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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
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중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끼친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중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對)중국 전략을 모색
하고자 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
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염병의 창궐과 확산으로 중국의 당-국가체제가
흔들리고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분석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지금의 당-국가체제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적응력을 보였고, ‘결집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미·중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펼쳐 왔고, 갈등과 경쟁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협상의 공간은 축소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강대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국제사
회가 각자도생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글로벌 공중보건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리더십 부재’로 생긴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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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세계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
보를 전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경제와 대외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
쳤고, 이것이 중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2012
년 전후로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인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
에 접어들면서, 중국정부는 다양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8년에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되고 2020년
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14차 5개년 규획(2021∼
25년)의 핵심인 쌍순환 발전전략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및 변화와 함께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재편의 필요
성이 제기되자, 중국기업들도 아세안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
색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은 지역에 따라 일정 부분 차
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품의 내수전환을 적극 시행하고 있고, GVC 재편에 대응
하기 위하여 역내 산업, 공급사슬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해 살
펴봤다. 중국정부의 중앙집권적 방역과 경제회복 대응은 코로나19의 감염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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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그와 동
시에 사회안전망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노동의 불안정성을 확대시켰다. 또한 대
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제한과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향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언론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도가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방
역 과정에서 언론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정당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에서는 분찬제(分餐制)와 공용수저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음식낭비를 줄이자는 사회적 운동이 벌어지는 등 중국
의 음식문화 전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중장년 세대들
을 인터넷 문화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중국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 방식
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표적 사례가 탄막(弹幕)과 클라우드 문화(云互动)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는 크게 네 가지 방면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
한 대비이다. 둘째, 미·중 경쟁의 심화 및 영역 확대가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GVC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비이다. 넷째, 중국이 코로나19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내부적 중
장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가 끼칠 다양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14.5 규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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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길 중국의 전략 변화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
19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확
대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새로운 문화와 소비패턴에 따른 수요 변화를 대중
국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19 이후 산업
의 내수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형성된
중국의 인터넷 문화를 대중국 공공외교 및 경제외교의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
로 예상되는바, 우리는 두 국가의 대아시아 전략에 대한 협력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해 탈중국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GVC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우리는 아·태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통합 논의가 참여국의 시
장 개방 확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통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
보가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둔 지역경제통합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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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배경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汉市)에서 처음으로 감염사례
가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짧은 시간
안에 중국은 물론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공식적으로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고,
2020년 11월 4일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WHO 집계기준으로
4,736만 2,304명, 사망자 수는 121만 1,986명에 이르렀다.1)

그림 1-1.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상황(2020. 11. 5 현재)

자료: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검색일: 2020. 11. 5).

1) 2020년 11월 5일 현재 주요 국가의 누적 확진자 및 사망자: 미국(9,193,765명/229,948명), 인도
(8,313,876명/123,611명), 브라질(5,554,206명/160,253명), 러시아(1,693,454명/29,217명).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검색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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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사
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
고 있다. IMF는 2020년 세계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4.4%의 역성장
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고,2) 미·중 갈등도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3) 또한 사람간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언택트(Untact) 문화가 광범위하게 정착하면서 온라인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은 활성화되는 반면, 사람간의 접촉을 전제로 한 비즈니스들은 사양길로 접어
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와 회사 등에서의 화상 회의와 수업 등도 이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보고된 중국의 경우, 감염확산 초기에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부족과 급속한 감염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 현상 등이 나타났
다. 하지만 우한시와 후베이성에 대한 도시 봉쇄와 엄격한 추적 관리, 광범위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실시되면서 중국
의 코로나19 감염사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속히 수습됐다. 중국정
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4)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본격화된 이후, 1개월
정도 후에 대규모 확산이 초보적으로 억제됐고, 약 2개월 정도 후에는 중국 본
토에서 발생한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 이내로 억제됐다. 그리고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우한시와 후베이성의 감염 상황이 거의 안정화 단
계로 진입하여, 두 지역에 대한 봉쇄도 해제됐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
강위원회(中华人民共和国国家卫生健康委员会, 이하 국가위생건강위)가 11월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5) 2020년 11월 4일 현재 중국 31개성(자치구, 직
2) IMF(2020),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0: A Long and Difficult Ascent,” https://
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0/09/30/world-economic-outlook-october2020(검색일: 2020. 10. 14).
3) 김한권(2020), 「COVID-19 발생 이후 중국 외교정책의 현안과 미중관계의 함의」, http://www.
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pblctDtaSn=13613&clCode=P01&menuCl=
P01(검색일: 2020. 9. 5).
4) 新华社(2020), 「(受权发布) 《抗击新冠肺炎疫情的中国行动》白皮书」, http://www.xinhuanet.com/politics
/2020-06/07/c_1126083364.htm(검색일: 2020.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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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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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受权发布) 《抗击新冠肺炎疫情的中国行动》白皮书」(2020. 6. 7), http://www.xinhuanet.com/politics/2
020-06/07/c_1126083364.htm(검색일: 2020. 9. 6).

