 대해서는 Amiti and Wei(2009) 참고.

98 •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로 각각 2가지를 고려한다. 먼저 전방참여의 첫 번째 대용변수로 제3국의 수출
을 위해 사용되는 수출 중간재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DVX), 두 번째 대용변
수로 외국의 최종재 및 중간재의 생산을 위해 수출 중간재에 포함된 국내부가
가치(DVA_INTX)를 고려한다. 또한 후방참여의 대용변수는 총수출에 포함된
외국의 부가가치(FVA)와 국내 최종재 및 수출을 위해 수입된 중간재에 포함된
외국부가가치(FVA_INTM)51)로 선정한다.
실증분석모형 (6)에 생산요소 자본스톡과 노동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찰할
수 없는 국가와 산업의 특징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누락변수의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와 산업의 특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시간변동 국가고
정효과(time-varying country fixed effects)와 시간변동 산업고정효과
(time-varying industry fixed effects)를 적용한다. 실증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n        ln  ln   ln   ln    [식 7]

[식 7]에서  는 시간변동 국가고정효과,  는 시간변동 산업고정효과이다.
시간변동 국가고정효과를 포함함으로써 경제성장, 인구변동 등과 같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모든 국가의 특징이 통제된다. 아울러 시간변동 산업고정효과는
특정 산업의 급격한 성장 또는 쇠락을 비롯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모든 산업
의 특징들을 통제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2016년 출시된 세계투입산출표이며, 2000~14
년 기간 세계 43개국 18개 제조업이 포함된다. 자본스톡과 노동에 대한 데이터
의 출처는 세계투입산출표와 함께 제공되는 사회경제계정(socio-economic
account)이며, 각 국가와 산업의 자본스톡은 미국 달러로 환산하였다. 주요 변
수의 기초 통계량은 [표 3-5]에 요약되어 있다.
51) 후방참여도를 정의한 [식 5]에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를 제외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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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기초 통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lnVA

11,487

7.48

2.17

-15.11

12.93

lnDVX

11,880

5.09

2.43

-8.34

10.66

lnFVA

11,599

7.49

2.35

-3.48

14.26

ln(DVA_INTX)

11,500

6.24

2.13

-6.94

11.24

ln(FVA_INTM)

11,104

6.16

2.20

-5.32

11.71

lnK

11,488

8.11

2.21

-1.84

13.96

lnL

11,497

3.76

2.16

-4.61

10.53

자료: 저자 작성.

2) 분석 결과
[표 3-6]은 실증분석모형 (6)과 (7)에 따라 2000~14년 전 세계 43개국 18
개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표 3-6]의 모형 (1)과 (2)는 Hummels, Ishii, and Yi(2001)
의 수직적 특화의 개념에 따라 제3국으로의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
(DVX)와 수출을 위해 사용된 외국부가가치(FVA)로 전방참여와 후방참여의
대용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은 시간변동 국가고정효과와
시간변동 산업고정효과를 적용하고, 국가-산업 고정효과를 적용하지 않고 분
석한 결과이고, 모형 (2)는 3가지 고정효과를 모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
타낸다. 모형 (2)의 결과를 보면, 기본 통제변수인 자본스톡과 노동의 계수 값
은 모두 양(+)의 부호를 보이고, 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전방참여와 후방참여의 계수 값도 양(+)의 값을 갖고 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전방참여의 계수 값이 0.086이고 후방참여의 계
수 값이 0.066인데, 이는 전방참여와 후방참여가 각각 1% 높아지면 산업의 부
가가치는 각각 0.086% 및 0.066%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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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부가가치(전 세계 분석)
종속변수: ln(VA)
ln

ln

(1)

(2)

(3)

(4)

0.248

0.520

0.144

0.317

(0.006)a

(0.004)a

(0.005)a

(0.009)a

0.448

0.318

0.331

0.203

(0.008)a

(0.010)a

(0.007)a

(0.009)a

-

-

-

-

0.124

0.086

(0.004)a

(0.004)a

0.116

0.066

(0.004)a

(0.004)a

ln    

-

-

ln     

-

-

시간변동 국가고정효과

포함

시간변동 산업고정효과

포함
미포함

ln 

ln  

국가-산업 고정효과
Adj. R_sq.
관측치

0.383

0.432

(0.005)a

(0.006)a

0.106

0.092

(0.003)a

(0.004)a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미포함

포함

0.97

0.99

0.98

0.99

11,006

11,002

11,089

11,085

주: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하였으며, 상수항과 고정효과의 계수 값은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a는 1% 수준에서의 유의도,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자료: 저자 작성.

국내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외국부가가치와 해외의 최종재 생산에 포함되는
국내부가가치를 모두 포함하여 후방참여와 전방참여를 측정하고, 이 변수들이
산업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모형 (3)과 (4)에 제시되어 있
다. 3가지 고정효과를 모두 적용한 모형 (4)를 보면, 전방참여(  )와
후방참여(  )의 계수 값은 모두 양(+)의 부호이고 1% 수준에서 유의
미하게 분석되었다. 특히 전방참여의 계수 값이 0.432이고 후방참여의 계수
값이 0.092로 전방참여의 계수 값이 훨씬 더 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방참
여와 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가 산업 부가가치의 창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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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후방참여보다
는 중간재 수출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전방참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6]의 결과는 전 세계 평균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각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전 세계와 한국과 중국의 차별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3-7]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1)과 (2)는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산업의 부
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모형 (3)과 (4)는 중국 제조
업을 분석한 결과이다. 국가는 한국과 중국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국가고정효과를 적용할 수 없으며, 시간변동 산업의 특징만 변동 가능하기 때
문에 모든 모형에 산업고정효과와 시간고정효과를 적용하였다.
표 3-7.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부가가치

종속변수: ln(VA)

한국

중국

(1)

(2)

(3)

(4)

ln

0.235
(0.054)a

0.236
(0.046)a

0.070
(0.072)

0.113
(0.052)b

ln

0.083
(0.054)

0.014
(0.047)

0.501
(0.071)a

0.292
(0.055)a

ln 

0.152
(0.021)a

-

0.107
(0.031)a

-

ln  

0.027
(0.015)c

-

0.221
(0.020)a

-

ln    

-

0.320
(0.025)a

-

0.612
(0.042)a

ln     

-

0.035
(0.012)a

-

0.130
(0.016)a

산업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도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Adj. R_sq.

0.99

0.99

0.98

0.99

관측치

270

270

270

270

주: 분석에 상수항을 포함하였으며, 상수항과 고정효과의 계수 값은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a는 1% 수준에서의 유의도,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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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모형 (1)과 (2)에서 전방참여의 계수 값이 후방참여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더 크게 분석되었다. 이는 앞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동일
하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모형 (3)에서 제3국의 수출을 위해 사용되는 수출 중
간재로 측정한 전방참여(DVX)의 계수 값에 비해 수출을 위해 수입된 중간재에
포함된 외국부가가치로 측정한 후방참여(FVA)의 계수 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최종재 생산 및 해외 최종재 생산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와 외국
부가가치를 모두 포함하여 전방참여와 후방참여를 측정한 모형 (4)의 결과를
보면 전방참여가 부가가치 창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전 세계, 한국 및 중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전방참여 및 후방참여 모두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둘째,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도 전방참여가 후방참여에 비해 국내
부가가치 창출에 상대적으로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
슬 참여를 수출에 한정하지 않고 최종재 생산까지 포함할 경우에 글로벌 가치
사슬이 산업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4.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이상에서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총수출을 여러 부가가치로 분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의 GVC 참여, GVC 활동별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GVC 참여가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와 더불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GVC 등장이 갖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한다.

제3장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 103

가. 수출장려정책의 재검토
GVC의 등장으로 재화의 생산이 한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에 걸쳐 이루어짐
에 따라, 이중계산의 문제를 갖고 있는 총수출은 더 이상 해당 국가-산업의 수
출 실적(export performance)을 나타내는 척도로 적합하지 않다. 또한 앞의
분석에서 총수출에서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
히 한국 제조업의 국내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등장으로 생산이 전 세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은 여전히 해당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
로 한국이 시행했고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수출장려(지향)정책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재화는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기보다는 다수의 국경을 넘나들면서 생산
되기 때문에 해당 재화의 총수출 금액은 외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수출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부가가치 수출이 높
아지는데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또한 수출장려(지향)정책의 정당성은 수출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
지는 수출의 학습효과(learning-by-exporting)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Melitz(2003) 모형으로 대표되는 신-신무역이론은 수출의 학습효과가 아니라
본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수출한다는 수출의 자기선택가설(self-selection
hypothesis)을 제시하고 있다.52)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 학습효과가 자기선택가
설과 동시에 지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실증연구에서 자기선
택가설이 지지되고 있다. 이는 수출 경험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
출 증가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 방향
을 수출장려보다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R&D 지원, 인적자본의 육성,
숙련 노동자의 교육과 훈련 등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52) 자기선택가설과 학습효과에 대한 문헌 조사는 Wagner(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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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
과거에는 수입에서 국내 생산으로, 그리고 재화가 수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산업 발전의 단계로 이해되었다. 또한 소비재에서 자본재로, 그리고 (또
는) 단순한 재화(simple products)에서 보다 정밀한 재화(sophisticated
products)로의 이동이 산업구조 변화의 단계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가
치사슬이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과거의 산업 발전 단계는 더 이상 유효
하지 않게 되었다. GVC가 출현한 생산환경에서 개도국은 과거의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가치사슬의 좁은 분야에 특화함으로써 높은 기술 수준의 재화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GVC의 확산은 국가 발전 전략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가치사슬의 전 과정이 일국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국가의
발전 전략은 가치사슬의 좁은 분야에 특화하고 업그레이딩 노력을 통해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으로 나아가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및 다자간 협상의 결과로 진전된 세계화로 인
해 국가가 유치산업정책 또는 전략적 산업정책과 같이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지가 좁아지고 있고 또한 실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Baldwin(2006)은 지난 세기 이후 국제무역의 변화를 두 번의 분화(unbundling)
로 표현하고 있다. 첫 번째 분화는 증기기관의 발전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분리
이고, 두 번째 분화는 운송과 통신수단의 발전에 따른 생산 단계(production
stages)의 국가간 분리이다. 두 번째 분화로 인한 GVC의 등장과 확산의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개도국의 산업 발전을 위한 진입장벽이 실질적으로 낮아졌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첫 번째 분화의 시기에 국가는 산업 발전을 위해 가치
사슬의 전체 과정을 국가 내에서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 등 일부 국
가를 제외하면 성공적인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GVC의 등장으로 국가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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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산업 가치사슬의 전체 과정을 담당하지 않고 가치사슬의 좁은 분야에 특화
할 수 있고, 높은 기술 수준을 획득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
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등장한 오늘날 산업 발전과 이에 따른 교역의 질적 수준
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2)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업그레이딩

1)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전체 과정에서 일부분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생산 전체 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때와 비교하여 국내부가
가치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함으로써 특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부가가치가 증가하는 요인도 동시에 존재한
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국내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두 개의 상
반된 작용 중에서 어떤 측면이 더 지배적인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는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①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치사슬 활동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과 ② 비효율적인 생산활동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라
는 2가지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해당 국가와 산업의 발전 단계와 위치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정책의 방안은 달라진다. GVC 참여를 위한 산업
별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향후 과제로 남
겨두며, 여기서는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을 강조한다. 즉 GVC 참여에는 추가
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재화와 서비스가 국경을 넘나드는 데 따르는
관세, 비관세장벽 및 운송비용뿐만 아니라 원거리에 있는 복잡한 생산 과정의
조정에 따르는 조정비용(coordination costs)이 매우 중요하다. 관세, 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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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및 운송비용과 같은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강조되어왔
던 무역 및 투자자유화 그리고 효율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원
거리에 있는 생산 과정의 조정과 협력을 위해 발생하는 조정비용으로 인한 거
래비용을 절감하려는 정책적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생산 관계에서 속박
의 문제(hold-up problem)가 존재할 경우에는 생산 과정의 효율적인 조정과
GVC 참여를 통한 효율성 향상이라는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 속박의 문제가
존재할 때 과소투자(under-investment)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또한
속박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완전한 계약서의 작성, 재협상(renegotiation)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보호 장치
의 마련, 불신의 증대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 비용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
하여 추가로 발생한다. 문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제도(institution)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Nunn(2007)은 속박(hold-up)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계약의 이행(contract enforcement)이 중요하다
고 언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의 법 집행(law enforcement)을 강
조하고 있고, Levchenko(2007)는 계약제도(contracting institution)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제도(property rights institution)도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Tabellini(2008)는 제도의 대안으로서 신뢰(trust)와 관용 등과 같
은 문화적 요인을 꼽고 있고, 박순찬, 이종화(2017), Choi and Park(2018b)
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므로 GVC 참
여를 통한 산업 발전 및 부가가치의 창출로써 교역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는 원거리 생산 과정의 조정으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의
질적 향상 그리고 신뢰,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업그레이딩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상당히 깊이 참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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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보다 중요한 과제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서의 업그레이딩이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에 비해 보다 어려운 과
제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Frederick(2010)은 의류산업의 사례를 통해 가치사슬의 업그레이딩을 단
순 제조로부터 시작하여, 장비 제작, 고유 디자인 제작 그리고 고유 브랜드 보
유와 같이 4단계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달리 Humphrey and Schmitz(2002)는 가치사슬의 업그레이딩을 프로세스
업그레이딩, 제품 업그레이딩, 재화의 생산에서 디자인 또는 마케팅으로의 이
동을 의미하는 기능적 업그레이딩 그리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출을 뜻하는 인
터체인 업그레이딩(inter-chain upgrading)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가
치사슬 업그레이딩에 대한 정의는 기업 차원에서의 업그레이딩을 의미하기 때
문에 각기 상이한 기업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
다. 그래서 Sturgeon and Lester(2004)는 기업 차원에서의 가치사슬 업그레
이딩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노동자 및 엔지니어의 교육, 시장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경제발전 및 업그레이딩을 위한 모든 부문에 해당되는 수평적 정책
(horizontal policy)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치사슬 업그레이딩을 위한 정책으
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Kuroiwa(2009)는 기업이 아닌 산업 차원에서의 정책에 주목하면서, 집적
효과(agglomeration effects)를 누릴 수 있는 클러스터의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투입-산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방 및 하방 기업 사이의 집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 클러스터와 기술 수준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기술
혁신 클러스터를 강조하고 있다. 생산 클러스터의 형성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
자와 해외 생산자의 매칭을 위한 정보 공유, 세제 혜택 부여와 같은 정부의 역
할이 중요하다(Kuroiwa, 2009). 기술 혁신 클러스터는 R&D의 효율성을 제
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Martin and Ottaviano, 1999), 부가가치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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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활동을 유인할 수 있고 지역과 연계될 경우에 동일 지역에 해당 활동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 서비스화와 서비스 경쟁력 확보
본 장에서 직접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GVC의 발전과 더불어 21세기 경제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cification)이다. 즉 재화
의 생산 과정에서 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Pilat(2005), Pilat et al.(2008)은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OECD 국가
를 대상으로 제조업의 총생산 대비 서비스 투입의 비중을 측정하여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상을 보여주었다. Lodefalk(2014)는 스웨덴 기업 데이터를 이용
하여 서비스 관련 직무를 재분류함으로써 제조업에서 서비스의 구매, 판매, 수
출 그리고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총생산 대비 자체 투입 서비스
의 비중 또는 외부에서 조달한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집약도가
높고 아울러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Lodefalk(2014)의 후속연구
로서 Nordås and Rouzet(2014), Pasadilla and Wirjo(2014), 박순찬, 민은
지(2016)는 높은 서비스 수입장벽은 낮은 제조업의 수출과 연관되어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외국에서 생산된 효율적인 서비스를 사용
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경우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스마일 곡선의 분석에서 제조업은 생산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이 점점
더 낮아지고, R&D, 디자인을 비롯하여 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볼 때 효
율적인 서비스의 이용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결정적이다. 그러므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업그레이딩을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 향상과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효율적인 외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
스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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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2000~14년 전 세계와 한국 및 중국
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부가가치 창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생산 과정의
세분화에 따른 산업의 위치와 부가가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초기 단계와
최종 단계에 위치한 생산활동의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스마일 곡선의
개념에 기초하여 2000년과 2014년 한국과 중국의 산업별 위치와 총생산 대비
부가가치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은 2000년과 2014년 모두 스마일 곡선
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2000년에 비해 2014년 생산활동의 중간단계에 위치
한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낮아지고 초기 단계와 최종 단계에 위치한 생산활동의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중국의 산업은 스마일
곡선의 형태를 나타내지 않고 상방지수가 짧은 산업, 즉 생산활동의 최종 단계
에 위치한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높고 초기 단계에 근접할수록 부가가치율이 낮
아지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에 비해
2014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Koopman, Wang, and Wei(2014)의 분석방법에 기초하여 세계투입산출
표를 이용하여 산업별 양국간 총수출을 직접 국내부가가치 수출, 간접 국내부
가가치 수출, 환류 부가가치 수출 및 외국부가가치로 세분하고, 한국과 중국 제
조업의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부가
가치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고,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Wang et al.(2017b)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2000~14년 한국과 중국
제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국내 최종재, 전통무역, 단순 GVC 및 복합
GVC 활동으로 분해하였다. 한국 제조업은 이 기간에 국내 최종재 생산에서 창
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은 감소하였고, 전통무역, 단순 GVC 및 복합 GVC 생산
활동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중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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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은 이 기간에 국내 최종재 생산과 전통무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은
감소하였고, 단순 GVC와 복합 GVC 활동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생산활동별 변화는 한국과 중국 모두 산업별
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에 따른 가장 높은 관심 사항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
여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Hummel,
Ishii, and Yi(2001)가 제시한 수직적 특화의 개념과 더불어 국내외 최종재 생
산에 포함된 국내외 부가가치를 포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방참여도와 후방참여도는 전 세계 평균
에 비해 높았고, 중국의 전방참여도와 후방참여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글로
벌 가치사슬 전후방 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누
락변수의 편의(omitted variable bias)로 인한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
해 시간변동 국가고정효과, 시간변동 산업고정효과 및 국가-산업 고정효과를
적용하였다. 2000~14년 세계 43개국 18개 제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
으며, 전방참여와 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 세계의 경우와 유
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GVC 관련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GVC의 출현으로 총수출은 더 이상 국가-산업의 수출
실적을 나타내는 적절한 척도가 아니며, 총수출에서 국내부가가치가 점차 감소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총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은 그 유효성을 잃
어가고 있다. GVC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발전과 경제구조의 고도화
를 통한 교역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으로 요약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치사슬 참여에서 원거리 생산 과정의 조정을 위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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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비용을 절감할 필요성과, 특히 속박의 문제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
해 제도의 질적 제고를 강조하였다. 또한 GVC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 당면 과제인 GVC 업그레이딩은 참여에 비해 훨씬 더 도전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Kuroiwa(2009)가 제시한 생산 클러스터와 기술 혁신 클러스터의
형성 필요성과 장점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직접 분석하지 않았으
나,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고려할 때 국내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경쟁력 향상 그리고 해외의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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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중국은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던 전통적인
주력산업 분야에서 품질 및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는 중이다. 최근에는
신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앞선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런 분석은 신산
업 분야에서도 한국이 중국을 전략적 협력파트너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주
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연구원(2017)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분야간 통합을 통한 공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사회, 경제, 구조적인 측면의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속성은 기술의
혁신, 제조업의 혁신,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조업 분야에는 3D 프린팅,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이 제조공정에 적용되며 온디맨드 환경에 대응하는 스마트 공정의 여
건이 마련되고, 스마트 팩토리와 같이 주문에서 제조, 소비자에게 전달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제조 가치사슬 전반을 지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도화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부가가치의 경우 제품이 아닌 서비스가 이동하는 패러다
임 변화도 목격하게 되었다.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미래에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I 등 모바일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적 환경
을 만들고, 3D 프린팅 및 첨단 제조업 등과 같은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53)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의 한·중 협력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 않
53) The World Economic Forum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이은민(2016)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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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동혁 외(2017)는 중국의 신산업 발전 수준을 분석하고 스마트 공장, 지능
형 로봇,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4가지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제시
하였다. 관련 데이터와 정보 부족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적절하게 분석하였다. 다만 신산업의 범위를 4개 분야로 제한한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
또한 산업연구원 북경지원(2017)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중 산업협력 방
안에 대해 특별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모두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변곡점에 위치해있고 기술, 데이터, 플랫폼, 시장모델의 혁신 등 고급요소 기반
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산업정책의 적절한 변화를 통해 가치
사슬을 고려한 상호 고부가가치 분야의 협력, 양국 발전 과정에 적합한 발전 방
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산업연구원 북경지원(2018) 역시 한국과 중국의 협력방안으로 중국 내 투자
를 통한 국제 생태계 형성, 중국기업과 기술교류를 통한 국내 스타트업 육성,
중국의 스타트업 지원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협력 등을 강조하였다.
이근 외(2018)도 중국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서는 한국 산업의 미래전략을 세울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산업의 급격한
부상과 경쟁력 강화를 고려하여 한국(기업)이 중국과 정면대결을 할 것인지, 수
평적으로 분업 방식의 협업을 할 것인지, 지분 참여를 통한 제휴를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대응방식의 모색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의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논의될 신산업 분야 범주는 주
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광의의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될 것이다. 최근 한
국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하락과 중국의 추격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주력산업의 경쟁
력 회복과 신산업의 발전을 추동할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산업발전 전략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동시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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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산업 분야 발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향후 신산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
과 방향을 제시한다. 즉 국제분업체제 형성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따라서 연
구의 초점은 주로 양국 신산업 발전 현황과 경쟁력을 비교하고 한국과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에 맞추려고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지 인터뷰를 통해 양국의 4차 산업혁명 이후
신산업의 발전 현황과 경쟁력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중국과 한국의 신산업에
대한 경쟁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보완도지
수 등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신산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
의 산업협력의 유형과 특징을 규명하였다.

나.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2절에서 한국과 중국의 신산업 발전전략을 소개하고 비교하며, 3절
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후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주요 내용은 육성전략, 투자 규모와 특징, 주요 기업 사례 분석, 문제
점 및 한계, 주요 인공지능 기술 응용 분야(AI+),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 등이다.
또한 주요 6개 신산업 분야(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첨단 의료기기, 리튬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한국과 경쟁력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
한다. 4절에서는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 유형을 분석하고 한·중 간 협력방안
을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 5절에서는 요약과 시사점이 포함된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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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과 한국의 신산업발전 전략 내용과 특징
가. ‘중국제조 2025’
중국이 제시한 ‘중국제조 2025’는 지난 2015년 중국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내놓은 전략으로, 30년간 3단계에 걸쳐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1단계(2015~25년)는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과 같은 세계적인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다. 2단계(2026~35년)는
제조강국의 중간 수준을 확보하고 3단계(2036~45년)는 제조강국 중 최선두
로 나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제조 2025’에는 차세대 정보기술(IT),
항공우주, 선박, 철도, 전기차, 로봇 등 10대 전략산업이 포함되었다. 특히
2025년까지 핵심 기술과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2018년 1월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하여 새로운 로드맵
을 발표하였다.54) 국가제조강국 건설전략 자문위원회가 주최하고 중국 전자정
보산업발전연구원이 주관하여 ‘중국제조 2025 중점영역 기술혁신 로드맵
(2017년판)’을 발표한 것이다. 새로운 로드맵은 2015년 발표를 통해 확정한
10대 중점영역과 23개 우선발전 방향을 그대로 포함하였고 분야별 발전상황
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충한 것이다.
10대 중점영역에는 신세대 정보기술산업, 고급NC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
주장비, 해양공정장비 및 고기술 선박, 선진궤도교통장비, 에너지절감 및 신에
너지자동차, 전력장비, 농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등
이 포함되었다.
2017년판 로드맵은 ‘중국제조 2025’에 포함된 중점항목들 중에서도 통신
설비, 궤도교통장비, 전력장비 등이 세계적인 선두그룹에 진입할 수 있으며 중

54) 발표 내용은 KOTRA(2018)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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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이끄는 상징적인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5G, 그린스마트 궤도교통기술, 특수 고압력 전력기술, 고성능 대형 금속부품
제조기술 등을 비약적인 발전 목표로 제시하였다.
현재 중국은 지역별로 집적회로 생산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기술 차
이로 인해 2025년 공급의 50%는 수입에 의존하고, 민간항공장비 분야 역시
세계 기술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운영시스템과 공업 소프트웨어, 고성능
의료기계 두 산업은 적절한 지원정책이 있을 경우에 보다 빠르게 발전할 것으
로 예상하였다.
2017년에 발표한 로드맵은 첫 번째 발표 이후 기술발전에 따라 세계 제조업
의 경쟁우위가 재구성되는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빅데이
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엣지컴퓨팅 등의 눈부신 발전으로 새로운 수
요가 창출되었다. 또한 세계 수준과 격차를 보이고 있는 의료기계 분야는 세계
흐름에 맞게 빠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17년 로드맵은 기존의 내용에서 주요 재료와 전용제조설비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었으며 금속재료·복합재료·특수재료 등 고성능 광
전기술재료의 대규모·저원가·고품질 및 국산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세계
각국이 새로운 에너지 절감, 저소음, 그린 엔진설비의 비약적인 발전을 달성하
고 있어 해양공정장비 분야에서의 중국 혁신을 강조하였다.
이번 로드맵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구 지
정 및 출범을 강조한 것이다. 과거 중국 중앙정부가 산업발전정책을 발표하면
각 지역도 모두 해당 산업을 중점발전 분야로 지정하여 내부경쟁을 하는 경향
이 강했다. 중국정부당국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지역별 우위산업의 집중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급 시범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범구 설립은
특히 지역간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하고 각 성시별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에 집
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국무원은 ｢중국제조 2025 국가급 시범구 설립에 관한 통지｣(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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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를 발표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직할시부터 지급시까지 모두 시범
구 설립 신청은 가능하나, 거리가 가깝고 산업밀집도가 높은 도시는 연계하여
신청하도록 하였다. 신청 도시 혹은 지역은 지역발전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시
범구 편제방안을 제출해야 하고, 성급 정부의 심사 이후 국무원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현재 장강삼각주(长三角), 주강삼각주(珠三角), 징진지(京津冀) 지역을
중심으로 각 성시별 도시들이 시범구 설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기술발전을 모색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중
국제조 2025’가 발표된 2015년부터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첨단 산업 육
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제조업과 ICT, 제조
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하여 산업 간 경계를 제거하는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형
제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55)

나. 한국의 ‘주력산업 발전전략’
산업연구원(2016b)은 뺷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뺸에서 한국의
주력산업들이 중국의 추격뿐 아니라 새롭게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더 늦기 전인 지금이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성숙 단계에 적합한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
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주력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 방향은 ① 생산성 향상, 생산방식 및
규제환경 등 생산여건의 개선을 통한 국내생산 확대 ②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새로운 역할 모색 ③ 신제품 및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 변화 추진 ④ 서
비스 등 관련 산업으로의 사업 범위 확대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조 철
2017, pp. 19~22).

55)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등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현태 외(2017)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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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주력산업의 2025년 발전목표를 보면 한국도 대체적으로 신성장 산
업 부문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존 산업 및 제품의 국내생산은 한계에
직면하였다는 판단하에 빠르게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년까지 한국정부가 추진할 주력산업 업종별 발전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자동차는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친환경차 생산과 수출 확대,
자율주행차 개발 및 생산, 친환경차 및 스마트자동차의 핵심 부품 국산화 등이
제시되었다. 조선은 친환경 스마트 선박 건조를 주도하는 고부가가치화에 주력
하는 것이 목표이고, 일반기계는 핵심 부품소재 개발 강화, 신공정 공작기계,
무인 건설기계, 첨단 제조장비 생산 확대 등이 발전목표에 포함되었다. 방위산
업은 세계 7대 방위산업 국가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철강은 금
속소재 강국으로 부상하고 원천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석유화학
은 국내에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높이는 구조 고도화가, 섬유는 R&D와 디
자인 역량 강화, 고성능, 친환경 섬유 신소재 개발, ICT와의 융합이 강조되었
다. 식품은 범용성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한 고기능성, 고부가가치화가 발전목
표로 제시되었다. 가전 분야의 발전목표는 스마트 공장화, 글로벌 스마트홈 서
비스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며, 통신기기는 5G 이동통신 및 사물인터넷 시대의
스마트기기 시장을 선도한다는 발전목표가 제시되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발전목표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주력산업의 스마트 제조와 이
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가 핵심 목표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한국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정책
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정부 역시 ‘저성장 고착화, 사회문제 심각’의 한국 사회
가 구조적·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활력
을 제고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
응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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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신산업 발전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비전과 전략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이는 결국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신산업 분야에
서 기술우위와 표준화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동시에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기회가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과 한국과의 경쟁력 비교
가.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1) 인공지능(AI) 육성전략
중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인공지능을 차세대 혁신 분야로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 또한 산업 전체의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업종 및 프로젝트별 육성정
책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스마트
제조공정, 공업기반 강화, 녹색제조, 하이테크 장비 혁신 등 5개 프로젝트도 제
시되었다.
이미 2016년도에 양회를 통해 제시한 ‘13차 5개년 계획(2016~20)’에서도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위한 인터넷 플랫폼 확보가 강조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전략인 ‘차이나 브레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2016년 5월에는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
능 3년 실시방안’을 수립하고 액션플랜을 발표하였다.
중국정부는 2018년까지 인공지능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혁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핵심 기술
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표준 제정을 통해 세계시장의 주력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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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홈, 스마트 로봇 등 혁신적인 인공지능 제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상용화하
려는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재정지원을 통해 벤처 및 엔젤투자, 창업투자 등 인공지능 분야
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표준 제정, 국제협력, 인재 양성 등
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2017년도 인공지능(AI+ 포함)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52.8% 증가한
216억 9,000만 위안에 달하며 2018년에는 다소 증가율이 둔화되어 339억 위
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中國信息通信硏究院 2018).56)

그림 4-1.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 규모 및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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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信息通信硏究院(2018), p. 11.

2) 투자 규모 및 특징
中國信息通信硏究院(2018)이 발표한 뺷2017年中國人工智能産業數据報告뺸에
따르면, 중국의 AI 투자 규모는 2017년 1,800억 위안에 달하며, 관련 기업은

56) 이와 다르게 清华大学中国科技政策研究中心(2018)은 2017년 중국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가 237억
4,0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으며 비중은 CG(컴퓨터 그래픽) 34.9%, 음성인식 24.8%, 자
연어처리 21%,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이 각각 11.3%, 8%를 차지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인공지능의 기
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정착됨에 따라 2018년 중국 인공지능 시장의 전체 규모는 415
억 5,000만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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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처음 등장한 이후 2016년과 2017년 각각 128개와 28개가 증가하여
누계 기준으로 600여 개를 초과하였다. 중국에서 관심이 집중된 분야는 인공
지능 알고리즘과 플랫폼, 자율주행, CG(컴퓨터 그래픽)이며, 그 밖에 음성자동
인식, 자연언어처리 분야도 관심을 끌었다.
AI 관련 세계적인 기업에 대한 언론 노출 빈도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중
국기업은 바이두(百度, Baidu), 알리바바(阿里巴巴, Alibaba), 텐센트(騰訊,
Tencent)의 언론 노출이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AI 관련 기업의 분야별 분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CG(컴퓨터 그래픽)

그림 4-2. 중국의 인공지능(AI) 투자 비중 분포(2015~17)

0.2
0.8

3.7

8.7

35
23.1

28.5

자율주행
무인기(드론)

빅데이터
AR/VR

AI+
기타

로봇

AI+
1.96
2
2

1.7

1.7

5.5
7.3

45.4

7.7
10.9
11.9
28.5%

비즈니스
보험
공공안전

의료보건
교육
스마트홈

국가안보
금융
물류창고

뉴스미디어
인터넷보완

자료: 中國信息通信硏究院(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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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기업이 42%를 차지하며 음성인식 및 자연언어처리 관련 기업까지 포함
할 경우 43%에 달해 CG(컴퓨터 그래픽)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응용 분야까지 고려한 경우, AI+(의료, 금융, 교육, 보안 등 응용 분
야)가 40%를 차지하고 로봇, 자율주행, 무인기(드론)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중국 투자 비중은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자율주행, 빅데이터, AI+가 높게 나
타났다.

3) 주요 대표적인 AI 관련 기업 현황
중국 국내 기업 중에서 바이두가 다른 AI 기업인 텐센트, 알리바바, 징동(京
東商城, JD.com) 등과 비교하여 인공지능 및 상업화에서 앞선 것으로 분석되
었다. 특히 자연언어처리, CG(컴퓨터 그래픽), 자율주행 등 3개 영역에서 다른
기업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주요 기업들은 투자에도 적극적인데, 2015~17년 사이에 바이두가
9개, 알리바바가 11개, 텐센트가 12개, 징동이 5개 기업에 각각 투자하였다.
투자한 분야는 주로 빅데이터와 자율주행의 비중이 높았다. 그 밖에도 바이두
는 음성자동인식 분야, 알리바바는 AI+(관광, 보험, 보안 등)와 스마트홈, 텐센
트는 AI+(보험, 교육, 의료건강)와 로봇, 징동은 보안과 물류에 주로 투자한 것
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아이플라이텍(科大讯飞, iFLYTEK) 역
시 대표적인 AI 분야 투자기업이며 로봇과 기초 하드웨어에 투자하고 있다.
AI 투자기업의 지역분포를 분석해보면, 2017년 기준 베이징, 상하이, 광동
지역이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저쟝, 쟝수지역에 AI 관련 기업
이 많았다. 투자 규모면에서는 화동, 화남 등 경제가 발전한 연해지역과 베이징
및 톈진지역, 그리고 서남지역은 스추안, 총칭과 꾸이조우지역이 다수를 차지
하였다.
특허신청 규모는 바이두가 선두에 위치해 있고, 텐센트는 CG 분야에서 특허
신청 건수가 많았다. iiMedia Research(艾媒咨询 2017)의 분석에 따르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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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AI 관련 특허출원 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중국의 AI 관련 특허신청 건수는 2만 9,023건에 달하였으며, 2017년
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림 4-3]은 중국의 AI 관련 특허신청
건수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iiMedia Research(艾媒咨询 2017)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AI 관련 기업으
로 바이두(百度, Baidu)와 아이플라이텍(科大讯飞, iFLYTEK)을 소개하고 있다.

그림 4-3. 중국의 AI 관련 특허신청 건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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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国专利数据库(검색일: 2019. 1. 3).

먼저 바이두(百度, Baidu)는 2013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한 초기 AI 기업
중 하나이며, AI는 바이두의 핵심 전략 분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두는 광범
위한 기초 데이터 및 컴퓨팅 능력을 기반으로 연구역량을 투입하여 여러 AI 관
련 분야의 성공적인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바이두의 핵심 기술은 머신러닝, 언어 식별, 이미지 식별, 자연언어처리, 스
마트 인식, 클라우드컴퓨터 등이며, 주요 연구시설로는 Wu Enda 박사가 이끄는
실리콘 밸리의 인공지능연구소(SVAIL)와 2013년에 설립된 IDL(Baidu Deep
Learning Institute)이 있다. 또한 바이두는 GPU(Graphics Processing
Units) 기반의 거대한 클라우드 기능 및 자원을 보유하고 대규모 정보, 회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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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신경망 기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연구하
고 있다.
바이두의 주요 상품 중 먼저 ‘百度大腦’는 음성 및 자연어 처리, CG(컴퓨터
그래픽), 기계 학습, AR 등 핵심 기술을 포함한 슈퍼컴퓨터와 딥러닝 기술 개발
을 위한 통합 응용 플랫폼이다.
‘DeepSpeech2’는 SVAIL이 개발한 딥러닝 기반 음성자동인식 시스템으로
복잡한 중국어 음성에 대해 97%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현재 Baidu Business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
‘百度圖片’은 이미지 인식 기술의 심도있는 학습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이미지의 내용, 특징, 의미를 지능적으로 인식하여 검색뿐만 아니라 얼굴 인식
에 기반한 솔루션, 자율주행 및 의료 등의 분야에 적용된다.
‘度秘’는 바이두가 개발한 기계 학습, 자연어 처리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비서이다. 지도, CG(컴퓨터 그래픽), ‘百度大腦’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
발된 바이두 무인차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DuerOS는 수많은 하드웨어 분
야에 적용할 수 있는 개방형 음성 대화 시스템이다. ‘百度飜譯’은 완성된 제품
이며,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학습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장한다. 또한 바이두
는 Light, Eye, 바이크, 라이프 등 여러 스마트 하드웨어 제품을 출시했다.
아이플라이텍(科大讯飞, iFLYTEK)은 1999년에 창업한, 중국 국내에서도
뛰어난 스마트 음성자동인식 기술 기업이며, 인공지능 분야의 걸출한 대표 기
업이다. 아이플라이텍은 AI를 음성자동인식, 자연어처리, 음성합성 등 기술 분
야에 응용한 제품, 솔루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슈퍼컴퓨터 프로그램은 2014년 아이플라이텍(科大讯飞, iFLYTEK)이 출시
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며, 인간형 신경망에 기초한 인지지능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여 음성과 언어기술이 통합된 인공지능 엔진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많은 인공지능 기술 제품을 출시하였고 아이플라이텍 오픈플랫폼을 통해
개발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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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및 한계
중국은 AI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
다(赛迪智库人工智能产业形势分析课题组, 2017, pp. 170~174). 첫째, AI와
연관된 기초과학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경쟁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는 것이다. 알리바바가 인공지능(AI) 컴퓨터칩 개발에 뛰어들었다. 기존 반도
체 대신 AI에 최적화된 전용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AI
반도체칩에 대한 투자는 낮은 수준으로 2017년 7월 기준 전체 AI 투자금액의
2.1%에 불과하다. 미국은 전체 투자금액의 31.5%를 AI 반도체칩 생산에 투자
하고 있다. AI 반도체칩을 제조하는 중국기업도 14개로 미국의 42%에도 미치
지 못한다.
둘째, 중국의 AI는 발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화가 불투명하
다는 지적이다. 사업화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평가체계, 안전관리 등에서 선
진국과 비교하여 미흡하다는 것이다.
셋째, AI에 대한 열망은 크지만 산업발전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이해가 매우

표 4-1. 중국의 AI 산업 분포 개요
핵심 역량

세분화된 영역

산업구조 변화
BATJ(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로

기초
부문

알고리즘 능력

칩, 센서,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대표되는 테크놀로지 대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초과학 실험실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초 분야 스타트업까지 투자를 확장
지금까지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를

기술
부문

기술개발과 출력

컴퓨터 그래픽(CG), 자연어

포함한 여러 거대 기업들이 인공지능

처리, 음성인식, 머신러닝

플랫폼을 구축하여 AI 시대에도 자사의

로봇, 드론, 자율주행,

데이터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대 기업은

스마트고객서비스,

응용 분야를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을

스마트 물류, 고객 화상서비스

구축하기 시작

산업적 강점이 지속되기를 희망
응용
부문

상업화 솔루션

자료: 德勤中国(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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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동질화, 파편화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
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클라우드컴퓨터, 빅데이터 등에 진출하였으나 기
술적 수준 차이로 인해 산업 생태계가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다.
넷째, AI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7년 6월
기준 중국에는 592개의 AI 관련 기업과 약 3만 9,200명의 직원이 있다. 이와
비교하여 미국은 1,078개 AI 회사가 약 7만 8,700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관련 기업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10년 이상 종사한 인공지능 전문가의 비율
이 40% 미만인 반면, 미국의 경우 70%를 초과하였다.

5) 인공지능 기술 응용 분야(AI+)
음성인식: 인공지능 응용기술 분야 중에서 인공지능 언어대화시스템을 탑재
한 인터넷 스마트 스피커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7년 11억 5,000만 달러에
서 2020년 25억 4,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온라인 스
마트 스피커의 시장 규모는 일반 스마트 스피커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Canalys Corporation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8년 1/4분기 중국의 알리바
바와 샤오미는 전 세계 스마트 스피커 시장의 3위와 4위를 차지했으며, 각각
11.8 %와 7%를 차지하였다(清华大学中国科技政策研究中心 2018).

표 4-2. 전 세계 스마트 스피커 시장점유율 비교
(단위: %)

순위

기업(상품명)

2017년 1/4분기

2018년 1/4분기

1

구글(Home 시리즈)

19.3

36.2

2

아마존(Echo 시리즈)

79.6

27.7

3

알리바바(天猫精灵)

-

11.8

4

샤오미(小爱)

-

7

자료: Canalys(검색일: 2019. 1. 3); 清华大学中国科技政策研究中心(20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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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컴퓨터칩: 중국의 주요 인공지능업체들이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캠브리콘(寒武纪科技, Cambricon)은 중국 최초의 클라우
드 스마트칩 MLU100을 출시했다. 알리바바, 화웨이(华为技術, Huawei), 샤
오미(小米, Xiaomi)와 같은 회사도 새로운 AI 칩 제품을 개발하였다. 중국에서
이런 칩 관련 제품들이 대량으로 상용화되면 인공지능 산업은 수직계열화로 통
합될 것이다(清华大学中国科技政策研究中心 2018).
스마트헬스: 국무원에서 발간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에서 중국은
2020년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가 1,500억 위안을 넘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스마트헬스 분야는 인공지능 전체 시장 규모의 5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6년 중국 스마트헬스의 시장 규모는 96억 61만 위안으로 전
년대비 37.9% 증가했으며, 2017년 중국 스마트헬스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40.7% 성장한 130억 위안을 능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정부는
2018년에는 2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2017년 중국 온라인 건강
관리 플랫폼 거래 규모는 279억 위안에 달하며 2018년에는 400억 위안을 돌
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서비스가 가능한 가정의 통합
플랫폼과 가족 단위의 커뮤니티 서비스플랫폼도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
되며, 거래 규모는 1,000억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德勤中国 2018, pp.
34~37).
스마트제조: 스마트 팩토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알고리즘 연산 등 인공
지능 기술과 결합되어 제조업이 최적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제조업의 스마트화는 금융, 전자상거래, 의료 산업에 비해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 通信信息报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까지 3년간의 AI 관련 300여 개 프
로젝트를 분석한 자료는 투자 비중이 소매업 23.4%, 자율주행 18.3%였으나
제조업 스마트화에는 불과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나타냈다. 중국 국내연구
(德勤中国 2018)에 따르면, AI의 활용은 제조업의 생산비용을 20%까지 하락
시킨다고 한다. 이는 최고 70% 이상이 더 높은 노동생산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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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030년까지 AI의 발전으로 인해 전 세계 GDP가 15조 7,000억 달러 증
가할 것이며, 이 중 7조 달러가 중국의 몫으로 추정되었다.
자율주행: 중국에서도 교통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응용이 지능화, 전자
화, 공유화의 방향으로 발전함에 따라 무인운전을 핵심으로 하는 스마트 교통
산업 체인이 점진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에서는 2000년 이후
부터 자동차와 스마트 기능의 결합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GPS, 센서 등은 자
율주행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GPS의 출시
이후 주요 관련 업체와 자동차회사는 대규모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런 데이터들이 인공지능의 자동차 주행 능력을 향상시켜왔다. 2018년 기준
중국은 610억 톤의 도로화물 운송량과 약 9조 위안의 도로화물 시장 규모로 세계
1위이다. 2018년 중국의 소형 화물운송 차량은 약 1,400만 대, 소형 화물운송의
시장규모는 2조 9,000억 위안, 중형 화물운송 차량은 약 500만 대, 중형 화물
운송의 시장규모는 6조 1,000억 위안으로 추정되었다. 중국에서 도로에 주행
하는 화물차 대수는 승용차보다 적지만 시장 규모는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관련 제품 생산기업
제품

관련 기업

완성차

北汽集团, 奇点汽车, 百度无人车, 京东无人车, 广汽集团,
上汽集团, 蔚来汽车, 比亚迪

자동차 스마트기기

百度, 京东, 商汤科技, 旷视科技, 驭势科技, 执行者,
阿里巴巴, 腾讯

자동차용 컴퓨터칩

深鉴科技, 寒武纪科技, 地平线机器人, 西井科技, 云天励飞

자동차용 통신기기
(커넥티드 카, 고정밀 내비게이션)

百度地图, 四维图新, 北斗星通, 高德地图

자동차 제어기기(제동기,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방향전환기 등)

北汽集团, 奇点汽车, 中云智车

차량용 감지기능(블랙박스,
차량용 cctv, 각종 레이더)

知觉科技, 必创科技, 北醒光子, 速感科技, 禾意科技,
隼眼科技

자료: 德勤中国(2018),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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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
중국의 清华大学中国科技政策研究中心(2018)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
러 분야에서 중국이 상위권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까지 전 세
계 AI 기업은 4,952개에 달했는데, 그중 미국은 2,028개로 세계 1위였고 중국
은 1,011개로 세계 2위였다. 이후 영국 392개, 캐나다 285개, 인도 152개, 이
스라엘 121개, 프랑스 120개, 독일 111개, 스웨덴 55개, 스페인 53개, 일본 40
개의 순으로 이어졌다.
도시를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 인공지능 기업 수가 많은 상위 20개 도시 중
미국, 중국, 캐나다가 각각 9개, 4개와 3개를 차지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
스라엘이 각각 1개를 차지했다. 이 중 베이징이 395개를 보유하여 인공지능 기
업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였다. 이후 도시별 인공지능 기업 보유 수
를 보면 샌프란시스코 287개, 런던 274개, 상하이 210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뉴욕 188개, 심천 119개, 보스턴 109개, 빅토리아 105개, 파리 83개,
텔아비브 64개, 항저우 63개 등이었다.57)
Gartner(2018)의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AI 특
허 신청 및 허가 건수는 약 10만 건을 초과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부터 본격
적으로 AI 관련 특허가 증가하였으며 2014년 이후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다.
AI 관련 특허 신청은 주로 중국, 미국, 일본이 앞서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여 제1위의 특허 신청 국가가 되었다. 미국, 일본, 중국이 AI 관련 특허
신청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만 특허 권리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미
국, 일본, 한국의 대기업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기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IBM, Google이 차례로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57)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업이 베이징 395개, 상하이 210개, 광동 165개, 저쟝 65개, 장쑤 42개 등 동
부 개발지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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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전 세계 AI 관련 특허신청 지역 비중
(단위: %)

국가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독일

영국

특허 신청
비중

37.1

24.8

13.1

8.9

2.7

1.3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1.3

1.1

1.0

기타
8.7

자료: 中國信息通信硏究院(2018).

세계에서 한국이 특허 신청에서 비교적 앞서 있으나, AI 관련 기초 논문실적과
교육에서는 매우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에서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국가는 미국으로 14만 9,100여 편, 다음이
중국으로 14만 1,800편을 발표하였다. 그 다음이 영국, 독일, 인도의 순이었다
(그림 4-4 참고). 그리고 전 세계의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 졸업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이 가장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2016
년 중국의 STEM 전공 졸업생 수는 470만 명이며 매년 약 3만 명이 관련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또한 약 260만 명의 STEM 전공 졸업생을 배출하는 인
도가 세계 2위이다(그림 4-5 참고).

그림 4-4. 전 세계 AI 관련 논문 발표 상위 10개국 비교(1998~2018)
(단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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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信息通信硏究院(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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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림 4-5. 전 세계 STEM 졸업생 수의 국가별 비교(2016)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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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료: WEF, 中國信息通信硏究院(2018).

더욱이 중국은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을 통해
후발국에 ‘기회의 창’이 된다는 측면에서 가장 잘 활용한 국가라고 평가되고 있
다(이 근 외 2018). 중국은 단순히 기존 제조업에서 한국을 추격하던 것에서 벗
어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에서 한국 및 선진국을 앞서 나가는 비약
(leapfrogging)을 주도하고 있다.

나. 한국 신산업과의 경쟁력 비교
1) 신산업의 수출 증가율 및 비중 추이
한국과 중국의 주요 신성장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6], [그림 3-7]은 각각 한국과 중국의 주
요 6개 신산업, 즉 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첨단
의료기기, 리튬 2차전지의 수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58)

58) 6개 분야의 일부 신산업만을 통계 분석한 것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통계자료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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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한국 6개 신성장산업의 대세계 수출 증가율(2008~17)
(단위: %)
240

지능형 로봇
항공·우주

190

시스템 반도체
첨단 의료기기

전기자동차
리튬 2차전지

140
90
40
-1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60
-110

주: HS 코드 기준으로 저자 계산.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22).

그림 4-7. 중국 6개 신성장산업의 대세계 수출 증가율(2008~17)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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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HS 코드 기준으로 저자 계산.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22).

그러나 아직도 신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4-5 참고). 한국의 신산업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2017년 4.4%에 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성장산업 분야의 수출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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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만에 머물고 있다. 특히 한국의 지능형 로봇의 수출비중은 최대 0.04%,
전기자동차의 수출 비중은 최대 0.06%에 불과하여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중국도 역시 시스템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다른 신산업 분야보다 높은 2017
년 1.67%인 것을 제외하고 다른 신산업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5. 한국과 중국의 주요 신산업별 수출 비중(2008~17)
(단위: %)

국가

한국

중국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능형 로봇

0.03 0.03 0.03 0.04 0.04 0.03 0.01 0.01 0.01 0.01 0.01 0.01

시스템 반도체 4.48 4.46 3.93 4.39 4.13 4.42 1.95 3.21 1.90 2.16 1.87 1.67
전기자동차

0.00 0.01 0.02 0.06 0.0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항공·우주

0.22 0.31 0.29 0.35 0.38 0.45 0.08 0.09 0.11 0.15 0.16 0.16

첨단 의료기기 0.24 0.25 0.26 0.29 0.31 0.29 0.21 0.22 0.23 0.24 0.26 0.26
리튬 2차전지 0.38 0.40 0.40 0.39 0.47 0.61 0.31 0.39 0.35 0.34 0.33 0.36
주: HS 코드 기준으로 저자 계산.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22).

2) 신산업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비교
한국과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전 세계 수출에서 양국 수출
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다. 즉 한국과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비교하
였다. 중국은 주요 10대 산업뿐 아니라 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도 한국
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한국의 경제성장
에 기여했던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중국이 크게 앞서고 있다는 것은
신산업에서도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4-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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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한국과 중국의 주요 신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2008~17)
(단위: %)

한국

중국

산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능형 로봇

4.07

4.60

3.47

5.56

3.89

3.28

시스템 반도체

7.10

6.42

5.89

6.04

5.25

5.65

전기자동차

0.03

1.72

2.32

5.04

4.18

0.02

항공·우주

0.41

0.55

0.51

0.56

0.57

0.79

첨단 의료기기

1.31

1.31

1.33

1.39

1.38

1.43

리튬 2차전지

18.03

17.28

15.93

13.19

13.14

15.80

지능형 로봇

3.38

3.46

2.84

3.41

3.36

3.41

시스템 반도체

11.56

18.22

11.67

12.82

10.07

8.42

전기자동차

1.02

1.34

0.73

1.50

0.95

1.43

항공·우주

0.54

0.62

0.82

1.04

1.01

1.11

첨단 의료기기

4.39

4.65

4.69

5.05

4.94

5.04

리튬 2차전지

38.99

35.92

38.47

42.24

38.26

35.83

주: HS 코드 기준으로 저자 계산.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22); ITC Trade Map(검색일: 2018. 11. 20).

3) 한국과 중국의 상호 수출시장 점유율 비교
중국시장에서 한국 주요 산업의 점유율은 반도체, IT, 가전, 기계산업을 제
외하고 대부분 하락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정밀기계에서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이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시장
에서의 한국 산업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표 4-7 참고).
반면 중국 주요 산업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시장에서 중국 산업제품의 점유율 상승은 철강제품, 기계,
IT, 가전, 반도체, 조선산업 등 전통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지능형 로봇, 첨
단 의료기기, 리튬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표
4-8]은 중국의 주요 신산업별 한국시장 점유율 추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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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한국의 주요 신산업별 중국시장 점유율(2008~17)
(단위: %)

산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능형 로봇

9.40

12.84

6.76

4.70

6.80

4.85

4.60

7.57

7.28

4.97

시스템 반도체 13.72 12.99 11.78 14.18 16.17 15.72 15.64 16.77 13.12 11.18
전기자동차

-

-

-

-

2.19

-

-

0.08

0.01

-

항공·우주

0.03

0.08

0.08

0.11

0.09

0.07

0.08

0.13

0.18

0.18

첨단 의료기기

3.32

2.99

2.85

2.58

3.29

3.15

3.24

2.40

2.23

2.56

리튬 2차전지

-

-

-

-

39.73 40.26 36.03 31.58 32.85 25.39

주: HS 코드 기준으로 저자 계산.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22).

표 4-8. 중국의 주요 신산업별 한국시장 점유율(2008~17)
(단위: %)

산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능형 로봇

12.83

5.93

6.82

9.31

12.24 10.38 10.34 12.18 17.61 21.55

시스템 반도체

8.85

8.42

8.85

8.00

6.55

6.03

7.49

12.94 11.00

8.64

전기자동차

18.16

3.09

21.95

4.59

5.61

6.93

1.97

0.44

2.34

16.60

항공·우주

0.29

0.54

0.22

0.12

0.24

0.25

0.30

0.44

0.35

0.83

첨단 의료기기

5.60

5.47

6.62

6.65

7.35

7.02

7.06

8.46

8.55

8.54

리튬 2차전지

-

-

-

-

62.76 55.26 61.46 57.45 67.19 84.93

주: HS 코드 기준으로 저자 계산.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22).

다. 현시비교우위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는 세계 전
체 수출시장에서 특정 상품(서비스 포함)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로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를 판
단할 때 널리 쓰이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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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  상품의 현시비교우위지수
 :  국  상품의 수출액
:  국의 총수출액
 : 전 세계  상품의 수출액
 : 전 세계 수출액

한국의 대중국 수출 제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기 위해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추정하였다. 한국 대중국 수출 중에서 품목별 비중을 한국의 대세계 수출 품목
비중으로 나눈 값을 통해 비교우위를 판단하였다. 현시비교우위지수의 분석은
UN Comtrade DB에서 한국 16개 산업을 HS 코드를 기준으로 정리한 통계를
활용하였다.
한국 주요 산업이 중국보다 비교우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현시비교우
위지수를 활용하였다. 신산업 중에서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
은 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9 참고). 우선 지능
형 로봇 분야에서 2 이상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추정되어 매우 높은 비교우위
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신산업 중에서는 시스템 반도체가 1.1 이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첨단 의료기기는 2017년 0.5257로 전년도보
다 상승하였고, 리튬 2차전지는 2017년 0.6787로 전년도보다 하락하였다. 다
른 산업들, 즉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등에서 현시비교우위지수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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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한국의 대중국 주요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 추이(2002~17)
산업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지능형 로봇

2.3142

2.2791

0.8307

2.6024

2.2265

2.0102

시스템 반도체

-

-

0.8861

0.9750

1.4298

1.1292

전기자동차

0.0344

0.0992

-

0.0035

0.0028

-

항공·우주

0.0085

0.0249

0.5733

0.0759

0.0640

0.0892

첨단 의료기기

0.6224

0.4631

0.2827

0.2479

0.3719

0.5257

리튬 2차전지

-

-

-

-

1.9546

0.6787

주: HS 코드 기준으로 저자 계산.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22).

라. 신산업의 무역보완도지수(TCI)
무역보완도지수(TCI: Trade Complementarity Index)는 Vallant and
Ons가 정의하였는데, 일국의 수출 공급과 무역 파트너 국가들 중 어느 한나라
의 대세계 수입수요 사이의 유사성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    

 = A국의 수출에서 S산업의 수출 비중
 = 세계 수출에서 S산업의 수출 비중
  = B국의 수입에서 S산업의 수입 비중
 = 세계 수입에서 S산업의 수입 비중

무역보완도지수는 A국의 수출특화지수와 B국의 수입특화지수의 곱으로 1
보다 클수록 A국의 수출특화와 파트너국인 B국의 수입특화 사이에 강한 보완
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무역보완도가 높은 신산업 분야는 리튬 2차전지, 시스템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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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지능형 로봇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기자동차, 첨단의료 기기, 항공·우
주 분야에서의 무역보완도는 높지 않았다(표 4-10 참고).

표 4-10. 한국의 중국과의 무역보완도지수 추이(2012~17)
연도

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2012

3.2474

6.9720

0.0002

0.1461

첨단 의료기기 리튬 2차전지
0.2231

27.2777

2013

3.1185

6.5290

0.0043

0.2380

0.2307

18.7532

2014

3.1161

5.1453

0.5040

0.2309

0.2404

14.6816

2015

3.3354

5.4071

0.4627

0.2385

0.2528

10.9015

2016

3.2663

4.5387

1.4667

0.2249

0.2819

10.0019

2017

2.9838

4.5184

0.0001

0.3328

0.2797

9.3549

주: HS 코드 기준으로 저자 계산.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22). ITC Trade Map(검색일: 2018. 11. 20).

중국의 경우, 리튬 2차전지, 시스템 반도체에서 비교적 높은 무역보완도지수
를 나타내고 있으나, 다른 신산업 분야인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첨단의료기
기, 지능형 로봇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보완도지수를 나타내고 있다(표
4-11 참고).

표 4-11. 중국의 한국과의 무역보완도지수 추이(2012~17)
연도

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2012

0.3677

1.3977

0.0011

0.0306

0.2053

6.4567

2013

0.4053

2.1159

0.0021

0.0317

0.2036

5.7607

2014

0.3458

1.3660

0.0036

0.0351

0.1918

4.3651

2015

0.3219

1.4563

0.0126

0.0569

0.2078

3.7992

2016

0.3699

1.1015

0.0052

0.0657

0.2259

3.4648

2017

0.4950

0.8618

0.0008

0.0379

0.2362

4.2624

주: HS 코드 기준으로 저자 계산.
자료: UN Comtrade, ITC Trad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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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의료기기 리튬 2차전지

4. 한·중 간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
가.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 유형
중국 신산업 분야의 협력사례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선두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수직적 통합형, 둘째, 전략적 제휴 등 외국기업과 협력하는 글로벌 분업형, 셋
째, 정부 주도형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우선 AI 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와 스타트업을 활용한 수직적 통합 사례
가 등장하고 있다. 중국 국내에서 대표적인 바이두(百度, Baidu), 알리바바(阿
里巴巴, Alibaba), 텐센트(騰訊, Tencent) 등 AI 관련 선두기업들의 전략적 제
휴와 지분을 투자한 사례이다.
赛迪智库人工智能产业形势分析课题组(2017)의 자료에 따르면, 바이두(百
度, Baidu)는 베이치그룹(北汽集团), BOSCH(博世), 콘티넨탈(大陆), 하만(哈
曼), 레전드스타(Legend Star, 联想之星: 레노버 엔젤투자회사)와 차례로 전략
적 제휴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음성인식 관련 기업과 이미지 인식 업체인
xPerception에 지분을 투자하였다.
알리바바(阿里巴巴, Alibaba)는 자율주행 자동차 업계의 선두기업인 WayRay
에 합작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차이냐오물류(菜鸟物流), 베이치그룹(北汽集团),
동펑자동차(东风汽车)와는 전략적 제휴관계를 수립하였다.
텐센트(騰訊, Tencent)는 테셀라와 AR 창업회사인 Innovega에 지분을 투
자하였으며, AI lab을 통해 ‘AI in all’ 전략을 발표하였다.
2018년에는 중국 국내 플랫폼 차원의 통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요 대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해당 분야의 최첨단 핵심
기술을 신속하게 습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요 선두기업은 연구개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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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관련 분야 통합에도 적극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주요 AI 선두기업들은 전략적 제휴와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강점이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주력할 것이다. 바이두는 자율주행의 기술 중심 응용 플
랫폼 클러스터 구축에 주력할 것이며, 알리바바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기반하여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AI 제품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적응해갈 것으로 보
인다. Tencent는 개별 가정용 소프트웨어 위주의 AI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이플라이텍(科大讯飞, iFLYTEK)은 음성인식 분야를 계속 심층적
으로 연구하고 음성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분업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드웨어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샤오미의 부활이 있다. 샤오미는 한때 크게 줄었던 기업 가치가 다시 상승하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지위도 회복했다. 이런 부활에는 인도 등 해외시장
에서의 약진, 오프라인 매장 오픈 등의 이유가 있지만 샤오미가 집요하게 추구
했던 하드웨어 생태계 조성 전략의 영향이 컸다고 평가된다.
레이쥔 샤오미 최고경영자(CEO)는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 투자 계획을 발
표하였으며, 샤오미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면서 투자한 스타트업을 통해
IoT 분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제품군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레이
쥔은 ‘생태계 제국’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계비
용 제로에 수렴하는 공유 자원 활용 하드웨어 플랫폼이 연결성으로 대변되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다.59)
두 번째로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분업형 협력 사례도 참고할 필요
가 있다. 중국의 기술 수준이 글로벌 기업보다 비교열위에 있는 경우, 외국기업
의 생산제품과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서동혁 외(2017)는 중
국의 스마트공장,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및 스마트 헬스케어 등 4개 분야를 분
59) 전창록 IGM 세계경영연구원 교수는 한경비즈니스 칼럼에서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플랫폼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다고 강조하였다. 전 교수는 성패의 관건이 수평적 확장의 경쟁에서 벗어나 수직적 높이와 깊
이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달려 있다며 전통기업들이 플랫폼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경제매거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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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글로벌 분업형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글로벌 분업의 한 축을 담
당하고 중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제3국 공동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서동혁 외(2017)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글로벌 분업형 협력의 대표적
인 사례를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기술 선진국인 독일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중·독 스마트제조협력 시범 프
로젝트’에 착수하여 다양한 기업 사이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중국의
수요기업들이 독일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둘째, 로봇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은 빠르게 성장하여 생산 규모가 세계 1
위이나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에 따라 원천기술 및 핵심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높다. 중국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협력을 시도
하고 있다.
셋째,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세계적 수준이다. 중
국은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핵심 플랫폼 역량을 확보하는 데 주
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미흡하
다. 첨단 기기와 부품, 기술 산업화 산업디자인, 대형 지능 및 응용시스템, 기초
인프라 등에서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스마트 헬스케어의 경우, 중국은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구축에서 상당
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병원 데이터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고 네트워
크 관리 시스템과 기술 표준이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다. 또한 온라인 자문에 필
요한 의사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은 원격진료센터 설립과 서비스 제공
을 위해 자국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외국계 기업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글로벌 분업형 산업협력에서 자국 내 수직적 통합형으로 전환된 사례 중 하
나로는 게임산업이 있다. 초기 중국정부의 허가 제한으로 인해 중국 로컬기업
은 개발역량 없이 해외 게임을 퍼블리싱(유통 계약)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복제
개발 단계를 거쳐 M&A와 인하우스 R&D를 통해 기술역량을 확보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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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단계에는 기술과 전통적인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대거 출시하였다. 대표적인 성공 기업이 텐센트라고 할 수 있다. 게임산업 발전
은 중국정부가 자국 시장보호를 위해 배타적 허가제를 실시하자 서버 네트워크
운영능력만 갖춘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관련 영역의 기업들이 대거 진입한 결과
였다. 또한 여기에 중국 특유의 모바일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 저가격, 저사양
의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구글에 대한 로열티를 내지 않고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사용한 자체 OS를 개발하여 토착 게임업체들이 모바일앱을 유통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정부 주도형 협력 사례는 주로 AI+ 분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초기 전자상
거래 소매업, 스마트 팜(농업), 스마트 시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산업 등이 좋
은 사례를 제공한다.60)
중국의 스마트 농업의 경우, 중국정부가 농업문제 해결과 현대화를 위해 스
마트 농업에 적극적이고 의지도 매우 강한 편이다. 중국당국은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플러스’를 통해 농업의 스마트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농
업의 빅데이터 의사결정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가 스마트 농업의 산
업협력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에너지산업 역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정부
는 ‘중국제조 2025’의 10대 분야에 전력설비를 포함하였으며, 별도로 ‘에너지
장비 실시방안’을 통해 에너지장비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플러스’ 전
략을 제시한 중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기술, 에
너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에너지 분야를 혁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도 중국정부가 가장 적극적이다. 중앙정부 차
원에서 각종 도시문제와 경제적 격차의 해소를 스마트시티 건설을 통해 해결하
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같이 초기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협력 형태에서 소수의
60) 자세한 내용은 이 근 외(2018)의 ‘산업별 분석’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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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기업이 주도하고 스타트업들이 협력하는 수직적 통합형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또한 게임산업의 예와 같이 초기 중국기업의 기술력이 다소 미흡하여 글
로벌 분업형이었으나 추후 중국 국내기업들의 성장 여부에 따라 선두기업과 스
타트업 기업이 협력하는 수직적 통합형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나. 한·중 간 협력방안
중국의 신산업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산업구조와 경쟁구도가 변화되
었다. 특히 중국 AI 등 신산업 발전에 따라 생산성 향상 이외에 R&D 능력도 향
상되었다. AI 분야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대표되는 선두기업들은
고유 브랜드를 확보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대중국 포지셔닝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에 대한 전략
은 과거 공장에서 시장으로, 더 나아가서는 R&D 센터로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을 기획하는,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협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위의 중국(기업)의 협력 사례들을 참고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두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협력하는 수직적 통합형의 경우, 진입
장벽이 낮고 가치사슬의 분리가 가능하고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서 대체 가능하
다는 특징이 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해외 아웃소싱도 가능할 것이다.
중국의 선두기업이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과 협력하는 국제분업체제의 재편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핵심 프로세스, 설비 및 기술을 아웃소싱하고 로컬
시장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저가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은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과 경쟁하는 구조로
인해 유사제품간 경쟁 과열과 가격 하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
례의 경우, 한국정부는 기술발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육
성하여 중국의 AI 관련 거대기업과의 수직적 통합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협
력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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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글로벌 분업형은 자본 및 기술장벽이 높고 호환성이 높지 않다는 특징
이 있다. 아웃소싱이 쉽지 않고 기술 격차가 존재하나 중국(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품질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기업은 비교우
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기업은 로컬 정보에 대한 차별적 우위
를 갖지 못할 것이다. 다만 선진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유지되면서 한국기
업의 제품이 소외되는 ‘Korea Passing’ 우려도 있다.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분
업구조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신제품 생산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중국 역시 기술추격을 통해 자국 내에서 부품 및 반제품 공급구조
를 형성하는 ‘완결형 산업구조’를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정부 주도형은 중국정부가 허가를 해주거나 표준을 설정하여 육성하
려는 산업이 포함된다. 가치사슬이 분리 가능하지만 매우 방대하여 단위 사업
으로 설립되기 어렵다. 하청이나 파트너 관계로 사업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거대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산업에는 항공·우주 산업, 통신 분야 일부, AI와 관련해서 스마트 농업,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
형의 경우, 한국기업은 중국 주요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 진출과 협
력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각적인 협력방안 중에는 한국기업이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자본 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을 진행함으로써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
한 중국의 AI 관련 선두기업이 한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61)

61) 창업 기업이 중국에서 I-KOREA 4.0 글로벌화를 추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버즈폴 300만 불 등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중국 자본 유치를 지원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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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중국 신산업 분야의 협력 유형 구분
가치사슬

부품

필요자본

로컬 정보

분리

호환성

규모

필요성

수직적 통합형

높음

높음

중간

높음

CG(컴퓨터 그래픽), 자동음성인식,
자연어처리, 머신러닝,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글로벌 분업형

중간

중간

높음

낮음

컴퓨터칩, 로봇, 스마트 헬스,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정부 주도형

낮음

낮음

높음

유형

높음 or
낮음

대상 산업

스마트 팜(농업), 스마트 시티,
신재생 에너지산업, 우주항공,
통신산업, 초기 전자상거래 분야

자료: 저자 정리.

5. 결론
한국과 중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되는 글로벌 산업 및 수출시장의 변
화에 적응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여 기존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첨
단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제조 2025’는 30년간 3단계에 걸쳐 중
국 제조업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1단계(2015~25년)는 미국·독일·
일본·한국 등과 같은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다. 2단계(2026~
35년)는 글로벌 제조강국 내 중간 수준을 확보하고 3단계(2036~45년)에는 제
조 강국 중 최선두로 나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차세대 정보기술(IT)과 항공
우주, 선박·철도·전기차, 로봇 등 10대 전략산업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2025
년까지 핵심 기술과 부품, 소재의 자급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국도 ‘주력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
운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정부가 업종별 주력산업의 2025년 발전목표
를 제시한 것은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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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기존 산업 및 제품의 국내생산은 한계에 직면하였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분야로 변화를 빠르게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성장 산업 분야에
서 기술우위 확보와 표준화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이 4차 산업혁명 이후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중국에 대한 비교우
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중국의 기술추격으로 인해 근소한 우위를 보이
던 한국의 주력산업도 상당한 타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이 신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준
비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비교우
위와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우선 통계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신산업을 6
개 분야로 제한하였다. 즉 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전기자동차, 항공·우
주, 첨단 의료기기, 리튬 2차전지 등의 6개 분야를 분석하였다.
첫째,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모두 높은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
나 수출 비중은 다른 주력산업과 비교하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
장에서의 점유율 비교에 따르면, 신산업의 대부분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한국은 지능형 로봇
분야에서 2 이상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추정되어 매우 높은 비교우위를 나타내
고 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가 1.1 이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셋째, 무역보완도지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무역보완도가 높은 신산
업 분야는 리튬 2차전지,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로봇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기자동차, 첨단 의료기기,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무역보완도는 높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 리튬 2차전지, 시스템 반도체에서 비교적 높은 무역보완도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다른 신산업 분야인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첨단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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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보완도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AI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신산업 분야를 분석한 결과, 주목할 것은 AI 관
련 산업의 ‘Korea Passing’이 크게 우려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주력산업 분야
에서는 중국이 상호보완성을 활용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하였으나, 신산업
분야에서는 선진국보다 비교열위에 있는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
이 높지 않다.
한국이 신산업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국제분업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보완
관계와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 핵심 부품 공급 등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비교우위 확보가 절실하다.
한국과 중국의 산업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주요 핵심 기업과의 수직적 통합이 가능한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과 지
원체계 조성, 둘째, 핵심 부품, 중간재 등을 공급 가능한 기술우위의 중소기업
지원 및 혁신체계 구축, 셋째, AI 관련 중국의 선두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국시장 및 해외시장 공략 등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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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산업별(상품무역) 분석에 사용된 HS 코드
산업
지능형
로봇
리튬

HS 코드(품목명)
847950(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50760(리튬이온축전지)

4차 산업

2차전지

혁명과

시스템

852352(스마트카드), 854231(프로세서와 컨트롤러), 854233(증폭기), 854239

관련된

반도체

(기타 전자집적회로)

주요

전기

산업

자동차

870390(기타 승용자동차)

항공·우주 88(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첨단
의료기기

9018(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

주: HS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CDC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임.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검색일: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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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향후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벤처창업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벤처창업은 고용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한국 신
규 일자리 상당수는 벤처창업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세계 309개(2019년 1
월 기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당 평균 2,300여 개
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기업들의 CEO 평균 연령이 33.6세이다. 세계 각국
은 이미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를 경쟁
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중국은 ‘대중창업, 만중혁신’ 기치 아래
창업과 혁신의 대중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의 벤처창업 육성
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고학력 인플레이션과 실질 실업률 해소,62) 그리고 창업
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및 중국식 혁신모델 고도화를 위한 고
육책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의 성공창업신화로
시작된 중국의 창업열풍은 2011년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급격히 고조
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 대륙의 실수라는 샤오미의 등장과 성공은 많은 중
국 창업자들에게 꿈과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중국 스타트업의 굴기는 정
부와 시장 그리고 창업자의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더욱 확장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신규설립 기업 수는 2016년 552만 개에서 2017년 600만 개로 20%
이상 증가했고, 2018년에는 670만 개로 전년대비 10.3% 증가했다. 2018년
기준 매일 1만 8,600개의 신생벤처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본고는 중국의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한 중국 벤처창업 생태계의 변화
와 성장내용, 정부 주도의 핵심 플랫폼 혁신 방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한·중
62) 2010년 3월 22일 ‘중국발전고위층포럼’에 참석한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의 실업자 수가 2억 명이 넘
는다”라고 발언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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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벤처창업 개방형 혁신협력과 공동펀드 조성을 통한 상호 윈윈(win-win)
의 방법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한·중 벤처창업 간 개방형 혁신은 R&D
단계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기술혁신의 모든 과정에서 정부·기업·대학 등 외부
의 기술이나 지식, 아이디어를 양국간 서로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기술혁신의
비용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론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양국
벤처창업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의 효용성과 부가가치 창출을 최적화·극대화해
나가는 양국간 기술혁신 협력 모델이다. 둘째, 한·중 벤처창업 공동펀드의 경
우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한·중 양국간 공동 벤처창업 설립 & 단
일 펀드 설립형태 ② 한·중 양국 별도의 공동펀드 설립 & 별도 운용사 운영 형
태 ③ 양국 공동 단일 펀드 설립 & 공동의 단일 운용사 선정 형태이다. 이 3가
지 협력방식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공동펀드 설립도 가능하다.

나. 연구의 구성
제5장은 2절에서 중국 벤처창업전략의 변화와 특징을 소개하고 경제적 효과
를 분석한다. 중국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정책, 자금, 인재로 구분하여 정리
하고 있으며, 중국이 추진하는 벤처창업 활성화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고
용창출에 목적이 있음을 강조한다. 3절에서는 한·중 간 벤처창업 생태계의 발
전 현황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4절에서는 한·중 간 벤처창업 분야의 협력방안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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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벤처창업전략 현황과 경제적 효과
가. 중국 혁신전략의 변화와 특징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이 과학기술에 있
다고 보고, 과학기술 산업화 및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 특징을 살
펴보면 첫째, ‘과학기술이 제일의 생산력(科學技術是第一生産力)’, ‘과학기술
교육을 통해 나라를 부흥시킨다(科教兴国)’ 등의 과학기술 중심의 성장기조와
국가발전 어젠다를 설정하여 과학기술의 역할과 혁신발전을 강조하였다. 둘
째, 기술거래 및 이전 등 시장경제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기업 및 대학·연구소
간 경쟁을 유발하고, 경영자 및 기술연구자의 권한과 혜택을 확대하면서 시장
수요기반의 기술혁신 생태계와 토대를 구축하였다. 셋째, R&D 상용화 지원체
계의 개혁으로서 정부산하 및 대학·기업 출연 연구소의 기능과 인사, 재정 등
의 운영관리 제도를 개혁하여 응용연구와 산업화 연구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또한 과학기술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각종 장려우대정책을 시행하기 시작
했다. 넷째, 군수기술·기초과학·우주항공 등 중국이 전통적으로 우위를 가지
고 있는 분야와 핵심 주요 중점분야기술을 선택해 집중적인 지원과 혁신 산업
화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선도 혁신기술 산업화 전략의 기초 인프
라 구축을 8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국가급 하이테크 산업개발
구와 창업보육기관 및 센터, 국가중점실험실63) 등을 적극 지원 육성하기 시작
했다. 이러한 중국의 혁신산업기술 성장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되
었다. 첫째, ‘시장환기술(市场换技術)’로 시장과 기술을 맞바꾸는 전략이다. 막
대한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대가로 외국기업에 최고의 첨단기술을 요구하거나
반드시 조인트벤처 형태의 기업설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철
63) 1984년부터 시작한 계획으로 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많은 고급 과기인재와 안정된 과
학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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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 기술장벽으로 인해 중국은 여러 산업 분야의 핵심 기
술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둘째, ‘기술적 건너뜀(Leapfroggiong)’64)
전략이다. 기술 R&D의 핵심 방향을 현 시점의 기술보다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한 단계 건너뛰는 전략으로, 대표적인 중국 기술혁신성장전략이라고 볼 수 있
다. 특히 전자, 디스플레이, 스마트 폰, 자동차 등 최첨단 제조 산업기술영역에
서 ‘기술적 건너뜀’ 전략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셋째, ‘走出去’65) 전략으로
막대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해외기술 및 기업을 M&A 하는 형태로 해외 혁신기
술 및 선진우수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및 EU 등 구미권 국가들
이 중국의 기술기업 M&A에 대한 불신 및 기술유출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면서
‘국가혁신 주도발전전략’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협력형태로 전환
하는 것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즉 중국기업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혁신 네트워
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기술표준 및 규칙에 따라 해외혁신 기업
이나 R&D 기관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거나 지분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나
관련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혁신전략의 특징은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신기
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중국은 ‘선(先)허용, 후(后)
규제’ 형태의 규제 프리존(Free Zone)과 규제 샌드박스(Sandbox)를 탄력적
으로 활용하면서 신기술 혹은 혁신기술의 경우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생태계를 건설하고, 그 파급력을 벤처창업기업들에 전파한다.
이러한 중국의 기술혁신전략은 중고속 성장의 뉴노멀 시대 도래와 보호무역
주의의 확산에 따라 중국의 국가성장 핵심 기조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이른바
｢국가혁신 구동형 발전전략(創新驅動型發展戰略)｣이라는 이름으로 시진핑 정
부의 주요 기술혁신 어젠다로 자리잡았다. ‘국가혁신 구동형 발전전략’이란 기
64) 예를 들어 유선통신이 어느 정도 발달한 후 무선통신(mobile)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선통신을 뛰어
넘어 무선통신으로 바로 가는 형태 혹은 VCR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DVD 기술로 가는 형태를 의미한다.
65) 走出去 전략은 자원, 기술, 제품, 브랜드 및 유통 등 다양하게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현지 생산라인 건설,
매수 및 M&A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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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혁신을 핵심 원동력으로 삼고 축적된 기술역량과 인적자본을 토대로 질적 성
장 발전방식을 모든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 전략은 크게
2+1+6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다.

표 5-1. 국가혁신 구동형 발전전략의 2+1+6 시스템 개념
핵심 발전방향과 산관학의 지원체계 구축
2개의

과학기술 혁신

과학적 혁신탐구 및 기술난관 극복
지속가능한 혁신 시스템 능력 구축

핵심 축
체제 시스템 혁신

혁신구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생산 시스템 조정
과학, 경제, 정부참여의 유기적 협력 메커니즘 개혁

기업, 연구소, 대학, 사회조직 등 각종 혁신 주체 기능의 세분화·
고도화
- 혁신 네트워크 구축
국가 혁신 시스템 - 군/민 융합의 국방과학기술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
1개의 시스템
- 혁신 거버넌스 개선
구축
- 혁신 자원배분 메커니즘 구축
- 혁신 보호법률 제도 구축
- 혁신 장려 사회환경 구축

6개의 전환

성장방식

양적 중심의 조방형 발전 → 질적·효율성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성장요소

전통적 요소(토지·자금·노동 등) → 혁신 요소(지식축적·기술진보·
노동자 소질향상)

산업가치사슬

중·저 단계의 산업가치사슬 → 중·고 단계의 산업가치사슬

혁신능력

추격 주도(기술추격·병행·선도 병존 구조) → 병행·선도 주도

자원배치

R&D 위주 → 산업사슬, 혁신사슬 및 자금사슬을 총괄적으로 고
려하여 자원배분

혁신주체

과학기술인력 중심 → 대중창업, 만중혁신 중심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7)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정부 차원의 혁신 거버넌스 구축과 산업사슬, 혁
신사슬 및 자금사슬을 정부가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자원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국가혁신 드라이브의 주체를 단순히 과학기술인력 중심이 아닌 ‘대
중창업, 만중혁신’의 벤처창업기업 중심으로 중국 국가혁신 시스템을 재구축·
재분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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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식 개방형 혁신 생태계
중국식 벤처창업 개방형 혁신구조는 크게 정책지원·정부기금 및 민간투자·
인재유치 등 3대 축으로 구성된다. 정부 각 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 국유·민영
기업·창업가를 모두 네트워크화하여 개방형 혁신을 구조화해나가고 있다. 과
거 단순히 벤처창업기업에 대해 자금 및 세제혜택을 지원하던 것과는 달리 포
괄적이고 개방적인 벤처창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5-1. 중국식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조

정부(공산당)

정부지원기금
중앙정부

인재

기금

정책

백인계획
(국내외인재)

천인계획
(국외인재)

만인계획
(국내인재)

국가기술
전문인재

지방정부
민간투자기관

정책

국내창업회사

대기업
해외차업회사
(오픈이노베이션)

자료: 저자 작성.

1) 정책: 행정절차 간소화
중국 벤처창업의 정책적 출발점은 2014년 리커창 총리의 ‘대중창업, 만중혁
신(大衆創業, 萬衆革新)’이다. 이른바 솽촹(双创: 창업과 혁신)으로 불리는 이
정책을 기반으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규제의 철폐 및 자금지원,
정부권한 이양 등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벤처창업 설립에 필요한 3개의 행
정서류(영업집조, 기업등록코드, 세무등기증)를 하나로 통합하는 삼증합일(三
證合一)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보험 및 통계등기증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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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오증합일(五證合一)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벤
처창업 설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하나로 통합하는 다증합일(多證合一) 제도
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행정심사 허가권을 대부분 하부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거나 거의 폐지한 상태이다. 이를 통해 벤처창업에 필요
한 행정절차 및 비용을 경감 혹은 폐지함으로써 벤처창업의 부담을 축소해나가
고 있다.

2) 자금: 정부기금 및 민간투자 활성화
중국 벤처창업기금은 크게 정부의 기금투자와 민간자본의 결합으로 벤처창
업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창기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및
‘과기형 중소기업 창업투자기금’ 설립을 통해 시작된 벤처창업기금은 2006년
본격적으로 기업민간자본을 유치해 벤처창업투자재원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특히 2015년 1월부터 전략적 신흥산업 창업혁신(双创)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신흥산업 창업투자기금’을 설립하여 민간 벤처창업기금관리회사와 함께 지분
을 참여하거나 공동 투자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벤처창업영역으로 기금을 유입
시키고 있다. 2017년 5월에는 1,500억 위안 규모의 ‘중앙기업 국가창업투자
인도기금’을 설립했다. 주로 항공우주, 조선, 선박, 원자력 등 융합산업 및 고속
철도, 선진 전력망 설비, 차세대 IT,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3D 프린트,
로봇, 바이오, 환경보호 등 미래성장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2016년 기준 정부 주도의 기금은 1,013개로 총 목표 기금 규모는 5조 3,000
억 위안이고 이미 약 2조 위안 기금이 조달된 상태이다.
한편 인큐베이터 기금투자의 경우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7년까지 인큐
베이터 기금투자를 받은 기업 수는 총 3만 9,846개 사이고 그 중 국가급 인큐베
이터 내 기금투자를 받은 기업 수가 2만 8,586개 사로 71.7%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기금투자를 받은 기업 수보다 아직까지는 국가 인큐베이터 기금투자를 받아
설립한 벤처창업기업이 더 많은 상태이다. 물론 민간기업 차원의 벤처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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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중국정부 주도 벤처창업기금 설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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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프로그램도 전국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창업지원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BAT는 창업자 포함 다양한 기술 분야
130여 개 이상, 약 100조 원 이상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표 5-3] 참고).

표 5-2. 중국 벤처창업 투융자 자금투입 현황
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인큐베이터 기금투자를 받은 기업 수(개)

9,455

11,619

11,822

국가급 인큐베이터 기금투자를 받은 기업 수(개)

4,691

5,155

6,226

인큐베이터 벤처투자 수혜금액(억 위안)

847

1,480

1,940

국가급 인큐베이터 내 벤처투자금액(억 위안)

642

957

1,356

벤처창업 투융자를 받은 기업 수(개)

26,636

33,230

39,846

국가급 인큐베이터 투융자를 받은 기업 누계수(개)

19,610

24,042

28,586

자료: 沈志群 外, 中国创业投资行业发展报告(2017).

한편 대학생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출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창업
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국유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과 도시신용조합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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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으로부터 50만~100만 위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점진적인 대출절차
의 간소화를 통해 초기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고 있다. 대출기
한은 일반적으로 2년이며, 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이자
는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대출이율에 따르며, 담보의 최고한도는 담보금액의
5배 정도이다. 세제혜택의 경우 업종별로 각기 다른 우대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데, 일반적으로 대학졸업생이 1인 창업을 할 경우 창업 후 1년간은 면세혜택을
받고, 직원 채용 규모에 따라 해당 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쳐 3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기간 만료 후 8,000위안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표 5-3. BAT의 벤처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현황
회사

바이두 창업혁신센터

알리바바 창업혁신센터

텐센트 창업혁신센터
2015년 4월 설립, 온라인

개요

IT 시스템 개발 지원 및 스 2015년 설립, 스타트업
타트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 지원

IT 지원 및 오프라인 공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2년
간 100억 위안 투입하여
100개 스타트업 지원 목표

선전을 포함한 전국 30여
위치

베이징, 톈진, 청두 등 주요 개 도시에 135개 센터를 베이징, 상하이, 톈진, 항저우,
도시 설립

설립했으며, 미국·영국 등 난징 등 지역에 센터 설립
해외에도 설립

∙ 사무실 임대 혜택 제공, ∙ 스타트업에 무료로 클라 ∙ 스타트업은 사무실 임대료
세금감면 혜택, 클라우드

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감면, 세금혜택 및 기타

컴퓨팅, AI, 빅데이터 서

알리바바의 Ali Cloud, Ant

우대혜택을 받음

비스 지원

Finance, Ding Talk 등 ∙ 텐센트 산하 전문 액셀러

∙ 스타트업은 바이두 혁신
지원 서비스

전용 서비스 제공

레이터를 통해 스타트업

센터에서 경영관리, 제품 ∙ 스타트업에 선두 VC 및

에 기업등기, 회계, IP보

개발, 기타 유용한 교육을

PE를 소개하여 자금조달

호, 법률, 마케팅 등 서비

받을 수 있음

지원

스 제공

∙ 스타트업에 은행 및 투자 ∙ 스타트업에 사무실 임대료 ∙ 스타트업에 선두 VC 및
자를 소개하는 등 자금조

감면, 교육, IT 서비스 지

PE를 소개하여 자금조달

달 지원

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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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계속

지원 대상

TMT 벤처창업에 주로 지원

주로 SW 개발, IT 사업
분야 지원

모바일 게임 및 IT 분야 등

∙ 30여 개 이상 스타트업
지원
∙ 온라인 보안서비스 기업인
성과

Secwk은 Pre-A 자금
조달을 진행했으며,

중국에서 30여 개 창업공
1,600여 개 스타트업에

간을 설립하여, 만 개가 넘

무료 Cloud 서비스를 제공 는 스타트업에 지원하고 있
음

총 2,000만 위안 투자를
받음
투자 사례

NIO, Raven Tech, Lianjia ofo, Leap, Cainiao Logistics Zhihu, NIO, Flipkart, Tesla,
등 다수

등 다수

Douyu 등 다수

자료: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인재: 창업인재 유치 및 육성
중국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및 해외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나가
고 있다. 기존 ｢과학기술성과 전환촉진법｣을 개정하여 과학기술성과 권한을
참여한 인재에게 이전하는 지분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또한 스톡옵션 방식으로 기술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장려하고 있다. 특히 해외 벤처창업형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과학원이 1994년부터 국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해온 백
인계획(百人計劃)은 국내외 우수인재를 유치할 경우 해당 인재에게 200만 위안
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별로 매칭펀드 형태로 금액이 더 추가되는 경우도 있
다. 매년 100명을 목표로 45세 이하의 인재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천인계획(千人計劃)은 해외우수 창업인재,
청년 천인계획 인재, 국가중점혁신프로젝트 인재, 중앙기업과 국유 상업금융
기관 등에 약 1,000명 규모의 해외우수 혁신 및 창업인재를 유치한다는 목표이
다. 천인계획에서 인재 선정은 혁신형 인재와 창업형 인재의 2가지 트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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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특히 창업형 인재는 독자적이고 획기적인 지적재산권과 발명특허를
보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 성과는 세계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부족한 기술적 공백을 채움과 동시에 시장 잠재력을 갖추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이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해외인재 유치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천인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가장 파급력이 크고 핵심적인 해외인
재 유치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기준 천인계획을 통해 유치한 해외인재는 6,000명이 넘으며, 그중
창업인재는 이미 1,000명을 넘어 초기에 세웠던 목표인 2,000명을 크게 상회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5-3. 중국 천인계획의 세부 구성 프로그램

천인계획
국가 중점 혁신항목
우수인재

중점학과 및 중점
실험실 인재

중앙기업 및 국유
상업 금융기구 인재

해외 우수 창업인재

“청년 천인계획”
인재

외국전문가
“천인계획”

자료: 저자 작성.