할시)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00명이고, 누진 확진자는 8만 6,115명,
누적 사망자는 4,6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6)
이렇게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
염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IMF는 중국이 2020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성장(1.9%)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
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중국사회
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에 큰 충격을 주

5) 中华人民共和国国家卫生健康委员会, 「截至11月4日24时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最新情况」, http://www.
nhc.gov.cn/xcs/yqtb/202011/b785f3a6257245328c7224a5d27be90e.shtml(검색일: 2020. 11. 5).
6) 중국에서는 10월 10일까지 56일 연속으로 국내 발생 확진자가 0명을 기록했으나, 10월 12일부터 3일
에 걸쳐 산둥성(山东省) 칭다오시(靑島市)에서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칭다오시 당국은 1천
여만 명에 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7) IMF(2020),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0: A Long and Difficult Ascent,” https://
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0/09/30/world-economic-outlook-october2020(검색일: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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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조정의 지연 및 산업구조의 변화, GVC 재편에 따
른 무역구조 변화 등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 중국의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년대비)은 -6.8%로 전분기의 6.0%보다 12%p 이
상 급락했으며, 이는 중국이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
후 28년 만의 첫 마이너스 성장이었다.8) 그리고 설비과잉 해소와 기업부채 축
소,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목표로 2016년부터 본격 추진된 ‘공급 측 구조개혁’
도 경기회복을 이유로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세계의 굴뚝’으로 불
리던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히 확산하고 이것이 세계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자 중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이하
GVC)’에 대한 재편 필요성도 세계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중앙정치국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미·중 경
쟁 심화 등의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쌍순환(双循环)’을 제기하며 내수 중
심의 성장방식을 강조하기도 했다.9)
한편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의 국내정치와 미·중 관계 및 다자협력체제 등
대외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무엇보다 신종 감염병의 발병 정보를 초기에 알렸던 의사 리원량(李文亮)의
죽음을 계기로 중국 당국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대두되면서
중국의 정치체제와 시진핑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코로나19
의 발생 원인과 초기 중국 당국의 조치 적절성,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배상책임
논쟁 등을 거치면서 글로벌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불신이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자국의 감염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유럽과 중동, 아프
리카, 아세안 등 국가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방역 지원 외교에 나서고 있고,

8) 「‘코로나 직격탄’ 중국 1분기 성장률 -6.8%... 사상 최저치」(2020. 4. 17), https://www.hankook
ilbo.com/News/Read/202004171696388961?did=NA&dtype=&dtypecode=&prnewsid=
(검색일: 2020. 10. 2).
9) 中国产业经济信息网(2020. 7. 31), 「中央政治局会议明确战略方向：加快形成“双循环”新格局」, http://
www.cinic.org.cn/hy/yw/883808.html?from=singlemessage(검색일: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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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를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과 대조되는 자
세를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중국인의 위생관과 식습관 등 일상적인 생활 방식
과 문화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야생동물 포획 및 취식을 금지하는 법률
이 제정되고, 대중매체에서는 식사 시 개인용 젓가락과 함께 공용 젓가락(公筷)
사용을 장려하는 공익광고가 등장하는 등 생활 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점 출입 시 개
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를 제시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폭 강화됐다.

2.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고찰
이렇게 코로나19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중국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가 사스(SARS)나 메르스(MERS)와
같은 전염병 이슈보다 더 중대하고, 심지어 과거 문화대혁명과 개혁개방, 천안
문 사태 등과 같이 중국사회의 큰 전기(轉機)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
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 국
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
Christopher Findlay 외는 “COVID-19 and the ‘zoom’ to new global
value chains”의 글에서 코로나19가 GVC에 미친 영향과 향후 새로운 형태의
GVC 형성에 대해 전망했다. 이 글을 통해 GVC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에게 고용과 생산성, 소득 등의 방면에서 중요한 긍정적 기여를 해왔지만, 코로
나19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현 중국 중심의 GVC에 취약성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향후 새로운 형태의 GVC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10)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 및 시사점」11)

20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과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인들의 일상과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12) 등의 보고
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소비시장에 끼친 영향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
해 분석했다. 여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구매행위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러
한 소비행태의 변화는 중국의 높은 인터넷 및 모바일 보급률로 인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KANG Seonjou는 “Coronavirus Pandemic: What Comes
Next?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Relations”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전통적으로 국제적인 보
건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왔던 미국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
중 불신이 확대됐고, 세계화의 위험성을 노출시켰으며 이것이 향후 국제질서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13) 김한권도 「COVID-19 발생 이후 중
국 외교정책의 현안과 미중관계의 함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중 관계를 중심
으로 코로나19가 중국의 외교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14)
이러한 분석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감염사태가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
칠 것인지 비교적 신속히 분석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줬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 영역에 한정된 제한적 범위의 연구이거나, 학술적 분석보다는 논평과 같
10) “COVID-19 and the ‘zoom’ to new global value chains”(2020. 4. 5), https://www.eastasiaforum.
org/2020/04/05/covid-19-and-the-zoom-to-new-global-value-chains/(검색일: 2020. 10. 2).
11) 박소영(2020. 2. 1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http://iit.kita.
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No=2040&sClassification=7(검색일: 2020. 10. 2).
12)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인들의 일상과 비즈니스 환경 변화」(2020. 4. 22), https://www.kbfg.com/
kbresearch/vitamin/reportView.do?vitaminId=2000128(검색일: 2020. 10. 2).
13) KANG Seonjou(2020), “Coronavirus Pandemic : What Comes Next?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jsessionid=
NHNHo-xZX-OXTlEdRYUdV-Y2.public21?pblctDtaSn=13547&clCode=P07&menuCl=P07
(검색일: 2020. 10. 3).
14) 김한권(2020. 8. 13), 「COVID-19 발생 이후 중국 외교정책의 현안과 미중관계의 함의」, http://
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pblctDtaSn =13613&clCode=P01&
menuCl=P01(검색일: 202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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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견 제시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해외 연구의 경우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반면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온라인상에서 ‘코로나19 쇼크와 중국’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관계, 경제 및 사회 분야에 미
친 영향에 대해 전문가의 논평 형식으로 종합적인 견해를 제시했다.15) 이 글에
서 코로나19 사태를 사스 때와 비교하며 중국 당국의 위기 대처방식과 민심의
연속성 및 변화를 분석했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비민주적 통제와 효율적
동원이 공존하는 중국 당-국가체제의 양면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
국은 코로나19 방역외교를 국가 이미지 개선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일
대일로(一帶一路)의 활성화라는 복합적 목적 아래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으
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향후 중국의 경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먼저 회
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성균중국연구소가 발간하는 『성균차이나브리
프』에서도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걸쳐 코로나19가 중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16)
이러한 분석은 코로나19가 중국에 끼친 영향과 변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
석하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역시 최근의 정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각 영역간의 상호 영향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중국에 끼친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최신의 데이터까
지 반영하여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이러한 현상들이 서로
어떻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중국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종
합적인 시야로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포
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의 새로운 대중국 전략 및 정책을 보다 체계
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15) EAI(2020. 4. 23), 「[EAI 특별논평 시리즈] 코로나19 쇼크와 중국」, http://www.eai.or.kr/main/
publication_01_view.asp?intSeq =10531&board=kor_report(검색일: 2020. 9. 7).
16) 『성균차이나브리프』(2020. 7. 1)의 ‘기획특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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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끼친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가져온
중국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건강한 한·중 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이러한 연구 배경과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
해 분석한다.
첫째,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 정치체제에 미친 영향 및 전망에 대해 분석한
다(제2장). 먼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과거 전염병이 창궐한 사례
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중국의 내부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역사적