2018년 세계 최초 폴더블 폰을 출시해 세계 이목을 끌었던 ROYOLE 사의
CEO인 류즈홍(刘自鸿) 교수도 천인계획을 통해 중국에 초빙된 디스플레이 전
문가이다. 류 교수는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미·중 10대 혁신인물, MIT에서 뽑
은 전 세계 35세 이하 젊은 창업자 35인 중 한 명이다. 중국 칭화대 전자공학과
를 졸업하고, 26세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대표
적인 혁신창업인재이다.
한편 2012년 8월 국내 고급인력의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 아래 국가
고급인재 특수지원계획(国家高层次人才特殊支持计划), 이른바 ‘만인계획(萬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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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劃)’이 발표되었다. 만인계획은 해외 유학파 인재 중심인 천인계획과의 형평
성 차원에서 국내인재 중심으로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부터 향후
10년간 진행되며 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 분야 우수(杰出)인재, 선도인재, 청
년 기술엘리트를 중점 선발하여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밖에 ‘백천만 인재공정(百千萬人才工程) 프로그램’66)이 있는데, 중국 인력
자원사회보장부가 주관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교육부·재정부·과학기술부·
교육부발전개혁위·자연과학기금위원회·중국과학기술협회 등이 공동 추진, 운
영하는 인재 양성 및 지원 프로그램이다.

다. 중국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지난 40년
간 평균 9%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고, 그에 따라 성장 불균형과 실업률 급등
이라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IMF 통계에 의하면, 실업률은 1990년대 및 2000
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4.2%로
다시 상승했고, 2010년부터 4% 내외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중국의 도시등록 실업률은 3.9%이다. 중국의 14억 거대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이는 거의 완전고용수준인 셈이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
제성장과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압박해 인위적으로 통계수치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등기실업률은 도시와 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즉 14억 인구 중 6억 인구의 실업률만
을 작성하고 나머지 도서지역 8억 명의 모든 통계자료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실업률은 10%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며, 중국 대학졸업자의
66) 2010년부터는 신세기백천만인재공정(新世紀百千萬人才工程)으로 개칭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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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3개월 후 실업률은 1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67) 그러나 2015년
중국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실업률은 더욱 안정화되고
있고, 벤처창업기업을 통한 일자리 수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림 5-4. 중국 실업률 추이 변화와 도시 실업자 중 재취업자 수 통계

중국 실업률 추이 변화

2013~17년 중국 도시실업자 중
재취업자 수 통계(단위: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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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0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최근 발표된 중국 인력사회보장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중국도시 실업자
수는 1,351만 명으로 200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일 1만 8,600여 개
생겨나는 신생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기여를 했으며, 특히 인터넷
경제와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에 의한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이 주효했다고 설명
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창업 육성을 통한 중국의 혁신성장은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뿐만 아니라 중국의 실업률 해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7월 미·중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고용시장도 불안한 추세를 보이
고 있다. 특히 명문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가중됨에 따른 대략 400~500만
여 명으로 추산되는 개미족(蟻族)의 출현68)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심각성이
67) 매년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는 900만 명의 신규 대졸자를 감안하면 연간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1% 늘어날 때마다 일자리가 약 200만 개가 새로 만들어지는
데, 어떻게 실업률이 4% 수준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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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면서, 고학력 실업자 해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심이 깊어지기 시작했
다. 이러한 개미족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학졸업생 창업 적극 지원, 촌관(村官)
제도 확대 도입, 지방정부 차원의 취업 및 고용확대 행사 개최, 중서부 지역·소
수민족 지역 취업 장려 등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촌관
(村官)제도69)는 대학졸업생을 향(鄕)·현(縣)급 행정단위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
로 2008년 처음 시범 도입되었고, 현재 약 100만 명의 대학생 촌관들이 중국
행정촌의 1/3에 해당하는 지역에 파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2~3년의 촌관 생
활을 마치면 취업 및 창업 장려우대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촌관제도는 단순히
고학력자 취업난 해결뿐만 아니라 농촌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
고 있다. 창업의욕, 창업능력을 갖춘 대학생 촌관들이 해당 지역 농민들을 도와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업 선두기업, 소형 가공기업 및 고효율 농업시범단지를 대학생 촌관들의 창업
실천기지로 선정하여 촌관들이 기획, 생산, 경영 및 관리 전반에 직접 참여하도
록 함으로써, 촌관들의 혁신창업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농촌을 발전시킨다
는 계획이다. 각 지방정부는 대학생 촌관 창업교육계획을 제정하여 농촌창업교
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및 현대화된 농
촌사업기능 전수, 재무회계·마케팅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창업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창업기술컨설팅 전담반을 구성하여
농촌창업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대학졸업생 창업 비율도 2013년
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생들이 창업에 취업한
다(就业创业)’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중국 대학졸업생들의 창업 열기는 남다르
다. 중국 대학 내 개설된 벤처창업 과정이 이미 2만 5,000개에 달할 정도이다.
68) 북경대학 법학과 롄쓰(廉思) 교수가 출간한 뺷개미족(蟻族)뺸이라는 책에서 비롯된 용어임. 중국에서
1980년대에 태어나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성장한 세대를 빠링호우(八零後)라
고 부르는데 성인이 된 빠링호우 중 도시에서 궁핍하게 생활하는 고학력 저소득층을 ‘개미족’이라고
부름. 최근에는 고학력 미취업자를 부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69) 촌관제도는 대학생 실업률을 줄이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대학졸업생을 ‘촌관’으로 선발해
파견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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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중국 대학졸업생 현황 및 중국 대학생 창업자 비율
중국 대학졸업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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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7-2018년 中國大學生就業報告 자료 재정리.

중국 중소벤처기업의 수는 전국 기업 총수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노
동인구의 80% 이상이 중소벤처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으며, 전체 GDP에서 최
종제품 및 서비스 가치가 6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세수입의
50%를 중소벤처기업이 부담하고 있으며, 전체 발명특허의 65%, 기업기술혁
신의 75%, 신제품 개발의 80% 이상이 중소벤처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창업을 장려하여 고용기회 확대, 중소형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 성장동력 기반 확대 등 중장기적인 벤처창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나
가고 있다.
‘차노베이션(Chinovation: China+Innovation)’을 통한 중국 특유의 시
장경제 성장방식을 더욱 구체화하고, 서방의 혁신모델과 중국식 혁신창업모델
을 융합한 미래지향형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 청년 중심의 벤처창업 지원 플랫폼인 ‘중창공
간(衆創空間)’70)을 전국적으로 설립하여 혁신기술 서비스, 창업 멘토링, 교육

70) 중창공간은 중국정부가 구축하여 지방정부 및 기업들이 오픈한 형태의 종합적인 벤처창업 지원 플랫
폼으로서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장소 및 기본설비, 정보 공유의 장, 창업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
재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벤처창업 개방형 혁신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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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중국 각 지역별 중창공간 수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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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沈志群 外(2017) 참고.

지원, 기업 간 네트워킹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중창공간은 기존
의 혁신 클러스터, 창업자 공간(创客空间), 창업카페, 인큐베이터 등의 새로운
인큐베이팅 방식이 추가된 개념으로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종합적인 창업혁신
플랫폼을 의미한다.
2017년 기준 중국에 모두 5,739개(전년대비 25.1% 증가)의 중창공간이 설
립되어 운영 중인데 그중에서 광둥성이 692개(전국 기준 12.06%)로 전국 1위
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수성이 588개(10.25%), 산둥성이 454개(8.4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전국 중창공간 내 약 110만 개의 개방형 창업공간을 마련해 매
년 42만 개의 벤처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창업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중창공간 관련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현지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운영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
이다. 2017년 기준 중창공간을 통해 창업한 청년 스타트업 수가 약 10만 개(전
년동기대비 43% 증가)에 이르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약 200만 명으로
전년대비 70% 정도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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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중국 중창공간을 통한 벤처창업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대학생 벤처창업 인원 수(명)

62,823

89,539

51,321

과학기술인재 창업 인원 수(명)

28,374

45,136

34,271

해외유학인재 창업 인원 수(명)

5,426

7,745

3,621

기업 퇴사 후 창업 인원 수(명)

10,159

14,597

6,024

재창업 인원 수(명)

20,520

30,592

15,210

벤처창업기업의 채용인원 수(명)

993,569

1,734,984

824,251

특허권 보유 수(개)

17,957

33,449

16,381

신규 등록된 벤처창업기업 수(개사)

71,556

87,761

48,261

자료: 中国科学技术发展战略研究员(2017) 자료 및 현지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필자 정리.

그림 5-7. 중국 벤처창업 설립 후 생존율과 신설기업당 고용인원 현황
신설기업당 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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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국·미국 2017년, 영국 2016년, 프랑스·한국 2015년, 독일 2014년 기준.
중국 2017년, 기타국가 2016년 기준.
자료: 중국공상총국, 국가통계포털, 미 노동통계국(BLS), Eurostat(EU통계청) 자료(검색일: 2019. 1).

중국은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선호도,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 대비
신설된 벤처창업기업에 취업하는 수가 많은 편이다. 2017년 중국 신설기업당
고용자 수는 6.5명으로 한국(1.6명, 2016년 기준), 영국(2.4명), 독일(2명), 프
랑스(1.5명)를 상회하고 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신규 취업자 1,200만 명 중 약 25%인 300만 명이 벤처창업기업에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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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 간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 현황
가. 한·중 벤처창업 생태계의 국제 비교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7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7)71) 결과
를 보면, 평가 대상 190개국 중 한국이 4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78위를 차지했
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기업생애 사이클에 따라
총 10개 분야를 국가별로 법령분석·설문조사를 통해 비교·평가한다. 그중 창
업환경(Starting a business) 순위를 보면 한국이 9위, 중국이 93위로 한국의
창업환경이 월등히 우수하나, 자금조달, 법적분쟁해결 및 재산권 등록 등 일부
분야의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
의 경우 한국이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이 낮고 소송절차가 효율적인 점이 높게
평가되어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의 경우도 지식재산권 보호와 행정비용의 삭감
으로 인해 190개 국가 중 5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2014년 11월 국무원의 비준
을 받아 베이징에 최초의 지적재산권 법원이 설립되었고, 그 후 상하이와 광저
우에도 지적재산권 전문 법원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벤처창업 관련 민사행
정 사건처리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베이징의 경우 설립 50일
만에 367건을 처리하였고, 2016년 5,000건이 넘는 관련 소송을 처리하였다.
자금조달(Getting credit) 분야의 경우 한국이 55위, 중국이 68위로 한국은
자금조달의 경우 금융리스·양도담보·채권양도·동산담보 등을 포괄하는 단일
한 법령이 없는 반면 중국은 점차 체계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재산권 등록
(Registering property) 분야의 경우도 한국이 39위, 중국이 41위로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게 조사되었다.
지역별 창업환경 순위를 보면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의 경우 이미 한
71) 이 지표는 창업 소요시간, 건축인허가 비용, 전기연결 소요시간·비용, 재산권 등록 소요시간, 세금납부
소요시간·실효세율, 지급불능 시 채권 회수율 등의 지표를 근거로 매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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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별 전체 벤처창업 순위가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하나, 한국의 벤처창업 생태계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활성화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기존 기업 대비 벤처창업기업의 비율은 중
국의 4분의 1 수준이고,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인 미국의 Startup Genome72)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인재확보, 자금
조달, 시장접근 등에 대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에서 베이징과 상하이
가 각각 4위 및 8위를 차지해 서울을 이미 추월한 상태이다. 한편 미국 코넬대
학, 프랑스 INSEAD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으로 산출하여 발
표하고 있는 2017년 글로벌 혁신지수73) 순위를 보면, 중국이 22위로 11위인
한국을 뒤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5-5.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순위
항목

종합

성과

펀딩

인재

실리콘밸리

1

1

1

2

뉴욕

2

3

2

7

런던

3

4

4

10

베이징

4

2

5

8

보스턴

5

6

6

4

텔아비브

6

9

8

11

베를린

7

7

9

5

상하이

8

8

3

9

자료: Startup Genome(2017); 중국공상총국, 국가통계포털, 미 노동통계국(BLS), Eurostat(EU통계청) 자료.

72) 미국 Startup Genome은 2011년부터 50개국 100여 개 도시의 스타트업 창업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스타트업 생태계를 측정하고 있다.
73) 미국 Cornell, 프랑스 INSEAD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으로 국제기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81개 양적·질적 지표(교육비 지출액, R&D 지출액, 컴퓨터과학 분야 지출액, FDI 순유입 등)를
사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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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주요국 글로벌 혁신지수 및 순위
2013

2017

순위변동

고소득국 평균

50.1

48.9

-

중상소득국 평균

35.8

34.1

-

스위스

66.6(1)

67.7(1)

-

미국

60.3(5)

61.4(4)

1↑

이스라엘

56.0(14)

58.1(10)

4↑

한국

53.3(18)

57.7(11)

7↑

일본

52.2(22)

54.7(14)

8↑

중국

44.7(35)

52.5(22)

11↑

주: ( ) 안은 순위.
자료: The Global Innovation Index(2018).

기존 기업 수 대비 창업 수를 나타내는 창업률의 경우는 중국이 41%로 한국의
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GDP 대비 벤처창업 투자금액 비중도 중국이
0.28%로 한국(0.13%)보다 높고, 회수시장(Exit) 내 M&A 비중도 중국이
21.6%로 한국 10.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7. 한·미·중 3개국 벤처창업환경 비교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중국

창업률(창업 수/기존 기업 수)

9.0

7.4

41.0

GDP 대비 벤처창업 투자금액 비중

0.13

0.37

0.28

회수시장 내 M&A 비중

10.5

93.7

21.6

자료: 관계부처 일동(2018).

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74)
2017년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4개 조사
74) GEM은 1999년 영국 런던경영대학의 Michael 교수와 뱁슨대학의 William Bygrave 교수가 제안한
개인 창업활동에 대한 세계적 연구로 시작해서 현재 국가간 창업활동의 태도, 활동 및 열망 차이를 조
사하여 국가별로 창업활동 수준과 그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있으며, 현재 54개국이 참여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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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가운데 한국은 42개월 미만의 초기창업활동(TEA: Total Entrepreneurial
Activities)75)을 하는 응답자가 지난해 13.0%로 21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10.5%로 28위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에 따라
창업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기업가정신이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선진국 대비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선진국 창업기업의
평균 수명은 5.3년이고, 중국 창업기업의 평균 수명은 3.45년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의 창업시장 변화 및 기초 인프라, 정부정책, 개방정도 측면에서는 이미 한
국보다 우수하고, 문화 및 사회 규범적, 비즈니스 환경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경력경로로서 기업가 선호도(Entrepreneurship
as a good career choice)76) 및 18~64세 인구 중 창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창업단계 기업활동(Total Early-stage Activity)지수 등이 비교적 우수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8. 좋은 경력경로로서의 기업가지수
80

70.3

그림 5-9. 창업단계 기업활동(TEA)지수
15

63.7

60

58.8

51.8

글로벌 평균 62.2
45.3

44.4

12.6
10.6

10

10.3

8.8

6.7

40

4.6

5

20
0

글로벌 평균 9.9

중국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인도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18).

0

미국

인도

중국

영국

한국

독일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18).

과거 일반 창업인 생존형 창업(Necessity start-up)에서 점차 혁신형 기술
벤처창업형태인 기회형 창업(opportunity start-up)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고,

75) 초기단계(3.5년 미만)기업의 기업가적 활동 비율로 창업기회의 포착,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지식·
기술 보유 등의 항목으로 측정.
76) 18~64세 성인 인구 중 장래 직업으로서 기업가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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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창업 및 해외에서 유학, 귀국 창업하는 인력이 급증하면서 창업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중국 창업연령 분포도의 경우 18~34세 구간이
65%로 다른 연령구간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8. 한·중 양국의 창업 생태계 비교
한국
∙ 융자 위주의 금융지원
- 창업 초기자금 대부분을 정책자금 등
일반금융(융자)으로 조달
창업
초기자금
조달

- 2018년 9월 VC 수: 129개 사(PEF는
2017년 135개)
- VC 투자 건수(2018년 9월): 1,305건

중국
∙ 대출 위주의 지원
- 엔젤투자, 정책자금, 융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창업자금 조달
- 2018년 7월 PE/VC 수: 약 1만 5,000여 개
(외국계 VC 포함)
- PEF/VC 관련 종사자: 약 15만 명

- VC 운용자산: 약 20조

- VC 투자 건수(2018년 4월) 2,500여 건

- 2017년 기점 정체 상태,

- PEF/VC 운용자산: 약 1,500조 원

VC 점차 위축

- 엔젤투자 활기, 최근 하락세
∙ 투자회수율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IPO
와 M&A의 균형적 성장

중간회수시장

∙ IPO(90%)에 주로 의존하고, M&A는
10%에 불과

- 2018년 1/4분기 총 491건의 PE/VC
투자회수가 진행, 그중 전체 투자회수
건수 59%가 IPO(162건)와 M&A(125
건)
*제3자 매각 85건, 신삼판 등록 78건 등
∙ 성공을 위한 최적의 수단

창업 문화

∙ 창업은 어쩔 수 없는 선택

∙ 무한한 시장으로 창업기회 많음.

∙ 한 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

∙ 취업을 위한 하나의 과정
∙ 재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자료: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및 중국증권투자운용협회 등 자료 종합.

특히 벤처창업 자금조달의 경우 한·중 간의 격차는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은
융자 중심의 창업자금 지원으로 인해 창업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2000년
대 중반 벤처창업 붐이 붕괴한 후 엔젤투자, VC 등이 급격히 위축되는 분위기
였다. 2009년 이후 정부창업 지원이 확대되면서 창업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으
나,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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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대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출 및 융자 지원시스템 확대로 인해 창
업기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엔젤투자, PEF(사모펀드)77) 및 VC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국의 2017년 VC 전체 투자 규모는 약 39억 4,000
만 달러(4조 4,000억 원)인 반면, 중국의 VC 투자건수는 총 2,450건이었으며,
총 투자금액은 580억 달러(61조 9,730억 원)를 기록했다.

그림 5-10. 중국 VC 투자금액 및 건수 현황

3,000

2,651

2,500

50.59

2,000

500

45.91

70.00
2,450

60.00

58.00

50.00
40.00

1,437

1,500
1,000

2,622

30.00
562

19.96

20.00
10.00

5.41

0.00

0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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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10억 달러)

2016

2017

건수

자료: 中国科学技术发展战略研究员(2017) 참고.

중국 VC의 주요 투자 분야는 투자금액별 기준, 인터넷·SW·IT 서비스업 등
SW 및 정보서비스업(47.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핀테크 분야
(7%), 신에너지 및 환경 분야(6.7%), 바이오산업 분야(5.6%), 컴퓨터 및 통신
설비 분야(4.03%) 등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
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공개모집하는 크라우드펀딩 규모도 급속히 증가
하는 추세이다. 2017년 중국의 크라우드펀딩 금액은 미국보다 5배 이상 많은
약 50억 달러로 추정된다. 또한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
77)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주식,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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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된 중국 신삼판(新三板)78)의 경우도 2013년 12월 전국으로 확대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2006년 등록기업 6개로 시작한 신삼판은
2017년 기준 상장된 기업 수가 11,630개로 시가총액은 5조 4,000억 위안, 일
평균 거래대금의 경우 7억 5,000만 위안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코넥스의 경우
152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38억 달러 규모이다.

표 5-9. 국가별 크라우드펀딩 규모(2017)
(단위: 억 달러)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49.2

9.2

1.3

0.8

0.7

0.1

자료: 독일 스타티스타(Statista) 통계(검색일: 2018. 11. 12) 자료 참조.

이처럼 중국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시스템을 도입, 운
영하고 있다. 기본적인 금융지원시스템은 다른 국가와 비슷하다. 정부·대학·
국영기업·중국 및 외국계 VC 등이 스타트업에 출자(투자) 혹은 자금지원을 하
고,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인큐베이팅되고, IPO 혹은 M&A를 통해 자금이
회수되는 시스템이다. 2017년 중국 및 외국 VC의 자금회수 건수는 1,420건으
로 주요 자금회수 방법으로는 IPO가 470건으로 38%, 지분매각 회수방식이
360건으로 25%, 신삼판 자금회수의 경우 315건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IPO 심사제도를 완화하면서 IPO를
통한 자금회수(Exit)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기준 중국
및 해외에 상장된 중국기업 수는 504개에 달하고, 상하이 증시 및 선전 증시에
신규 상장된 벤처창업기업은 438개에 달한다.

78) 초창기 베이징의 중관촌 소재 비상장 하이테크 벤처기업들의 장외거래시장을 의미하였는데, 2013년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 대상을 전국의 벤처창업기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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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중국 벤처창업 자금 지원 흐름도

중앙 및 지방 정부

자금지원

천인계획을 통한
해외 우수창업인재 유치

Seed
투자

국내창업지원

대학

자금지원

창업
단지

창업
투자
회사

창업
보육
회사

1Round
2Round

직접창업지원
국영 및 민영 기업
외국계 VC

개인

은행
증권사
투자신탁

출자

창업
투자
기금

창업
투자
회사

Early Finance

창업
보육
회사

투자 및 보육

직접 투자

3Round
4Round
자금회수

IPO 혹은 M&A를 통한 자금회수

자료: 저자 작성.

한·중 간 벤처창업기업 수를 비교해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활성화와 ICT 시장의 확장성, 풍부한 벤
처창업자금 등 친화적인 벤처창업 생태계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
해 매년 벤처창업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중국에서 신설된 기업 수는
670만 개(전년대비 10.3% 증가)로 일일 평균 1만 8,600개가 생겨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신설된 벤처창업기업 수가 약 10,200개(전년대비 3.7%
증가)로 중국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중국과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신설기업 수가 14개 및 15개로 비슷하였으나, 2017년에는 중
국은 34개, 한국은 16개로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설립 1년 후의 기업생
존율은 약 60~70%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낮지만 한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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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중국 연도별 신설기업 수

그림 5-13. 인구 1만 명당 신설기업 수

(단위: 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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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공상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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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공상총국, 중소기업중앙회.

나. 한·중 벤처창업 단계별 지원정책 비교
한국은 과거 각 창업 단계별로 중국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지원정책을 시
행, 운영했으나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유사/중복 지원제도로 인해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는 정부 실적 위주의 창업지원정책으로 효율적인 창업지원제도
라고 보기 어렵다. 창업준비 단계의 경우 한국은 초중고교 학생, 대학생 및 일
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기업
가정신 확산을 위해 성공한 스타 CEO가 자신의 경험과 열정을 대학생에게 강
의하는 YES 리더스 특강,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 실전창업리그-슈퍼스타V, 벤
처창업대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15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 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차별화된 벤처창업 지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2018년부터 개방형 혁신 기반의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
선도형, 개방형, 참여공유형의 3가지 기본 형태의 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
다. 첫째, 민간선도형 지원사업은 VC, 대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면, 정부는 간
섭을 최소화하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방식79) 확대와 창업 사업화 패키지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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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지원사업은 신규 건물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On-Off상에서 벤처창
업 주체 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지역
별 창업마을 조성,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
째, 참여공유형 지원사업은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
이 경험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 스페이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의 경우는 대학생 창업 확대를 위한 취업·창업 박람회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으며, KAB 프로그램,80) 기업 설립과 개선을 위한 SIYB(Start
Improve Your Business program) 프로그램,81) 해외에서 우수 창업인재 유
치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다양한 형태의 창업 준비
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실행 단계의 경우 한국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언제든 창업, 사업
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를 운영했고, 39세 미만
의 청년사업자를 발굴하여 창업공간,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청년
사관학교 및 대학생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업선도대학을 운영했으며, 창업
맞춤형 사업화,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상하이, 베트남 현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글로벌 창업사업 등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금과 기술력이 있는
대기업과 혁신적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있는 벤처창업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살
려 상호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하
고 있다. 예를 들어, LG 그룹의 경우 마곡 사이언스 파크 설립 등으로 협력업체
와의 연계기능을 강화하는 혁신형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현대차의 경우는 스
79) 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기업 육성 및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전문회사)를 통해 유망 기술창업팀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보육, 멘토링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팁스 운영사)가 유망한 기술창업
팀을 엄선하여 투자-보육-R&D-해외마케팅 등 패키지로 지원·육성하는 고급기술창업 프로그램이다.
80) KAB(Know About Business)는 국제노동기구가 대학생의 창업의식과 창업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전
문적으로 설립한 교육프로그램.
81)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창업을 희망하나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SIYB 연수 등의 창업연수를 무
료로 실시해 창업희망자들에 대한 창업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창업실패를 경험한 대학생들의 경우 규
정에 따라 실업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SIYB 프로그램 중 GYB(기업 아이디어 생산),
SYB(기업 창설), IYB(기업 개선)의 3가지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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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트업 육성, 조인트 벤처 설립, 각 대학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등으로 벤
처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또한 해외우수창업인재 유치를 위한 ‘백인
계획’, ‘천인계획’, 국내 우수 창업 혁신형 인재발굴을 위한 혁신창업영재(创业
领军人才), 우수청년인재육성계획 등을 통해 선발된 우수창업인재와 기존 혁
신기업 및 대기업을 연결하여 벤처창업 생존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 그룹은 선발된 창업혁신인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성공 후견인’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5-10. 한·중 양국의 창업 단계별 지원정책 비교
단계별 지원정책

한국
- 연령별 창업교육(초·중·고 비즈쿨 및

창업준비 단계

대학생·일반인 창업아카데미)
- 기업가정신 확산(YES 리더스 특강, 실
전 창업리그-슈퍼스타V 등)

중국
- 대학생 창업 중심 교육(KAB, SIYB 등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업가정신 확산
- 해외우수창업인재 유치

- 투자 중심 자금 지원
창업실행 단계

(천인계획, 백인계획 등)

- 멘토링, 창업컨설팅 지원

- 창업혁신인재 프로그램

- 글로벌 창업 지원

- 각 지방정부별로 멘토링 사업단
운영

- IPO 중심의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창업초기 단계

- 청년전용 창업자금 운영
- 창업보육센터
- 2018년 4월 연대보증 폐지 등 재창업

재창업 단계

분위기 도모
- 매칭 지원의 재도전 프로그램

- 엔젤투자, M&A 중심의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 재창업 자금 및 훈련 기회
제공(실업보험 제공)
-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창업멘토단 운영

자료: 저자 작성.

창업초기 단계의 경우 한국은 창업초기 기업 자금 및 R&D 자금 지원과, 투
자 및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참여하는 엔젤매칭펀드 운영 및 IPO 시
장진입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 기반 벤처창업기업에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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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있어 성공적 창업안착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과거 IPO 및 M&A 등 중간회수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하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완화로 인해 최근 들어
자금회수(Exit)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또한 민간 차원의 엔젤투자가 활성화
되면서 중간회수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스타트업에 초기 자금과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민간기관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startup accelerator)’82)
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창업실패 후 재창업 지원 단계의 경우 중국이 한국보다 좀 더 획기적인 시스
템과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청년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걱
정을 해소하고, 재창업을 장려하는 다양한 유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창
업실패 후 재취업을 위한 각종 인사대리비용을 면제한다(2년간 인사대리비용
면제, 5년간 구직등록비용 면제). 둘째, 창업기간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만
약 재취업 시 의료·양로·실업·공상·생육보험 등 5대 사회보장비용 납부를 인
정하고 있다. 셋째, 빈곤퇴치운동인 ‘삼지일부(三支一扶)’에 참여한 대학졸업생
및 창업경험이 있는 구직자의 경우 공무원 혹은 국유기관 시험 응시 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83) 한국은 최근 들어 재창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액셀러레이터가 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선투
자하면 정부가 사업화와 R&D 자금 등을 매칭 지원하는 재도전 프로그램을 신설
했고, 2018년 4월 창업 실패 시 부담완화와 신속한 재창업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82)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존재하는 단계의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해 업무공간 및 마케팅, 홍보 등 비핵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 및 기업. 벤처 인큐베이터 혹은 창업보육센터와 비슷한 개념이지
만, 조금 더 초기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을 벤처 단계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에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마케팅·전략 등 각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을 멘토로 연결해 주기도 함. 특히 3∼4개월간의 지원 프로그램이 끝나면 언론과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demo day)를 제공함. 데모데이에서 보통 회사가 진출
하려는 시장이 직면한 과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방향, 현재까지의 사업성과 등의 발표가 진행됨.
83) 농촌의 교육과 농업·의료를 지원하고 빈민을 구제하도록 하는 제도에 참여한 고학력자들이나 서부지역
지원자 등은 공무원 시험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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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를 폐
지하였고, 기존 연대보증은 2018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있는 단계이다.

4. 한·중 간 벤처창업 협력방안
가. 한·중 간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한·중 벤처창업 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R&D 단계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기술혁신의 모든 과정에서 정부·기업·대학 등 외부의 기술이
나 지식, 아이디어를 양국간 서로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기술혁신의 비용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론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양국 벤처창
업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의 효용성과 부가가치 창출을 최적화·극대화해 나가
는 양국간 기술혁신 협력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양국 벤처창업 간 개방형 혁
신은 단순히 한·중 벤처창업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판매하는 형태와 스
핀오프(Spin-Off)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각국이 소유하고 있는 벤처
기술을 상대국 벤처기업에 판매하거나 상대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업화
를 시장에 맞게 다각화하게 되고, 그로 인한 로열티 수입을 통해 상호 수익을
창출하는 상호 윈윈(win-win) 협력모델이다. 스핀오프 형태의 한·중 혁신협
력은 각국 벤처창업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으나, 비즈니스 환경 및 기술적 제한
성으로 인해 확장성이 떨어질 경우 한·중 양국 벤처창업기업이 공동의 벤처창
업기업을 설립하여 양국시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형태
이다. 따라서 스핀오프 형태의 양국간 개방형 혁신은 혁신기술의 확장성과 사
업다각화 모색, 신성장 동력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국정부 또한 ｢국가혁신 구동형 발전전략｣에 개방형 혁신을 향후 중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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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혁신의 핵심으로 적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 창업투자유도기금을 설립해
국가신흥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기
준 중국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기업) 수가 186개로
이미 미국(136개)을 추월했고, 2018년에만 새롭게 등장한 유니콘 기업 수는
97개로 3.8일에 하나꼴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셈이다. 보스톤 컨설팅 자
료에 의하면, 유니콘 기업 탄생에 중국은 평균 4년, 미국은 7년이 소요된다. 중
국은 이미 전세계 유니콘 기업 수의 30%, 기업가치의 42%를 차지할 만큼 글로벌
혁신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자국 내 플랫폼 기업 및 벤처창업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장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과 이스라엘 간 개방형 혁신 협력사례라고
볼 수 있다. 중국정부의 허가 아래 2015년 3월 알리바바는 이스라엘의 대표적
인 디지털 미디어, 반도체, 사이버 보안 등 분야 전문 벤처투자사인 JVP(Jerusalem
Venture Partners)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이스라엘 스타트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고, 그해 9월 광둥성 광저우시는 이스라엘 로봇협회와 협력하여
광저우 개발구에 ‘중국-이스라엘 로봇 연구원’을 설립하여 양국간 로봇산업 벤
처창업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중국 최고의 기술혁신 명문
대인 칭화대를 기반으로 중국 내 7개 대학과 이스라엘 7개 대학 공동으로 칭화
대학 내 ‘중국-이스라엘 혁신창업기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혁신창
업기지를 통해 중국-이스라엘 간 공동창업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새로운 비
즈니스 협력모델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중국 민간 최고의 우주항공기업인 광
치(光启) 그룹의 경우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3억 달러 규모의 ‘광치 국제혁신
기금’을 설립하여 이스라엘 내 우주항공 및 지능형 로봇 등 혁신 분야 벤처창업
투자를 통한 개방형 혁신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중국과 이스라엘 간 벤처창업
개방형 혁신협력사업은 대학 연구소 및 산업연구단지 등 분야에서도 활발히 진
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중 벤처창업 개방형 혁신협력사업의 가장 적합한 벤치
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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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유럽 간 개방형 혁신협력 속도도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중국과 독일
첨단과학기술 창업기금(HTGF)은 전략적 개방형 혁신협력을 통해 3억 유로를
독일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하고, 동 스타트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독일 벤처캐피털 및 창업투자회
사와의 협력을 통해 독일 인더스트리 4.0 관련 벤처창업 투자기업들을 직간접
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설
립한 에이직 캐피털(AGIC Capital: European-Asian private equity firm)
이다. 2015년 설립된 에이직 캐피털은 중국-유럽 사모투자 회사로 독일의 산
업용 로봇 제조사 크라우스 마파이(Kraussa Maffei)를 10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에 인수했고, 산업용 자동화 및 로봇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이탈리
아 로봇팔 제조사인 지매틱(Gimatic)을 1억 유로(약 1,300억 원)에 인수했다.
미국과 중국 민간 차원의 개방형 혁신협력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중국
최초 민영 창업투자기금 회사인 CSC 그룹(China Science & Merchants
Group)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세계 최대의 창업투자 플랫폼인 엔젤리
스트(AngeList)와 전략적 개방형 혁신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4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여 CSC Upshot이라는 벤처창업기금을 설립해 실리콘밸리 내 스타트
업에 투융자를 제공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
다. 그러나 아직 한·중 간 벤처창업 개방형 혁신협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단순히 ICT 산업 분야 개방형 혁신협력을 넘어 다양한 산업기술 분야로 확대
해나가야 한다. 제약·바이오·콘텐츠·에너지 등 분야로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
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산업 분야 임상
시험관련 중국과의 개방형 혁신협력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2018
년 중국은 제약사 주도 전체 의약품 임상시험 프로토콜 점유율 순위가 세계 4
위로 상승세가 매우 가파르다. 중국이 참여하는 다국가 임상시험은 아직 한국
보다 미흡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단일국가 임상시험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임상시험 규모 면에서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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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임상시험 및 신약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 IND/NDA 승인절차를 간
소화하고, 해외 임상데이터를 수용하는 등 다국적 의약품의 임상시험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혁신 의약품에 대해서는 해외출시 허가 없이 중국
내 임상시험과 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등 외국 우수 바이오기업의
중국진출과 혁신신약의 중국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나. 한·중 간 벤처창업 공동펀드 조성
최근 글로벌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정부도 해외창업기업의 국내유치 인바
운드(In-bound) 사업과 국내 벤처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아웃바운
드(Out-bound)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바운드 사업의 경우 K-Startup 그
랜드 챌린지 비즈니스 미팅데이, 국내외 벤처창업 기업 간 연계를 위한 네트워
킹 데이 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유망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유치를 위해 사업
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웃바운드 사업의 경우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액셀러레이터 DB를 구축하고, 투자실적 등 역량을
분석하여 수요자 맞춤 매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 및 스웨덴 등
창업선도국가와 기술창업 플랫폼을 연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가장 대표
적인 사례가 영국공학한림원의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인 ‘Enterprise-Hub’
를 통해 TIPS 창업팀의 유럽진출 및 현지 VC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 단계라 일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간 공동펀드를
통한 벤처창업 육성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간 벤처창업 공동펀드 조성을 통한 새로운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한·중 양국 정부는 2015년 10월 양국간 투자협력기금 공동연
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한·중 전략
적 협력 파트너 관계 강화, 공동혁신 및 기술상용화를 위한 상호투자 증진,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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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시장 공동개척 및 혁신창업 협력 등 추진을 위한 공동기금을 설립하고자 공
동연구를 진행하기로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청 및 창업진흥원 주도하에 벤처
창업·투자 관련 양국 정부, 민간 VC와 출자자 및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한·중
양국간 창업·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국내 민간 VC 및
창업투자기관 차원에서 중국과의 벤처창업 공동펀드 조성 및 한·중 창업협력
매칭펀드 조성 등의 노력도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주체기관 선정 및 펀드 활
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이 부족하여 대부분 흐지부지되었다. 양국 정
부 차원에서 진행된 벤처창업 공동펀드 사업의 경우 전반적인 방향성만 제시하
고 실제 진행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부 한·중 양국 공동펀드 사례의 경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양국간 신성장 혁신산업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은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민간기업 차원의 공동펀드를 조성해서
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들 대상 사전조사 및 현지 인터뷰 결과 해당 기업들
은 한·중 공동펀드에 대한 추진력이 미흡하여 정책적 보완성이 필요하다고 제
언하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사업규제 완화와 공동펀드 주체의 기능을 과감
히 민간에 이양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한·중 벤처창업 공동펀드
운용사 선정의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기보다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
국모태펀드 및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을 통해 중국 전문성을 고려한 전담 운용
사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한·중 벤처창업 공동펀드의 프
레임을 구성하고, 전담 운용사 선정 및 관리는 상기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것
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펀드의 투자 대상은 한국기업의 경우 중국시장 내 경쟁력 있는 한국벤처
기업 혹은 중국 소재 한국투자기업이고, 중국기업의 경우 한국과 기술 제휴가
가능한 기업, 유통채널을 보유한 기업 혹은 중국의 전도유망한 혁신기업이다.
물론 공동 협의하여 제3국 시장 투자도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초보적이긴 하나
한·중 양국간 벤처창업 공동펀드 조성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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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양국간 공동 벤처창업 설립 & 단일펀드 설립형태
양국간 벤처창업 활성화와 효율적인 공동펀드 관리·운용 및 시너지 확산을
위해 한·중 공동으로 하나의 한·중 벤처창업 운용사를 선정하여 하나의 펀드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중 양국이 자국에서 ‘한·중 벤처창업 공동펀
드’ 출자 공고시기를 맞추어 한·중 양국이 협의하여 1개의 단일 운용사를 선정
하고 사모투자펀드(PEF: Private Equity Fund)84) 형태의 공동펀드를 설립하
는 형태이다. 이 공동펀드의 경우 양국간 기술 트렌드 파악, 중국기업과의 제3
국 동반진출 등이 주요 목적인 만큼 양국간 단일펀드 운용사 선정이 매우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모투자펀드는 그 투자대상이나 투자방식에 따라 크게 Buyout
펀드,85) Mezzanine 펀드,86) Venture Capital 펀드로 구분되는데, 이 공동
펀드의 경우는 향후 확장성과 기술력이 있는 벤처창업기업의 주식이나 주식연
계 증권을 인수하는 Venture Capital 펀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
벤처창업 운용사, 기술기업 등의 출자자(LP: Limited Partner)87)가 참여하도
록 하여 한·중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형태의 세부적인 협력 프로세스는 [그림 5-14]와 같다.

84)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
(私人) 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
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함.
85)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이나 핵심 자산의 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기업가치를 증대한 후 동 지분
이나 자산을 매각하여 고수익을 실현하는 펀드.
86) 투자대상기업의 부채나 자본을 인수하여 자본구조의 개선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
모펀드 형태.
87) LP는 투자에 대한 유한책임을 갖는 출자자로 일반적인 벤처캐피털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GP와
다르게 책임이 유한하므로 그 수익도 정해진 기준만큼만 가져가고 투자가 성공했다고 해서 별도의 수
익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펀드나 한·중 양국 벤처창업기업에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실
제 대부분의 자금은 LP의 자금이 투자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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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벤처창업 공동펀드 설립 및 단일 운영사 형태

한국

중국

한중 창업벤처 펀드

중한 창업벤처 펀드

선정

한국운용사

한국기업

선정
협업강화

중국운용사

제3국 기업

중국기업

신성장동력사업 공동발굴
기술 상용화, 고용 창출 효과 등
자료: 저자 작성.

2) 한·중 양국 별도의 공동펀드 설립 & 별도 운용사 운영형태
한·중 양국간 별도의 벤처창업 펀드를 조성하고, 한·중 양국 공동으로 설립
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형태이다. IPO, M&A 등
자금회수방식(Exit)과 자본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국이 별도로 벤처창
업 운용사를 선정하여 자국 내 두 개의 펀드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중 양국 벤처창업 펀드는 별도 운영하되, 출자 약정금의 40% 이상은 양국
펀드의 운용사가 공동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로 약칭)를 통해 선
정된 양국 기업에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양국이 선정한 펀드 운용사 간 효율
적인 한·중 합작공동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사 선정 시 공동 투자심사
위원회 관련 의무사항을 사전에 조율해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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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한·중 양국 공동펀드 & 별도 운용사 형태

한국펀드

韓 투심위

60% 이내 투자

중국펀드

공동 투심위

40% 이상

40% 이상

中 투심위

60% 이내 투자

한국기업 ①

기업 A

중국기업 一

한국기업 ②

기업 B

중국기업 二

한국기업 ③

기업 C

중국기업 三

한국기업 ④

기업 D

중국기업 四

한국기업 ⑤

기업 E

중국기업 五

자료: 저자 작성.

양국 벤처창업기업에 각국의 펀드가 함께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양국
펀드 운영사가 출자약정금을 상한선/하한선 등의 적정 비율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수한 한국(중국) 벤처창업기업이 있을
경우 우선 한국(중국) 펀드 운용사에서 1차 심의를 진행하고, 2차 양국 공동 투
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투자를 진행한다. 한국기업일 경우는 한국 펀
드 운용사가 60% 이내 투자를 해야 하고, 중국 펀드 운용사가 40% 이상 투자
를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기업일 경우는 중국펀
드 운용사가 60% 이내 투자를 하고, 한국 펀드 운용사가 40% 이상 투자를 하
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그림 5-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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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국 공동 단일펀드 설립 & 공동의 단일 운용사 선정형태
이 모델은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하나의 벤처창업 펀드(PEF)를 설립하고,
한·중 양국이 공동의 단일 운용사(Co-GP)88)를 선정하여 한국기업 및 중국기
업, 제3국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하나의 펀드를 설
립하되, 양국이 펀드 공고시기를 맞추어 공동 운용사(Co-GP) 형태로 진행하
여 양국 운용사 간 긴밀한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림 5-16. 양국 공동 단일펀드 & 공동 단일 운용사 형태

한국

중국

한중 벤처창업 공동펀드(PEF) 설립

단일 운용사 선정

한국기업

제3국 기업

중국기업

효과
신성장동력사업 공동발굴
기술 상용화
고용창출효과 등
자료: 저자 작성.

88) GP(General Partner)는 투자에 대한 무한책임을 갖는 투자자로 투자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GP가 투자한 자금이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투자
를 진행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가질 수 있고, 최종투자가 성공했을 때는 추가적인 성공보수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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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의 경우 공동펀드의 설립 지역, 법적 형태, 투자심의위원회 운영계
획, 화폐 단위 등은 Co-GP 운용사가 제안하고, 선정평가 시 이를 평가하여 결
과에 반영하는 형태이다. 펀드 설립·운용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양국 정부 및
유관기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정된 운용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투자발굴능력(Deal Sourcing) 측면에서 상기 2가지 방식보다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세팅 단계에서의 협
의만 잘 진행된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5-17. 민간 한·중 벤처창업 공동펀드(PEF) 사례

펀드 개요
결성금액
중점 투자 대상

펀드 구조
1억 USD 상당 RMB (한화 약 120억 원)
6년(투자기간 3년)

설립일

2016년 1월 13일

운용사(GP)

펀드관리회사 JV(China)

한중 시너치 창출 사업

존속기간

·한국: SV Investment
·중국: Shenzhen Capi tal Group(深圳市创新投资集团有限公司 )
Fortune Link(东方汇富 )

Korea
한국
LP

China
심천 한·중 산업 투자펀드

중국
LP

공동 운용사(Co-GP)
SV Investment

모태펀드 선정 2016년 최우수 운용사
Shenzhen Capital Group

Fortune Link

중국 VC 순위 RANK 1위

중국 VC 순위 RANK 25위

중국소재
한국기업

중국기업

Exit:
IPO / M&A
한국 / 중국 / 기타

출자
투자

자료: SV Investment(2018).