고찰을 한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가능성과
당-국가체제의 정당성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고, 중앙과 지
방, 지방과 지방 사이의 관계 등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거버넌스 개혁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 전망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포상과 경질, 직위 변화 등의 현상을 통해 중국의 정치엘리트 지형 변화와 차세
대 유력 지도자에 대해 살펴보고, 탈빈곤과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중국몽(中
国梦) 등 중국의 주요 국가목표 및 달성 시기에 변화 가능성은 없는지 전망한다.
둘째, 코로나19가 중국의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제3
장). 코로나19가 세계화와 다자협력체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 등 기존 국제질
서 전반에 끼친 영향과 중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미·중 경쟁구
도의 심화 및 손해배상 소송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갈등 확산은 어떻게 전개될 것
인지 분석한다. 또한 중국의 양자관계 및 비전통안보 영역에도 주의를 기울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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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관계와 중·일 관계, 중·아세안 관계 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보건 분야 다
자협력체제 등 비전통안보 영역에 대한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셋째,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경제와 통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향
후 변화 양상에 대해 전망한다(제4장). 먼저 국내적으로 ‘공급 측 개혁’ 등 중국
의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영향 및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함께 시야를 좀 더 넓혀 GVC의 변화 가능성
과 중국의 통상 환경에 대한 영향,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및 2단계 협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중국이 국가전략 프로젝트로서 추진하
고 있는 일대일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
펴본다.
넷째, 코로나19가 중국의 사회, 문화에 미친 영향과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중국인의 식(食)문화와 위
생관 및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보고,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농
민공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충격과 대응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특히 코로나
19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통제
정책이 실시됐는데, 이것이 중국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과 언론의 자유 등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영역별 영향 및 변화에 대한 요약과 함께 이러한 변화들
이 서로 어떻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중국사회를 전체적으로 변화시
켜 나갈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중국 전략(정책)과 한·중 관계를 모색해 본다(제6장).
이러한 내용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주로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해서
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각 영역 사이의 상호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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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중국의 전염병 창궐과 정치 변화
전염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생존에 큰 위협을 가해왔으며, 미래에
도 역시 그 위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17) 하지만,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되새겨
보면 전염병은 역설적으로 인류 문명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문명이 발전할수록 전염병의 전파력과 사망률이 높아졌으나, 인류 역시 존망의
위기에 대응하여 더욱 신속히 백신 등을 개발해 이를 극복해 왔던 것이다.
중국은 긴 역사와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로, 여러 문헌에서 수많은 전염병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역사 속에서 무수히 발생했던 전염병은 수많
은 인명을 앗아갔고, 심지어는 왕조의 존망과 직결되기도 하였다. 본절에서는 먼
저 간략한 중국의 전염병 역사 등을 고찰하고, 가장 심각했던 전염병과 그 대응
에 실패하여 몰락했던 왕조의 선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고대 중국의 전염병에 대한 인식과 대처
중국에서는 작금의 ‘코로나19’와 같은 초대형 전염병을 ‘온역(瘟疫, wēn yì)’,
‘역려(疫癘, yì lì)’ 등으로 부르는데, 그 뜻을 ‘페스트·콜레라·사스 등과 같은 급성
유행전염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8) ‘疫(염병 역)’은 ‘백성이 모두 병에 걸리다’
라는 의미이며, ‘瘟(염병 온)’과 ‘癘(창병 려)’ 역시 비슷한 의미로 모두 과거 중국
에서 전염병을 가리키던 한자이다.19) 중국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상하오천
년(上下五千年)’ 긴 역사의 대하(大河) 속에서 무수히 많은 전염병이 창궐했고, 역
대 왕조의 흥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에서 ‘고
17) 우리나라에서 전염병(傳染病, communicable disease)은 ‘역병(疫病)’·‘돌림병’·‘유행병’ 등 다양
한 명칭으로 불려왔다. 본고에서는 용어로 인한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전염병’이란 단어로 통
일하였다.
18) 舒新城 等 主編(1994), 『辭海』, 中華書局, p. 1994.
19) “民皆疾也.”(許慎 撰·徐鉉 校訂(2003), 『說文解字』, 中華書局,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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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古代)’로 정하고 있는 1840년 아편전쟁 이전까지 각종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
는 전염병에 관한 기록은 총 826개라고 한다.20) 역사 기록이 없는 선사시대(先史
時代)를 포함한다면 아마 그 수는 이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의 전염병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한자의 기원이라고 여겨지는 상(商)나라
의 갑골문(甲骨文)에서도 이미 보이기 시작한다. 상고시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
는 여러 요인 중 질병이 가장 빈번하고 치명적이었던 이유 때문일 것이다. 실제
로 갑골문에는 ‘질병’을 의미하는 부수(部首) ‘疒(병들어 기댈 녁, nè)’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따르면 疒의 의미는 ‘기대는
것이다. 사람이 병에 걸려 기대고 있는 모습이다’21)라고 하는데, 갑골문 전문가
들 역시도 疒이 병에 걸린 사람이나 임산부가 침대에 기대거나 누워있는 모습을
상형(象形)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롯하여 한자 중 질병에 관한 것
들은 거의 모두 이를 부수로 삼고 있다.