또한 양국 운용사가 가진 네트워크를 통한 우수 Deal Screening이 수시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공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초기 벤처창업기업의 성
장 지원 → 해외진출 지원, 유통망 & 협력 파트너 연결 등 → IPO, M&A의 양
국 자본시장을 활용한 중간회수(Exit)까지 선순환의 Value-up 전략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도 있다. 공동 운용사(Co-GP) 형태의 한·중 벤처창업 공동펀드
의 경우 이미 민간 차원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으며, 부분적이지만 좋은 펀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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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폴리오를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바로 한국 SV 인베스트먼
트사와 2017년도 중국 VC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hen Zhen Capital
Group(深圳市创新投资)과 5위를 차지하고 있는 Fortune Link(东方汇富)사
3자가 2016년 설립한 공동 운용사(Co-GP) 펀드이다. 1억 달러 상당의 공동
펀드 기금을 광둥성 선전에 설립하여 인터넷 보안, 반도체, 헬스케어, 교육용
로봇, 전기차,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한·중 양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동펀드의 경우 중국 내 한국 벤처기업 및 중국 벤처창업기
업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한·중 양국 내 IPO 및 M&A를 통해 자금회수(Exit)
를 하는 방식이다.

5. 결론
중국에서는 하루에 1만 8,300개의 벤처창업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2012년
중국의 인구 1만 명당 벤처창업기업의 수는 14개로 한국(15개)과 비슷한 수준
이었으나, 6년이 지난 2018년에는 32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중국의 VC 투
자 규모는 미국의 77%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벤처창업열풍이 가장 뜨거운 나
라이다. 중국은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창출의 2마
리 토끼를 잡고 있다. 중국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노동집약형 발전모델에서 4
차 산업혁명의 국가혁신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집약형 발전모델로 전환되
고 있다. 이러한 중국식 성장전략은 벤처창업 기업가정신·민간투자·정부주도
의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의 3박자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혁신과 창
업은 뉴노멀 시대를 맞이한 중국이 향후 성장동력으로 삼은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다. 중국은 창업을 장려하여 고용기회 확대, 중소형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 성장동력 기반 확대 등 중장기적인 벤처창업 혁신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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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내수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창업 생태계 메커니즘이 자연스럽게 구축
되는 형국이다. 10억 명에 달하는 모바일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막강한 시장의
파워와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거의 무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탄탄한 창업
지원 인프라가 융합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벤처창업의 플랫폼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7년 40만 명의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약 90%가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
으며,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정
반대다. 국내 모 대학 4,0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창업
하거나 스타트업에서 일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2.8%와 1.1%에 불과하
다. 지금 한국은 실업률 대란에 빠져 있다. 청년실업률은 10.5%에 달하며 체감
실업률은 23.2%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성장 방식과
모멘텀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청년들이 창업
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창업 생태계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창업
기회를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 벤처창업 초기부터 중국, 미국 등 글로벌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Born To Global(태생적 국제화)’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
제성장 기여도가 높아 혁신형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글로벌 창업의 기회를 더욱 구체화, 세분화
해갈 필요성이 있다. 글로벌 창업을 통한 14억의 중국 내수시장개척도 더욱 확
대해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 6만 7,000여 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아메바식 중국형 벤처창업조직’을 정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
한편 한·중 양국의 공동창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양국간 벤처창업 개방형 혁
신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현재 중국은 이스라엘, 유럽 및 미국 등 다양한
국가와 벤처창업 개방형 혁신협력을 진행하는데, 한국만 제외되는 분위기이
다. R&D 단계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기술혁신의 모든 과정에서 정부, 기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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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등 외부의 기술이나 지식, 아이디어를 양국간 서로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기술혁신의 비용은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론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양국 벤처창업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의 효용성과 부가가치 창출을 최적
화·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체되어 있는 한·중 양국간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정책펀드 조성사업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공
동펀드 조성형태를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이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한·중 벤처창업 공동펀드 운용사 선정의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기보
다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모태펀드 및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을 통해 중
국시장 전문성을 고려한 전담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
부는 한·중 벤처창업 공동펀드의 프레임을 구성하고, 전담 운용사 선정 및 관
리는 상기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단
순히 중국시장만 바라보는 협력형태는 의미가 없다. 과거의 한·중 협력은 정부
혹은 기업 개별 주체들 간 협력과 교류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래의 한·중 협
력은 기술자원과 데이터가 집중되고, 공동자금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벤
처창업 혁신을 구상 → 창출 → 확산하는 플랫폼 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중국
의 4차 산업혁명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89)과 리버스 혁신
(Reverse Innovation),90) 빅뱅파괴(Big-bang Disruption)91)의 소용돌이
속에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나홀로 성장과 혁신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기
존의 한·중 양국 협력의 틀을 깨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89)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의 밑바닥을 공략한 후 빠르게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전형적인
중국 창업혁신형태를 의미.
90) 미래의 기회는 신흥개발국 시장에 있고, 신흥개발국의 혁신이 선진국 시장으로 역류하게 된다는 이론
으로 중국시장에서 만들어진 혁신방식이 미국, 유럽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
91) 창조(Bigbang)와 붕괴(Disruption)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혁신이라는 뜻으로 중국의 핀테크 기술이
시장을 새롭게 창조하고 기존의 질서를 깨는 혁신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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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중 에너지 협력

1. 서론
2. 한·중 협력의 장애요인
3. 한·중 협력방안
4. 결론 및 시사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이었다. 한국정부는 1999년 중국과 러시
아가 추진하던 이르쿠츠크 천연가스 공급 사업 참여를 결정하였고 이를 위해
당시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기업들의 컨소시엄과 중국석유는 러
시아의 TNK-BP와 함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중국 창춘-선양-다롄-서해-평택을 연결하는 가스관 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진
행하였다.92) 한국가스공사 컨소시엄과 중국석유는 가스관 공사를 통해 러시아
의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정부가 국유 대기업인 가즈프롬을 중심으로 통합 가스공급 시스템 구축 계
획(Unified Gas Supply System)을 추진하고 천연가스 해외 수출물량을 통제
하기로 함에 따라 코빅타 가스전 천연가스 도입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었
다.93) 비록 한·중 간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시도가 중단되었지만 양국은
석유화학과 석탄화학,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였
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GS칼텍스와 호남석유화학(현재 롯데케미칼)이 중국
에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서 중국의 개인과 기업들에게 필요한 각종 석유화학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전력이 다탕전력과
2004년 중국 서북지역의 간쑤성 풍력발전소 건설을 시작으로 네이멍구자치
구, 동북지역 랴오닝성에도 풍력발전소를 건설하여 2017년 6월 기준 풍력발
전단지 22개, 발전기 732대를 운영하고 있고 발전용량은 1,018MW에 도달하
92) 정우진(2017), p. 9.
93)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2008), ｢이르쿠츠크(코빅타 가스전) PNG사업 추진현황 및 전망｣,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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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94) 태양광 분야에서는 한화큐셀이 2010년부터 중국 장쑤성 치둥에 범용
다결정 태양전지와 모듈 생산공장, 장쑤성 최대 항구 도시인 렌윈강에는 잉곳
과 웨이퍼 생산공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의 태양광 발전소 구축에 필요한 부품들
을 공급하였다.95) 중국의 주요 자원 중의 하나인 석탄을 활용해 석유화학 제품
을 대체하는 석탄화학 산업에서도 OCI가 안후이성 마안산시에 콜타르 정제공
장(연간 35만 톤 생산)을 운영하면서 카본블랙 오일, 피치, 나프탈렌을 생산하
여 중국과 중동 국가들에 판매하고 있다.96) ESS 분야에서는 삼성SDI가 중국
시안 공장, LG화학이 중국 난징 공장에서 ESS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97)
중국은 석탄 화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 정도이며
한국은 2017년 석탄 화력발전이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43.1% 비중을 차지했
다.98) 최근에는 2018년 11월 14일과 2019년 1월 12일부터 동월 15일 오전
까지 중국발 미세먼지가 넘어오면서 한국의 수도권, 충청권 지역의 대기환경이
악화되었다.99) 특히 겨울에 한국의 기온이 올라가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넘어
오는 월경성 대기오염의 완화와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은 석탄 화력발전과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양국간의 에너지 협력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한국과 중국의 중앙

94) 한국전력이 중국 풍력발전 사업에 진출하면서 매출액이 최대 700억 원까지 이르렀는데 이는 중국에 진출
한 다른 외국기업들보다 큰 규모라 할 수 있다. 또한 한전의 풍력발전 사업 규모는 한국의 10배에 달한다.
김태균(2017. 7. 19).
95) 한화큐셀 사업장(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2. 23).
96) 한상연(2016. 9.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2. 21).
97) ESS(Energy Storage System·에너지저장시스템)는 잉여 전기를 저장하였다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ESS용 배터리는 주로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많이 쓴다. 신
장환(2013), p. 28.
98)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17년 석탄발전량은 23만 8,919기가와트시(GWh)로 역대 최
대였으며 2016년 석탄발전량(2016년 21만 3,803GWh)보다 11.7%가 늘었다. 석탄발전은 2013년
부터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9.5%에서 지
난해 43.1%로 1년 사이에 3.6%포인트가 늘었다.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0%에서 지난해
26.8%로 3.2%포인트가 줄었다. 원전 이용률이 줄어든 만큼 석탄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설성인(2018.
3.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29).
99) 임재희(2018. 11.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2. 28); 오경묵(2019. 1.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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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 협력을 위한 협의 활성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한국 산업통상
자원부와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2018년 5월 29일 제1차 한·중 에너지협의회
를 개최하여 양국의 신재생에너지 주요 정책의 공유를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의 경제성, 계통안정성100) 등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과 에너지 신산업 공동연구
를 검토하기로 하였다.101) 또한 한국전력과 중국 국가전력망이 진행하고 있는
한·중 전력망 연계 공동연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에 공동연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국 정
부간의 협력 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연구의 구성
본고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협력 중 에너지 분야에서 가능한 협력 방안들
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우선 한국과 중국이 에너
지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3절에서
는 한국과 중국이 시도하고 있는 에너지 협력의 기회들을 소개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양국간의 실현 가능한 협력방안들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의 결론과 시사점에 해당하는 4절에서는 향후 한·중 에
너지 협력의 방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100) 신재생에너지 확산의 장애요인으로서 전력계통에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을 집어 넣었을 때 전
력계통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발전 부문에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변동적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면 실시간 전력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
이 생길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이 전력계통에 들어갔을 경우 계통안
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에서 몽골의 신재생에
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을 중국, 북한, 한국으로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진영(2014), p. 요약 I.
101) 에너지 신산업은 에너지 분야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산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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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협력의 장애요인
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인한 협상력 저하
1) 중국업체들의 부상으로 인한 한국 태양광 산업의 약화
한국과 중국은 난방과 공업용, 생활전력 공급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과 석
유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
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누적
설비 63.8GW)을 목표로 하고 있고 중국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누적
715GW 보급(수력 380GW, 풍력 210GW, 태양광 105GW 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02)
한국과 중국의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는 중국기업들의 대량 생산과 기술 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중국제품의 한국으로
의 수입이 늘어나는 반면에 한국제품의 중국 수출은 부진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중국 로컬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품질은 한국 제품과 비슷하지
만 가격은 한국 제품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철강 제품을 비롯
한 여러 공산품에서 나타나는 중국제품의 가격 대비 성능을 바탕으로 하는 해
외 수출 증대가 태양광 제품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단지 건
설에 필수적인 부품인 태양광 모듈은 한국기업들의 제품 평균 가격이 와트당
430원, 중국제품은 와트당 380원인데 태양광 모듈이 와트당 50원 저렴하면 1㎿
발전단지 건설비용 5,000만 원 절감이 가능하다.103) 그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국내 태양광 발전단지 증설 과정에서 한국제품보다
중국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02) 에너지자원정책과, 가스산업과, 전력산업과(2018), p. 2.
103) 변태섭(2018), ｢중국 태양광 성능은 업 가격은 다운... 한국 업체들 고사 위기｣, 뺷한국일보뺸(8월 22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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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업체들의 가성비를 바탕으로 한 해외 수출과 해외시장에서의 강세는 한
국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태양광 산업투자 규모는 2014년 1,453억 달러(약 159조 원)에서 2017년
1,608억 달러(약 176조 원)까지 급성장했지만 핵심 부품인 태양광 전지(셀)와
모듈은 중국업체가 7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였다.104) 한국무역협회의 통
계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한국의 중국산 태양광 셀 수입액은 4,728만 달러,
중국산 모듈 수입액은 1억 2,568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같은 기간 한국이 수입
한 모듈의 98%가 중국산이다.105)

표 6-1. 태양광 모듈 중국 수출입(2018. 1~6)
(단위: 천 달러)

기간

한국산 모듈의 대중 수출액

한국의 중국산 모듈 수입액

2018년 2월

656

43,500

2018년 4월

821

89,635

2018년 6월

908

125,68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문지웅(2018. 7.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8. 23).

중국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 한국과
다른 선진국 제품들에 비하여 떨어지지 않는 데는 중국 대학과 기업들의 지속
적인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태양광 분야 논문 편수가 2,632편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논문
을 발표하였다.106) 태양광 분야 논문 피인용 횟수 및 산학협력 논문을 살펴보
면 중국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04) 문지웅(2018), ｢줄민원에 동네북된 수상태양광｣, 뺷매일경제뺸(10월 9일), http://news.mk.co.kr/
newsRead.php?year=2018&no=628457(검색일: 2018. 11. 12).
105) “반면 같은 기간 한국업체들의 대중국 태양광 셀 수출액은 207만 달러, 대중국 모듈 수출액은 90만
달러에 불과하다.” 문지웅(2018. 7.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8. 23).
106) 우청원(2017). “태양광(PV) 분야 글로벌 혁신성과 동향”, 뺷동향과 이슈뺸, 제41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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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태양광 논문 피인용 국가별 현황(2012~16)
상위 10% 피인용

상위 10% Top Journal

논문 비중(%)

논문 비중(%)

32.9

75.1

25,644

30.5

53.9

이탈리아

14,294

33.8

63.4

독일

13,250

32.4

66.6

한국

8,301

38.1

76.1

순위

국가명

피인용 횟수

1

미국

41,076

2

중국

3
4
10

자료: 우청원(2017), ｢태양광(PV) 분야 글로벌 혁신성과 동향｣, 뺷동향과 이슈뺸, 제41호, p. 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표 6-3. 국가별 태양광 발전 분야 산학협력 논문 수와 비중, 증가율

순위

국가명

산학협력 논문 수

1

중국

113

산학협력 논문 수가 전체 논문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4.3

산학협력 논문 증가율(%)
270

2

미국

78

3.1

41.7

3

일본

75

8.4

57.1

4

프랑스

43

8

125

7

한국

25

4.1

25

자료: 우청원(2017), ｢태양광(PV) 분야 글로벌 혁신성과 동향｣, 뺷동향과 이슈뺸, 제41호, p. 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태양광 모듈 출하량 세계 1위인 징코솔라를 비롯한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저
가 제품의 대량 생산과 한국시장 진출로 인하여 한국의 태양광 산업은 규모와
고용 인원 축소에 직면하였다.107) 한국의 태양광 업체들 중에 태양광 패널 소
재인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주요 업체로는 한화와 OCI만 남아 있다. 한국실
리콘은 경영성과 부진으로 인하여 인수할 기업을 찾고 있지만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으며 태양전지의 원재료가 되는 잉곳(폴리실리콘을 녹여 원기둥 모양
의 결정으로 만든 것)과 웨이퍼(잉곳을 얇게 절단한 것)를 만드는 넥솔론도
2017년 11월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108) 국내 기업들의 경영

107) 전수용(2018. 11. 17).
108) 김성훈(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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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과 도산으로 인하여 한국 태양광 산업의 고용 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산 모듈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에 73.3%로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66.6%를 기록
하며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하였다.109)

표 6-4. 한국 태양광 산업의 고용 인원과 한국산 모듈의 국내 시장 점유율
연도

고용 인원(명)

한국산 모듈의 국내 시장 점유율(%)

2014

8,239

82

2016

8,112

72.7

2017

7,522

73.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김성훈(2018. 12. 21).

중국업체들의 약진으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30여 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했으
며 한국 최대의 태양광 부품 생산기업인 한화큐셀도 2017년 12월에 렌윈강에
운영했던 950MW 규모의 잉곳, 웨이퍼 생산설비 가동을 중단하였다.110) 한화
큐셀이 계속 가동하고 있는 장쑤성 치둥의 범용 다결정 태양전지와 모듈 공장
은 중국업체들과의 저가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고 제품 업그
레이드를 통한 중국 업체들과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일부 생산 라인을 퀀텀
단결정 태양전지와 모듈로 교체하기로 하였다.111) 한화큐셀의 중국 생산설비
업그레이드와 축소는 중국기업들의 약진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범용 기
술 수준의 제품으로는 지속적인 이윤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하게 된 결정이다.
이는 가전 산업에서 한국 대기업의 고품질, 최신 디자인을 갖춘 고가의 제품만
이 중국제품과 경쟁할 수 있게 된 것과 유사한 상황이 태양광 산업에서도 나타
109) 김성훈(2018), 위의 자료.
110) 안정준(2018. 4.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2. 21).
111) 퀀텀 단결정 태양전지와 모듈은 범용 다결정 태양전지에 비해 폴리실리콘 결정질이 웨이퍼 하나에 한
개만 있으며 출력과 효율이 높다. 그로 인해 중국 중앙정부 국가에너지국도 2015년부터 태양광 선두
주자 계획(光伏领跑者计划)을 통해 다결정 태양전지에서 퀀텀 단결정 태양전지로의 전환을 유도하
고 있다. 함봉균(2018. 11.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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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을 의미한다.
풍력발전 분야에서도 한국업체들은 중국업체의 부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중국은 풍력발전 분야에서도 2008년 독일 벤시스의 지분 70%를 인
수한 이후 기술 수준을 끌어올린 진펑과기(金风科技)를 중심으로 약진하면서
신규 풍력발전소 설치가 늘어났다.112) 중국은 2015년에 30.8GW를 신규 설
치하면서 미국(8.6GW), 독일(5.7GW), 인도(2.6GW) 등 다른 국가의 신규 풍
력발전소 설치 용량을 넘어섰다.113) 그로 인해 한국업체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
외 진출과 해외시장에서의 이윤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풍력발전 산업은 현대중공업, STX중공업 등 유명 대기업들의 사업
철수와 중소기업들의 폐업으로 인하여 제조업체와 고용 인원이 모두 줄어들었
다. 2014년 34곳이었던 한국의 풍력발전기 제조업체는 2017년 12월에 27곳
로 3년 전보다 7곳이 줄어들었으며 완제품 제조기업은 STX중공업과 현대중공
업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12곳까지 늘어난 적이 있었지만 2019년 1월 기준 두
산중공업과 유니슨, 효성, 한진산업만 완제품을 제조하고 있다.114) 풍력발전
기의 핵심 부품인 블레이드(날개)를 제조하는 한국업체도 2017년 3곳에서
2018년 하반기에는 휴먼컴퍼지트 1곳만 남았다. 이와 같은 풍력발전 업체들
의 감소와 고용 축소로 인하여 한국의 풍력발전 산업의 고용 인원도 2014년
2,424명에서 2017년 12월 1,853명으로 3년 동안 24% 감소했다.115) 또한 세
계 최대의 풍력발전 업체인 덴마크의 베스타스, 독일의 지멘스, 중국의 진펑과
기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풍력발전소 수주
도 쉽지 않다. 그로 인해 2017년 12월까지 한국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537기
(1,139MW) 중에 외국기업들의 제품은 291기(587MW)로 50%를 넘어섰
112) 冯雪珺(2016), ｢一方成为全球技术领军者一方成为世界最大制造商 中德企业在并购中实现双赢｣, 뺷人
民网뺸(11月 12日), http://world.people.com.cn/n1/2016/1112/c1002-28855008.html(검
색일: 2018. 12. 23).
113) 추장민, 정성운(2018), p.122.
114) 유회경(2018. 12. 21).
115) 박상용(201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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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6) 외국기업들의 제품이 국내에 많이 들어가면서 국내 업체들 중에는 국내
에서의 사업 실적(트랙 레코드)이 없어서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으로의 수출
길이 막히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117)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업체들
이 중국과 대등하게 풍력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나. 중국정부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불평등 대우
중국 중앙정부는 태양광, 풍력발전,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의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로컬 업체들의 육성을 위해 정책과 재정 지원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는 외국업체들의 경우 국내 산업의 육성에 필요할 때만 중국시장
진출과 중국시장에서의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로컬 업체들 위주로 산업의 발
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외국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외국업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와 수소차 산업 육성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자국의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
리 산업 육성 과정에서 삼성SDI와 LG화학을 비야디, CATL을 비롯한 로컬 업
체들과 함께 2015년까지 배터리 공급 가능 업체로 지정했으나 2016년부터는
삼성SDI, LG화학을 배터리 공급 가능 업체에서 제외했다.118) 또한 2016년
12월에는 BYD, CATL만 보조금 지원을 해주기 위해 중국 내 전기자동차 배터
리 생산용량을 최소 8GWh로 규정하면서 중국 내 연간 생산용량이 모두
2GWh에 불과한 LG화학, 삼성SDI는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119)
그로 인해 삼성SDI와 LG화학은 중국시장에서의 전기차 배터리 판매보다는 중
116) 육상 풍력발전기 기준으로 외국산 제품의 가격은 ㎿당 12억~13억 원 수준이지만 한국기업 제품은
15억~16억 원에 달한다. 해상 풍력발전은 ㎿당 외국산 15억~16억 원, 한국산 18억~20억 원이다.
유회경(2018. 12. 21).
117) 전수용(2018. 11. 17).
118) 김영문(2017. 3.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2. 27).
119) 위의 자료(검색일: 2018. 12. 27).

212 •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국 로컬 업체들의 경쟁력이 아직 취약한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판매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수소차 분야에서도 중국 중앙정부는 수소 충전 압력이
350바(bar)인 수소차에만 6,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효율
이 더 높은 700바급인 한국산, 일본산 수소차의 대중국 수출은 막고 있다.120)
이와 같이 중국 중앙정부의 로컬 업체들과 외국업체들에 대한 정책 지원 차별
은 한·중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대북문제로 인한 협력의 다양성 제약
중국의 개혁개방, 베트남의 도이모이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외 경제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을 통해 국내 경제사회 발전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북
한은 자국의 3대 세습정치 체제 고수와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외 경제개방을 지체하였다. 그로 인해 한국과 중국이 러시아산 천
연가스 도입, 중국의 잉여 전력을 한국으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서 북한을 경유하는 방안은 논의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변하
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중단,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2321호 결의안 동참으로 인하여 한국
과 중국은 북한을 포함한 경제협력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121)
유엔의 대북 제재는 중국과 한국의 대북한 투자에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

120) 류 정(2018. 12. 10).
121) 2016년 12월 9일 중국 상무부와 중국 세관총서는 제75호 공고를 통해 동년 12월 중국의 대북한 석탄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商务部, 海关总署(2016), ｢商务部 海关总署公告2016年第75号 关于2016年
12月31日前暂停自朝鲜进口煤炭的公告｣,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12月 9日), http://www.mofcom.
gov.cn/article/b/e/201612/20161202162180.shtml(검색일: 2018. 8. 25).
또한 2016년 12월 23일에는 중국 상무부, 중국 세관총서가 제81호 공고를 내놓으면서 대북한 석탄
수입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계획과 무관한 민생용에 한해서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북한으로부터
은, 동, 아연, 니켈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북한에 대한 헬리콥터, 선박 수출도 금지하였다. 商务部, 海
关总署(2016), ｢商务部 海关总署公告2016年第81号｣,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12月 23日), http://
www.mofcom.gov.cn/article/b/e/201612/20161202335441.shtml(검색일: 2018.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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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7년 8월 25일 중국 상무부의 제47호 공고에서는 중국기업의 북한 내
신규 합자기업 혹은 신규 합작기업 설립과 중외 합작경영기업과 외자기업의 쌍
방향 투자 규모 확대를 금지하였다.122) 또한 동년 9월 28일 중국 상무부와 중
국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의 제55호 공고에서는 북한의 기관이나 기업, 개인
이 중국에서 중외 합자경영기업, 중외 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을 설립할 수 없
도록 하였고 중국기업이 해외에서 북한 기관이나 기업, 북한의 개인과 설립한
합자기업 및 합작기업을 폐쇄하도록 하였다.123) 한국도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
참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 함께 북한을 경유하는 전력망 연계를 비롯한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합자기업, 합작기업 설립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향후 미국과 한국, 북한 간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
라도 동북아 슈퍼그리드 원안대로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중국과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망 구축을 하기 전에 북한의 낙
후된 국내 전력망과 철도,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교통망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자금과 기술,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한국과 중국은 향후 이를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며 아시아인프라투자개발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과 주요 다자 개발은행인 세계은행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이하 ADB)에서
어느 정도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ADB의 최
빈국 그룹 혜택을 받는 것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어서 ADB로부터 유리한 조
건으로 자금을 지원받기도 어렵다.124)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은 AIIB와 주요
122) 商务部(2017), ｢商务部公告2017年第47号 商务部关于执行联合国安理会第2371号决议禁止同朝鲜
新设合资合作企业和追加合资企业投资的公告｣,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8月 25日), http://www.
mofcom.gov.cn/article/b/c/201708/20170802633705.shtml(검색일: 2018. 8. 29).
123)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2017),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国家
工商行政管理总局公告2017年第55号｣,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9月 28日), http://www.mofcom.
gov.cn/article/b/g/201711/20171102677814.shtml(검색일: 2018. 8. 29).
124)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북한이 ADB로부터 보다 낮은 이자로 자금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북
한이 ADB의 최빈국 그룹에 들어가야 함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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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개발은행으로부터 북한의 사회간접자본과 동북아 슈퍼그리드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한 협의와 자금 조달방안 마련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 국내 기업 간의 이해관계 상충
한국전력과 중국 국가전력망은 해저 케이블을 이용한 웨이하이-인천 전력
망 연계 공사를 2022년에 시작할 계획이며 향후 일본 소프트뱅크와 러시아 로
세티, 몽골 측 참여 기업과의 논의 진행에 따라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
진 전력을 중국, 러시아, 북한을 거쳐서 한국으로 도입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 간의 전력망 연계에 사용할 초고압
송직류 송전(HVDC)에 있어서 주요 송전 패턴인 전류형 HVDC, 전압형
HVDC를 어느 정도로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과 중국 국가전력망
간의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국내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 한국
전력과 알스톰이 합작으로 만든 KAPES와 LS산전은 전류형 HVDC, 효성중공
업은 전압형 HVDC에 특화되어 있다.125) 그로 인해 이 기업들은 한·중 전력망
연계 참여를 위해 자신들의 강점이 있는 초고압 송전방식의 채택 비중 제고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전류형 HVDC는 대용량 송전에 많이 사용된 반면에 전압형 HVDC는 태양
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의 송전에 특화된 방식이다. 웨이하이인천 전력망 연계가 끝난 후 몽골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한국으로 도입해야
할 때는 전압형 HVDC의 활용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전압형 HVDC는 한국이
몽골과 중국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정류실패가 없는 강점이 있
다.126) 그러나 전압형 HVDC는 한국에서 효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특화된 업
125) “HVDC는 1960년대 개발된 전류형과 1990년대 개발된 전압형으로 구분된다. 전류형은 Thyristor
전력소자를 사용하는데 대용량 HVDC에 유리하고, 장거리 전력전송에 유리하다. 전압형은 IGCT,
IGBT 전력소자를 사용하며, 필터·동기조상기 등 별도의 부대설비가 필요 없어 설치면적을 적게 차
지한다.” 변우식(2012. 10.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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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찾기 어려운 반면에 중국에는 전압형 HVDC에 강점이 있는 업체들이 존
재하기 때문에 전압형 HVDC 위주로 한·중 전력망 연계를 할 경우 중국의 주
도권과 영향력하에 한국의 전력망과 관련 기업들이 편입될 우려가 있다. 그렇
기 때문에 한·중 전력망 연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류
형 HVDC를 통한 대용량 송전 구간도 필요하다. 몽골로부터 중국 동부해안까
지 신재생 전력을 가져오는 방법을 HVDC로 할지 AC로 할지는 중국이 결정하
게 될 것이지만 중국 동부해안에서 한국으로 전력을 송전하는 방식은 한국전력
과 중국 국가전력망 간의 협의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력과 중국 국
가전력망 간의 협상 이전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한·중 전력망 연계, 동북아
슈퍼그리드에서 전압형 HVDC, 전류형 HVDC의 참여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지를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마. 국내 주력기술의 안전성 미비
한국이 중국에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ESS(에너지 저장장치)는 삼
성SDI, LG화학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중심으로 국내외에 보급되었고 품질의
우수성과 안정성으로 인하여 향후 한국 에너지 산업의 해외 진출 유망품목으로
자리 잡았다.127) ESS는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산업 발전을 추진한
에너지 신산업 중 하나로,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국에 배터리 용량 기
준 4,534MWh, PCS 용량 기준 1,568MW의 ESS가 설치되어 있다.128) 또한
ESS 설비를 설치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사업장, 건물은 1,327개이며 이 중 다
중이용시설에 설치된 ESS는 307개소, 278MWh에 달한다.129) 이와 같이 한국
126) 안희민(2018), ｢[기획] 불붙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치열한 전압-전류 HVDC 수주전｣, 뺷서울경제뺸(4월
21일),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804/dh20180421090017138080.htm(검
색일: 2018. 11. 17).
127) ESS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나 저렴한 심야 전력을 미리 저장해뒀다가 꺼내 쓰는 장치로, 배
터리가 핵심 부품이다. 고재연(2019. 1. 6).
128) 이상복(2019. 1.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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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축적한 ESS는 중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유망한 분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8월 전라북도 고창군 전력시험센터의 리튬이온 배터리 ESS
화재사고 발생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22일까지 한국에서 21건의 리튬이온
배터리 ESS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는데 ESS의 복잡한 설계구조로 인하여 현
재까지 사고 발생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30) 특히 2018년에만 17건
의 ESS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밀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ESS의 가동 중단을 요청하였다.131) 제조업체들은 국내 사업자의 배터리 관리
부실, 설치 및 운영 업체들은 배터리 자체결함을 주장하면서 화재사고와 관련
된 원인 규명을 통해 기술적 결함과 ESS 설치 후 관리방식을 보완해야 할 상황
에 직면해 있다. 국내 화재사고로 인하여 한국에서 ESS 확산이 지연되자 산업
통상자원부도 ESS를 에너지 신산업에서 제외하고 ESS 업무의 상당 부분을 국
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이전했다.132) ESS의 화재 원인 규명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 한국에서 ESS 신규 설치가 감소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산 리튬이온 배터리 ESS의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3. 한·중 협력방안
가. 한·중 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해외사업 참여
현재 한화큐셀을 비롯한 한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해외 태양광 발전소 수주
129) 위의 자료.
130) 김홍희(2019. 1.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 21).
131)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안전과(2018), ｢울산 가스공장 ESS ‘화재’…한 달전
안전진단 이상｣, pp. 1~2, 산업통상자원부.
132)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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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려움을 겪는 데는 수주 입찰 과정에서 중국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
엄과 맞붙어서 중국업체가 저가의 입찰 가격을 제시하면서 수주가 좌절되기 때
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업체와 중국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외의 태양
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 그리드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면 양국 참여 업체들의 공
사 수주 확률을 높이고 경제적 실익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업체들 중에도 중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동의 태양광 발전소 수
주를 성사시킨 사례가 있다. 일본의 마루베니 상사는 2017년 3월 중국의 징코
솔라, 아부다비 수력발전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아랍에미리트 스웨이한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133) 징코솔라와 마루베니, 아부
다비 수력발전공사가 체결한 전력 구매 계약은 1,177GW의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0.0242 달러/kwh라는 세계 최저가로 이루어졌
다.134) 한국의 태양광 업체들도 해외에서 반드시 수주해야 할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에서는 징코솔라나 다른 중국의 주요 업체, 프로젝트 발주 국가 현지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태양광 발전소 수주 성공 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 중국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중국은 태양광,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가 민간과 기업에 공급되지 못하고 손
133) 스웨이한 태양광 발전소는 아부다비 시내의 동쪽에서 약 120km 떨어진 곳에 건설될 예정이다. 스웨
이한 발전소의 전력 판매를 담당할 아부다비 수력발전공사는 아부다비 수력발전국의 자회사이다. 王
佑(2017. 3.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23).
134) 징코솔라는 상업용과 민간의 태양광 제품 생산, 공급, 판매와 태양광 제품 사용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기술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다. 2015년 12월 말까지 실리콘 칩과 실리콘 잉곳 생산능력 3GW, 태양
전지 셀 생산능력 2.5GW,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 4.3GW에 도달했다. 또한 징코솔라는 중국 국내 시
장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는데 2015년 12월 말까지 중국 국내 전력망에 연계된 태양광 프로젝트의 용
량은 1,006.6GW를 기록한 바 있다. 징코솔라가 스웨이한 태양광 발전소 전력 구매 계약에서 체결한
가격은 화력발전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력 구매와 공급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晶科能源为约旦太
阳能电站提供23MW太阳能组件｣(2016), 뺷晶科能源뺸(4月 7日), http://www.jinkosolar.com/press_
detail_1142.html?lan=cn(검색일: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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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발생하는 기광, 기풍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
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기광, 기풍 현상을 단기적으로 완화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의 대학 전력공급 관련 연구기관과 한국
전력, 중국 국가전력망이 태양광, 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이 중국 내에서 손실 없
이 전력망에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연
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의 송전에 강점이 있는
전압형 HVDC와, 신재생에너지와 심야 전력을 저장한 후 필요할 때 사용하는
ESS의 성능 향상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공동연구
를 통해 성능을 개선한 신형 전류형 HVDC와 신형 ESS를 중국의 신도시와 신
규 경제개발구역에 설치하여 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양
국의 에너지 산학연 협력과 양국 관련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와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 한·중 전력망 공동 구축
한국은 2017년, 2018년에 여름 고온 현상에 따른 냉방 수요의 급증으로 인
한 전력 수요의 급증을 경험하였다.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냉방용 전력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한국전력, ESS 관련 업체들은 이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이 태양광,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전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게 된다면 태양광, 풍력 발전의 전력망으로의 안정적인
유입, 전력 공급의 안정성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한국은 수도권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전력 수요가 집중되면서 국가 전력의 약 40%를 소비
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수도권의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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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북상조류 융통선로를 통해 수도권 지역으로 공급하여 수도권 전력 수요의
약 30%를 충당하고 있다.135) 그러나 북상조류 융통선로는 대용량의 전력을 특
정 지역으로 송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136) 한국전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에 충청남도 북당진-고덕을 연결하는 HVDC 선로를 투입할 예정이
다.137) 이와 같은 국내에서의 수도권 전력 공급 관리와 함께 한국전력은 중국
으로부터의 전력 수입과 몽골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중국, 북한을 통해 도입하
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주변 국가의 전력망
연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관련 협력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국가
는 중국이다. 중국은 전력망 연계에 필요한 자본과 인력,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외 전력망 연계를 통한 여름 전력 수요, 수도권의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앞으로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추진해서 성과를 내려면 지리적, 재정
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과의 협력을 피할 수 없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제
안으로 한국전력, 중국 국가전력망, 러시아 로세티도 동참한 동북아 슈퍼그리
드의 원안은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러시아나 중국, 북한을 통해
서 한국과 일본까지 보내는 것이다. 러시아나 중국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몽골
에서 만든 전기를 공급받기 어렵다. 몽골 전기를 5년 이내에 도입하기 어렵다
면 중국의 잉여 전력을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인천으로 도
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전력망 연계에 필요한 파이낸싱도 중국 국가전
력망이 한·중 전력망 연계와 동북아 전력망 연계 추진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중
국의 정책 금융기관인 국가개발은행이나 중국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기가 용
이하다. 동북아 전력망 연계 사업인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그동안 기술적인 문
135) 김병호 외(2018), ｢신규 HVDC 선로가 수도권 전압과 융통전력에 미치는 영향 평가｣, 뺷2018년도 대
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뺸, p. 327.
136) 위의 논문, p. 327.
137) 북당진-고덕 HVDC 선로는 세계 최초로 대용량 HVDC 케이블을 전부 육상에 설치할 예정이다. ｢한전
중부건설본부, 세계최초 대용량 HVDC 케이블 전구간 육상설치｣(2018), 뺷전력신문뺸(6월 11일),
http://www.e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59(검색일: 2019.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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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에도 파이낸싱 문제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소프트뱅크
와 중국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파이낸싱 문제
의 해결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게다가 중국 중앙정부는 전력망 연계를 매개로 하는 대외 협력과 중국이 주
도하는 글로벌 차원의 전력망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 9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소집한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이 글로벌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녹색에너지에 기반을 둔 ‘글로벌
에너지 연계(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全球能源互联网, 이하 GEI)’
를 제안한 바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중 전력망 연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는 다른 지역들의 전력망 연계 사업에 비해 추진하기 용이한 사업들이다. 동북
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며 중국은 이미 중국 국내의
서전동송 사업과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남북 송전망 사업을 통해 국내외
전력망 구축 사업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력망 연계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 문제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
특히 한·중 해저 전력망 연계는 한국과 다른 국가 간의 전력망 연계보다 실
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3월까지 한국전력과 중국 국가전력
망, 일본 소프트뱅크가 예비 타당성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 결과 한·중 전력
망은 중국 웨이하이와 한국 인천(구간 거리: 366km)을 해저 72m에서 초고압
송전망(HVDC)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138) GEIDCO도 2018년 10월
16일에 동북아 에너지 연결망 규획 연구보고를 공개하면서 동북아에서의 태양
광, 풍력, 수력 등 청정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망 구축과 전력망 구축에
따른 효과 및 편익 분석, 동북아 에너지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방안을 제시
하였다.139) 동북아 에너지 연결망 규획 연구보고에는 산둥성 웨이하이-인천을
138) 한국전력 정규원 부장과의 좌담회(2018. 9. 19, 서울).
139) ｢东北亚、东南亚能源互联网发展论坛召开｣(2018), 全球能源互联网发展合作组织(10月 17日), http://
www.geidco.org/html/qqnyhlw/col2017080722/2018-10/16/201810162119422624883
91_1.html(검색일: 201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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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한·중 해저 전력망 연계방안과 경상남도 고성-일본 마쓰에를 해저 케
이블로 연결하는 방안, 랴오닝-평양-서울을 직류 송전망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 중 현재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웨이하이-인천 해저
케이블 연계방안이다.
현재 수도권의 전력과부하로 교류 전력(AC)으로는 수도권에서 더 이상의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한·중 연계로 직류 전력(DC)을 통한 전력 공
급이 가능해진다면 AC로 공급하는 양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수도권의
전력 수요 폭증 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한·중 전력망 연계는 양국의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중국 국가전력망이 타
당성 조사와 기본 합의를 모두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국 중앙정부 차원의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추진에 어려움이 없다.
반면 한국의 경상남도 고성과 일본 마쓰에까지 460km 구간을 연결하는 한
일 전력망 연계는 쓰시마섬을 거치지 않고 해저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
이며 해저조건도 200m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140) 그러나 한일 전력망 연계
주도는 일본의 도쿄전력을 비롯한 로컬 전력 업체들이 아닌 민영 기업인 소프
트뱅크이다. 게다가 일본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일본 로컬 전력 업
체들과의 공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실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공급하는
방식은 북한과 한국,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어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새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망을 구축해야 할지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141) 그로 인해 한국과
중국, 러시아 업체들이 북한에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북한
의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내
전력소 건설비용의 경우 토지비용과 인건비는 저렴할 수 있지만 북한의 국내외
140) 한국전력 정규원 부장과의 좌담회(2018. 9. 19, 서울).
141)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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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운송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비포장도로도 적지 않기 때문에
건설비가 훨씬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전력망
연계에 있어서 한·중 해저 전력망 연계가 가장 먼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한·중 전력망 연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추진
할 때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전압형 HVDC를 중심으로 동북아 전력망 연계
를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자본과 기술,
인프라가 모두 빈약한 몽골, 북한은 전압형 HVDC 중심의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에 참여하게 될 경우 중국 중심의 산업 가치사슬에 쉽게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도 중국의 자본 없이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단독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국내 업체들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감안했
을 때 중국이 한국업체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 기술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전압형 HVDC로만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전 구간을 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는 쉽지 않다. 또한 중국 국가전력망과 한국전력이 전력망 연계 협상을 시작하
기 전에 한국의 효성중공업과 KAPES, LS산전 및 한국전력 간의 이해관계 조
정과 공사 구간 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업체들 간의 이견이 조정된 후에도
한국전력과 국가전력망이 양국 업체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모두 살리는 방향으
로 전력망 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라. 전기자동차 관련 협력 추진
전기자동차 분야도 중국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기
전까지는 한국업체들과의 협력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중국 로컬 배터리 제조
업체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국의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
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의 협력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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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 중앙정부가 ‘중국제조 2025’를 내놓고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전기자동
차, 자율주행차, 전기 자율주행차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충전설비
확산과 에너지 절감 기술 연구개발은 아직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국가에너지국의 한·중 정부 간 에너지 협의
회에서 이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표준 협력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과 일본은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 통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차
데모(CHAdeMO, 일본의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 협의회가 2018년 8월 22일
에 중국 관련 업체들과 양국의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 단일화를 공식적으로 논
의할 계획을 언급하였다.142) 양국의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 단일화를 위해 일본
차데모 협의회와 중국 전력기업연합회(中国电力企业联合会, 중국의 GB/T 충
전 표준 관할기관)는 공동으로 신형 단일 충전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143) 중
국은 일본과의 충전 표준 단일화를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의 중국 내 확산
을 가속화하고 일본의 선진 기술과 자본을 자국의 전기자동차 산업 인프라 구
축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전기자동차와 전기자
동차 충전 인프라가 중국 내에 확산되면서 중국의 내연기관자동차 운행에서 발
생하는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일본은 중
국과의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 단일화를 통해 일본 업체들의 신에너지자동차와
일본산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의 중국 판매량 증대를 시도하고 있다.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의 중·일 협력의 사례는 한국과 중국의 환경협력에 있어서 양
국간의 기술 수요와 경제적 이익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의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 관
련 정부기관이나 양국의 관련 협회에서 향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자
142) ｢中日将统一电动汽车充电标准｣(2018), 뺷日经中文网뺸(8月 23日), http://cn.nikkei.com/industry/
icar/31923-2018-08-23-01-06-33.html(검색일: 2018. 11. 15).
143) 현재 중국은 유럽연합의 충전 표준인 콤보(Combo)보다는 일본의 차데모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쾌속 충전을 시도할 때 자동차와 충전기 간에 오가는 데이터의 통신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중국과 일본은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의 단일화를 추진하기가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위의 자
료(검색일: 201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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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주행 전기자동차, ESS 배터리의 충전 표준과 기술 표준에 대해서 양국이 협
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
국이 충전 표준과 관련 기술 표준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공동으로 충전 표준과
기술 표준을 내놓게 된다면 양국 업체들의 한국시장과 중국시장에서의 공정 경
쟁, 해외시장으로의 충전 표준 및 기술 표준 확산을 통한 이윤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 한·중 에너지 협력 로드맵 논의 및 도출
마지막으로 한·중 정부부처 간 에너지 협의회가 양국의 단기 협력과제, 장기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협력의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한·중 에
너지 협력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에 따라 협력을 안정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
요하다. 특히 중국은 전기자동차, 전기 자율주행차, 수소차의 경우 분야별 차량
및 부품, 관련 기술에 대한 발전 로드맵을 2018년에 공개하였다.144) 한국과
중국이 중국의 미래자동차 기술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감안해서 양국간에 산학
연 에너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도출하는 것도 양국의 에너지
산업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태양광, 풍력발전에 있어 한국제품은 중국업체들의 약진으로 인하여 중국시
장 진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은 한화큐셀, OCI와 같은 대기업
들이 중국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국내 30여 개 업체들은 한국의
144) 节能与新能源汽车技术路线图战略咨询委员会, 中国汽车工程学会(2018), pp. 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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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태양광 설치에도 저가의 중국제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
어 도산하였다.145) 2019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효
율제를 도입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태양광 관련 KS인증 기준 개정을 검토하
기로 한 것, 태양광 패널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기로 한 것도 효율이 낮고
태양광 패널의 전선 연결 부분에 납을 사용하는 중국 제품의 한국시장 내 과도
한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146) 그러나 한국의 태양광 기업들은 중앙정부
부처의 보호조치에 안주하지 않고 고출력, 고효율프리미엄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국내외 시장에서의 판매를 통해 중국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보다 적극적
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은 한국업체들의 기술력이 중국 유명 업체와 베스타스를 비롯한 해
외 유명 업체보다 우위에 있지 않고 제품 공급가격 면에서는 중국기업들의 제
품보다 비싸며 한국 유명 대기업들의 참여가 없기 때문에 태양광보다 중국기업
들과 경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풍력발전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
원부에서 한국기업들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국 기업들의 역
량을 제고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분야도 중국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기
전까지는 한국업체들과의 협력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중국 로컬 배터리 제조
업체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국의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
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의 협력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한 중국 중앙정부가 ‘중국제조 2025’를 내놓고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전기자동
차, 자율주행차, 전기 자율주행차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충전설비
확산과 에너지 절감 기술 연구개발은 아직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국가에너지국의 한·중 정부 간 에너지 협의
145) 조재길(2018. 12.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 8).
146) 조재길(2019. 1.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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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이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표준 협력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과 일본은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 통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차
데모(CHAdeMO, 일본의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 협의회가 2018년 8월 22일
에 중국 관련 업체들과 양국의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 단일화를 공식적으로 논
의할 계획을 언급하였다.147) 양국의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 단일화를 위해 일본
차데모 협의회와 중국 전력기업연합회(中国电力企业联合会, 중국의 GB/T 충
전 표준 관할기관)는 공동으로 신형 단일 충전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148) 중
국은 일본과의 충전 표준 단일화를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의 중국 내 확산
을 가속화하고 일본의 선진 기술과 자본을 자국의 전기자동차 산업 인프라 구
축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전기자동차와 전기자
동차 충전 인프라가 중국 내에 확산되면서 중국의 내연기관자동차 운행에서 발
생하는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일본은 중
국과의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 단일화를 통해 일본 업체들의 신에너지자동차와
일본산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의 중국 판매량 증대를 시도하고 있다.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의 중·일 협력의 사례는 한국과 중국의 환경협력에 있어서 양
국간의 기술 수요와 경제적 이익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의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 관
련 정부기관이나 양국의 관련 협회에서 향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자
율주행 전기자동차, ESS 배터리의 충전 표준과 기술 표준에 대해서 양국이 협
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
국이 충전 표준과 관련 기술 표준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공동으로 충전 표준과
기술 표준을 내놓게 된다면 양국 업체들의 한국시장과 중국시장에서의 공정 경
147) ｢中日将统一电动汽车充电标准｣(2018), 뺷日经中文网뺸(8月 23日), http://cn.nikkei.com/industry/
icar/31923-2018-08-23-01-06-33.html(검색일: 2018. 11. 15).
148) 현재 중국은 유럽연합의 충전 표준인 콤보(Combo)보다는 일본의 차데모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쾌속 충전을 시도할 때 자동차와 충전기 간에 오가는 데이터의 통신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은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의 단일화를 추진하기가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위의 자료
(검색일: 201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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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해외시장으로의 충전 표준 및 기술 표준 확산을 통한 이윤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추진할 때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전압형 HVDC를 중심으로 동북아 전력망 연계를 추진할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자본과 기술, 인프라가 모
두 빈약한 몽골, 북한은 전압형 HVDC 중심의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에 참여
하게 될 경우 중국 중심의 산업 가치사슬에 쉽게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도 중국의 자본 없이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단독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러
한 상황에서 한국도 국내 업체들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감안했을 때 중국이
한국업체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 기술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전압형
HVDC로만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전 구간을 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또한 중국 국가전력망과 한국전력이 전력망 연계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의 효성중공업과 KAPES, LS산전 및 한국전력 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공사
구간 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업체들 간의 이견이 조정된 후에도 한국전력
과 국가전력망이 양국 업체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모두 살리는 방향으로 전력망
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중 정부부처 간 에너지 협의회가 양국의 단기 협력과제, 장기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협력의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한·중 에
너지 협력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에 따라 협력을 안정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
요하다. 특히 중국은 전기자동차, 전기 자율주행차, 수소차의 경우 분야별 차량
및 부품, 관련 기술에 대한 발전 로드맵을 2018년에 공개하였다.149) 한국과
중국이 중국의 미래자동차 기술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감안해서 양국간에 산학
연 에너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도출하는 것도 양국의 미래 자
동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49) 节能与新能源汽车技术路线图战略咨询委员会, 中国汽车工程学会(2018), pp. 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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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동북아 지역은 대기, 수질, 해양, 생물다양성 등 각종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
으며, 한·중 FTA 발효, 한·중·일 FTA 협상 등 지역경제통합 가속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개발로 인하여 향후에도 오염물질 배출 및 생태훼손 등의 환경압력
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50) 특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황
사 등의 대기오염 관련 문제는 심화되고 있으며 전형적인 월경성 환경오염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심지어 일본과도 긴밀한 국가 간 환경협력이 요구되
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20년에 국가 GDP가 19조 9,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
측되고 있으며, 에너지소비량은 48억tce(석유환산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자원소비로 인하여 대기오염 등 국가간 이동 환경오염
과 생태훼손의 위험성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한·중 환경협력의 효율성
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분야별 환경정책에 대해 되짚어
보고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151)
중국은 최근 새로운 ｢환경보호법｣의 시행, ｢대기오염방지법｣,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 행동계획 발표 등으로 환경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에서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가속화해 아름다운 중국의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발전
의 추진, 환경문제 해결, 생태시스템 보호강도 확대, 생태환경 감독 관리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정책 변화는 한·중 환경협력에 있어 중국의 정책 수요
15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7).
15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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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중 환경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문헌을 고찰하고, 동시에 중국과
한국의 환경문제와 현황 자료를 습득하여 현안을 점검하며 각 분야별 협력방안
을 찾고 현실성 있는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환경문제의 해법으로 불용자원 또는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
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산업 개발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며, 중국의 순환 경제단지(CIP) 및 국내
의 생태산업단지와 같은 프로그램의 추진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기술개발 및
정보교류의 노력을 통해 청정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존재한
다. 다음은 미세먼지와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속한 한·중·일 환경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기술과 경험 및 정책을 공유
하는 협력도 정기적으로 있으면 좋을 것이다.

나. 연구의 구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협력이 필요하고, 경험의 공유가 용이한
분야는 미세먼지로 부각되고 있는 대기환경, 쓰레기 매립 및 재활용 등의 문제
가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중국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국내 생태산업단지 등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절에서
한국과 중국의 대기, 폐기물, 생태산업단지의 현황 및 문제점을 소개하고 비교
하며, 3절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대기, 폐기물, 생태산업단지의 협력방안을 제
시한다. 마지막 4절은 결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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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환경 분야별 현황
가. 대기(미세먼지)
1) 국내 대기오염 현황 및 정책 분석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치명적인 사망원
인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기오염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미세먼
지이다. 대부분의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지지만 미세먼지와 초
미세먼지는 입자크기가 매우 작아서 사람의 몸속까지 침투한다. 이는 이온, 중
금속 입자 등의 오염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흡계 질환, 심혈관계 관련 질환
을 유발한다. 때문에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취약계
층(어린이, 노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성장시기의 어린이가 고농도 미
세먼지에 노출되면 신체발달에 악영향이 미치며,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들의 조
기사망률을 높인다.
이외에도 미세먼지는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힌다. 특정 습도에 반
응하여 연무(Haze)를 생성하는데(Liu et al., 2013), 이는 가시거리를 악화시
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교통안전공단(2016)은 안갯길 교통사고
치사율이 눈길보다 약 5배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토양과 물을 산성화 하
여 토양, 산림, 수목 등 광범위한 식생의 손상을 유발하며(환경부, 2016b), 비
닐하우스 투과율 저하로 작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농촌진흥청, 2016). 반
도체/전자사업의 불량률과 먼지방지필터의 교체비용이 증가하고, 외부활동 제
한으로 인한 유통소비업종의 매출 감소, 시정거리 감소로 항공운송업의 결항/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2014~15년의 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23.5μg/㎥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수치의(10μg/㎥)의 약 2.3배에 이르는 고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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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연구 결과(2017년 7월)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국외영향 48%, 국내배출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계절별로 다르게 나오므로 해석에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
이며 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은 연간 조기사망자 2만 명 이상, 경제적 손실은 11
조 원 이상으로 잠정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 심리 등 다각적 손실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고 있지 않으며, 어린이 등 장기적 건강영향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측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정부는 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수준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
환경관리를 오래전부터 시작하였다.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
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2차례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
립·시행하였다. 1차 수도권 대책은 SOX, NOX의 저감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
으며, 사업장 배출허용 총량제 도입 및 디젤차에 대한 DPF 설치로 배출량 저감
및 대기오염 개선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7-1. 서울시 지역별 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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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www.airkorea.or.kr/pmRelay?itemCode=11008(검색일: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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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일평균 대기질 농도는 지
역별로 13~17시 사이에 50㎍/㎥ 이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
는 대기오염 개선효과는 미비한 편이었고, 고농도 Hot-Spot 노출 관리의 문제
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개선은 미비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에 2차 수도권 대책에서는 사업장관리, 자동차관리 대책 외에도 생활오염원 대
책을 포함하였고, 1차 기본계획에서 미흡했던 NOX 및 초미세먼지(PM2.5)에 대
한 관리 강화와 함께 생활오염원 및 비도로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였
으며, 오염물질 목표 농도 및 오염물질 대상 추가, 관리권역의 확대 등이 이루
어졌다.

그림 7-2.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주요 목표 및 관리대상 물질, 권역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2013. 12)

2차 기본계획 변경계획(2017. 6)

· PM10 40㎍/㎥
· NO₂ 22ppb

· (강화)PM10 30㎍/㎥, NO₂ 21ppb
· (신설)PM2.5 20㎍/㎥, O₃ 60ppb

· 2차 기본계획 동일
· PM2.5 2021년 20㎍/㎥ 조기달성

관리대상
물질

· PM10, NOx, SOx, VOCs

· PM10, NOx, SOx, VOCs
· PM2.5, O₃추가

· (좌동)

관리권역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4개 시군

· 수도권 전역(경기 7개 시군 추가)

· (좌동)

· 총량제 실효성 강화

· 총량제 강화
· 수도권 외 석탄화력발전소 관리 강화

목표

분
야
별
추
진
대
책

사업장 · NOx·SOx 총량제 도입

자동차

· 경유차 중심→휘발유차, 가스차로 확대
· DPF, 조기폐차 등 경유차
· 비도로이동오염원 저감대책 확대
배출가스 저감
·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대중화
· 전기차 등 보급 기반 마련
· 교통수요관리(LEZ등 강화)

생활 · 도로 함유기준 마련
(면) · 주유소 유증기 회수
오염원

· 생활주변 배출원(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등) 관리 강화
· 생활소비재 VOCs 관리 강화

· 전기화물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
·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 고농도 발생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자료: 서울특별시(2018),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 추진을 위한 서울시 시행계획(안) 수립 설명회｣.

2016년 6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하였으나, 특별대책에도 불구하고 고농도 빈발 등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지속되
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미세먼지 해결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수립된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현
재 필요한 대부분의 주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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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심지역을 중점관리, 통합적이고 과학적
인 방식으로 인체 위해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7-3.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종합대책의 차이점 비교

구분

종전 6·3대책

감축목표

발전

석탄발전
재생에너지

·’21년 국내배출 14% ↓

수송

배출부과금

·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9기) 원점
재검토로 4기 LNG로 전환( 强)
· 노후발전소 봄철(3~6월) 가동중단 및
임기 내 조기폐지( 新)

· ’25년 11%로 확대

· ’30년 20%로 확대( 强)
-

· NOx 배출부과금 신설( 强)

총량관리

· 수도권 총량관리

· 수도권 外 총량관리 지역 확대
(충청·동남·광양만권)( 强)

친환경차

· 전기차 등 보급

· 친환경차 보급 확대( 强)
· 친환경차 협력금제( 新)

선박·
건설기계·
이륜차

· 건설기계 배출 저감

· 선박·항만 관리 강화( 新)
· 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 强)
· 이륜차 관리 강화 및 전기 이륜차 보급( 新)

· 수도권 운행제한

· 운행제한 지역 확대
(충청·동남·광양만권)( 强)

환경기준

국제
협력

· 먼지총량제 시행( 新)

· NOx 배출부과금 신설 검토

노휴
경유차

민감
계층

·’22년 국내배출 30% ↓

· 신규 석탄발전 설치 원칙적 금지
· 신규 석탄발전 배출기준 강화

먼지관리

산업

금번 종합대책

-

· 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화( 新)
· 민감 계층 실내미세먼지 기준 신설( 新)

인프라확충

· 미세먼지 측정망 확대

· 교육 시설 인근 측정망 확충( 强)
· 실내체육시설 설치( 新)

교육·환경
서비스

· 메뉴얼 마련 및 교육·홍보

·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新)
· 민감계층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新)
· 미세먼지 청정관리구역 지정 제도 도입( 新)

의제 격상

· 한·중·일 환경장관

· 한·중 정상회담( 强)

협약 체결

-

· 미세먼지 저감 국제협약 체결 적극 검토( 新)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8).

종합대책(2018)에 따르면 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가 2016년 258일에서
2022년 78일, 서울 기준 PM2.5 오염도 2016년 26μg/㎥에서 2022년 18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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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미세먼지 배출 감축량 시나리오 3가지를 산정
하여 2014년 대비 최소 23.6%~최대 31.9% 수준까지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중국 대기오염 현황 및 정책 분석
21세기에 중국의 공업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라 미세먼지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정
책과 지침을 마련하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국가 방재청과 민사부는 2013년부터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미세먼지를 자연재해상황에 포함하였다. 2014년 시진핑은 베이징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PM2.5의 통제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후 2017년에 리커창 총리는 ｢완전히 푸른하늘을 위한 전쟁｣이
라는 국정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표 7-1. 중국의 미세먼지 현황
지표

2017년

2013년

변화 빈도

주요 도시의 공기 우량 평균(일수)

73.4

66.0

+7.40%

주요 도시의 심하게 오염된(일수)

28

58

-51.80%

국가 도시 PM2.5 농도μg/㎥

43

56

-22.70%

국가 도시 PM10 농도μg/㎥

75

134

-44.20%

전국 도시의 평균 미세먼지 일수

27.5

46.9

-41.36%

이에 중국정부는 2013년부터 미세먼지의 집중 저감을 목표로 다양한 저감
계획을 수립하였고,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발표된 국정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에 우수한 도시의 평균 저감 비율은 78.0%이고 미세먼지 저감률 역시
2015년보다 1.3% 정도 증가했으며 PM2.5의 농도는 43μg/㎥ 수준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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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년대비 6.5% 감소했고 2013년 대비 22.7%가 감소했으며 PM10 농도는
75μg/㎥이고, 저감률은 5.1% 감소하였으며 2013년 대비 44.2%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기준 초과일수는 27.5일로, 2016년 기준
10.5일 감소하였고 2013년 대비 19.4일 감소하였다. 74개 주요 도시의 우수
대기질 기준 만족일수 비율은 73.4%이고 2013년보다 7.4% 높아진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이는 2013년 대비 평균 오염 농도가 51.8% 낮아진 것을 의미한
다. PM2.5와 PM10의 평균 농도는 각각 2013년 대비 47.33μg/㎥, 82.33μg/㎥
이 줄어들어 총 4.65%와 34.52% 정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미세먼지 처리정책은 2013년에 국무원에서 발표한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조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특별히 수립된
이 정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관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고 대기오염 제어 및 산업 부문의 저감관리에 전문적인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정오염원 관리, 이동오염의 방지 강화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구조적 개선, 기술적 혁신 향상, 에너지 조정 가속화, 환경적 에
너지 공급 강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접근, 산업 공간 최적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안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조치 계획｣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규범
적 문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 수준에서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에 대해서
규범화한 계획으로 명백한 국가 차원의 저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대책의 추진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
의 목적은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생태환경 및 생활적 환경 보호 및 개선, 사회
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이다. 동 법의 두 번째 장에서는 석탄 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의 예방과 통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며 석탄연소 공해의 예방과 통
제에 관한 특별규정을 만들었다.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법｣에 따르면 미세먼
지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미세먼지 통제는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법의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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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현지 규정을 제정
하였다. ｢사천성 미세먼지 오염 방지 및 제어 구현 계획｣, ｢베이징 대기오염 방
지 및 통제 규정｣, ｢난중시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 법률조치 규정｣, ｢산서성의
대기오염 방지 행동 및 구현 계획｣ 등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 규정은 지
역 특성을 기초로 미세먼지 오염의 규제를 규정화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방지
법의 하위 법으로서 관련 규정은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법의 중요한 시행 규칙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7-4. 베이징-톈진-허베이성 가을과 겨울 시즌의 공기 좋은 날 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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珠三角

2017년에 베이징 - 톈진 - 허베이성,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의 우수한 공
기일수 비율은 각각 56.0%, 74.8%, 84.5%이고 2016년에 비해 0.8%, 1.3%,
5.0% 저감이 이루어졌다. 북부 도시의 대기질은 상당히 좋아졌으며 10월에서
12월까지 베이징-톈진-허베이성 지역의 PM2.5 농도 감소율은 40% 이상이었
고 평균적인 우수 일수는 64.73%이고 전년대비 34.1% 증가했다. 주강 삼각주
지역의 PM2.5와 PM10의 농도는 각각 34μg/㎥와 53μg/㎥으로 연평균 농도 기
준에 도달했으며, 3개의 국가통제구역은 최초로 3년 동안 안정적인 수준에 머
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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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5개년 규획｣에 따라서 발전소의 탈질 및 비전기 분야에서 저질소 연
소 기술을 채용한 후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15
년에는 SOX 1,859만 톤, NOX 1,862만 톤 감소했다. ｢13차 5개년 규획｣에 따
르면 2020년까지 SOX와 NOX의 총 배출량은 2015년 기준 15% 정도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SOX 및 NOX의 배출량은 각각 8.0% 및 4.9% 감
소하여 연초에 설정했던 3% 감소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전국 338개 도시의
SO2 농도는 2013년보다 41.9% 감소했다.

그림 7-5. 주요 도시의 오염물질 농도 추세(PM2.5, PM10)
(단위: 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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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3개 지역의 PM2.5 농도는 크게 떨어졌고, 2017년 대기질의 평가는 성
공적으로 완료되었다. 2017년까지 전국 시와 지방 이상의 도시에서 미세먼지
의 농도가 2012년보다 10% 이상 낮을 것이고, 공기가 우수한 일수는 해마다
증가할 것이며, 베이징 - 톈진 - 허베이성, 장강 삼각주 및 주강 삼각주의 미세
먼지 물질 농도는 각각 25%, 20%, 15%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중에서 북경의 미세먼지 물질의 연간 평균 농도는 약 60μg/㎥으로 관리되었
다. 2017년 미세먼지 개선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으며, 공기상황 우수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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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 평균 농도는 2013년 대비 22.7% 감소했다. 핵심적인 지역의 PM2.5 평균
농도는 2013년 대비 39.6% 정도로 감소했다. 34.3%, 27.7%로 북경의 PM2.5
평균 농도는 2013년 89.5μg/㎥에서 58μg/㎥으로 감소했다.

표 7-2. 13개 도시 평균적인 PM2.5 배출 현황
(단위: μg/㎥)

도시
베이징

기준 수치 농도 표준 2017년 농도
90

개선 비율(%)

60

58

20.55

2013년
대비(%)
35.56

목표 완성(%)
142.22

톈진

96

72

62

10.10

35.42

141.67

싱타이

155

116

80

8.00

48.39

193.55

스자좡

149

111

86

13.10

42.28

169.13

바오딩

128

96

84

9.70

34.38

137.50

한단

128

96

86

-4.90

32.81

131.25

헝수이

121

90

84

11.50

36.36

145.45

탕산

114

86

66

10.80

42.11

168.42

랑팡

114

85

60

9.10

47.37

189.47

장저우

94

70

66

4.30

29.79

119.15

친황다오

65

49

44

4.30

32.31

129.23

청더

52

39

35

12.50

32.69

130.77

장자커우

43

35

31

3.10

27.91

111.63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의 목표 달성률은 150%에 가깝다. 겨울 난방기, 중기
의 오염시기에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등의 도시가 보다 강력한 환경보호 대
책을 강구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13개 도시의 평균 목표 완성률은
146.88%이다. 싱타이, 랑팡, 스자좡 3개 도시의 개선이 목표달성에 큰 기여를
했으며, 베이징, 톈진 및 허베이의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에 크게 기여했다.
교통 부문의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도로 설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도로
밀도를 적절하게 높이며, 교통체증을 개선한다. 도로 편리 건설을 강화하고 교
통 효율을 향상시키며 오염을 줄이는 것은 미세먼지를 완화하기 위해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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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 경제적 개발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둘째, 차량오염 방지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자동차 통행 및 소유를 통제하였다. 도시 개발 계
획에 따라서 자동차 수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시는 엄격히 차량 통행
량을 제한하였다. 친환경투어를 장려하고 개인 승용차 사용을 줄이며, 우선순
위를 도출하여 대중교통의 비중을 늘리고 보행 및 자전거 운송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미세먼지 이슈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1월 미세먼지는 4개 지역 30개 성을 뒤덮었는데, 베이징의 경우 2017년
한 달 동안 단 5일만이 미세먼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정보
고서에 따르면 중국 500개 도시 중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질 기준을 토
대로 가장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10개 지역 중 7곳이 중국에 위치한 것으로
밝혔다.

나. 폐기물
1) 국내 폐기물 현황 및 정책 분석152)
한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을 요약하면 1980년대 안전처리 중심, 1990년대부
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재활용 중심,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원순환 중심으
로 발전했다. 그동안 한국의 폐기물 자원관리 정책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더불
어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함께 변화했다. 한국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 많은
폐기물 관련 법·제도가 폐지 및 수정·보완되면서 매우 복잡하게 발전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환경부는 2011년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15)을
수립하여 폐자원 업사이클링(upcycling)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자원순환형
(zero-waste) 사회를 위해 모든 폐기물을 순환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152) 기획재정부(2016) 보고서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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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2013년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대책’을 발표하여 재활용 자원 수
집운반 및 기반확충 등 재활용 시장창출과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
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었다.

그림 7-6. 한국의 폐기물정책 패러다임 변화 추이

구분

그간의 정책

새로운 정책방향

정책여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

기후변화, 원자재·에너지 고갈

목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자원순환사회 구축

추진전략

감량 → 재활용 → 처리

효율적 생산·소비 → 물질재활용→
에너지회수 → 처리선진화

주요 과제

쓰레기종량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PR) 및 처리시설 설치

자원순환성평가, 재활용품질인증
폐자원 등 에너지화, 처리광역화

핵심 개념

폐기물

자료: 환경부(2016c).

｢자원순환기본법｣은 1986년 이후부터 제정된 한국의 복잡하고 중복된 개별
법을 정비, 분리 및 통폐합한 법이다. 한국의 폐기물 자원관리 주요 정책을 정
리하면, 1990년 이전 한국은 사후적 폐기물 관리 및 안전처리 정책으로 ｢폐기
물관리법｣을 제정하여 폐기물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였다. 그 이후 ｢재활용촉진
법｣, ‘쓰레기 종량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률｣ 등을 통해 사후적 폐기물 관리에서 예방적 폐기물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여
폐기물 재활용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건설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생산자들로 하여금 폐기물의 감량, 재이
용,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및 ｢자원순환기본법｣ 등 쓰레기 제로화 정책을 통해 자원
환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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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한국의 폐기물 관련 법 및 정책 흐름도

안전처리
1986

재활용

1991

1992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발생억제
예치금

처리시설
처리업

광역관리
사후관리

1995

자원순환

1999

2002 2003 2005

2007

재활용신고
주민지원

통계조사
처리증명제

감량회
음식물류

수출입신고

시설의무화

방치폐기물

적법처리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재활용촉진법
포장재 발생억제
1회용품 규제

포장재 검사
붙박이장

분리배출표시
EPR/의무율

대형폐기물
재활용센터

예치금/부담금

빈병보증금

고형연료(RDF)

재활용산업육성

예치금폐지

생분해성수지
판매요금용도
재질구조개선

재활용단지조성
재활용품구매
수출입(바젤)법

하
수
도
법

하
수
도
법

친
환
경
상
품
법

폐촉법
영향조사/주민지원

건폐법

광역관리/수수료

분리발주/적격검사

전기자동차법

처리시설 의무화

순환골재의무사용

자원순환개념도입

자료: 환경부(2016c).

한국 폐기물(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과 비교하면, 본격적으로 재활용
정책이 시행되는 1990년대 중반부터 폐기물 처리방식이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건설폐기
물재활용촉진법｣ 시행 이후 재활용 처리 비율이 매립보다 높아졌으며, 그 격차
는 더욱 커지고 있다. 1990년 이전의 통계 미흡으로 재활용정책 전과 비교하지
못했지만, 매립에서 재활용으로의 처리방식 전환은 한국의 재활용 정책이 성공
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자원순환형(Zero-Waste)
정책은 폐기물이 단순한 쓰레기에서 에너지 자원으로 탈바꿈되는 시대를 가져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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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한국의 폐기물정책과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비교

90년 이전
안전처리
쓰레기 종량제

재활용

자원순환

재활용 촉진법

예치금제도 폐지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생활폐기물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

자료: 환경부(2016c).

정부는 높은 수준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화에 초점을 두고 정책
을 펼쳤다. 이에 따라 1992년 예치금제도에서 확대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200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
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
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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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절차

생산자
책임

생산

판매

소비

폐기

재활용

종전
확대

자료: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https://www.keco.kr).

그림 7-10. 생산자책임의 확대

Extended : 확대된
· 폐기물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지자체로부터 생산자에게 확대
· 생산자의 환경적 책임의 확대
→ “그동안 폐기물 관리 책임의 영역에서 제외더 있었던 생산자까지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오염원인자로서 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공유”

Producer : 생산자
· 포장재의 재질 및 디자인, 비용을 가격에 내부화할 수 있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생산자

Responsibility : 책임
· 물리적 책임 : 폐기물의 수집, 선별 재활용을 수행
· 재무적 책임 : 책임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는 책임

자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EPR의 기본개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재활용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 정부가 각각 일정 부분의 역할을 분담하되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소비자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
여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표시제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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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1. 분리배출표시제도의 정의

※ 분리배출표시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자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EPR의 기본개념.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회수 재활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재활용 의무
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에 제출한다.

그림 7-12. 재활용분담금의 정의

※ 재활용 분담금
= 당해연도 제품·포장재별출고·수입실적량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제품·포장재별
의무율 × 제품·포장재별 분담금 단가
※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자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EPR의 기본개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분담금 관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
행하며 재질구조개선, 의무이행을 인증한다.

그림 7-13. 재질구조개선의 정의

※ 재질구조개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새로운 포장재를 설계·수입하거나 기존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개선할 경우
재질구조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재활용이 용이하게 개선하도록 유도
ex) 합성수지 복합재질 → 단일재질

자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포장재 재질 및 구조개선 기준 등급 정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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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분리수거 및 제도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국환
경공단은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 및 승인하
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실적을 확인한다. 또한 재활
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재활용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한다. 환경부는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매년 품목별
재활용 의무율을 산정하여 고시한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
체, 한국환경공단의 지원 및 관리를 하며 주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한다.
EPR 시행으로 소각(매립)되던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원자재 절약 및 천연자
원 대체를 하였고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친환경제품
출시 확대와 재활용 및 환경성을 고려한 제품의 생산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재
활용산업의 기반이 구축되면서 재활용시설의 인프라 확충, 재활용 활성화 체계
마련, 재활용시장 규모의 확대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및 온
실가스 감축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 중국 폐기물 현황 및 정책 분석
중국의 경우 고형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는 반면, 폐기물처리 기술 수준은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다. 2016년 산업고체폐기물,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각각
18.1%, 11% 증가하였고, 또한 도시생활폐기물의 운송량도 증가하는 추세이
다. 전기·전자폐기물 발생량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고, 2010년 기준
유해폐기물 처리율은 32.3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일반 산업고체폐기물 발생량은 2005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
으며, 2011년 32.3억 톤에 달했다. 이 중 전기·전자폐기물 처리문제는 줄곧 사
회 이슈로 대두되어왔으며, 중국의 연간 전기·전자폐기물 발생량은 230만 톤
으로 미국(300만 톤)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전기·전자폐기물 배출 국가이다. 산
업고체폐기물 배출량이 2,000만 톤이 넘는 고배출 지역으로는 쿤밍, 충칭, 타
이위안, 상하이 4개 지역이 있으며, 이 지역들의 산업고체폐기물 배출량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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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전체 배출량의 34%를 차지한다. 중국은 지역별로 경제발전 단계, 산업구조,
환경오염의 종류나 정도, 정책의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환경보호 정책을 차
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림 7-14. 중국 폐기물 발생량 추이 및 구성
(단위: 만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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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지현 외(2015).

도시생활폐기물은 발생량 추산이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운송량으로 대체
한다. 중국의 생활폐기물 운송량은 발생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양
은 계속 증가 추세이다.

그림 7-15. 중국 도시 생활폐기물 처리량 및 처리율(2006~11)
(단위: 백만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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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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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 폐형광 방전관, 의료 특수 폐기물 등 유해폐기물 처리율은 2010년
32.31%의 낮은 수준이며 2011년 유해폐기물 안전처리시설 처리능력은 수요
처리량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중국의 도시별 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2014년 기준 약
742만 톤으로 상하이가 1위를 차지했으며, 베이징은 약 733만 톤으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635만 톤의 충칭, 4위는 541만 1,000톤의 선전, 5위는 460만
톤의 청두로 조사되었다. 항저우는 330만 5,000톤을 기록해 8위를 차지했다.

표 7-3. 중국의 도시별 생활폐기물 배출량 순위(2014)
순위

도시명

연간 배출량(만 톤)

1

상하이

742.7

2

베이징

733.8

3

충칭

635.0

4

선전

541.1

5

청두

460.0

6

광저우

430.2

7

닝보

342.1

8

항저우

330.5

9

푸산

307.7

10

우한

295.0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16. 1. 25).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전국 도시생활폐기물의 무공해 처리시설 건설을 계획
하고 있다. 2020년까지 전국 도시생활폐기물 무공해 처리율 100%, 자원회수
이용률 35%, 농촌 및 생활폐기물 무공해 처리율 50%, 농촌 고체폐기물 순환
이용률 60%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6년 3월 중국정부는 ｢제13차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규획(이하
13·5 규획)｣을 발표하였고, 중앙정부의 발표를 전후로 중국의 31개 성(省)급

제7장 한·중 환경협력 방안 • 255

행정단위에서도 지역별 13차 5개년 규획을 발표하였다. ‘규획’에서는 중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환경을 소개하고, 2016~20년 시행할 7대 주요 목표와 5대
발전이념이 설정되었으며, 향후 녹색발전을 위한 생태환경의 총체적 개선을 목
표로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7-4. 13차 5개년 규획의 주요 내용
분야

이슈

주요 정책

13·5규획 내용
∙ 구조조정, 기술혁신, 민생 보장·

기본방향

∙ ‘4개 전면’, 안정적 발전, 개방
확대, 거시관리 강화

개선, 자원 절약·환경보호, 개혁
개방 확대 등 성장과 안정 병행
에 집중

기본

거시

방향

정책

성장률
산업구조
고도화
정부기능

경제

조정

개혁

국유기업
개혁

관련

생태

분야

발전

∙ 중고속 성장, 2010~20년 GDP
및 1인당 소득 2배 성장
∙ 산업수준 제고, 소비기반 성장,
도시화 진전

∙ 안정적 신속발전
∙ 주민소득 향상
∙ 신성장산업 육성

∙ 기능 전환, 권한 조정, 효율 제고, ∙ 거시조절 강화·개선, 소비수요
거시조절기능 강화
∙ 국유자산관리 개선

장기적 확대, 투자구조 개선
∙ 국유기업 개혁, 행정 개혁 등 추진

생태 보호 ∙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 시스템 구축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순환경제
에너지
절감

∙ 에너지 절감 및 고효율 자원 이용
추진

발전, 자원절약 및 관리, 환경
보호 강화

자료: 중국의 ‘13차 5개년 규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otra, 2015. 12.

그중 고형폐기물 관련 중국의 주요 정책으로는 ｢환경보호법｣(2015년 개정),
｢고형폐기물 오염방지법｣(2015년 개정), ｢대량공업고형폐기물 종합이용 12·5
규획｣(2012년), ｢12·5 위험폐기물 오염방지계획｣(2012년), ｢전자폐기물 환
경오염방지관리방법｣(2007년), ｢전자폐기물 오염방지업무 강화 관련 의견｣
(2012년), ｢12·5 전국 도시생활폐기물 무해화 처리설비 건설 계획｣(2012년)
등이 대표적이다.
13·5 규획 이후인 2016년 12월 중국정부는 오염원에 대한 직접 과세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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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배출저감을 하고자 ｢환경보호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을 제정
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본 법이 시행 중이다.
｢13·5 전국 도시생활폐기물 무해화 처리설비 건설계획｣에서는 직할시 및
성도, 중점도시(100%)뿐만 아니라 각 현(县)에서도 도시생활폐기물 무해화 처
리율 95% 이상, 현급 도시의 생활쓰레기의 무해화 처리율을 80%까지, 건제진
지역은 70%까지 달성해야 한다. 또한 2020년까지 실시 조건을 갖추게 된 직
할시, 중앙직속 중점개발도시, 성회성시153)는 쓰레기 매립률 0%를 실현해야
하며 건제진154)의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능력 확대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외
에도 현급 이상의 소각 처리능력이 무해화 처리의 50% 이상 달성되어야 하며,
이 중에도 동부지역은 무해화 처리능력이 60% 이상 달성되어야 한다.
13차 5개년 기간 내에 전국의 도시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시설에 2,518억
4,000만 위안을 투자한다. 이 중에서 무해화 처리시설 건설에 1,699억 3,000
만 위안을, 운송 및 중간 운송 체계 구축에 257억 8,000만 위안, 음식물 쓰레
기 전문설비에 183억 5,000만 위안, 저장소 처리사업에 241억 4,000만 위안,
쓰레기 분류 시범공정에 94억 위안,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42억 3,000만 위안
을 투자한다.
이와 같이 공업 및 생활 폐기물 관련 다양한 정책은 주로 폐기물의 무해화 처
리, 재활용 및 에너지화와 관련된 내용이 주축이 되고 있다. 최근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된 조세시스템을 마련하였는데 법에 의해 설립된 오수 집하처리장,
생활폐기물 집하처리장이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배출표준을 초과한 경우 환
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업과 기타 생산경영자가 고형폐기물을 저장 또는
처리 시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환경보호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환경보
호세를 납부한다.155)
이 법에 따라서 고형폐기물 처리 시 매간석(저질탄)의 경우 톤당 5위안, 미광
153) 각 지역의 수도를 의미함.
154) 인구 20만 이하의 소도시로 국가가 인가한 집진을 의미(우리나라 읍에 해당).
155) 장현숙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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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 톤당 15위안, 위험폐기물 톤당 1,000위안, 분탄가루, 고로재 등 기타 고
형폐기물의 경우 톤당 25위안의 초과 보호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오염 배출비용 징수표준 조정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2014)에 따라 대기 및
수질 분야는 오염 배출 비용의 징수표준이 2배로 인상될 전망이나, 폐기물 처
리와 관련된 가격표준은 아직 미정으로 해당 산업의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다.
폐기물과 관련된 중국의 정책은 1단계 폐기물의 축소에서 2단계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2015년 중국의 재생 가능적 자원의 산업 재활용 가치는 1조 8,000억 위안에
달한다. 산출 가치의 전년에 대비하면 증가율은 28.57%에 달한다. 그러나 전
체적인 회수율은 여전히 낮고 해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크며 주요 산업 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60% 미만이고 중고 가전제품의 정
상적인 해체비율은 61%에 불과하다. 차량의 비율은 30% 미만이다. 관련 산업
정책 및 일련의 조치가 도입됨에 따라 재생 가능한 자원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
전할 것이다. 현재 산업 생산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 경제가 1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제품들이 현재 폐기물이 되고 향후 5년간 전기
전자 제품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은 20%
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올해 5월에 발표된 “Circular Development Leading Action”에서 2020
년까지 전체 재생 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가치는 약 3조 RMB(Renminbi,
중국위안)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약 10.7%이다.
재활용 제품의 총량은 2015년 말까지 중국의 고철, 폐비철금속, 폐플라스
틱, 폐타이어, 폐지, 폐전기 전자 제품, 자동차 폐품, 폐기된 선박, 폐유리, 폐건
전지 및 기타 재생가능 자원의 10가지 종류로 분류되었다. 총 금액은 약 2억
4,600만 톤이며 작년의 기간에 비해 0.3% 증가했다. 그중 가장 큰 증가는 폐차
이며 가장 큰 감소는 폐선이다.
제11차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2009년 ｢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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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공화국 순환 경제 촉진법｣을 통과시켰다. 자원보존과 환경보전이라는 기
본 국가 정책이고 국민의 생존과 중국의 생존 및 발전에 대한 역할이 많다고 보
도했다. 먼저 순환 경제 발전의 중요한 부분은 산업화와 현대화이며 산업화와
현대화는 발전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재생자원 산업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생가능한 자원 산업의 발전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더
많은 기업이 이 분야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둘째는 정부에서 재생가능한 자
원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인력을 과학적,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안내하는 역
할을 해야 한다. 중국 국무원은 순환적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폐기물 자원의 활용과 재생가능한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
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폐기물 자원의 재활용과 폐전기·기계 장비
의 재활용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재생가능자원의 재활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은 협동조합 연맹을 설
립했고,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중국의 재활용 회사는 새로운 재
활용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첫째, 재생가능한 자원의 재활용 기반을 창립해야 한다. 중국의 재활용 자원
개발 회사는 중국 광둥성의 청원(Qingyuan)에서 재생가능자원을 위한 중국
최초 시범 기지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 기지는 각종 하드웨어 및 가전제품, 폐
전기 모터, 폐전선 및 케이블의 해체, 가공 및 처분이 가능한 연간 용량이 300
만 톤 이상에 달할 것이며, 재생가능산업 원료의 연간 생산 가치는 약 500억 위
안에 달할 것이다. ‘주강 삼각주’ 경제권의 개발된 제조 산업에 대해서 중요한
산업 원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재생가능한 자원에 대한 시장을 확대해야 한
다. 셋째, 재생가능한 자원 재활용 공원 배치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자원 복구
수단과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07년 4월 중국은 상무부와 국가
개발개혁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회수 회사와 종업원이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뺷재생가능자원 재활용을 위한 행정 조치뺸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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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길림성의 재생자원 유통시장, 호남 재활용자원 유통시장, 광동 칭원 재활
용자원 유통시장 등을 재생자원 재활용 시스템의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시생활용품에 대한 재활용 정책을 살펴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
혁위원회와 재무부 및 기타 14개 부문이 공동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고, 중국
의 자원 재활용의 목표를 정립하였다. 2020년까지 중국의 녹색 재활용 저탄소
산업 시스템이 운용될 것이며, 이에 따라 도시 순환발전 시스템과 시스템의 기
본설정 및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다.
순환 발전은 중국의 생태 문명을 만들고 녹색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
으로 ‘선도적 행동’의 도입은 중국의 자원 재활용 산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
진하고 사회적 및 환경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더 많은 산업폐기물과 도시생활폐기물이 발생한다.
국가 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
폐기물은 매년 8~10%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은 도시환경과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위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개발을
방해할 수 있다. 도시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림 7-16. 중국의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메탄가스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운송
시스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장
(건설 예정)

재활용 쓰레기 분리 센터
(건설 예정)
재생자원 수집 시스템

회수 시스템
생활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유해 쓰레기

수거 및 운송
시스템

위험 폐기물 처리공장

기타 쓰레기

수거 및 운송
시스템

소각장 및 매립장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16. 7. 14).

260 •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비료

재생 자원 기업

2016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Law)｣
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면서, 지역경제사회의 발전, 생태
보호 및 종합 위생관리의 실제 상황을 기초로 마을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계
획을 정했다. 이에 지역 바이오가스와 같은 바이오매스 자원을 적용하고 가정
용 태양에너지, 소규모 풍력발전 및 소규모 수력기술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림부, 국가 산림청은 공동으로 ｢농업에서의 순환 경
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침｣이라는 지도적 의견을 내었다. 이를 통해 당 중앙위
원회와 국무원의 전략적 전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생태 문명 건설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농촌 재활용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며 농촌 자원의 효율성을 높
이고 농촌 지역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통합을 촉진하고
자원 활용을 종합적으로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청정생산 공정, 산업연관의 재
활용, 폐기물 처분 재활용,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능력 강화, 농업 개발방법의
변화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농업바이오매스 에너지산업개발 계획은 농촌 생활 에너지를 핵심으로 해결
하고 농촌의 바이오가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농작물을 경화하고 에너지 부
스를 변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되었고, 주요 내용은 마을 에너지 사용
구조, 농촌 풍경과 생태환경 개선에서 순환적 농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그
리고 중앙정부는 농지 보호와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농림부
와 재정부는 농작물 재배 종합개발 및 재배 농지품질 개선 촉진이라는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작물재배 종합 시범사업, 집중사업 및 지역개선 추진 사업 등
의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다. 생태산업단지
1) 국내 생태산업단지 현황 및 정책 분석
생태산업단지는 자연생태계의 공생관계를 산업시스템에 적용하여 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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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구축한 산업생태학의 실증 단지이다. 생태산업단지에서는 기업간 협력
을 통한 산업공생을 기반으로 기업의 경제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및 부
산물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산업공동체
를 구성한다. 생태산업단지에 대한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관련 기구, 연구자들
사이에서 완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생태산업단지를 정의하면서 단순 물질교환이 아닌
정보, 기반시설, 환경적 자원 등을 공유하고 협력적 체계를 기반으로 기업공동
체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림 7-17. 기존 산업단지와 생태산업단지 비교

원재료

배
출

제품

원재료
및
제품관리

재자원화

폐부산물처리

폐부산물처리

제조

폐부산물

사회적인식

기존 산업단지

무
배
출

제조

폐부산물

사회적인식

생태 산업단지

자료: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ncpc.or.kr/resource/eco_build.asp).

우리나라의 과거 산업단지는 기업 집적을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
제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나,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문제는 사
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1990년대 각종 국제 환경 관련 협약들로 인해 산
업계는 경제성과 함께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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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체계적 운영 설계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또한 날로 엄격해지는 환
경 관련 규제들의 범세계적 요구에 대해 개별 기업들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
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서 산업공생을 기반으로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부
산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생태산업단지는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친환경적 산
업단지이다. 생태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와 비교하여 자원 재활용을 통한 생
산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이점과 함께 폐기물 발생 최소화, 환경규제 대응을 통
한 환경 및 사회와의 조화라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표 7-5. 기존 산업단지와 생태산업단지의 차이점 비교
항목

기존 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선정기준

경제성

경제성과 환경성

연계성

원료 및 제품 위주

원료, 제품, 부산물, 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

자체 또는 공동 처리

원료로 재사용

관리주체

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공단 + 자치조직

폐기물 발생량

대량 발생

최소화

구성원

입찰 방식

자발적 참여

사회적 이미지

공해 배출량

환경, 사회와 조화

지역사회와의 관계

항시 민원발생

지역사회의 동참

자료: 구민정(2010).