그림 2-1. 疒의 변천 과정
갑골문(甲骨文)

전서(篆書)

금문(金文)

예서(隷書)

해서(楷書)

자료: “疒, 倚也. 人有疾病, 象倚箸之形.”(許愼, 앞의 책, p. 154)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편집.

20) 張志斌 撰(2007), 『中國古代疫病流行年表』.
21) “疒, 倚也. 人有疾病, 象倚箸之形.”(許愼, 앞의 책, p. 154).

제2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 • 27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문헌을 통해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여러 사료에
서 전염병에 관한 기사들이 보인다. 특히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여러 차례 전염
병이 크게 유행했던 기록이 보이는데, 그중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다.

(노장공(魯莊公)) 20년(BC 674), …… 여름, 제(齊)나라에 큰 재난이 발생했다.
큰 재난이란 무엇인가? 대척(大瘠)이다. 대척이란 무엇인가? 㾐(염병 려)이다. 왜
적는가? 재난을 기록하기 위해서다. 외국의 재난은 적지 않는데, 이것은 왜 적는
가? 우리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이다.22)

위의 기사가 수록된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은 공자의 『춘추(春秋)』를 전국
시대 제나라 사람 공양고(公羊高)가 해석한 책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답 형식으
로 간결하며 심오함을 추구한 유가의 13경 중 하나이다. 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노(魯)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므로 평소 외국의 일은 기록하지 않았지
만, 이번 제나라의 ‘큰 재난’은 노나라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었던 것이다. 기사 속의 ‘큰 재난’은 ‘㾐(염병 려, lì)’로 귀결되는데, 그럼 이것
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동한(東漢) 대의 경학가 하휴(何休)는 ‘여는 백성이 질역
(疾疫)에 걸린 것이다’23)라며 ‘전염병’으로 정의하였다. 현재의 여러 학자들도
악성 전염병을 뜻하는 ‘癘(창병 려, lì)’와 같은 의미로, 정체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일종의 심각한 ‘전염병’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고시대에도 빈번하게 발생한 전염병은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앗
아가는 등 여러 폐해를 남겼고, 심지어는 왕조의 존망에 위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에 조정에서도 전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防疫)’ 조치를 취하였다. 한 예
로 주(周)나라에서 전염병에 관한 전문 관리를 두었던 기록이 보인다.

22) “夏, 齊大災.大災者何? 大瘠也. 大瘠者何? 㾐也. 何以書? 記災也. 外災不書, 此何以書? 及我也.”(王
維堤·唐書文 撰(2004), 『春秋公羊傳譯註』, p. 142).
23) “㾐者, 民疾疫也”(王維堤·唐書文, 앞의 책,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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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疾醫)는 만백성의 질병 치료를 관장한다. 사계절에 모두 여질(癘疾, 전염
병)이 있다. 봄에는 소수질(痟首疾, 두통), 여름에는 양개질(癢疥疾, 가려움증),
가을에는 학한질(疟寒疾, 학질), 겨울에는 수상기질(嗽上氣疾, 기침과 천식)이 있
다. 다섯 가지의 맛·곡식·약으로 그 병을 다스리고, 다섯 가지의 기·소리·색으로
그 삶과 죽음을 살핀다. 두 번째로 아홉 구멍의 변화를 살피고, 세 번째로 아홉 장
기(臟器)의 움직임을 살핀다. 무릇 백성 중에 질병이 있는 자는 나누어서 치료한
다. 죽었다면 그 연유를 적어 의사에게 보낸다.24)
위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주례(周禮)』는 주나라와 춘추전국시대의 각종
제도를 기재한 유가 경전으로, 후대의 역대 왕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즉
후대 왕조들은 이 책에 기록된 ‘질의’를 비롯한 각종 관제(官制)를 그대로 답습
하거나 더욱 세분화해 나갔던 것이다. 전문적으로 전염병을 관리하는 관직인
질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전염병이 주나라 때에도 이미 상당한 위협이 되었다
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일 것이다. 또한 사시사철 전염병이 발생하고, 주
로 어떤 병이 유행하는지 기록으로 남겨둔 것을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전염병
에 대해 일정 정도의 지식이 축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정의 이와 같은 노력 외에도, 민간에서 역시 그간 전염병을 통해 얻은 경험
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중국 최초의 의학서인 『황제내
경(黃帝內經)』에 전염병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등장한다. 『황제내경』은 전설에
따르면, 중국 신화 속 인물인 황제(黃帝)와 그의 신하이자 명의인 기백(岐伯)이
나눈 의술에 관한 대화를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여러 저자의 손
을 거쳐 서한(西漢) 때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4대 의학경전의
태두이자 최고(最古)로 꼽히는 이 책에 이미 다음과 같은 전염병 처리 방법에 관
24) “疾醫, 掌養萬民之疾病. 四時皆有癘疾, 春時有痟首疾, 夏時有癢疥疾, 秋時有瘧寒疾, 冬時有嗽上氣
疾. 以五味·五穀·五藥養其病, 以五氣·五聲·五色視其死生. 兩之以九竅之變, 參之以九藏之動. 凡民之
有疾病者, 分而治之. 死終, 則各書其所以而入于醫師.”(錢玄·錢興奇·王華寶·謝秉洪 註譯(2002), 『周
禮』, 「天官·塚宰·疾醫」, pp.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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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답이 등장한다.