단지 구축 사업의 추진계획은 2003년 수립되어 2005년부터 5년 동안 시범
사업이 진행되었다. 시범사업 단지는 2005년 10월에 포항, 여수, 울산미포온
산 산업단지가 선정된 후 2006년 2월에 반월·시화, 청주 산업단지가 선정되었
으며, 같은 해 12월 사업 주관기관이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한국산업단지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시범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시범사업 추진단지로 최종 선정된 반월·시화, 청주, 울산
미포온산, 여수, 포항 산업단지는 각 산업단지별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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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성을 바탕으로 부산물, 에너지, 대기, 용폐수 등과 관련된 과제를 추진하
였으며, 그중 일부는 사업화에 성공하여 운영 중이다.
1단계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2009년 10월 2단계 (본)사업 추진을 위하
여 부산, 대구, 전북 등 추가 단지를 지정하였으며, 이후 2010년 6월부터 본사
업이 진행되었다. 1단계 사업이 단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공생 체계를 구
축하고자 한 것과 달리, 2단계 사업은 광역적 거점 산업단지(Hub)를 중심으로
주변 3~4개의 산업단지(Spoke)와 연계한 산업공생 체계를 구축하는 허브-스
포크(Hub-Spoke)형 광역생태산업단지 형태로 추진되었다. 2011년에는 8개
의 거점단지와 30개 연계단지가 참여하여 추진되었다.

그림 7-18.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대상지역(과거-현재-미래)

1단계 5개 단지
(3개 단지 시작 + 2개 추가)

2단계 9개 지역 46개 단지
(Hub-Spoke 방식)

반월시화사업단

3단계 150개 단지
(개별입지+환경시설 포함)

수도권사업단

수도권사업단

청주사업단
대경권사업단
포항사업단

충청권사업단

대경권사업단
충청권사업단

울산사업단
동남권사업단

동남권사업단
호남권사업단

호남권사업단
여수사업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실(2014. 8).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은 2단계 사업이 추진되면
서, 약 80여 개의 사업화 과제를 도출하여 경제적·환경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생태산업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각 산업단지별로 일부 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및 주민과 연계된 공생관계 또한 매우 부족하다. 이를 토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3단계(2015~19년) 사업은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설계 및

264 •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운영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되고 있다. 향후 생태산업단지 보급 확대를 위하
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7-19. 국가 시범 생태산업단지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과정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 간의

1단계(2005-2009)

물질·에너지 및 부산물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추진

2단계(2010-2014)
자원순환 Network 확산

1단계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3단계(2015-2019)

기획 및 설계단계부터 산업생태학적 관점에서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구축

자원순환형 산업단지를 조성

산업단지로 자원순환 네트워크 확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실(2014. 8)을 토대로 저자 작성.

2) 중국 생태산업단지 현황 및 정책 분석
중국은 부산물 교환, 용수 및 에너지 재활용, 산업공생 모델 구축, 생태산업
단지 관리정보시스템 개발을 중심으로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정부 주도하에 2003년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고 2006년 9월부터 생태산업
단지 구축 관련 표준을 정립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단지를 ‘생태공업원구’
로 지정하였다. 중국의 생태산업단지는 최근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으며,
2013년 5월 기준 중국 내 생태산업단지 개발 지역은 20여 개이며, 이 중 공식
적으로 승인된 생태산업단지는 1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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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0. 중국 생태산업단지 현황

Neimenggu
Jilin

Liaoning

Beijing
Tianjin

Shanxi
Shandong

Shaanxi

Henan

Jiangsu
Shanghai
Anhui

Hubei
Zhejiang

Chongqing
Jiangxi
Guizhou

Legend

Hunan
Fujiang

Yunnan

EIP planning approved

Guangxi

Guangdong

EIP accredited
Construction approved

자료: Tian et al.(2013), pp. 1-9.

3. 대기, 폐기물, 생태산업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환경협력 방안
최근 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들이 서로 힘을 합쳐 대기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내의 7개 광역 시·도지사들과 중국 베이징 등 중국 10개 성·시장들은 ‘제2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를 통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20년 제3회 한·중 지
사성장 회의를 기약하며 마무리되었다.
또한 2018년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공동으로 세워 양국의 환경장관이
2018~2022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서명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추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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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 이행기구를 설치하였다. 한·중 환경협력센터에서는 미세먼지를 포함
한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 등 4가지 우선협력 분야를 설정하였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협력에 대한 인식 면에서 중국은 받는 협력에 익숙해 있고, 우리는 지나치게
동등협력을 주장하여 협력이 난항을 겪는 일이 잦다. 이에 중국과의 협력사업
을 재점검하고 더 활성화해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앞으로 중국환경협력
전략은 중국이 거대한 환경기술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과 정책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략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에서는 한·중 환경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가. 대기 분야 협력방안
우선 한·중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미세먼지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
및 환경에 따른 피해 추정을 위한 한·중 간 학자들의 공동연구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다양한 저감방안의 연구도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이
산시성 시안에 세워진 공기정화 탑(스모그 정화 타워)이 그것이다. 중국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의 스모그 정화 타워는 높이가 100m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공기를 데우고, 데워진 공기가 대류 작용으로 타워 안을 흘러 다니도록 하는 기
술인데 가로·세로 1km, 높이 10m 정도의 부피인 1,000만m3 이상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PM2.5)를 15% 저감한다고 한다. 2016년 중국의
베이징이나 톈진에는 네덜란드 예술가 단 로세하르데가 설계한 7m 높이의 공기
정화 탑이 설치됐다. 이 공기정화 탑은 시간당 3만㎥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인공강우를 이용하는 연구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인공강우
실험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상청에서 추진하는 다목적항
공기를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서해 상공에
서 차단하겠다는 실험이다. 인공강우는 요오드화 은(AgI)이나 액체질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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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1. 사업장 굴뚝 현황

자료: 중앙일보(2018. 1. 20), ｢잿빛 하늘 미세먼지 잡는 진공청소기 없을까｣.

구름 씨앗을 공중에 뿌리면 수증기가 응결돼 빗방울이 떨어지는 원리를 이용한
다. 과거 2012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중국에서 맑은 하늘을 보이기 위해 인공
강우를 시행했다.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비구름을 막을 목적이었다. 맑은 하늘
은 공장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참고로 중국이나 베트남은 1960년
대부터 인공강우 연구를 하여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외에 고층빌딩에서 물을 뿌린다거나 물대포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으나
국지적인 효과에 머무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에 숲을 조성하는 방안도
연구 가치가 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애틀랜타시의 나무는 연간 64.6t, 뉴
욕시의 나무는 연간 37.4t의 미세먼지를 걸러내지만 동시에 연간 6,000만 달
러(약 65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나무로 둘러싸인
주택의 실내공기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50% 정도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
다. 그리고 과거에 만들어진 한·중, 중한 환경과학기술 교류센터를 적극 이용
하여 환경산업과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연구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2017년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라서 만들기로 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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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센터｣는 ‘대기질 공동연구단’, ‘환경기술 실증지원 센터’를 통한 연구·기
술협력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일이 중심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몽골, 북한도 포함하는 동
북아 환경협력 체결을 추진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환경협력을 통
하여 미세먼지, 황사, 서해의 수질 개선 등에 관한 협력방안이 공동으로 논의되
고 추진되어야 한다.
한·중 간의 환경, 에너지 정책 협력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본다. 중국은 최
근에 매우 혁신적인 에너지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배출권 거래제
도의 경우 한국에는 없는 개인 거래제도를 참여하도록 하는 안을 시범사업에서
추진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수질이나 수량을 위하여 독특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
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에너지 진단 및 등급 제도, 에너
지 경영 제도가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이 상호 성공적인 정책을 소개하고 국가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한다면 추후
동북아 환경협력의 시작에 좋은 정책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폐기물 분야 협력방안
이미 중국은 ｢전자폐기물 오염방지업무 강화 관련 의견｣에서는 오염방지시
스템 및 장기 메커니즘의 구축(~2015년), 폐기된 전기·전자 제품 연간 5,000
만 대 이상 회수 처리, 전자위험폐기물 무해화 처리량 및 처리율 제고, 전자폐
기물 규범화 처리기업 육성, 전자폐기물 처리의 선진 기술과 장비 보급 등을 목
표로 규범화 회수, 관리감독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중국 최대의 도시광산 및 순환 산업단지 운영기업인 거린 메이가 2016년 삼
성 SDI와 도시광산 구축과 운영, 재제조에 필요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공급
협력 MOU를 체결한 것은 매우 좋은 사례라고 본다. 삼성 SDI를 통해 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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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 폐배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중국의 자원순환 사업을 성장시켜려는 것
이다.
일단 가장 추진하기 쉬운 사업은 휴대폰과 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도시광
산 사업일 것이다. 한국 전체에서 버려지는 휴대폰은 연간 2,000만 대 정도인
데, 여기에 들어 있는 금을 다 모은다면 220억 원어치는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개인용 컴퓨터(PC) 폐기물 1t 속에 들어있는 금의 양은 광산에서 캐낸 원광
석 17t에 들어 있는 금의 양과 맞먹는다.
2011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도시광산 내 희소금속의 잠재적 가치 평가｣ 보
고서에 따르면 2020년이면 도시광산 내 희소 금속의 잠재 가치는 연간 최소
33조 원일 것으로 전망하였다.156) 국내 금속 수요의 22%를 도시광산에서 공
급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은 전자제품 폐기물 발생이 1,110만t, 미국은 1,000만t
이며, 2017년에는 7,200만t이 배출되었다. 1인당으로 따지면 미국은 29.8kg,
영국은 21.8kg, 중국은 5.4kg, 한국은 5.3kg의 전자제품 폐기물을 배출했다.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전자제품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부
터 도시광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경제-자원 보존-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본에서 2001년 시작한 동화광업(현
DOWA 홀딩스)과 자회사 코사카 제련(아키타현 고사 카 마치)은 중국 강소성
소주 중국 제1호의 재활용 거점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천진시, 절강성, 강서
성 등 가전 리사이클 거점을 건설하고, 재활용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 상호 간에 폐가전제품의 최종 분해물을 판매할 때 엄격하게 판
매대상을 선정하고, 중국의 환경 요구에 부합되게 사용하는지, 자원의 이용률
은 얼마인지, 즉 환경과 자원이용률, 가격요소 모두 만족 시 판매가 진행되도록
하는 상호 인증 시스템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본다(한국 과학기술 협력 센터,
156)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자원리싸이클링(2017)’은 국내 도시광산업체 수는 917개, 재자원화는 약
19조 6,000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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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폐기물의 에너지화 사업 중 소각열이나 산업용 폐열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면 에너지 문제와 대기오염 문제의 개
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산업
단지의 조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폐열도 증가할 것이다. 폐열의 이용은 북경
과 같은 경우 겨울의 난방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 한국은
서울 에너지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열을 이용하여 아파트에 난방을 공급한
지 오래되었으며 기술력도 우수하다. 포스코는 산업용 폐열을 이용하여 인근
아파트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폐열을 이용할 경우 이산화탄소의 발
생이 당연히 감축되므로 중국과 한국이 양자 간에 기후변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NDC(국가 자발적 감축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재생가능전력에 대한 의무화(RO)나 재생가능 수송연
료에 대한 의무화(RTFO: Renewable Transportation Fuel Obligation)와
유사한 제도로 재생가능 열 에너지 의무화제도(Renewable Heat Obligation)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보급 수준 및 가격(정부 제시
가격, 시장가격, 혹은 양자의 혼합가격)에 의해 운영되며 중대 규모의 재생가능
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적정 지원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영국 에너지연구소(UKERC: UK Energy Research Centre)의 기술
정책 평가에 의하면 농업 잔류물과 에너지 작물, 폐기물을 최대한 활용하면, 바
이오매스로부터 현재 전 세계 에너지 공급량의 5분의 1이 공급 가능하다고 하
였다. 특히 산림의 간벌재, 폐목재 및 폐가구 등과 같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은 경제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폐기물 에너지화는 산림의 보존
과 이용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같이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폐기물의 에너지화
(WET: Waste to Energy)를 위한 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
과 한국이 양자 간에 기후변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남북한의 간벌목이나 폐목재
이용과, 중국의 축산이나 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이용한 가스의 발생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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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전환이 NDC(국가 자발적 감축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탄소·생태산업개발 포럼의 조속한 추진과 청정자원·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해 정보 교류 공동사업의 발굴을 공동협력사항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
을 것이다.

다. 생태 산업단지 분야 협력방안
세계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원생
산성 향상’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면서 금속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다각
도로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순환 경제를 표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원
생산성 향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폐기물 감량에 기초한 자원 사용의 선순환 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기물에 함유된 금속을 회수하여
산업에 재투입될 원료를 공급하는 Urban Mining(도시광산업)은 이러한 점에
서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국 NISP(National Industrial Symbiosis Program)
이다. 영국은 대부분 산업단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기업자원 효율성과 폐기물
(BREW)을 위해 1억 5,000만 파운드의 공공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전국
단위 생태산업단지로는 세계 최초인데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윤 극대화 프로젝트 자문단 중심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역당 15명
의 위원을 두면서 웹 기반 DB 구축과 철저한 자료의 보완을 통하여 물질 자원
의 흐름도를 구축하여 기업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폐기물 처리 및 정책 교육과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흥미를 유발
하기도 한다. NISP는 이미 1,781개의 발생지와 636개 공장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Quick - Win workshop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그 결과 450명
을 고용하면서, 8개 신규사업을 만들고, 120개 project를 추진하였다. RO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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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60%), 지역당 6천만 파운드 이익 창출을 하였으며 특히 매립에서 자원으
로 전화하는 양이 1.5million compound ton을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자원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생태산업단지의 구성 초기단계부터
폐기물 데이터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한국에서도 생태산업단지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도 이러한 생태산업단지 조성에 매우 많은 관심과 투자를
보여주고 있다.
한·중 간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폐기
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다음에는 단지마다 환경자원센터를 설치한 후 폐기물을
상호 사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환경공단이 관
리하는 알리오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인 폐기물 자료 수집체계로 인정받고 있
다. 한 기업이나 산업의 폐기물/부산물은 다른 기업이나 산업에는 원자재가 될
수도 있으며 보조원자재가 되기도 한다. 우선은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 종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자발적인 기업 참여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산업공생체계가 구축된 생태산
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다양한 업종의 기업 간 협
력이며, 나아가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생태
산업단지가 형성될 수 있다. 1960년대 산업공생체계를 구축한 덴마크의 칼룬
보그 산업단지가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손꼽히는 이유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
여를 바탕으로 기업과 지역사회,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공생관계를 형
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태산업단지의 전국적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업종의 기업 참여와 지역사회 및 주민 협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한·중 FTA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시진핑 주석은 2017년 저탄소 생태산업단지를 공
동으로 개발하고 저탄소·생태산업개발 포럼도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청정자
원·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해 정보를 교류하는 공동사업을 발굴하기로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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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직 추진이 미흡한 단계이다.
성공적인 한국의 산업단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의 기반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야와 지
역을 선정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산업단지 실
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토대로 산업단지지역을 한·중 양국의 생태
산업단지 조성 지역으로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이다. 둘째, 한·중 공동기술 실증사업 결과의 사업화를 추진해야한다. 대기 분
야에서 한·중 공동기술의 실증사업 결과를 제철소 오염저감 사업에 적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생태산업단지 분야에서 관련 환
경산업체가 참여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환경 협력사업으로는 군산 새만금 단지, 군산 산업단지, 인천 산업단지, 시
화호의 반월·시화 단지 등 중국과 가까운 단지와 연태, 칭다오, 웨이하이 등에
있는 산업단지 간에 폐기물의 발생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국내 기업 간
및 국외 기업 간 상호 교환하도록 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자칫 폐기물의 성상은
기업의 기술 누출로 연결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을 제외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폐가전 수집 센터를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고
무적이다.
한·중 상호 간에 새로운 제품이나 아이템을 공동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컨대 미래의 추세인 전기자동차,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등 배터리 기술에
대한 공동 개발, 인력 양성, 연구 개발, 실험 등을 통하여 한·중 협력사업을 추
진하는 것이다.
한·중 간에 배터리 전문대학이나 전기자동차 전문대학을 공동 설립하여 운
영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미 한국에는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와 있다. 또한 많은 한국 학생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추세이다.
베이징 대학, 칭화 대학 등 유명 대학이 중국내 대학과 깊은 상호 연계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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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력을 양성하듯이 한국과 중국이 상호 인력 양성을 교류한다면 인력이 매
우 몰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설립하여 적극
적으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대전의 연
구중심 대학 설립 경험이 있고, 중국도 심천의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협력 사항이다.

4. 결론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동북아 국가 간의 환경문제는 점점 더 복잡하
게 변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세먼지, 황사 등이다. 거기에 서해의 오염
이나 북한의 접경지역, 두만강, 압록강의 수질 이야기를 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
진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지난 20년간 고속 성장의 결과 세계경제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존 요소의 상호 보완성으로 21세기에는 세계 최
대 경제지역이면서 최대 에너지 소비지역이 되었다.
동북아는 오염으로 인해서 국가 상호 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관한 한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공동협력이나 기본 계획은 많이 있었다. NEASPEC(동북아 고위급 회의),
NOWPAP(북서태평양실천계획), NEAC(동북아 환경협력회의), ECOASIA(아
시아 태평양 환경회의), EANET(동아시아 산성 강하물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
축)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그나마 한·중·일 환경
장관 회의가 성과를 조금씩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협력 중 환경, 산업단지, 폐기물 등에 대한 한·중 협력방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미세먼지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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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및 환경에 따른 피해 추정을 위한 한·중 간 학자들의 공동연구를 조속히 추
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형 공기정화 탑(스모그 정화 타워)이나 인공강우
연구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중국-북한 간에 해양 및 강 보존 프로그램
의 협력을 추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존의 산업 및 생태산업단지를 대상으
로 폐기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단지마다 환경자원센터를 설치한 후 폐기물을
한·중 상호 교환, 사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한·중
간에 배터리 전문대학이나 전기자동차 전문대학을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
이다. 다섯 번째는 소각열이나 산업용 폐열,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폐기물의 에
너지화(WET: Waste to Energy)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동 기술 개
발 및 사업 추진을 진행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이 양자간 기후변화 사업을 추진
한다면 NDC(국가 자발적 감축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제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력 참여국가가 직접 이해당사자로 국한
되는 것이 좋으며, 그럴수록 공감대 형성이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또한 지역적
긴밀성과 접근의 용이성(문화적 공동체 의식)을 고려하여 협력모형을 구상해
야 한다. 사업의 선정에서도 유인성이 강한 에너지/환경산업과 같은 협력관계
를 우선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후에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
협력 의제는 초기에는 지역간 직접적인 현안문제로 단순화하고 점차 확대하면
서 계획의 실행성,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협의체를 최대한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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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국가간 글로벌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
들이 진행되면서 향후 세계경제의 잠재력 변화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정치경제질서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도 인프라 사업에서의 제3국
공동진출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천적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국
가전략으로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여 글로벌 60여 연선 국가들과
육상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로 연결하는 공동 번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
국은 주변국들과 협력을 통해 평화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소프트파워’ 외교정
책을 시행하고 있다(Joseph Nye 2004). 중국은 일대일로정책을 시행하면서
주변국들이 중국의 소프트파워 공세(Charm Offensive)를 통해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확대하고 문화적 소통을 하며 공동협력으로 사회간접자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Kurlantzick 2007).157) 우리나
라도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제시하면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주
변국들과의 발전적인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한·중 양국의 공통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중 기
업들의 장점을 묶어 제3국 인프라 사업에 공동진출하는 윈윈(win-win) 전략
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국 기업은 수단의 신공항 건설사업, 에콰도르

157) 조셉 나이(Joseph Nye)는 중국이 급속하게 성장하며 국력이 강화되자 동아시아 주변국에서 중국의
패권주의 부상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련의 ‘소프트파워(Soft
Power)’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Joseph Nye 2004). Nye는 중·아세안 FTA(자유무역협
정)나 중국교육부의 공자학원 글로벌 프로젝트 등을 통한 중국문화 및 언어 전파가 중국의 이른바 ‘화
평굴기’ 외교정책이라고 해석했다. 즉 중국이 국제정치외교 질서에서 주변국 내에 ‘소프트파워’를 강
화하려는 정책이다(손 열 2006,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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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유 플랜트 수출, 두바이의 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등에 공동으로 진출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현실적인 발전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프로젝트들
의 금융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확장성을 지닌 모
범사례가 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향후 보완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의 한·중 공동투자기금 조성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신개발은행(NDB) 등 글로벌 개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
간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인프라 개발은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잘 설
계되고 효율적으로 시행된 인프라 투자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 2017년 글로벌 인프라
투자 전망(Global Infrastructure Outlook)은 2040년까지 세계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인프라 갭을 좁히기 위한 투자비용이 9,400억 달러가 될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수요는 기존의 전통적 공공 부
문 경로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자금 공급능력을 훨씬 초과
한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는 고유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할 때 필수적인 것이
라는 인식은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158) 그러나 인프라 투자 수요가
큰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 정부는 예산 적자, 부채 대비 GDP 비율, 고금리 환
경, 인플레이션 우려,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한 부담으로 인프라 투자 프
로젝트를 진행할 여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글로벌 인프라 투자 시장에는
수요공급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과거보다 글로벌 경제 규모가 훨씬
커진 상황에서 선진국의 대외원조(ODA) 및 국제개발금융기구(DFI)에 의존하
는 방식의 자금조달만으로는 신흥시장 및 개도국의 인프라 수요 간극을 메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158) 세계은행(WB)은 개발도상국이 새로운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고 기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현재의
성장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연간 8,360억 달러(현재 국내 총생산의
6.1%)를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 경제의 현 지출이 연간 4,520억 달러이므
로 이를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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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중 양국간 일대일로정책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공동 목
표를 활용하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
고자 한다. 인프라 사업에 공동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부문 외에도
민간부문의 글로벌 인프라투자 시장에 대한 검토와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민간부문 인프라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이 제3국 진출과 관련하여 협
력사업을 벌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국 인프라시장 공동진출
관련 협력추진 사례로 2018년 중·일 정상회담에서 52개 공동진출 시범프로젝
트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는데 이를 검토하여 한·중 간의 실질적 협력방
안 마련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기존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 관련 연구는 거시적인 방향제시에
그칠 뿐 구체적인 협력사업 모형 제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018년 10월 중·일 정상회담의 결과 도출된 52개 협력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한·중 정상회담 등에 대비한 구체적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 있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글로벌 인프라 사업 관련 프로젝트를 구체적
으로 분석하여 국내기업과 정합성이 높은 중국기업 및 기관, 지자체 및 개발금
융 조달 관련 금융기구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협의서 작성과
공동진출 프로젝트 개발이 가능한 실천적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구성
2절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정책의 추진 경과 및 성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는 한·중 양국의 제3국 공동진출의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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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략의 공통 목표를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절에서는 중국·일본 제3국
공동진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4절에서는 인프
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 시장을 분석하고 한·중 양국의 공동진출 전략
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5절에서는 본 장의 결론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중 협력 가능성
가.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추진 경과
일대일로정책의 발표 이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3년 4월 보아오(博鼇)
포럼에서 주변국들과의 인프라 연결, 금융협력, 경제통합의 개념을 강조하였
다. 시진핑주석은 2013년 9월과 10월 카자흐스탄 방문 시 실크로드 경제벨트
와 해상 실크로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는 2014년 4월 보아오 포럼에서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를 통합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개념을
언급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 후 2015년 3월 보아오 포럼과 정부정책 보고에
서 일대일로 전략을 발표하면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일대일로정책
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관심을 가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물류망 확대, 중
국 국경지대 개발과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중
국정부는 30여 개 국가와 일대일로정책 추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인도
네시아 반둥 고속철도, 헝가리-세르비아 연결 철도, 중국-러시아 천연가스관
동부라인 공사,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개발, 카자흐스탄의 연운강 물류기지 등
국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조영관 2016a, 조영관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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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의 주요 내용
중국은 일대일로의 추진을 위해 6개의 구체적인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을 제시하며, 북서·서·남쪽 방향으로 6개 경제회랑 구축 계획을 발
표하였다. 6개 경제회랑은 단순한 고속철도라인 구축 혹은 허브물류항구 건설
및 고속도로 연결 등의 개별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철도와 고속
철도, 자동차도로, 석유 가스와 같은 에너지 수송파이프 등을 여섯 방향으로 연
결하는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개념이다.

그림 8-1. 6대 경제회랑 지리적 개요

신유라시아 대륙교량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중국-중앙아시아
-서아시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중국-중남반도
경제회랑

자료: Wali Zahid, 2015.10.18. 조영관 2016a 재인용.

이와 같은 6대 경제회랑의 일대일로 사업에 남북중러 접경지역 사업이 포함
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일대일로의 프로젝트 대상지역은 구대륙의 65개
국가로서 전 세계 GDP의 30%를 구성하며, 인구 비중으로는 세계 총 인구의
60%에 해당한다. 이는 도로, 철로, 항구 등 교통 인프라 건설, 에너지 수송 인
프라 건설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경제개발 구상이다. 일대일로의 재원 규모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보유하고 있는 1,000억 달러, 브릭스(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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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발은행(NDB)이 보유한 500억 달러, 중국이 단독 출자한 실크로드기금
400억 달러 등 약 1,900억 달러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일대일로 사업에
남북중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 도로 에너지망 연결 등의 사업이 가능
하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현재까지 6대 회랑에서 가장 주목되는 통로는 신유라시아 대륙교량과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로 연결되는 회랑이다. 신유라시아 대륙교량을 통해 중국
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회랑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석유와 가
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송유관을 건설하여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고 있으며, 중국 서부로
연결되는 가스관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코리
아쉬핑가제트 2016).
또한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2013년
카자흐스탄의 최대 유전인 카샤간 유전에 5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투르크
메니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두 번째 규모의 가스전인 갈키니쉬 가스전의
정제설비 부문에 약 80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2016) 그
중 중몽러 경제회랑은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가 교통 물류 인프라 및
산업 협력에 관한 32개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프로그램｣
에 합의하면서 본격 추진 중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다. 한국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정책목표는 남북 간 경협의 재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 추진이다. 이는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
를 개척하고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이다. 여기에는 3대 경제벨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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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과 남북한 하나의 시장목표 등이 있으며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 중 일대일로와 관련 있는 주요 국제협력
프로젝트와 신북방정책의 정합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된다(통일부, 통일백서
2018).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을 위해
3대 벨트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하
는 것이다. 3대 벨트는 서해안 벨트와 동해권 벨트 및 DMZ 벨트의 세 축이다.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는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
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이 핵심이다.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는 금강산, 원산·
단천, 청진·나선을 남북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것이다.
DMZ 환경·관광벨트는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 관광벨트 구축 및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통일부, 통일백서 2018).
그림 8-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북·중·러 공동개발사업
농수산식품제조
신재생에너지

환동해 경제벨트

단천자원개발

첨단장비·기계

환경·관광관련 제조

첨단ICT

접경지역 평화벨트
생태관광·녹화사업·남북공동 수자원협력 관리

환황해 경제벨트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해양식품
친황경 부품소재

자료: 통일부(2018), 뺷통일백서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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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남북한 하나의 시장’ 목표는 민·관 협력 네트
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
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경협 재
개와 남북 접경지역 발전계획으로 구성된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남북경협기
업 피해 조속 지원을 실시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를 추진하면서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 공동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남북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남북 협의를 통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여건 조성, 통일경제특구 지정·
운영,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계획을 세우고 있다(통일부, 통일백
서 2018).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의 기대효과는 남북경협 활성화로 통일여건 조
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를 이루는 한편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중몽러 경제회
랑과 관련성이 깊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신북방정책’ 추진방안은 유라
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추진기반을 마련하
는 한편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한반도가 참여하는 것이 주요 국제협력 프로젝
트가 된다.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정책의 연계를 통한 기대효과는 동북아 주요
국 간 다자협력의 제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 및 신북방
정책 주변국과 국제관계 격상을 통해 평화·번영 공간의 확대를 꾀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유라시아 지역 연계성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159)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의 대외경제협력정책과 상당
한 접점이 있으며 당사국들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북방정책은 교
통 물류 에너지와 관련한 유라시아 경제협력 강화가 핵심 과제인 만큼 러시아,
159)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정책자료 2019(온라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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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몽골의 정책과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다. 유라시아는 세계 인구의 70%,
에너지 자원의 75%, GDP의 70%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교통 물류의 발
전으로 세계경제권의 중심축으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을 비롯해 극동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 중인 러시아와의 교류 확대
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지
역과의 경제적 연계 강화는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 사실상 섬나라에 가까운 한
국의 경제영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구체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로 UNDP 동북아지역협력 프로그램인 광역두
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에 중몽러 회랑, 신동방정책,
초원의 길, 신북방정책이 국제협력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상승하였다.160) 중국
이 중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한 일대일로 구상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
는 육상 실크로드를 구축 중이지만 러시아와 몽골도 대륙 물류 에너지 네트워
크 연결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 중이다.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을 통해 극동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동북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물류협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자국의
‘유라시아 대통로(TEPR: 1만 km 고속도로와 에너지망 확장)’와 중국의 ‘실크
로드 경제벨트’가 경제적으로 상호보완관계에 있음을 인지하고 중몽러 경제회
랑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몽골 역시 2013년 자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
철도, 도로, 전력망, 송유 가스관 등을 연결하는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바 있다. ‘초원의 길’은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997km) 및 철도
(1,100km) 건설, 기존 철도망 확장, 천연가스관 및 송유관 건설 등 5개의 대형

160) 북한 개방과 신북방정책-동북아 경제권 통합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마련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북
한 물류/교통벨트 활성화에 따른 동북아 물류 SOC 구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동북아 SOC 연계의
시발점 마련, 환동해, 환발해 경제벨트를 잇는 공동 물류망 구축으로 환동해경제벨트는 부산(韓)-울
산(韓)-강릉(韓)-원산(北)-나진(北)-훈춘(中)-선양(中)을 잇는 프로젝트이다. 환황해교통벨트는 목포
(韓)-대전(韓)-서울(韓)-개성(北)-해주(北)-신의주(北)-단동(中)-선양(中)을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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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신북방정책 주변국의 유관정책 및 기회요인
구분

주요내용
중국
러시아

신북방정책
주변국의 유관정책

몽골
한국

기회요인

일대일로 중몽러 경제회랑/동북아 경제회랑
동북아시아지역 물류망 확충 및 국제협력 강화
신동방정책
극동지역 개발과 국제협력 강화
초원의 길
물류교통망 확충과 국제협력 강화
신북방정책
동북아 평화협력 환경 조성 및 국제경제협력 강화
각 국가별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정책추진의지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잠재력 강화 기회

프로젝트들을 담고 있다.
또한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두만강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이 설립되어 한국, 중국, 러
시아, 몽골, 북한(2009년 탈퇴) 등이 참여한 바 있다. 이는 2005년 ‘광역두만
강개발계획(GTI: the Greater Tumen Initiative)’｢으로 개칭하였으나, 추동
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신북방정책과 중
국의 일대일로정책,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정책을 연계하는
국제협력은 이러한 기존의 GTI 프로젝트의 정체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161)
향후 13차 5개년 계획기간(2016~20년) 신동북진흥전략은 시진핑 시기 국
가발전전략으로서 일대일로, 특히 그 가운데 중·몽·러 경제회랑을 매개로 더욱
진전될 전망이다. 시진핑 정부는 2016년 신동북진흥전략과 관련한 세 개의 중
161) 두만강 하구개발 프로젝트는 동북아 주변국 참가를 통한 GTI 계획 본격 실행방안이 유력하다. GTI
(광역두만강개발계획)는 UNDP(유엔개발계획)가 후원하는 다국적 개발협력사업으로 2016년 11월
국제기구 전환 및 사무국 베이징 이전을 시행한 바 있다. 황금평-위화도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대표적
인데 북한, 중국 주도의 경제지대 공동 개발 프로젝트로 2013년 12월 북·중 관계 경색 이후 잠정 중
단상태이다.

제8장 한·중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방안 • 291

요한 정책문건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정부는 동북지역의 전면진흥에 대한 강
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동북3성의 지역과제로 동쪽으로 차항출해(借港出海)
를 활용한 동북아 출해통로를 확보하고 서쪽으로는 몽골, 러시아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수송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주요 역점사업으로 설정한 바 있다(현
대경제연구원 2017).
이는 러시아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수송로 프리모리예2의 국제협력 추진을
통해 (몽골) 울란바토르-초이발산-(중국) 아얼산-바이청-창춘-지린-훈춘-(러
시아) 자루비노항을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러시아와의 4개 국경연결
철도 노선 개발 및 TSR(광역시베리아철도)과 연계하는 한편 부산-블라디보스
토크, 나호트카항-쉬펀허-하얼빈-만저우리-TSR을 연계하는 프리모리예1 복
합운송노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을 포함한다. 즉 한국과의 일대일로 연계 구상
이 포함된 것이다.162)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 모두 유라시아 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면서 국제협력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협력 환경 조성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천을 위해 유
라시아 협력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또한 극동 개발과 아태지역 국
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연계하여 강대국으로서의 재도약의 필요성을 천명하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6대 회랑 건설사업에 남북러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는 대륙에 고립된 국가로서 중국, 러시
아와 연결되는 교통 물류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을 드러내는 정책이다(현대경제
연구원 2017).

162) 간도, 연해주 지역 등 러시아 연안지역 확대 연결, 동북아 경제권역 확대를 위해서는 시베리아 횡단철
도(TSR), 중국횡단철도(TCR),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계, 가스파이프 라인 등 자원·에너지 분야
SOC 연결로 확대가능하다. 이때 기추진 다국가 협력 프로젝트의 재추진으로 초기 투입시간 절감 및
기존 재원 조달방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과 러시아를 잇
는 철도 개보수 프로젝트로 러시아 정부가 재개 희망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했다. 2013년 11월 한·
러 정상회담 개최 당시 한국 컨소시엄 참여 계획이었으나 2016년 3월 대북제재를 계기로 잠정 중단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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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GTI 관련 당사국 경제 규모 및 산업 일람

지역

행정구역

2016년 GDP
(백만 달러)

주요 산업

중국 동북부

흑룡강, 내몽고, 길림, 요녕

1,108,929

에너지, 장비, 석유화학,
의약품, 자동차, 철강, 섬유

몽골 동부

Domod, Khentii,
Sukhbaatar

763

농업, 농가공, 광업, 관광

한국 동부

강원도, 경상북도, 부산,
울산

252,550

서비스, 자동차, 조선, 철강

러시아 극동지역

Primorsky

12,149

에너지, 중공업, 경공업, 임업,
목재, 관광, 광산

자료: GTI 공식 홈페이지.

당사국 모두 유라시아 경제권의 잠재력 활용 기회를 잡기 위해 협력의 필요
성에 공감하는 중이다. 최근 북·미 회담으로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제거되기 시
작하여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의 재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의
동단이자 북중러 접경지역인 두만강 유역에서는 중국의 창지투(창춘-지린-두
만강) 선도구 개발계획과 러시아의 극동연해주 개발계획, 북한의 나선지역 개
발계획 등이 한국의 환동해 벨트계획과 연계될 수 있다.

표 8-3. GTI 조직 및 유관협력 분야

Consultative Commission

NEA EXIM Banks Association
Local Cooperation Committee

National Coordinators

Research Institutions Network

Agriculture
Committee

Energy
Board

Environment
Board

Tourism
Board

Trade and
Investment
Committee

Transport
Board

GTI Secretariat

자료: GTI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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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금은 국제협력 기제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역두
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을 활용
한 재원 마련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동
북아국가 간 교통, 자원, 관광, 투자,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광역두만강개발계
획(GTI)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EAEU 및 한·몽 FTA 추진 과정에서 GTI 관련 사업 협력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동북지역 중몽러 회랑의 중심도시와 한국의 적극적 연계프로젝트 추진이 필
요한 시점이므로 북중 접경지역의 서단인 압록강 유역에서 중국의 랴오닝 연해
경제벨트 계획, 북한의 황금평·위화도(신의주) 개발계획 연계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한국의 한반도 신북방정책 경제벨트 계획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중국-한반도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추진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163) 이를 통해 중국과의 국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회랑의 진전
을 도모한 이후 중몽러 경제회랑으로 국제협력을 확장하는 방안이 실리적일 것
으로 기대된다.

라. 한·중 간 제3국 인프라시장 공동진출 현황과 문제점
2015년 4월 7일 수단 신공항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수단공항지주회사
(Sudan Airports Holding Company)와 한국종합기술 간 감리 분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수단 신공항 프로젝트는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이행될 예
정이었는데, 한국종합기술은 그중 약 132억 원 규모의 감리용역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그러나 2018년 2월 7일 한국종합기술은 수단 카르툼 신국제공항

163) 철도공사 中지사는 경의선을 통한 ‘백두산 생수’ 운송사업안 제시(2018. 11. 30, 한·중 동북3성 경제
협력포럼)로 기존 생산지인 지린성 얼다오바이허에서 다롄항, 평택·부산항을 거쳐 육로를 통해 소비
시장에 전달할 경우 기존 경로보다 20%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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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설계감리 및 시공감리용역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발주처와 중
국 수출입은행 간의 대출계약서(loan agreement) 계약 타절로 건설공사가 중
단돼 발주처에서 감리 계약 중인 한국종합기술에 계약 타절을 요청했다.
두바이 팜 주메이라 인공섬 입구에 들어서는 팜 게이트웨이는 지상 61층
(261m), 49층, 48층 등 3개 동, 총 1,265가구 규모의 고급 아파트공사이다. 총사
업비는 3억 8,600만 달러(약 4,660억 원)로, 쌍용건설은 중국 최대 국영건설
사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와 조인트벤처(JV)를 꾸려 주관사로 사업
에 참여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2일 발주처인 두바이투자청(ICD)의 자회사 나
킬(Nakheel)은 쌍용건설과 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관련 본계약을 맺지 않기
로 최종 결정하고 재입찰을 통보했다. 2015년 12월 쌍용건설의 수주 공식 발
표 이후 양측은 본계약을 위해 1년가량 협의했으나, 세부조건 등 이견차를 좁
히지 못하면서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현대건설이 2016년 추진했던 4조 원 규모의 에콰도르 정유공장 프로젝트는 적
절한 타이밍을 놓친 탓에 2017년 3월 중 사업이 무산된 사례다. 에콰도르 정부는
총 133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2015년 이후로 중국의 텐진엔지니어링(Tianchen
Engineering, 지분 34%), 중국기계공업연합회(China Machinery Industry,
지분 30%), 베이징 석유엔지니어링(Beijing Petrochemical Engineering,
지분 6%), 현대건설(지분 25%), 현대엔지니어링(지분 5%) 등 5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이처럼 중국계 건설사와 현대건설이 컨소시
엄 형태로 참여하는 구조였는데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 측이 한국업체의 배제를
에콰도르 측에 요청하며 사업이 어려워졌다. 당시 국내 조선업 침체로 한국수
출입은행의 시공자금융지원 심사 기준이 강화되며 현대건설이 자금 조달에 문
제를 겪다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향후 실질적 협력 프로젝트 전략 수립과 수주 성공 및 조달에 이르기까지 주
도면밀한 민관협력과제(PPP) 방식으로 성공사례를 도출해내고 이를 모델로 삼
아 한·중 간 제3국 공동진출 모형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중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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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이후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한 4대 협력방향 합의(2018년 2월)를 거쳐서
산업 및 투자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진출기업 지원, 한·중 경제기술교류
확대방안이 구체화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책교류 활성화,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신북방·신남방, 일대일로 및 제3국 공동진출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해외 제3국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수주전략 수립 연구로 연결
하여 한·중 기업별 우위요소를 고려한 공동 수주전략으로 이어지는 성과는 아
직 없는 상황이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논의 내용은 거시경제 분야 협력을 위
한 양국 주요 정책 공동연구, 국제사회 공조 협의를 진행하는 사항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동북3성·농촌진흥·지방협력 관련 협약을 한다는 정도의 원
칙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을 뿐 실천적 프로젝트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3. 중국-일본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시범사업 분석
가. 중·일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협력안 도출 배경
일본 아베 총리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
다. 이는 다자간 회의 참석을 제외하고는 거의 7년 만에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
문한 것이었다. 이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제3국과의 공동진출 사업 협력에 관해
서 주목할 만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제3국 중·일 협력진흥위원회 포
럼을 개최하여 52개의 양해각서를 교환한다. 양국 정상은 혁신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의 혁신과 대화채널 재정립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때 양국간의 금융협력 분야에서도 중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① 일본의
인민폐(RMB) 청산 은행 지정으로 위안화 국제화 정책에 양국이 협력하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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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하였다. ② 엔/위안 통화 스와프 협상의 결론 및 발효를 통해 양국간 정
체된 금융협력 경색을 해소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안정적 방어막을
형성하였다. ③ 중·일 간 증권시장 협력의 증진에 대한 합의 도출로 향후 중국
의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금융협력 초석을 마련하였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장기화되고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양국
정상들은 지역포괄경제협력협정(RCEP)의 신속한 체결과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FTA) 협상 가속화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추진
에 대한 공동협력 의사를 밝혔다. 공동의 위기인식에 대하여 과거의 갈등을 넘
어서 경제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일본의 ODA 협력방안도 도출되어 향후 글로벌 인프
라 투자 시장에서 제로섬게임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제3국 시장에 공동진
출하는 민간투자협력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베 총리는
2018년에 40주년을 맞이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일본과 중국 모두에 중요
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이를 향
후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 공동으로 협력하는 명분으로 제시하였다. 아베 총리
는 일본정부가 2018년 이후 모든 새로운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 채택
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일 정상들은 일본과 중국이 새로운 단
계에서 양자 협력으로서 개발협력 분야에서 대화채널을 개설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실천적 협력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이라는 견해를 공유했다.

나. 제3국 공동진출 협력에 관한 52개 MOC의 주요 내용과
의의
중·일 정상회담 당시 2018년 10월 26일(금) 베이징에서 제1차 중·일 제3국
비즈니스 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164) 전체 포럼 이후에는 분야별로 회의가 진
행됐고 이 회의에서 태국 동부 경제특구에 도입될 도시 개발과 유럽 해상·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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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대한 투자,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한 새로운 펀드 설립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중·일 양국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관민
위원회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면서 우선 태국의 고속철도 건설 계획에
대한 투자방안을 협의하였다. 태국은 자국 내 3개 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부경제회랑(EEC)’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
다. 중국과 일본은 관민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전문 분과를 설치하여 태국 현지
의 국제입찰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Today글로벌뉴
스] 中日, 제3국 인프라 건설 사업 공동진출, 2018. 9. 4).
정상회담 이후 양국간 협의진행 결과 중국과 일본의 정부기관, 기업 및 경제
단체는 52개의 협력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에 서명했
다. 특히 새로운 펀드 설립과 관련해서는 투자은행인 노무라 홀딩스와 다이와
증권, 미츠비시 UF, 미쓰이 스미토모 등이 1,000억 엔 이상 규모의 ‘중·일 산
업 협력 펀드’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165) 이를 통해 일본과 중국의 제3국 공
동진출 대외경제협력 사업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제3국의 태양
광 발전사업 공동 수주, 합작기업에 의한 발전소 건설, 물류사업 협력 등도 검
토하기로 했으며 인프라 사업 외에도 금융, 헬스케어 등 광범위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양국간 체결된 52개 MOC는 인프라, 물류유통,
IT, 의료 및 금융 등 다양한 분야와 활동을 망라한다.166) 양국간에 합의된 공동
진출방안을 통해 일본은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대한
투자에 협력하는 한편 양국간 경제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
일 양국의 이러한 협력은 인프라 수주 경쟁을 서로 피하고 제3국 인프라 공동

164) 일본정부 대표로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세이코 히로시게(廣賢惠) 경제산업성 장관, 코노
타로(河野 太郎)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정부에서는 국무원 리커창 총리, 상무부 쭝싼 장
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허리펑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포럼에는 일본과 중국의 주요 산업 최고 경영
진을 포함한 약 1,400명의 참가자가 모여서 각 안건에 대해 적극적 의사개진을 했다.
165) http://news.donga.com/IssueSerial/3/021605/20181026/92606074/1.
166) 일본의 경우 담당 부서는 무역진흥국 무역정책기획조정과이다. 52개 MOC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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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을 모색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167) 나아가 일본으로선 중국
의 일대일로 구상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 지난 6년간의 경색국면을 타파하고
관계개선을 가속하려는 의도가 있다. 중국으로서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
되고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무역질서가 재편되어가는 중에 일본을 우군으로 포
섭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므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
다168)(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4.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 협력방안
가. 글로벌 인프라 사업 민간투자 현황
글로벌 인프라 사업 투자는 국제개발기구 및 정부 주도형 발주에서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 투자방식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대
일로 구상과 신북방정책의 경우도 국제 인프라 사업 투자를 기본사업으로 전제
하는 전략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글로벌 민관협력방식(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인프라투자 경향을 파악하여 재원조달을 하고 민간투자를 유인
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일대일로 구
상을 부채제국주의로 비난하는 미국 측의 견제가 심해지고 아프리카와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중국기업 위주의 일대일로 민관협력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등 중

16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0415502456946.
168) 중국은 일대일로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연선국가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수입 전문 ‘중국국제수입박
람회’를 개최하였다(2018년 11월). 전 세계 130개국 2,800여 개사, 세계 500대 기업 중 200개사를
유치하였고, 중국이 무역불균형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도 전 세계 교역에 대한 기여와 경제협
력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향후 15년간 40조 달러 이상의 제품(30조 달러)과 서비스
(10조 달러)를 수입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과거 수출과 외자유치 중심에서 수입확대를 통한 균형 무
역으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행사로 추진한 바 있다. 나아가 중국은 향후 통신과 교육, 의료, 문화 등 분야
개방 확대 및 교육과 의료 등 해외 투자자 관심 분야의 외자 지분제한을 완화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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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기존 전략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전략 추진방식의 수정이 필
요한 시기이다.169) 또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글로벌 투
자경향을 파악하고 세부협력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전 세계 신흥시장 및 개도국(EMDEs) 대상의 PPI(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투자액은 304개의 프로젝트에서 933억 달러로 2016년
대비 37%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0년간의 투자 규모 중 2번째로 낮은 수준
이며 지난 5년간 평균 투자액인 1,098억 달러보다 15% 낮은 수준이다. 전년대비
증가분은 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몇몇 대형 프로젝트와 파키스탄을 위주로
한 남아시아 시장의 회복세에 의존한 것이다. 프로젝트 수는 2016년의 280개
에서 2017년에는 304개로 9% 증가했으며 평균 프로젝트 규모는 2016년 2억
4,400만 달러에서 2017년 3억 7백만 달러로 26% 증가했다. 그중 평균 프로
젝트 규모 24억 달러에 달하는 20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총 PPI 투자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6년 13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PPI 투자총액의 40%를 차
지한 데 불과했던 것과 대조를 이루어 대형 프로젝트가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지역별로 보면 동아시아 태평양(EAP) 지역 글로벌 투자 비중은 2017년에
절정에 이르러서 전 세계 투자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PPI 역사에서
처음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LAC) 지역을 추월했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투자 규모는 490억 달러로 전 세계 투자의 53%에 달하였다. 2017년에
두 번째 투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점유율은

169) Financial Times(2017), “China encircles the world with One Belt, One Road strategy,” (May
3), https://www.ft.com/content/0714074a-0334-11e7-aa5b-6bb07f5c8e12; BREITBART,
2018. “Pompeo: ‘Free and Open Trade’ with America Is Better than China’s Debt
Imperialism”(July 30), https://www.breitbart.com/national-security/2018/07/30/pompeofree-open-trade-america-is-better-chinas-debt-imperialism/; ｢‘일대일로’ 고전하는 中,
미국 인도태평양 펀드 조성｣(2018), 뺷매일경제뺸(7. 31), https://www.mk.co.kr/news/world/
view/2018/07/48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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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신흥시장 및 개도국 대상 민간투자협력 현황

Investment commitments in inf rastructure projects with private participation in EMDEs, 200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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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bank PPI DB.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MENA)의 투자
는 2016년 수준에서 세 배로 증가했고 남아시아 지역(SAR)의 투자는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남사하라아프리카지역(SSA)의 투자액은 감소하여 지난 10년
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투자유치국도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에 PPI 투자를 유치한 국가
는 52개국으로, 이는 2016년 37개국에서 증가한 것이며 지난 5년 평균인 41
개국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2017년 투자유치국 중 상위 5개국은 중국, 인도네
시아, 멕시코, 브라질, 파키스탄이다. 투자지역의 지역편중은 심한 편인데 상위
5개국 투자총액만 547억 달러에 달하여 2017년 세계 투자의 58%를 차지했
다. 그중 중국은 73개 프로젝트로 17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인도네시아는
11개 프로젝트에서 154억 달러, 멕시코는 20개의 프로젝트에서 86억 달러,
브라질은 24개 프로젝트에서 73억 달러, 파키스탄은 4개 프로젝트에서 5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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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각각 유치했다. 상업 금융의 비중이 63%인 멕시코를 제외한 다른 상위
4개 투자지역의 상업 금융 비중은 매우 낮았다. 인도네시아는 상업 금융으로
총 부채의 23%를 조달했고 파키스탄은 7%, 브라질은 4%에 불과했다. 중국의
부채 조달에 대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국 프로젝트는 대부분 공적 자
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8-4. PPI 민간투자협력 지역별 비중

Regional share of investment commitments in infrastructure projects with private participation
in EMDEs, 200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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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bank PPI DB.

한편 글로벌 인프라 투자시장에서 최빈국(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170) 2013~17년 기간에 55개 IDA 국
가 중 30개 국가에서 113개 프로젝트의 PPI 투자누적액은 223억 달러에 달했

170)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가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글로벌 인프라 투자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3%에 비해 2017년에는 8.5%로 증가했다. 17개 최빈국의 35개 프로
젝트에 79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지난 10년 평균이 14개국이었던 것에 비해 늘어난 것
이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3개 ASEAN 회원국이 IDA 전체 투자 규모의 60%를 차지했는데 이
는 실제 이 3개국에 대한 2년 만의 투자 프로젝트이다.

302 •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다. 이는 모든 신흥시장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PPI 투자의 약 5%를 차지한다.
IDA 국가의 경우 GDP 대비 비중이 큰 투자가 국가경제에 주는 영향이 크
다.171) IDA 국가의 그린필드 프로젝트 비율은 2013년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
여 2017년에는 88%에 달했고 지난 5년 동안 누적 점유율은 79%로 IDA가 아
닌 국가의 71%보다 높았다.172)

그림 8-5. PPI 민간투자협력 중 최빈국 대상 투자 비중과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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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bank PPI DB.

에너지 부문이 인프라 부문별 투자에서 지속적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다. 에너지 분야는 2017년 총 투자의 56%인 519억 달러를 차지하여 PPI 투자
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3개의 철도 분야 대형 프로젝트로 인해 교통운송 부문
투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173) ICT 백본 투자 부문 또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171) 2017년에 IDA 국가는 GDP 대비 0.8%에 해당하는 PPI 투자를 유치하였다. 다른 인프라 투자 유치
국들의 평균은 GDP의 0.3%에 불과했다.
172) IDA 국가에서 그린필드 프로젝트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인프라 부족이 심한 최빈국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기반시설 투자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173) 교통운송 부문은 2016년 188억 달러에서 2017년 365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주요 프로젝트로는 중
국의 68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HSR) 프로젝트, 60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의 고속철도 프로젝
트, 태국의 31억 달러 규모 모노레일 프로젝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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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백본 부문에서 투자는 2016년 4억 6,200만 달러에서 2017년 30억 달러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상하수도 분야는 2016년 수준보다 7%가량 감
소하였다.

그림 8-6. 글로벌 인프라 투자의 산업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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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 자금조달경로 면에서 2017년에 진행된 232개 프로젝트 중 중
국의 73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159개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내역을 분
석하면 약 616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중 70%는 부채로, 26%는 자산으로, 4%는
보조금으로 조달되었다. 그중 국제부채는 55%이고 현지부채는 15%이다.174)
2017년에만 105개 프로젝트가 개발금융기관(DFI)의 지원을 받았다. 이 중
36개 프로젝트는 다자간 및 양자간 공동 지원을 받았고 39개 프로젝트는 다자
간 지원만 받았고 30개 프로젝트는 양자간 지원만 받았다.175) 다자간 기구는
174) 국제부채 중 30%는 국제개발금융기관들이 양자간 조달(24%) 및 다자간 조달(6%)을 통해 조달했다.
국제개발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의 경우 공적조달이 18%이고 상업금융을 이용한 조달이 22%이다.
175) 독점적 다자간 개발금융 지원은 지난 5년 동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양자간 지원이 12개에서
30개 프로젝트로 크게 증가했으며 다자간 및 양자간 공동 지원 프로젝트 수도 14개에서 36개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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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글로벌 인프라 투자 조달 구성(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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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bank PPI DB.

69개 프로젝트에 총 40억 달러의 직접대출을 제공했으며, 12억 달러를 26개
프로젝트에 신디케이트 금융으로 조달해서 지원했다.176) 최근에 가장 활발히
인프라 투자에 참여하는 국제개발금융기관은 유럽투자은행, 중국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순서이다.

했다. 국제개발금융기관은 인프라 투자 자금조달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누적
기준 총 투자의 30%(186억 달러)를 책임지고 있다. 이는 국제부채 총액의 56%, 전체 부채 총액의
44%에 해당한다. 개발금융기관은 186억 달러의 직접부채 지원을 제공했으며 그중 4분의 3(146억
달러)은 양자 기구를 통해 지원했다.
176)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은 공동으로 총 16억 달러를 부채(A-Loan)로 조달해서 42개 프로젝트를 지
원했으며, 8억 5,100만 달러를 22개 프로젝트에 신디케이트(B-Loan) 대출로 조달했다. 또 2017년
에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는 10개의 프로젝트에 대출보증을 연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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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국제개발금융기관의 인프라투자 연간 현황(2018)
Market Share(%)

Rank

DFI

Total(USDm)

Transactions

1

European Investment Bank

6,119

29

13.6

2

China Development Bank

5,044

3

11.2

3

China Exim Bank

4,854

6

10.8

2,805

8

6.2

2,704

4

6.0

Japan Bank for

4

International Cooperation
Japan International

5

Cooperation Agency

by Value

자료: https://ijglobal.com/league-tables: IJGlobal League Tables.

나. 인프라 사업 제3국 공동진출 한·중 협력방안 분석
한·중 양국 합동의 공동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공동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제3국 시장에서 발
주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각 유형별 양국의 장점 결합 가능
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발주 프로젝트에 전문화된 양국 기업
의 협력 가능성 및 공동의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태국의 신도시 건설사업에 각각 특화된 기업들을 연결하여 구체적인 수주
경쟁 전략을 수립하였다.177) 이를 위해 아시아, 아메리카 등 해외시장에서 양
국 기업의 자발적인 협력 모델을 분석하여 협력의 장단점 분석을 진행할 필요
가 있다.
한·중 간의 주요 경제협력 의제설정은 한·중 경제협력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
여 리커창 총리 방한 계기로 양국간 MOU 체결(2015년 10월)을 한 시점을 중
177) 일반 사단법인 YOKOHAMA URBAN SOLUTION ALLIANCE와 강소성 지아 睿城 건설 관리 유한
공사가 태국·AMATA CORPORATION PCL과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태국 아마타·스마트 시티 산업단지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관한 중국, 일본,
태국 3자 MOU 체결로 중·일 간의 52개 제3국 공동진출 MOC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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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한·중 FTA 발효, 비관세장벽 완화 등 양국간
협력확대 MOU 17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한·중 정상회담 및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협력방향 제시(2017년 12월)를 통해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및 경제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 등 원칙하에 8대 협
력방향과 주요 추진사업을 명시하였다. 그중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
출 방안이 포함되었는데 일대일로 건설 구상과 한국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
책의 연계 및 제3국 공동진출, 제3국 투자기금을 통한 공동진출 지원 등 정책
방향이 설정되었다. AIIB, NDB를 통한 인프라 건설 참여기회 확대와 한·중 기
업들의 수단 신공항, 두바이 팜 게이트웨이 건설, 에콰도르 정유공장 건설 공동
진출 경험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세 프로젝트는 모두 공동진출 경
험과 자본조달 능력이 부족한 탓에 무산되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협력의제 발굴 및 진출전략을 기업레벨까지 구체화하
여 미시적인 전략 수립과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실질적 프
로젝트 선정을 위해 일대일로 및 AIIB에서 발주하는 인프라 사업을 분석할 필
요가 있다. 한·중 간의 후속협약에 근거하여 볼 때 특히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
업 참여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추진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스마트시티 건설사업 공동진출 협약은 2015년부터 민간 ⟶ 공공 ⟶
정부로 순차적인 확대 중으로, 이번 MOU 체결이 정부 차원으로 협력 네트워
크를 확대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21
일(화)부터 23일(목)까지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제4회 2018 국제 스마트시티
엑스포(China Smarter Cities International Expo)178)에 참여해 한국 스마
트시티를 집중 홍보했다. 주최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179)이고 주
178) 이 엑스포는 중국정부가 자국 스마트시티 홍보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2017년
기준 약 500여 개 기업과 30만 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중국 내 최대 스마트시티 행사이다.
179)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는 중국정부의
총리급 기구(국무위원회)로서 장관급 위원 10명이 토지 및 에너지 관련 정책과 해외자원 개발 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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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중국도시발전센터(CCUD)180)이므로 주관 실무 부문의 협상이 가능한 자
리였다. 실제 국토부는 행사 참여를 위해 민관 합동 대표단181)을 구성하여,
한·중 고위급 회담 및 교류협력 세미나,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한국 홍보
관 설치 등을 진행하였다.
행사기간에는 한·중 정부 간 스마트시티 협력 MOU를 체결하였는데 양국간
스마트시티 개발 관련 양해각서 체결은 정부기관 외에도 다각적으로 진행되었
다. 민간부문은 2015년 한국 스마트도시협회와 중국 스마트도시발전연맹 간
MOU 체결, 공공부문은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국도시발전센터 간
MOU 체결, 정부부문은 2018년 한국 국토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간
MOU 체결(2018년 8월 20일)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심화협력 과정을 거쳤
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와 비교할 때 기업 단위의 실질적 협약체결과 제3국 프
로젝트 추진 사례로 심화 진행되지 못한 점은 한계점으로 보인다. 2018년 10
월 중·일 정상회담 사례에서 일본은 회담 이후 태국의 스마트시티 발주에 대비
하여 양국 수주대상 기업 간 시범도시 공동 건설 및 공동 인프라 사업 추진에 합
의하고 양국간 협력이 유망한 제3국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공동진출 조사단
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제3국 공동진출에 대한 실질적 전략도출을 추진한 바
있다.
AIIB로부터 아시아 건설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에서 서
부 내륙지역 인프라 구축 PPP 사업 등 중국의 대내외 스마트 인프라 구축 수요
가 증대되는 중이다. 공항, 항구, 철도, 도로, 통신, 에너지 및 건설장비, IT 등
프로젝트와 한국기업이 보유한 스마트 SOC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 등을 최대
한 접목할 필요가 있다. 한·중 공동 합작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공동 제3국 진
요 정책을 담당한다.
180)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의 중국도시발전센터(CCUD: China Centre for Urban Development)는
1998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신도시 개발 등 도시계획정책과, 공간개발에 대한 계획 및 국토 활
용계획을 수립하는 전문 기구이다.
181) 정부측 국토교통부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책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 학계의 중앙
대학교 도시계획연구 분야 및 민간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 등이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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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또는 한국이 2차 벤더로 중국기업 등 1차 벤더와 기술협력, 공동마케팅, 기
술이전, 설비수출 가능하다.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일대일로를 연계한 제3국
공동진출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AIIB 등 중국 관련 자금을 활용한 신남방·신북
방 정책 프로젝트 추진 협력을 진행하고 실천적 후속 파트너십 체결을 진행한
다. 이때 중·일 포럼과 같은 제3국 진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 단위의
공동 포럼 개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한·중 협력을 위한 제언
중·일 간 제3국 공동진출에 대한 52개 각서에 합의한 내용을 통해 실천적 합
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된다. 첫째, 미·중 통상
분쟁으로 인해 중국은 기존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 제외된 일본과의 경제협력
이 필요하게 되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중국은 동북아 경제회랑에 한국을 포함
하는 등 사드갈등 이후 한·중 간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시그널을 보내는 중이므
로 이러한 시점을 잘 이용하여 실질적 공동협력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관계의 해빙무드에 따라 현 단계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신호는 있으나 미래의 어느 시기에 의미있는 수준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
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및 종결을 전제로 한 ‘북한연계 한·중 제3국 공동진출’ 정책 도
출에는 실천적 한계가 있다. 신북방정책과 연계한 제3국 공동진출의 경우에 북
한지역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는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두고, 신남방정책의 대상
지역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프라투자 진행은 기업
단위의 중소 규모 프로젝트 협력을 바탕으로 단기 목표를 삼는 투트랙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성장 둔화에 따른 뉴노멀 경제가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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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므로 장래 신성장동력 도출을 위한 포석으로 신흥시장국에 대한 공동진
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베트남, 파키스탄 등 최빈국 투자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등 신성장동력 마련의 파트너로서 신흥국 시장 선점계획들이 진행되
고 있으므로 한·중 양국간의 민간기업들과 연기금 투자대상 모색에 정책적 공
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중국의 기술추격과 신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에는 기존 선진국 수출시장에 대한 제로섬게임의 한계를 인식하고 블루오션을
공동으로 창출하는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제3국 스마트시티
공동개발 계획 등 담론이 형성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우위기술 기업간의
협약과 시장개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시사점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상호
연결고리가 많아 우리에게 경제적, 안보적 기회를 제공한다. 제3국 인프라 공
동진출을 통한 유라시아 및 신흥시장국 진출은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한
국에서 기회의 땅이자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 진전에 따
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위협요인도 상당히 제거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무드는 중몽러 회랑과 국제협력으로 연계할 신북방정책 추진에 긍정적 영
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GTI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의 공동 이익 창출을 기대한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일대일로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과정에서 신북방정책을
기존 합의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한국의 참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몽러 회랑 교통 물류 분야의 초이발산-만저우리-치치하얼-하얼빈-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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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허-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연해주Ⅰ노선과 초이발산-우란하오터-창춘
-옌지-자루비노로 이어지는 연해주 Ⅱ노선은 GTI에서 제안된 사업이기도 하
다. 국제협력 기제의 효율적 활용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광역두만강개발
계획(GTI)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을 활용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제3국 공동진출은
일대일로와 연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일본
이 중국에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경제적 공동이익 추구라는 점에서 일본이
AIIB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중국과 협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중·일 간에
이견이 없고 비정치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견제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우리나라는 일대일로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연계한 프로젝트의 거대담론에
머물러 실천적 해결방안 도출에는 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북방정책과 일대
일로의 연계는 북한의 인프라 건설과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해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글로벌 인프라투자의 추세에 비추어봤을 때 한·중 간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
한 제3국 인프라시장 공동진출 방안에 대해 실천적 전략도출이 필요한 시기이
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위시한 공공부문 개발금융기관의 조달 협력방안
외에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에서 주된 부문은 에너지 산업이다. 에너지 부문의 협력
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제3국 진출이 활발하므로 이를 위한 시장 분석과
어젠다 선점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투자에서 최빈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지만 향후 시장변화에 따른 신흥시장 선점효과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프라 시장 분석을 통한 한·중 기업 중심의 공동진출 모형을 개발
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 물류, ICT, 플랫폼 등 신규성장 시
장 부문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 개발 등 분야에서는 기업간 제
휴 외에도 지자체 간 제휴 등을 통한 제3국 공동진출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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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산업단지 및 스마트시티 개발에 기술적 우위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공공부문과 기업 등을 망라한 전략적 제휴를 진행한다면 제
3국 스마트시티 사업 진출에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는 중국과 관련 협상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
정책의 주요 거점국가의 도시 단위 인프라 개발사업에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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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5. 주식회사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중국) 유한 공사중국국가개발은행: 업무 제휴에 관한 협의서~제3국의 연계 강화
6. 주식회사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중국 수출 신용 보험 공사: 제3국 주요
시장에서의 협력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의서
7. 주식회사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중국 수출입 은행: 제3국 시장에서의 협
력에 관한 합의서
8. 주식회사 미쓰비시 UFJ 은행-중국은행 주식유한공사: 미쓰비시 UFJ 은
행·중국은행 업무 협력 협정
9. 노무라 홀딩스 주식회사-다이와 증권 그룹 본사-주식회사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주)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주) 미즈호 파이낸
셜 그룹 중국 투자 유한 책임 회사: 전략적 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10. SOMPO 홀딩스 주식회사-중국 재보험(집단) 주식 유한 회사: 전략적
제휴 협의서(중·일 제3국 시장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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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츠이 주우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중국 태평양 보험(집단) 주식 유한
공사: 해외 사업에 대한 리스크 솔루션 제공에 관한 포괄적 제휴
12. (주) 국제협력은행-중국 개발 은행: (주) 국제협력은행 및 국가 개발 은
행의 제3국 시장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3. 주식회사 일본 무역 보험-중국 수출 신용 보험 공사: 중·일 간의 무역
투자 촉진 및 제3국 일·중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력 협정
14. 독립행정법인 일본 무역 진흥기구(JETRO)-중국 국제 무역 촉진위원회
(CCPIT): 일본 무역 진흥기구와 중국 국제 무역 촉진위원회의 제3국 시
장에서의 업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동진출 협력
15. 이토추 상사 (주) 중국 중신 그룹 유한 공사: 일·중(이토츄-CITIC) 유럽
재생 에너지 및 차세대 전력 사업 공동 투자

식량 분야 공동진출 협력
16. 스미토모 상사 주식회사 시왕(西王)집단유한공사: 제3국 식량 관련 합작
검토 의향서

산업 분야 공동진출 협력
17. 스미토모 상사 주식회사 중국 국제 해운컨테이너(집단) 주식 유한 공사:
제3국 제조·물류 산업의 자동화·스마트화에 관한 전략 합작 의향서
18. 스미토모 상사 주식회사 북경 수도 창업 집단 유한 공사: 사회 인프라
분야의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전략 합작 의향서
19. 마루베니 주식회사 상하이 푸싱(復星) 의약(집단) 주식 유한 공사: 제3국
시장 의약·의료를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사업 포괄적 전략 제휴
20. 마루베니 주식회사-중국태양광협회: 제3국 시장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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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21. 마루베니 주식회사 중국석유화학 네카공정(집단) 주식 유한 공사: 제3국
시장에서 전략적 포괄 협력 계약
22. 미쓰이 물산 주식회사(PHC 홀딩스 주식회사) 화윤(그룹) 유한 회사(화
윤 건강 집단 유한 공사): 전략적 제휴 MOU 체결
23. 미쓰이 물산 주식회사 협흠(집단)지주유한공사: 중국, 일본 및 제3국의
공동 투자 개발에 관한 협의서
24. 엠씨 주식회사 중국 건축 자재 그룹 유한 공사: 제3국 인프라 건설 및 청정
에너지 종합 이용 프로젝트 개발의 전략적 합작 협의서
25. 초리 주식회사 신강 중화 주식유한공사: 알루미늄 전해물질 및 콘덴서
용 전극 전략적 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26. 일반 사단법인 YOKOHAMA URBAN SOLUTION ALLIANCE-강소
지아 睿城 건설 관리 유한 공사-타이·AMATA CORPORATION PCL:
타이 아마타·스마트 시티 산업단지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관한 중
국, 일본, 태국 3자 MOU 체결
27. JFE 엔지니어링 주식회사-항주 고로 집단주식유한공사: 합작 의향서
28. JFE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상하이 환신환경 공정 유한 공사: 합작 의향서
29. 천대전화공건설주식회사-중국 환구공정 유한 공사: 제3국 석유, 석유
화학, AI 등 분야 엔지니어링 진출 제휴
30 닛키(주)-중국 수출 신용 보험 공사: 제3국 시장에서 협력 협정

에너지 부문 공동협력
31. 도시바-중국 전력 건설 그룹 유한 공사: 국제 비즈니스 기회 증대를 위
한 전략적 제휴 협정서
32. 주식회사 히타치 제작소-동방 전기 집단 유한 공사: 제3국 전력 시장 협력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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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식회사 히타치 제작소-히타치 租賃(중국) 유한 공사-신중수(남경)재
생 자원 투자 유한 공사: 제3국 에너지 절약, 환경, 쓰레기 발전 등 프로
젝트의 협력
34. 주 JERA 도쿄 전력 연료 및 전력 주식회사-중국 華電 집단 청정에너지
유한 공사: 제3국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관한 협력에 관한 합의 각서
35. 전원 개발 주식회사-화윤 전력 지주 유한 회사: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에 관한 협정서
36. JXTG 에너지 주식회사-중국 석유 화공 집단 유한 공사: JXTG 에너지
주식회사와 중국 석유 화공 집단 유한 공사에 의한 각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37. 돗토리현-길림성: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 의한 ｢돗토리 길림 ADAS·
EV 프로젝트｣의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
물류 운송 협력
38. 일본 통운 주식회사 중국 외운 주식유한 공사: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에
관한 각서
단체간 협력
39. 일반 사단법인 CHAdeMO 협의회-중국 전력 기업 연합회: CHAdeMO
협의회와 중국 전력 기업 연합회의 협력 각서
기업간 협력
40. 파나소닉-Beijing Baidu Netcom Science Technology Co.Ltd.:
차세대 자동차 실내 공간에 관한 전략적 제휴의 기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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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 협력
41. 후지쯔-상해시 신식 투자 주식 유한 회사: 전략적 제휴 협의서(헬스케어
분야의 제3국을 포함한 시장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42. 후지 필름 주식회사-절강 해정약업 주식 유한 공사-국가 응급약물공정
기술연구중심-중·일우호병원: 바이러스 감염 대책에 관한 공동 연구
MOU 체결
43. ViewSend ICT 주식회사-중국 중의과학원 광안문 병원-보스원정 의료
과학기술(북경) 유한 공사: 동양 의학 및 일본식 선진 의료 합작에 의한
중증 질병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전략적 협력 각서
44. 일반 사단법인 일중 의료·개호 기술 교류 협회-일반 사단법인 Medical
Excellence JAPAN-중국 비공립 의료기구 협회: 의료 기술 제휴 및 제3국
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한 전략적 제휴 MOU 체결
45. 일반 사단법인 Medical Excellence JAPAN-하이난 박오악성 개발 지주
유한 공사: 일반 사단법인 Medical Excellence JAPAN과 하이난 박오
악성 개발 지주 주식회사와의 의료 협력에 의한 해남도 박오 암의료 시설
클러스터 건설사업 및 아시아 제3국에 대한 의료사업 협력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

인큐베이팅 분야 및 기타 단체 간 공동협력
46. 주 커티스 홀딩스-新華錦 집단 유한 공사: 전략 합작 의향서
47. 교토 대학 혁신 캐피탈 주식회사-광저우 민영 투자 주식 유한 공사: 제3국
인큐베이션 사업 전략 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48. 퍼시픽 컨설턴트 주식회사-중국 국제 공정 자문 유한 공사: 제3국 인프라
정비 협력을 위한 합의서
49. 요시모토 흥업 주식회사-화인 문화 유한 책임 회사: 제3국을 포함한
일·중 공동 고급 엔터테인먼트 인재 육성에 관한 전략적 제휴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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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일반 재단법인 일·중 경제 협회-중국 국제 무역 촉진위원회(CCPIT):
일·중 경제 협회와 중국 국제 무역 촉진위원회 제3국 시장협력에 관한
협력 각서
51. 일반 재단법인 일·중 경제 협회-중국 기전 산품 수출입 상회: 일·중 경제
협회와 중국 기전 산품 수출입 상회와의 협력 각서
52. 일본 국제 무역 촉진 협회-중국 기전 산품 수출입 상회: 일본 국제 무역
촉진 협회와 중국 기전 산품 수출입 상회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 각서

제8장 한·중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방안 • 321

322 •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제8장 한·중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방안 • 323

제9장
민간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

1. 서론
2. 한·중 민간교류 현황: 방한 중국인을
중심으로
3. 한·중 민간교류의 문제점
4. 협력방안
5. 결론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정부 정책의 중심이 될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
다. 사람이 정부 정책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역할이며 모든 정책이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정부
의 혁신도 국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문재인 대통
령 장·차관 워크샵 모두 발언, 2018)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
부의 정책방향은 외교관계에도 폭넓게 적용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6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축사에서
도 AIIB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교류를 확대하고 개발된 인프라에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포용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
AIIB 연차총회 축사, 2017) 2017년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 연설에서도 ‘사람
중심의 국민외교’를 강조하며 정상과 정상, 정부와 정부, 그리고 기업, 학생 간
다층적인 인적교류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 연설, 2017) ‘사람 중심의 외교’는 국가간 교류가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단순한 양적 성장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국민들의 수요를 만족하는 쌍방향적 균형 발전을 내포하고 있다. 정치·경
제적 이익관계를 넘어서는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한·중 간 민간교류도 더 높은 차원의 공감
대 형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사드배치 이후 한·중 관계가 경색된 상
황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대학에서 진행
한 강연에서도 양 국민의 인적교류를 중요한 성과로 언급하였다. 또한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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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 않고 양국이 진정으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두
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생각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진
정성 있는 ‘전략적 소통’이 가능할 것이며 한국정부는 지도자 간에, 정부 간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이르기까지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간 오해와 갈등, 긴장이 아닌
소통을 통해 이해를 근본으로 하는 관계가 앞으로 한·중 교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 중심의 교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먼저 현재 중국인이 한국에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지를 확인해
야 한다.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갖는 기대와 희망과 한국인이 중국에 대해 갖는
기대와 희망의 공통분모를 찾게 된다면 사람이 만족하는 교류를 수행할 수 있
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둘째, 중국인은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확인하
는 것이다. 중국인과 우리나라 국민이 공통으로 느끼는 결핍과 불만족을 함께
해소해나간다면 양 국민 사이의 우호적 관계가 향후 더 강화될 것이다.

나.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우선 방한 중국인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에 관심을 가진 중국
인의 특성과 경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현행 민간교류 정책방향이 이러한
중국인의 특성과 경향에 맞추어 잘 설계되어 있는지를 정책 효과에 맞추어 검
토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과의 민간교류를 촉진하는 데 있어 우리 제도가 가
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중 교류를 촉진하고자 마련된 제도들이 실제 중국의 참여와 호
응을 얻어내고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주를 이룰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가 어떠한 방향으로 수행되면 좋은지에 관한 의견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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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우선 방한 중국인 현황을 검토
함으로써 한국에 관심을 가진 중국인의 특성과 경향을 살펴보고 한·중 민간교
류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의 수행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한·중 민간교류 현황: 방한 중국인을 중심으로
가. 방한 중국인 변화 추이
한·중 민간교류는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래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이를
증명하듯 1992년 13만 명에 불과했던 상호 방문객 수는 2014년 1,000만 명
시대에 진입한 이후 2016년 1,28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외
교부 웹페이지).
2003년 50만 명에 불과하던 방한 중국인 수는 4년 만에 100만 명에 이르게
되고 다시 4년 만인 2011년에는 20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의 방
문객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2년 후인 2013년 400만, 2014년 600만, 2016
년 800만을 초과하는 급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성장세는 2010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2010년 전년대비 39.70%의 성장률을 보인 이후 2013
년 52.52%, 2014년 41.60%로 방문객 수가 폭증하였으며 2015년에는 메르
스 사태 발생으로 주춤했으나 빠르게 회복하여 2016년 34.82% 성장함으로써
방한 중국인 수가 한 해 800만 명을 초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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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방한 중국인 추이 변화(2003~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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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통계포탈(http://kosis.kr) 자료를 근거로 저자 정리.

중국인의 방한 목적을 관광, 상용, 공용, 유학연수, 기타 다섯 항목으로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관광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 증가가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
고 있었다. 2003년 19만 492명으로 20만 명에 도달하지 못했던 관광객 수는
2005년 30만 명, 2007년 40만 명, 2009년 50만 명을 넘긴 후 2010년 일 년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게 된다. 그 이후 2012년 200만 명, 2013년 300만
명, 2014년 40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한 해 100만 명씩 늘어나는 폭발적인 증
가세를 보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한국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마
이너스 성장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빠르게 성장세를 회복하여 2016년 방한 중
국인이 700만 명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 사드정국이 발발하면
서 큰 타격을 받았다. 2016년 8백 만을 초과하였던 방문객 수가 2017년 400
만여 명으로 55.15% 급감하였다. 그러나 2017년 5월 온라인에서 한국 여행상
품 판매가 재개되고 2017년 10월 단체관광 상품 판매가 다시 가능해지면서 방
한 중국인 숫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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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통계포탈(http://kosis.kr) 자료를 근거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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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방문목적별 변화 추이(2003~18. 11)

상용 목적의 한국 방문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
년 7만 6,942명이었던 상용방문은 2006년, 2007년, 2008년 꾸준히 증가하
여 16만 4,618명, 16만 8,182명, 17만 2,153명까지 늘어났으나 그 이후 지속
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10만 1,959명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진 이후 2015년
에는 5만 1,422명, 2017년에는 4만여 명까지 감소한 상태이다.
공용 목적으로 다수가 방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3년 이래로 성장추세
에 있었다. 2003년 1,314명이었던 공용방문객 수는 2005년 2,000명을 넘겼
으며 2010년에는 3,000명을 넘겼다. 이후 꾸준하게 3,000~4,000여 명이 방
문하다 2017년 그 수가 절반 이상 하락하여 1,998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18
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학연수로 인한 방문은 방문 성격을 고려할 때 가장 안정적인 방문자 수를
보이고 있다. 2003년 8,632명이던 유학연수 방문객은 이듬해 두 배 가깝게 증
가하여 1만 5,369명까지 늘어났다. 이후 2005년 2만 명, 2006년 3만 명을 초
과한 후 다시 2007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6만 명 이상에 다다르게 되었다.
2009년 9만 명을 초과하고 2010년에는 1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이후
성장률이 하락하여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13만 명, 2016
년에는 17만 명에 이르렀다가 2017년에는 20만 명을 초과하게 되었다. 학업
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체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영향을 비
교적 덜 받는 것으로 보이며 2017년 사드정국하에서 다른 목적의 방문객 수가
감소한 데 비해 유학연수는 소폭이나마 그 수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방한 목적을 통해 볼 때 현재 관광은 인적교류를 견인하는 핵심축이다. 관광
목적의 방문은 2003년 그 비중이 30%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40%를
초과한 후 2010년 50%를 넘어섰다. 2012년 이후에는 70% 이상의 비중을 꾸
준하게 점하고 있으며 방한 중국인 수가 가장 많았던 2016년에는 86.1%를 차
지하여 관광객의 증가가 전체 방한 중국인의 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양적 측면에서의 민간교류를 효과적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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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방문유형 비중 변화(2003~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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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통계포탈(http://kosis.kr) 자료를 근거로 저자 정리.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학연수와 같은 목적성이 높은 방문이 유지 혹은 소폭 증가의
추세를 보였다. 중국인이 유학과 연수를 위해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학연
수 유인요소를 개발해나가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방한 중국인 특징 변화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하는 《외래관광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 중 중국인 방문객의 숫자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182) 2010년 전체 외래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1.74%로
39.91%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관광객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방문객이 많은

182) 《외래관광실태조사》는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의 한국 여행실태, 한국 내 소비실태 및 한국 여행
평가를 조사하여 외래 관광객의 한국 여행성향을 파악하고 연도별 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및 향후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광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표로
수행된다. 2009~16년 외래관광실태조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시행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웹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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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였다. 그러나 2011년 23.14%, 2012년 26.60%로 지속적으로 성장한 가
운데 2013년 중국인 방문객 35.59%, 일본인 방문객 26.06%로 중국인 방문객
의 수가 일본인 방문객 수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 이후 중국인 방문객 비중이
2014년 44.74%, 2015년 47.29%로 증가하다, 2016년에는 전체 관광객의 과
반을 넘는 50.15%를 기록하게 되면서 한국 방문객 현황에서도 중국인 편중 현
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2017년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정부의 금한령
(禁韓令)이 실행되면서 중국인 방문객의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자 전체 한국
방문객 숫자가 20% 넘게 하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방문객 수가 급감한 상태
에서도 2017년 중국 방문객 수는 여전히 33.13%로 전체 외래 방문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외래관광실태조사》는 1974년부터 실시되었고 1993년부터는 해마다 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외래관광실태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응답자들의 설문결과
는 중국인의 방한 특징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첫 번째 특성은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방문객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최근 3년간 방한 횟수〉에서 중국 방문객은 1회
70.3%, 2회 13.0%, 3회 5.9%, 4회 이상 10.9%로 대다수의 방문객이 1회성
방문을 하고 있었다.(2012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2013, p. 69) 그러나 방문
횟수가 1회로 그치는 방문자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어 2015년 62.2%, 2016년
70.5%였던 비중이 중국정부의 금한령이 실시되면서 40.3%로 떨어졌다.
표 9-2. 방한 중국인의 최근 3년간 방한 횟수
(단위: %)

최근 3년간
방한 횟수

응답 항목

2015년

2016년

2017년

1회

62.2

70.5

40.3

2회

16.8

11.8

21.7

3회

7.2

5.6

11.8

4회 이상

13.9

12.1

26.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뺷외래관광객 실태조사뺸(온라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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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방문자 수의 감소는 금한령으로 한국 관광상품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
면서 2017년 단체관광으로 한국에 오는 방문자 수가 2015년 40.9%, 2016년
37.4%에서 2017년 6.9%로 급감한 것과 관련성이 높다. 1회성 방문이 줄어든
반면 2회 이상 한국을 방문한 방문객 숫자가 2017년 상대적으로 급증하였다.
4회 이상 한국을 방문한 경우도 26.2%로 1회 방문 40.3%에 이어 두 번째로 많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국을 재방문하는 중국인이 많은 만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과 홍보가 필요해보인다.
두 번째 특성은 한국 방문에 개인 취향이 갈수록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동반 인원 규모가 계속 작아지고 있다. 연도별 《외래관광실태조사》에
따르면 개별여행자는 단체여행자보다 항상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다. 방한 중국
인의 증가는 단체여행자뿐만 아니라 개별여행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단체여행의 비중은 2017년 관광상품 판매가
금지되기 이전인 2016년까지는 성장 추세에 있었다. 단체관광이 늘어나면서
개별여행 비중이 전체 방문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
만 꾸준하게 50% 이상을 유지한 것은 개별여행자의 수도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관광이 활성화되면서 혼자 여행을 오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여행을 오는 경우가 늘어났다. 혼자 왔다고 답한 응답자가 2012년 30.2%였던
것에서 2017년 37.4%로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단체관광이 활성화되면서는 그
비중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관광객이 400만을 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사
드정국이 발발하기 이전인 2016년까지 혼자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20%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평균 동반 인원은 2012년 5.1명에서 2013년 4.4명, 2014년 3.7명,
2015년 3.3명, 2016년 3.0명으로 해가 갈수록 동반자 규모가 작아졌다. 소규
모의 인원이 함께 방문할 경우 여행상품을 선택하거나 여행계획을 세우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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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가 합의를 이루기 쉽다. 개별여행이 증가하고 여행에 동반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자신의 취미나 성향, 흥미에 맞추
어 활동하는 것을 희망함을 의미한다.

표 9-3. 방한 중국인의 여행 형태와 동반자 현황
조사 항목
여행형태
(%)
동반자 현황(%)

응답 항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개별여행

63.4

53.8

57.8

56.7

56.6

91.7

단체여행

33.4

42.8

39.4

40.9

37.4

6.9

에어텔 투어

3.2

3.4

2.8

2.4

5.9

1.4

혼자 왔다

30.2

23.2

9.5

19.7

17.5

37.4

동반자가 있다

69.8

76.8

90.5

80.3

82.5

62.6

5.1

4.4

3.7

3.3

3.0

2.1

평균 동반 인원(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2017), 연도별 뺷외래관광객 실태조사뺸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둘째, 방한 계획과 활동에 개인적인 성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특징은 우선
한국 선택 시 고려요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12~17년 동안 쇼핑은 방
한 중국인이 한국을 선택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가
장 좋았던 활동으로도 쇼핑을 꼽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쇼핑은 개별적인 활
동으로 개인의 성향이나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표 9-4. 방한 중국인의 방한 고려요인과 가장 좋았던 활동
조사항목

응답 항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쇼핑

73.8

62.2

78.4

75.3

75.0

74.5

한국 선택 시

음식/미식 탐방

34.4

31.0

34.4

39.3

41.9

52.0

고려요인

자연풍경

57.0

56.2

60.5

50.1

47.2

42.0

(중복응답, %)

패션/유행 등

15.8

19.0

23.9

29.9

31.4

32.2

세련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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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4. 계속
조사항목

응답 항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쇼핑

44.0

37.5

46.4

37.0

38.5

40.1

식도락 관광

15.4

12.3

10.1

15.6

20.9

25.9

자연경관 감상

8.6

10.6

17.9

18.0

14.1

10.5

유흥/오락

3.3

3.6

-

3.6

3.8

4.1

-

-

-

2.9

2.6

2.8

3.9

4.5

4.1

-

3.9

4.1

가장 좋았던

공연/민속행사/

활동(%)

축제 및 관람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테마파크
시티투어
카지노

-

8.2
3.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2017), 연도별 뺷외래관광객 실태조사뺸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음식/미식 탐방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한국 방문을 고려하게 된 사람들이 꾸준
하게 늘어나는 것도 개인적 성향과 흥미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한국 방문
고려요인 중 음식/미식 탐방을 선택한 응답자는 2012년 34.4%에서 2016년
41.9%, 2017년 52.0%로 성장 추세가 뚜렷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방문 고려
요인이 패션/유행 등 세련된 문화라는 응답도 2012년 15.8%, 2013년 19.0%,
2014년 23.9%, 2015년 29.9%, 2016년 31.4%, 2017년 32.2%로 하락없이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중국인의 방한 목적에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가장 좋았던 활동으로 식도락 관광을 선택한 응답자가 2012년 15.4%에
서 2016년 20.9%, 2017년 25.9%로 늘어난 것과 방한 중국인이 선택한 상위
5개 활동에 포함되지 못했던 공연/민속행사/축제 참가 및 관람 항목이 2015년
이후 연속 3년 순위에 포함된 것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방한 중국인이 식도락, 패션/유행, 그리고 공연, 관람과 같은 활동을 선호하
는 것은 한류의 확산으로 드라마, 연예방송, K-pop을 통해 한국의 식문화,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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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이템, 패션 등에 대한 호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단발성 방문이 아니라 재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방한 계획과 활동에
서 개인 성향이 뚜렷해지는 방한 중국인의 최근 경향은 인적교류 증진에 있어 한
국에 대한 호감이나 호기심, 흥미의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3. 한·중 민간교류의 문제점
가. 중국인의 한국인 인식 악화
인적교류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반한(反韓)
을 넘어서는 혐한(嫌韓) 정서가 확산되어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감정 악화는 사드배치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한
국 언론은 중국정부의 노골적인 비난과 중국 국민의 강한 반발을 보도하며 앞
으로 한·중 간의 정치외교적 협력과 경제무역 관계에 심각한 충격이 있을 것이
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언론과 전
문가,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한·중 양국의 정치외교적 경색국면과 교역 마찰
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관계악화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
는 사회문화 영역이다. 목적지향이 강한 정치, 경제의 교류는 이해관계 조정으
로 극적 타결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감정과 같은 정서적 문제는 한번 악화되면 개
선되는 데 보다 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한국에 대한 호감과 흥미
가 방한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악화는
향후 민간교류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배치가 양 국민간 감정이 악화되게 한 유일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사실 인적교류 증가는 한·중 양 국민 사이에 우호적인 감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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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진시켜왔던 것은 아니다. 한·중 양 국민의 상호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편
견은 오히려 교류가 확대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인적교류는 상호 간 낯섦과
생소함을 걷어냈지만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반한, 반
중 정서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학계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혐한, 혐중 정서의 배경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김원곤(2010)은
양 국민간 긴장감이 증폭된 원인으로 양 국민 사이에 전개된 ‘원조’ 논란을 꼽
았다. 2005년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는 한·중 양 국민
사이에 불거진 원조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
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부정적 인식 중 하나가 한국이 중국의 뛰어난 문화적 유
산을 침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 이후 중국에서는 공자나 쑨원의 혈
통, 한자 발명, 중국 고대신화의 기원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약탈
하고 있다는 일부 왜곡된 언론보도가 인터넷상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
기 시작하였다. 가짜 뉴스와 사이버 민족주의가 인터넷상에서 결합되면서 부정
적 정서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김원곤 2010).
민귀식(2012)도 인터넷상에서 횡행하는 감정적이고 날선 반응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첫째, 상대방의 주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작
은 일에도 분노와 적개심을 쉽게 드러낸다. 왜곡된 시각을 가진 양국 일부 누리
꾼의 글과 행동, 혹은 가짜 뉴스들이 인터넷상에서 크게 화제가 되면서 비난 여
론이 들끓기도 하고 국제스포츠대회를 둘러싸고 양 국민들의 날선 반응을 보이
는 경우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둘째, 상대의 장점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
는다. 상대의 장점을 배우려는 성숙한 자세보다는 오히려 단점을 공격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양국의 정서가 겹치면서 작
은 문제가 크게 확대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셋째, 상대에 대해 상당한 열
등감과 우월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중국인은 역사적 자부심과 대국주의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국을 보려고 하는 반면, 한국인은 현재적 자부심과 민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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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정서를 바탕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열등감을 덮기
위해 자부하는 요소를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부풀리고, 상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민귀식(2012)은 특히 중
국 내에서 중화주의가 강화되면서 중국인들은 한국 문화의 선진성을 인정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며 한국 역시 역사적 콤플렉스에서 자유롭지 못한 심리가
국민들 마음의 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성향을 반영하듯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국인 응원단의 태도
논란, 한반도 사드배치, 2018년 평창올림픽 중국 쇼트트랙 선수의 무더기 반
칙 실격 등과 같은 사안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누리꾼이 극단적으로 양분되
면서 상호 간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교부가 사드배치 이후 실시한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 조사》는 이러
한 인식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다.183)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호감 정도는 3.4점(10점 만점)으로 베트남(3.37), 필
리핀(3.31), 북한(3.22)보다 약간 높았으나 인도(3.44), 러시아(3.77), 일본
(4.49), 미국(5.84)보다 낮았다. 지난 1년간 관계가 악화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도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우세(4.29점/0점-매우 악화, 10점-매우 개선)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한국은 중국과 우호적 관계이다’라는 문항에 ‘전혀 동
의안함’, ‘동의안함’과 같은 부정적 답변이 71.6%를 차지하였고, ‘한국 국민은
평소 중국 국민을 존중한다’의 부정적 답변은 69.4%, ‘한국 국민은 신뢰할 수
있다’의 부정적 답변은 77.4%로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시각
이 긍정적이 시각보다 높았다(외교부 2017).

183) 본 조사는 통일연구원에 위탁하여 진행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한 10대 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창춘, 선양, 우한, 톈진, 충칭, 난징, 시안)에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19일부터 2017년 10월 19일 한 달간 실시되었으며 1:1 개별면접조사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외교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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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 조사
귀하는 다음의 국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국가에 대해 ‘전혀 호감이 아니다(0점)’-‘매우
호감이다(10점)’ 사이에서 자유롭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수

한국

러시아

미국

베트남

인도

일본

북한

필리핀

1000

3.40

3.77

5.84

3.37

3.44

4.49

3.22

3.31

귀하는 최근 1년간 다음 국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
십니까? 각 국가에 대해 ‘매우 악화되었다(0점)’-‘매우 개선되었다(10점)’ 사이에서 자유롭고 솔직하
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수

한국

러시아

미국

베트남

인도

일본

북한

필리핀

1000

4.29

4.16

6.27

4.21

3.19

4.59

3.62

3.89

‘한국은 중국과 우호적 관계에 있다’는 문항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4점)’ 사
이에서 자유롭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수

①
전혀
동의안함

②
동의안함

③
동의함

④
매우동의함

①+②

③+④

4점
평균

100점
환산점

1000

31.7

39.9

22.2

6.2

71.6

28.4

2.03

34.3

‘한국 국민은 평소 중국 국민을 존중한다’는 문항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4
점)’ 사이에서 자유롭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수

①
전혀
동의안함

②
동의안함

③
동의함

④
매우동의함

①+②

③+④

4점
평균

100점
환산점

1000

31.4

38.0

23.4

7.2

69.4

30.6

2.1

35.5

‘한국 국민은 신뢰할 수 있다’는 문항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4점)’ 사이에서
자유롭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수

①
전혀
동의안함

②
동의안함

③
동의함

④
매우동의함

①+②

③+④

4점
평균

100점
환산점

1000

43.1

34.3

18.9

3.7

77.4

22.6

1.83

27.73

자료: 외교부(2017)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중 교류가 양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
구하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갈등국면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드배치
이후 중국에 들끓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중국인이 한국을 피안의 외국
이 아닌 자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국가로 인식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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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제거하고 한국과 중국
의 협력이 국가,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새롭게 정립해
야 한다.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단순한 방법으로는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 어떤 분야로, 어떻게 교류를 활성화해나갈 것인가가 교류의 양적 증가
만큼이나 앞으로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나. 인문교류 사업의 한계
한·중 간 인적교류가 양적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국
민간 상호인식이 악화되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자 이러한 부작용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중 양국 정부는 인문교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
의하였다. 인문교류 사업은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중 교
류를 발전지향적인 측면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간 한국
과 중국은 경제발전이나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상대국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지향 혹은 이익본위(利益本位)의
태도하에서 양 국민은 실리를 거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리를 좁혀왔다. 그러
나 이익본위의 교류는 작은 갈등과 견해의 차이에도 왜곡되거나 극단적으로 양
분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익본위가 아닌 가치본위(價値本位)의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이를 중심으로 새
로운 가치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동북아 공동체 안에서 평화로운 협력자로서 양
국이 신뢰할 수 있는 이웃 국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184)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듯 한·중 양국 정부는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184) 2012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Coalition of the Willing)’으로 설정한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도 역사와 전통적인 관계에 뿌리
를 둔 인문적 동질성을 ‘동맹’ 관계로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한국과 중국이
비록 체제는 다르지만 오랜 역사와 문화, 철학을 공유해온 만큼 인문 분야에서 동질성이 높다고 보았
기 때문이다. 다만 ‘동맹’이라는 어감에 군사적 의미가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유연한 ‘인문유
대’라는 개념으로 변경했다고 한다(김태호, 강준영, 한인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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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문 당시 채택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에
서 인문교류를 강조하였다. 〈공동성명〉에서는 양국 민간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
를 촉진하고 특히 인문유대 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인문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예능 등 다양한 인
문 분야에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다양한 문화교류 촉진’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의 장
기적, 안정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양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인문교류는 양국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유대감과 우호감을 증진하는 쌍방향적 사업으로 일방적인 대외적 국가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대중국 공공외교와는 구분되었다.
실제로 2014년부터 본격화된 인문교류 세부사업을 보면 교류의 범위를 민
간과 청소년, 지방도시까지 확산하여 다양한 주체가 광범위한 내용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초기인 2014년에 학술, 지방, 청소
년, 전통예능(문화)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진행되던 교류 사업은 2015년, 2016
년을 거치면서 다양한 부처와 단체는 물론이고 지방도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
면서 교류 참여자와 사업의 내용이 풍부해지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표 9-6. 2014~16 한·중 인문유대 세부 교류사업 주관 주체별 분류
연도

2014

분야 구분

건수

학술

5

지방

3

청소년

4

전통예능
(문화)

내용 및 목록
인문교류 정책포럼, 대학생교류, 정부초청장학생, 교사교류지원, 인
문학포럼
전주-쑤저우 인문유산교류, 지방정부교류회의, 인문교류테마도시
중학생교류, 청소년 특별교류, 청년 직업능력개발 및 창업교류, 청
년교류
전통예능 체험학교, 전통복식 세미나, 유교문화교류회, 탈춤-변검

7

교류세미나, 국제음악고고학회, 민간제작인력 상호교류, 우수작품
교류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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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6. 계속
연도

분야 구분

건수

기간 구분

건수

외교부

17

내용 및 목록
3

백서발간, 인문교류 정책포럼, 공공외교포럼
청년리더캠프[선양], 들리는 한국과 중국[시안], 전통복식 세미나[시
안], 한-산둥 유교문화교류회[칭다오], 서복 학술교류[칭다오], 최치원

소속기관

10

관련기관

4

미래포럼, 청년교류, 청년지도자 100명 상호교류, 청년지도자포럼

3

문화교류회의, 중국관광의 해, 스포츠교류활동

학술교류전[상하이], 사행단문화축제[선양], 전통연회(탈)문화마당[청
두], 한-화중 바둑교류회[우한], 한-광둥 전통무예교류회[광저우]

문화체육관광부

8

대학생 및 여성 바둑교류, 전통예능체험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주중
관련기관

5

대사관], 민간문화예술 교류제, 전통예술교류[부산국악원], 교대 및 궁
중 음악 교류

2015
미래창조과학부

1

1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교육부

8

2

인문포럼, 대학총장포럼

6

중학생교류, 대학생교류, 정부초청장학생, 교사교류지원, 유학생포
럼, 교류음악회[국악고]
인문교류테마도시(+하이난의 날, 제주의 날, 청소년축구교류전, 문화

지자체

13

12 예술제, 우호사진전, 대학간우호협력), 제주-베이징 중학생상호방문,

[7]

[6] 수원-지난 서예교류전, 윈난-충남 청소년교류, 중국 푸젠의 주, 경기
-산둥 대학 교류협의회

관련기관
민간
주관·주체별
구분
외교부

1

1

지방정부교류회의

1

2015 빙성-연문화축제

건수
10

3

인문교류 정책포럼, 한동북삼성 공공외교포럼, 한·중 공공외교포럼
한-산둥 유교문화교류회[칭다오], 한·중 청소년대장정-최부의 발자

소속기관
2016

6

취를 찾아서[상하이], 2016년 강소성 청년인재양성한국캠프[상하이],
한-쓰촨 미식실크로드[청두], 한-쓰촨 메디컬허브협력[청두], 광주광저우문화교류제[광저우]

관련기관
문화체육관광부 19

4

미래포럼, 청년지도자포럼, 한·중 고위지도자포럼, 한·중 말하기대회

4

문화교류회의, 중국관광의 해, 박물관 인적교류, 스포츠교류활동
대학생바둑교류, 아마추어바둑대회, 한·중 연문화축제, 차와 글, 효의

소속 및
관련기관

길, 실크로드의 길, 무용교류, 생활체육교류, 청소년체육교류, 중국어
15 말하기대회, 고등학생 중국어말하기대회, 민간문화예술 교류제, 전통
예술교류[부산국악원], 한·중 영화상설상영관 상호지정사업, 대학생
문화체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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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6. 계속
연도

분야 구분
환경부

건수
1

한·중 판다공동연구 및 이름짓기 공모전

2

인문포럼, 대학총장포럼

10

8

중학생교류, 대학생교류, 정부초청장학생, 교사교류지원, 유학생포
럼, 실크로드의 아름다운소리[국립국악원], 한·중 대학생문화체험단,
한·중 대학생문화산업전문가양성사업

18

윈난성 및 한국 간 청소년교류[충남도], 수원시-지난시 서예교류전
[수원시], 한·중 인문교류테마도시[충남도], 충남-구이저우 소도시건
설사업[충남도], 충남도-구이저우 보건환경교류[충남도], 충남-구이
저우 관광교류[충남도], 귀주의 날[충남도], 충청남도의 날[구이저
16 우], 충남-구이저우체육문화교류[충남도], 제주도-중국학생상호방문
[제주도], 제주도-중국교사상호교환[제주도], 제주도-하이난성인문교
류[제주도], 한·중 청소년1,000인 문화예술교류[광주], 경기도-산둥
성 대학교류협의회[경기도], 충남 구이저우성 사진전[충남도], 광주광저우 문화교류제[광주]

교육부
소속 및
관련기관

지자체

관련기관

취소/연기

내용 및 목록
1

2

10

지방정부교류회의, 도지사-성장회의
청년지도자포럼, 청년지도자 100명 상호교류, 한·중 청년교류, 청소
년특별교류사업, 한·중 평화의 소리, 한·중 부녀자교류, 들리는 한국
과 중국, 한·중 만주어 및 문헌연구, 전통예능체험학교, 한중 청년
직업능력 개발 및 창업교류 사업

자료: 외교부(2017) 및 장호준, 김수한(2015)의 자료를 김태호, 강준영, 한인희(2017)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방식과 그 내용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업으로 정치적 갈등국면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인문교류는 일방향적인 대한국 이미지 제고 사업이 아니라 양국 국민이 주체가
되어 양국 국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심화함으로써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사업의 진행 방식을 보면 정부
부처가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문교류 사업의
세부내용은 한·중 양국의 외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중 인문교류 공동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운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양
국 정부 간 관계가 사업의 존폐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16년 7월 8일 한국정부의 사드배치 발표 이후 중국정부는 강력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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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며 사전에 계획된 교류 사업을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하였고 2017년 사업
을 결정하는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는 아예 개최되지도 않았다. 2017년 12월 문
재인 대통령이 방중 기간 인문교류와 청년 교류사업 재개를 제안하면서 중단되
었던 일부 사업들이 2018년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양국 외교부 차관이 큰 틀에
서 인문교류 사업의 내용을 논의하던 방식이 복원된 것은 아니다.185)
둘째, 인문교류 사업이 한·중 국민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유대감을 강화
하는 실질적인 측면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간 인문교류 사업은
역사와 전통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양국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다는 발상에서 상술한 내용의 사업이 구성된 것
으로 보이나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인 가치를 발굴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방한 중국인의 최근 경향에서도 확
인하였듯이 한국 방문을 고려하는 중국인은 ‘현재’의 한국에 더 많은 관심과 흥
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청년 세대가 전통과 역사를
통해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과연 ‘현재’의 시점에서 도출된 긴장과 갈
등 국면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짧은 체류와 문
화행사 체험을 복잡한 현실 문제와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만약 이러한 요구
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실적위주의 단순 교
류라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인문교류의 사업 내용이 중국 측의 적극적인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인문교류 사업은 한국 측이 중국 측에 요청하는 사업이 대다수로, 당초
쌍방향 교류를 이끌어간다는 계획과 다르게 전개되어가고 있다.(김태호, 강준
영, 한인희 2017) 사업 내용이 특별한 목적이나 성취를 지향하지도, 중국인의
흥미를 강하게 자극하지도 않기 때문에 중국은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185) ‘한·중 청소년교류사업’의 경우, 2016년 중국 측 청소년 한국 초청이 취소되고 2017년 초청과 파견
업무가 아예 실시되지 못했으나 2018년에는 양국 청소년 100명의 상호 방문이 재개되었다(청소년
국제교류네트워크 웹사이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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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관계가 악화될 경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쉽게 상실될 것이다.
실제 사드배치 이후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부터 중단하기 시작하였는데 단순 교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었던 인문교류 사업도 그중 하나였다.
넷째, 인문교류 사업 내용이 양국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
고 있다. 인문교류 사업에는 한·중 양국과 관련이 깊은 역사 인물이나 문화전
통에 대한 공동학술대회 형식의 학술단체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학
술적인 논의와 연구교류는 전문가들에게는 매우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
으나 일반 국민들이 그 성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전문
학술단체의 교류가 양국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된다면 이러한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더 커질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중 인문교류의 한계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얻
을 수 있다. 우선 과거 목적지향 관계에 함몰되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추구
할 수 있는 가치를 찾는 것에 소홀하여 한·중 관계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반면
양 국민 사이에 유대감과 우호성이 함께 형성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한·중 관
계에 있어 가치지향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
고 이러한 가치지향을 과거의 전통과 역사, 문화를 통해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청년세대는 그 가치를 과거보다는 미래에서 찾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클
것이다. 그 시야를 미래에 두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류를 활성화 한다면
양 국민의 흥미와 적극성을 자극하기도 더욱 용이할 것이다. 역사와 전통을 토
대로 동북아시아가 함께 추구해야 할 미래의 공동 목표를 설정해나간다면 한·
중 양국의 유대감과 우호감이 더욱 증진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민간만의 힘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지
금까지 인문교류 사업으로 진행된 세부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정부의 보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한·중 양국 정
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인문교류의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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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양국간의 교류가 정체국면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세부내용에서 보이는 문
화행사, 청소년·대학생 초청 및 파견, 학술행사 등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자체, 부처, 단체별로 상당한 수준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었다. 인문교류 사업이 쉽게 실적을 낼 수 있는 성과 위주의 사업으
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도 사업 내용이 과거 유사한 사업의 중복
편성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김태호, 강준영, 한인희 2017).
정부가 별도의 교류 사업으로 한·중 양국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내용을
구성하려면 기존 교류와는 차별된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여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은 양국민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이며 아직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해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분야여야 한다. 한국과 중국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4. 협력방안
가. 발전방향: 미래발전적 민간교류 사업 발굴
한·중 교류는 양국이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체계의 토대 위에서 이질적인
규범과 질서로 사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구존동이(求存同異), 화이부동(和
而不同)의 태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한·중 관계는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집착하여 대치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이해를 같이하는 분야에서 협력
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 사드배치, 급변하는 한
반도 정세, 미·중 갈등 등 한·중 관계를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해 양국의 협력양
상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에 이해가 일치되었던 분야에서 이해가 상충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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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중 관계는 이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발전시켜나가
는 한편,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것
이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서 공동 이익을 발굴해나가는데
민간교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이익은 공동체를 구성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집단을 이루는 이유는 개인이
이익을 충족시키는 데 집단행위가 훨씬 경제적이며 목표 달성에도 유리하기 때문
이다(올슨 2003). 참가자들 전체가 집합재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집합재의 보호를 위해 참석자 모두가 동의하는 타당한 결정에 다다를
확률이 높아진다. 집합재의 소멸 혹은 파괴는 이익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이 집합재를 수호하기
위해 공동체를 구성한다. 오스트럼(1999)은 이기적 이익에 기초하는 사회에서도
삶의 연대와 공동체 의식의 형성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제의 성립이
이러한 가치를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중 간에 집합재라고 할 만한 공동의 목표
가 설정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 뺷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 조사뺸
에 따르면 중국인은 한국과의 협력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령 중국인은 한반도 평화 증진(31.0%)과 환경/테러 등 지구적 문제
(23.9%)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무역과 투
자의 확대(22.1%)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18.6%)은 2순위로 중요성을 인지
하고 있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를 보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
(24.8%), 동아시아의 공동체 구축(19.5%), 환경/테러 등 지구적 문제(19.0%)
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의 확대
(17.2%), 문화적인 교류 증진(11.3%), 군사적 협력 확대(7.9%)보다 높은 지지
를 보였다(외교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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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7. 한국과의 협력 인식
귀하는 다음 문제 중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사례수

단위: % 1000(명)
2순위

사례수

단위: % 1000(명)
1순위
+2순위

사례수

단위: % 1000(명)

환경/테러 등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의

지구적 문제

안정 증진

공동체 구축 투자의 확대 협력 확대 교류증진

무역과

군사적인

문화적인

23.9

31.0

17.4

12.3

8.1

7.3

환경/테러 등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의

무역과

군사적인

문화적인

지구적 문제

안정 증진

공동체 구축 투자의 확대 협력 확대 교류증진

14.0

18.6

21.6

22.1

7.7

15.2

환경/테러 등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의

무역과

군사적인

문화적인

지구적 문제

안정 증진

공동체 구축 투자의 확대 협력 확대 교류증진

19.0

24.8

19.5

17.2

7.9

11.3

자료: 외교부(2017)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이나 동아시아의 공동체 구축, 그리고 환경/테러
등 지구적 문제에서 협력에 대한 기대가 군사나 경제에 대한 실리적 차원의 문
제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평화나 공동체, 지구적 문제 해결이 상호 신뢰에 기반
한 긴밀한 협력하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민간교류 사업을 지원
한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형성함으로써 협력
을 진작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역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조사결과는 보다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이 공동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정치사회 체제
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이고 실리적인 측면에서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발전해왔
다.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는 항상 현실의 문제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했다. 냉
전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중국이 특정 문제에 공동의 가치지향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교류를 통해 한·중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영역은 양국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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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숙원하는 문제에서 발굴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 국무원이 발간한뺷중
국민생조사 2017뺸을 통해 중국인이 가진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186)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가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회환경 항
목(주민서비스, 사회치안, 교통, 식품안전, 환경오염, 사법의 공정성, 공공서비
스 효율, 문화생활, 사회보장/의료서비스)은 환경오염(14.9%)인 것으로 나타
났다. 9,744명의 응답자 중 1,456명이 가장 불만족한 사회환경으로 환경을 꼽
은 것이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있는 사항만으로 백분비를 환산한다면 환경
오염에 대한 불만족도는 31.4%를 차지했다. 환경오염과 함께 식품안전 또한
응답자 전체로는 12.2%, 불만족 사항 응답 백분비로는 26.3%로 개인생활 안
정과 관련한 항목에 대한 불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표 9-8. 가장 불만족하는 사회환경
가장 불만족인 항목

응답자 전체 빈도

백분비

불만족 사항 응답자 중 백분비

환경오염

1456

14.9

31.4

식품안전

1186

12.2

26.3

교통

828

8.5

17.4

정부행정효율

392

4.0

8.4

사회치안

256

2.6

5.9

주민서비스

232

2.4

5.2

문화(체육)생활

149

1.5

3.0

사법공정

83

0.9

1.8

사회보장/의료서비스

32

0.3

0.7

없음

4651

47.7

-

미응답/누락

480

4.9

-

합계

9744

100.0

100

자료: 国务院发张研究中心课题组(2017), 뺷2017中国民生调查뺸.

186) 이 조사는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농촌경제연구소의 위탁을 받아 2016년 9~10월 두 달간 중국 31개
성시의 18~74세 중국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51,000인을 샘플로 축출하여 전화면접 방식
으로 진행되었으며 그중 10,000인에 대해서는 심층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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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6 생태환경 개선 인식>에 따르면 생태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응답
은 2015년에 개선되었다는 비율이 2015년 58.5%에 비해 2016년에는 54.7%
로 다소 낮아졌으며 반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9.5%에서 32.5%
로,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0.6%에서 11.1%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환경상황이 악화되었거나 변화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과 불만족한
다는 응답이 늘어난 상황 사이에는 상호연관성이 예측된다.
이러한 연관성은 생태환경과 생활만족도 사이의 높은 상관성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생활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를 생태환경 개선에 대
한 인식 정도와 비교해보면 환경이 확연하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한 응답자의 경
우 생활만족도가 80.43점에 다다른 반면 환경이 약간 악화, 혹은 확연하게 악
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생활만족도는 64.71점과 65.37점으로 확연하
게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 약 15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3. 2014~16 생태환경 개선 인식

(%)
70.0
60.0

54.7

58.5
46.7

50.0
40.0

32.5

31.0

30.0

29.5

20.0

11.1 10.6

10.0

14.7

0.0
-10.0

개선되었다

변화없다
2016

악화되었다

2015

2014

자료: 뺷중국민생조사 2017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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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생태환경과 생활만족도 관계
90.00

생활만족도(100점 만점)

80.00
70.00

80.43
73.33

60.00

66.14

64.71

65.37

변화없음

약간 악화

확연하게 악화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확연하게 개선

약간 개선

자료: 뺷중국민생조사 2017뺸.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미래발전적 민간교류 분야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중국인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으며
환경개선 관련 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중국인의 경우 관련 사업
의 수행과 성과에 흥미를 가질 것이며 목표가 달성될 경우 만족도도 높아질 것
이다. 둘째, 환경문제에 대한 한·중 민간협력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해관계
를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높은 정책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지
원하는 사업이 단순 교류의 성격이 짙어 사업을 파기한 경우에도 손실이 발생
하지 않는다면 다른 영역에서 발생한 이견차이나 긴장국면의 영향을 받아 사업
이 파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체계화된 구조 안에서 실질
적인 이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된다면 미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
여 쉽게 파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민이 그 효과를 광범위하게 체감할 수 있는 민간교류
사업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데 있어 중국 국민의 니즈에도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우리 국민의 니즈와 중국 국민의 니즈 사이의 공통성에 착안하여 이
를 발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설정한다면 뚜렷한 사업 체계를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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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다 더 용이하다. 과거 인문교류 사업이 컨트롤 타워 부재로 명확한 개념과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초점없이 진행된
것과 달리 현실적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기관, 단체가 협력하는 프로
젝트식으로 운영된다면 보다 더 높은 국민적 관심과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체 구성 목표와 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는 양 국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그 성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게 된다면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관심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나. 시범사업: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사업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문제를 발굴하고 문제해결을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으로 한다고 가정할 때 최근 한·중 양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상술한 것처럼 환경문제이다. 특히 최근 대기질 악화와 미세먼지 발발 원인을
두고 한·중 상호인식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양국은 환경협
력을 출범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지만 그 결과 발표에 양국 이해가 충돌하여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정보가 통제된 상태에
서 한·중 양국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대립과 갈등이 오히
려 증폭되고 있다. 한·중 양 국민 모두가 환경악화로 피해와 불편을 겪는 상황
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의무를 회피하려는 태도는 건설적이지 않다.
환경악화가 에너지의 사용과 처리, 생산시설, 전기사용 설비 등 경제·사회
전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까닭에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
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켜 생활의 안정을 훼손하지 않으
면서 공급체계과 소비체계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체계로 전환해나가는 것은
상당한 물적·인적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문제해결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문제가 된 원인을 제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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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거된 환부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건
이 만족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
족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은 에너지와 환경을 둘러
싼 새로운 가치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현재의 에너지, 환경 시스템을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나가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중
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것이다.
환경문제 해결에도 방향성과 속도, 범위,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이견이 존재
한다.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은 이견을 인정하며 성급한 결론에 도
달하기보다는 체험과 학습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논의하며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을 한·중 양국의 청년들이 공유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양 국가의 생태환경 파괴, 개선 사례를 직접 경험해보고 현재 연구개발
중인 기술과 혹은 향후 개발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양국 청년들
이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나누는 과정을
공유해보자는 것이다.
사실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은 새로운 사업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현재 부처, 단체,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류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산하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에서는 2003년 7월
한·중 양국 정상 간의 청소년 교류 합의에 따라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
고 양국간 우의 증진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4년부터 한·중 청소년교류
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그 수를 대폭 증대하여 양국 청소년 대표단
500명씩을 상호 파견하여 교류하고 있다. 참가하는 학생들은 주요 기업 및 청
소년 관련 기관, 대학교 등을 견학하고 중국 청소년 등과의 자유도시투어, 토론
회, 문화체험 등을 경험하고 돌아온다. 한국에서는 2014년, 2015년, 2016년
각각 494명, 476명, 199명 참가하다 2017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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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014년, 2015년 각각 500명 파견하였으나 2016년 사드문제가 불거진
이후 2년 동안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한·중 양국이 각각 100
명을 파견하면서 사업이 재개되었다. 문화교류나 체험활동을 통해 상호이해 증
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나 사업내용이 일반적이
고 뚜렷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 보다 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도 있다. 1999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가 꾸준하게 개최되고 있다. 본 회의는 사드
정국하에서 한 차례 연기되는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으나 2018년 제20차 회의
까지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2017년 8월 24일~8월 25일 회의에서도 3국 장관
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SPEC: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의 설립에 관
해 논의하였고 한·중 양자간 회담에서는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에
합의하였다(추장민 외 2017).187) 2018년 제20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이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연구 요약보고서를 2019년 발간하기로 합
의하고 한·중 장관은 2018년 6월 23일 베이징에 개소한 ‘한·중 환경협력센터’
에서 미세먼지 정보공유 등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양국간의 공동 협력사업을
중점 논의·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환경문제는 중국의 이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TEMM
협력사업이나 한·중 공동위 협력사업은 사드배치 결정 이후 많은 사업이 중단
취소되었던 가운데에서도 사업 중단 사태가 초래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 예를 들어 기술도입, 환경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교류 등
은 협력이 순조롭게 추진되었고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
187) NEASPEC은 정책결정자-과학기술전문가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미세먼지 등 기존의 역내 대기오
염물질 관련 과학적 연구결과를 폭넓게 공유하고 기술 및 정책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실제 정책
입안에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설계하였으며 사무국을 중심으로 과학정책위원회(Science and
Policy Committee), 기술센터(Technical Center)의 구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외교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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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 추진 중이었던 37개 TEMM 협력사업 중 공통 합의 사업인 15개 사업
을 제외한 22개 사업 중 절반에 달하는 11개 사업이 중국이 제안한 것으로 한
일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추장민 외 2017). 이와 같이
중국의 이해에 긴밀하게 연결된 사업이 주변 정치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
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TEMM 협력사업 중 하나로 진행 중인 한·중·일 환경교육네트워크(TEEN:
The Tripartite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는 3국 간의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공동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2002년 결성되었다.
2011년 4월부터는 학생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제15차 TEMM에서는 기
존 대학생 중심에서 대학원, NGO 대표 등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청년포럼
(Youth Forum)으로 개최하고 있다(환경부·한국환경교육학회 2014). 2018
년 TEMM 회의에서도 3국에서 선발된 청년대표(국가별 5명, 총 15명)가 ‘우리
공동의 미래에 대한 기여’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한·중 환경공동위원회 협력사업 중에는 중국의 제안에 의해 ‘환경 거버넌스
를 위한 공공참여제도 한·중 비교연구’가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들은 정보접근, 과정접근, 사법접근 측면에서 공
공참여의 제도 현황을 비교하였으며 최근 환경에 대한 중국 시민의 관심이 높
아지면서 대중감시 및 신고에 대한 조항이 환경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을 보여주었다.
지자체도 해외 단체와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2017년 서울시, 한국
환경회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최로 한·중·일·대만 4개국 NGOs와 지방정
부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등 주요 환경이슈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18년 청주시의 재정지원을 받은 생태환경체험교육전문기관인 청주국제에
코콤플렉스와 녹색청주협의회는 중국의 환경 NGO인 녹색저쟝과 ‘초록세상만
들기 한·중 민간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충청뉴스라인 2018. 2. 25).
이처럼 한·중 양국 정부는 물론 기관, 단체가 각자의 목적에 맞추어 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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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진행해오고 있다.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은 주체별, 개별
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합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
록 한다는 구상이다.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류사업이 시스템화된다면 주
체별로 달성한 성과가 상호 교환되어 민간에게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5]는 상술한 다양한 주체들이 운영하던 사업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
합한 구상도이다. 기존의 청소년교류사업은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별
운영보다는 국가 현황이나 참여자의 관심과 흥미에 맞추어 방문 목적을 세분화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목적에 맞추어 활동을 세분화한
다면 협력할 수 있는 기업, 단체, 기관도 보다 더 명확해진다. 본 구상도에서는
임의로 문화교류형 교류사업, 체험봉사형 교류사업, 신산업체험 교류사업, 환
경공동체 교류사업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렇게 목적에 따라 교류항목을 세분화
한 후 한·중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합의하에 국내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향후 해외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공동 프로그램의 성과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경우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당사자들 간의 상호 의
견 교환과 토론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사업진행 후 공동프로그램을 개선
하고 이에 대한 성과발표를 진행한 후 다시 사업 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반영한

그림 9-5.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

기존: 청소년교류사업
(주관: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진행)
변경: 목적지향적 교류사업
(예시)

국내프로그램 교육, 체험 실시
· 생태환경체험(에코생태 체험관)
· 환경기술개발 스타트업 기업
· 환경시민단체 환경개선 사례
· 주관: 기업, 시민단체

문화교류형 교류사업

공동
진행

체험봉사형 교류사업
신산업 체험 교류사업
환경공동체 교류사업

목적에 맞추어
참가자 선발

상호연관성
증진

공동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주관: 환경부, 환경교육 학회)

성과발표
환경장관회의
청년포럼

해외프로그램 교육, 체험 실시
· 생태환경체험(에코생태 체험관)
· 환경기술개발 스타트업 기업
· 환경시민단체 환경개선 사례
· 주관: 기업, 시민단체

성과반영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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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보다 더 내실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양 국민의 관심이 높은 환경문제를 예로 들자면 환경공동체 청소년교
류사업으로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국내와 중국의 생태체험교육기관, 환경시민
단체, 환경기술개발 스타트업 기업 등과 협력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운영한
후 환경장관회의 행사로 진행 중인 청년포럼에서 성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기
존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개별 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른 사
업으로도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존 한·중 민간교류가 단발성이고 일시적인 행사성 교류라는 지적에 대응
하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민들의 관심은 높지만 국민이
적절하게 참여하고 교류할 수 없었던 영역에 대해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이어진 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한·중 민간교류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9. 미래발전적 민간교류에 대한 제언
정부 민간교류

방한 중국인의

한·중 민간교류의

방향

특성

문제
혐중, 혐한 정서 확산

사람 중심의

개인의 흥미,

민간교류

관심, 만족 추구

민간교류 촉진
사업(인문교류 사업)
성과 정체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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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협력사업 예시

미래발전적 민간교류
사업 발굴
문제해결 기반

환경문제해결형

가치공동체 지향

인재양성 교류사업

국민 체감형 민간교류
사업 전개

5. 결론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의 교류’를 한·중 민간교류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방한 중국인의 특성, 기존
한·중 민간교류의 문제점, 개선방안, 구체적 협력방안 도출의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한·중 상호인식 악화, 사드배치 이후 경색국면 등 한·중 관계가 전
에 없이 정체된 시점에서 실리적인 이익에 치중하면서 소홀히 되었던 ‘사람’을
그 중심에 두고 ‘가치’의 측면에서 양국 관계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것은 현실적
으로도 필요한 일이다.
‘사람 중심의 교류’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의 변화
에 주목해야 한다. 《외래관광실태조사》가 실시한 방한 중국인 조사는 중국인의
성향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재방문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방문 유형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흥미나 만
족을 지향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동반자 수가 줄어들고 쇼핑, 식도락, 패
션/유행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개인의 흥미와 만족이 한국
방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인이 개인
삶의 안정과 행복 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은 《중국민생조사》에서도 드러난
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사회환경이 ‘환경오염’과 ‘식품안전’이라는 점은 생활
안정에 대한 중국인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인의 성향을 고려
할 때 향후 민간교류가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이 가진 기대의 충족과 만
족을 지향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민간교류와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사람 중심의 교
류’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우선 상호방문객 수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등 한·중 민간교류는 양적 측면에서 높은 성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정치·경제·문화적 충돌요인이 늘어나면서 양 국민의 상호인식은 갈수록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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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증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
시켰다. 사드배치 이후 중국인들은 한국을 자국의 이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해
를 가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양국 정부는 상호간의 유대감과
우호감을 진작시키기 위해 인문교류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인문교류가 역사·문
화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드정국 발발 이후 상당수의 사업이 취소되면서 현재 유대감과
우호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향후 한·중 교류는 한·중 양국민의 공통
된 이해를 기초로 하는 가치본위의 관계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한·중 양 국민이
해결을 숙원하는 공통된 문제해결을 기반으로 그 성과를 실제로 양 국민이 체
감하는 영역에서 공통된 가치가 발견될 때 미래지향적인 유대감과 우호감이 형
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즉 미래발전적 민간교류란 바로 ‘문제해결 기반 가치공
동체’를 형성하여 ‘국민 체감형 민간교류 사업’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가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현재 민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치본위의 영역을 발굴하여 가치본위의 민간교류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예시로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
을 제안하였다. 환경문제는 양 국민의 관심이 높아 최근 상호 인식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은 기존에 진행
되는 청소년교류사업,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 한·중·일 환경교
육네트워크(TEEN: The Tripartite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
지자체 교류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문제해결형 민간교류를 촉진시
키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한·중 교류의 지지와 참
여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공동의 가치체계를 형성해보자는 것이었다.
한·중교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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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더 높게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개별 사업으로 도출된 성과
를 전파하고 확산하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데 중국정부와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
이다. 그 결과 민간교류 사업들이 양 국민의 관심이 높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을 보여줄 때 비로소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표 9-10. 민간교류 협력방안
3대 원칙

양국 국민간
문화와 인적교류를
통한 신뢰 회복 및
구축을 위한 사람
중심의 협력

8대 협력방안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 및
협력 활성화

현황과 문제점

세부 협력방안

∙ 상호 방문객 수 천만
명 돌파
∙ 상호인식 악화
∙ 한반도 사드배치 이후
양 국민간 갈등과 긴장
심화
∙ 정부의 민간교류 촉진
사업(인문교류 사업)
진행 및 성과 정체

-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상호교류
지속
- 양 국민의 공통이해에 기반을 둔 새로
운 가치체계 정립과 교류성과를 국민
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발전적 교류사
업 발굴 필요
- 정부, 각 부처·기관·단체가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류사업 성과를 선순환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필요(예시: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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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New Directions for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and Policy Suggestions
Soojoong Nam, Yunjong Wang, Soonchan Park, Soong Chan Park, Jungwon Cho,
Jeong-In Kim, Jong Suk Choi, Dae-Won Oh, and Jeong Weon Yu

President Moon Jae-In proposed the three principles and eight
ways of cooperation for new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with
China. The three principles and eight ways of cooperation are the
basic directions and guideline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develop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in the future. This study puts
forward detailed measures for cooperation in major areas, taking
full consideration of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surrounding the Korean and Chinese economies.
First of all, there is a need to enhance the stability and substantiality
of bilateral cooperation by improving and consolidating the existing
institutional frameworks in order to secure the stability and
substantiality of the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maintain a two-way dialogue channel that requires the
government to push forward future-oriented cooperation through a
Korea-China economic ministers’ meeting centering o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at sensitive trade issues be ra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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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a joint committee on the Korea-China FTA. In addition,
working-level consultations will have to be continued so that
cooperation can be materialized in the direction of achieving
substantial results.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Korean, Chinese experts and provide a communication platform for
spreading consensus and securing trust through public diplomacy.
To suggest way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we analyze the participation in GVC at the nationalindustrial level and examine whether such participation contributed
to upgrading the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We use data on
18 manufacturing industries in 43 countries from 2000 to 2014, and
analyze whether forward participation and backward participation
contributed to the value-added generation of industries.
In addition, the results of our analysis on Korean and Chinese
industrie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rest of the world. Particularly, it
is shown that forward participation has a relatively greater positive
effect on the creation of value added in the industry compared to
reward participation. In the context of GVC proliferation, measures
to enhance the quality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industrial development and upgrading of economic structures can
be summarized as GVC participation and upgrading.
In the fac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Korea and China
have also proposed ways to cooperate in new industrial sectors.
Witnessing the changes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tatus of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in China was analyzed with
a focu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Major analysis items rel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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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ndustries include promoting strategies, size and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s, analysis of major business cases, problems and
limitations, major AI technology applications (AI+), and comparison
with major countries.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
statistical data, we compar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China, such as global market shar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and trade complement index, focusing on six new industries
(intelligent robots, system semiconductors, electric vehicles, aviationspace, advanced medical devices, lithium). The cooperative cases of
the New Industrial Sector in China were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types: first, they were classified into vertical integration types, in
which relatively recent leading companies led investment; secondly,
global cooperation; and thirdly, government-led types that cooperated
with foreign companies in the form of strategic alliances, etc.
Considering each type of the cooperation cases, we propose the
cooperation plans as follows: first, to develop a system for fostering
and supporting start-up companies with vertical integration with
major Chinese large companies; second, to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technological superiority and to establish an
innovation system with which core components and intermediate
goods can be supplied; and third, to target the Chinese market and
overseas markets through strategic alliances with leading Chinese
companies in the AI field.
The Korean governmen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vitalizing
start-up ventures in order to secure future growth engines and create
jobs for young people, meaning there is a need for cooperatio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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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China has also started to popularize startups and innovations
under the banner of "popularization of startups, human innovation".
The background of the Chinese government's start-up venture started
from the increasingly high level of inflation, the elimination of real
unemployment, and a desperate measure to upgrade the economic
development centered on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businesses
and the Chinese-style innovation model through startups. We analyze
the changes and growth contents of the startup venture ecosystem
of China, which led to innovation and job creation in China and
examined the direction of government-led core platform innovation,
and based on this we propose the methodology of mutual win-win
through open innovation cooperation and joint fund-raising between
Korea and China.
With regard to cooperation in the energy sector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two countries are facing a difficult situatio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energ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not as easy as it
used to be due to the capital increase of local Chinese companies,
advances in domestic and overseas markets based on mass production
and sales of cheap products, and the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policy financial institutions for major domestic and
overseas projects. In order to reflect the demand for energ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central governments of
Korea and China have already made efforts for energy cooperation,
but to further boost cooperation, they have proposed the nationwide
spread of carbon emission trading by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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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 of promoting new energy generation outside of GEI,
solar and wind power, and the development of new energy
technologies and the use of opportunities for building energy
infrastructure in China. In addition, Korea and China should reduce
their reliance on thermal power, increase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centered on solar and wind power, and emphasiz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on measures.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has greatly
expanded over the past few years. However, the lack of detailed
information on the areas concerned, together with the systems
implementation and methods of work in place 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orestry,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and its affiliates, which are the main departments
responsible for China’s environmental policy, has been a source of
distres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cooperation. China is rapidly
changing its environmental polic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Act, and
the announcement of action plans to improve air and water quality.
This change in China’s environmental policy means a change in
China’s policy demand in Korea-China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will pose challenges and provide new opportunitie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mpacts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among countries are expected to increase
from economic growth with pattern in resource us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nvironmental policies of China and Korea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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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Korea and China to overcome environmental issues. As a
solution to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at the two countries can
jointly strive for, the government has proposed to improve the
constitution of eco-industrial development, which increases the
efficiency of resource use and minimizes environmental pollution by
reusing unused or by-products as raw materials or energy of other
companies. It will be necessary to share the experience of
implementing programs such as China’s circular economic complex
(CIP) and domestic ecological industrial complex and analyze the
transition to a clean production system through the efforts of
various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formation exchange. We
also emphasize the need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also Japan to address current environmental issues
including air quality. Other proposals include cooperative measures
for sharing technologies, experiences and policies for building
eco-friendly cities.
The joint entry into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ird countries was
analyzed based on China's one-to-one policy. The one-to-one policy
aims to expand logistics networks through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areas of economic interest by China, develop China's borders and
expand its influence on neighboring countries. Since then, the
Chinese government has signed agreements with more than 30
countries to materialize the one-on-one policy implement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ongoing, including Indonesia's Bandung
High Speed Railway, Hungary-Serbia Connecting Railway, China-Russia
Natural Gas Eastern Line Corporation, Pakistan's Gwadar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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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Kazakhstan's Yanun River Logistics Base. South
Korea has been lacking in connectivity with one-to-one policy, but
the recent improvement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caused
a sharp rise in the Korean Peninsula's logistics program. Accordingly,
we expect the necessity for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logistics policy, including Russia, Mongolia and
South Korea. We review the three country’s pilot projects of joint
advancement between China-Japan and analyze its major issues,
also going on to seek a strategy of joint advancement and way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for infrastructure projects.
Lastly, in the area of promoting human-centered private exchanges
and cooperation, we discuss the Chinese people’s current expectations
of Korea, and the needs and necessities felt by the Chinese people.
If the Korean and Chinese people could together resolve the
deficiencies and dissatisfaction they commonly feel,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continue to grow in the
future. For this,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shown in the private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As an example of a ‘humancentered private exchange’ project, this study suggested projects to
resolve environmental issues and cultivate talent, mainly because
environmental issues have recently had the largest negative impact
on mutual perceptions due to keen public interest in both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system to raise the level
of active exchange in the private level, and also futher develop its
dialogues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o compose a platform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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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spread the outcomes of individual projects. Human-centered
private exchanges could be finally accomplished by introducing the
process of solving realistic problems in which the people of both
countries share great interest through private ex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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