황제가 말하길 “내가 듣기에 다섯 역병이 발병하면 모두 서로 옮아, 어른이건
아이건 증상이 비슷하다고 한다. 치료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서로 옮기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기백이 말하길 “서로 옮지 않은 사람들은 정기(正氣)가 (몸)안에 있어 사악한 기
운(邪)이 침범하지 못 합니다. 그 독기를 피해야 합니다. (독기는) 코로 들어와 다
시 코로 나갑니다. 기가 뇌에서 나오면 사악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합니다.”25)

『황제내경』에 등장하는 전염병에 대한 방역법은 ‘정기(正氣)’, ‘사(邪)’ 등의 용
어에서 볼 수 있듯이 다소 ‘미신’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하지만, 서로 옮기거나
남녀노소 증상이 비슷하며 코로 쉽게 옮긴다는 점은 현대 의학 지식에도 부합하
는 사실로, 상고시대에도 이미 전염병의 위협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
이 점차로 지식과 경험으로 축적되어갔음을 살펴볼 수 있다.

나. 전염병과 왕조의 멸망: 한과 명
전염병은 상고시대부터 중국인들을 위협해왔고, 중국인들은 이에 맞서 조야
(朝野)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새로운 전염병들은 지속적으로 발병
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으며, 심지어는 한 왕조의 명운을 기울게 하기도 하였
다. 중국의 긴 역사 속에서 전염병이 돌지 않았던 왕조는 거의 없다. 본장에서
는 대표적으로 대규모 전염병이 발병하여 왕조의 존망에 직결되었던 한(漢)나
라와 명(明)나라를 살펴보고자 한다.

25) “黃帝曰：“余聞五疫之至, 皆相染易, 無問大小, 病狀相似, 不施救療, 如何可得不相移易者?”岐伯曰：
“不相染者, 正氣存內, 邪不可干, 避其毒氣, 天牝從來, 復得其往, 氣出於腦, 即不邪干.””(姚春鵬 譯註
(2012), 『黃帝內經』, 「素問·刺法論」,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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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한 말의 대역(大疫)
동한 말기, 한 영제(靈帝)는 외척(外戚)의 발호를 견제하기 위해 환관(宦官)을
중용하였고, 결국 환관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십상시(十常侍)의 난이 발발하기
에 이른다. 조정에서 환관과 외척의 격렬한 정권 투쟁이 일어나 민생을 보살피
지 못하자 각지에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바로 ‘황건적(黃巾
賊)의 난’이다. 황태후의 오라버니 하진(何進), 명문가 출신 원소(袁紹), 동탁(董
卓) 등이 환관 제거를 위해 대군을 모아 낙양에 입성하여 환관들을 일소하였고,
그제서야 백여 년에 이른 외척과 환관의 투쟁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이후 중앙에서는 동탁과 원소 등 권력자들이 전횡하였고, 지방에서는 황건
적의 거센 반란이 일어났다. 황건적의 제압 과정에서 유비(劉備)·손권(孫權) 등
군웅이 속속 등장하였고, 장장 400여 년의 긴 통일을 이루었던 한 왕실은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중국은 또 다시 대분열의 시기로 돌입하게 된다.
상술한 내용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의 초입 부
분의 개괄적인 내용이다. 한 말 대동란의 단초를 환관과 외척의 정권 투쟁에서
찾는 것은 진수(陳壽)의 정사(正史) 『삼국지(三國志)』나 나관중(羅貫中)의 소설
『삼국지연의』나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이는 ‘권력층의 정치(政治)’를 역사의 중
심으로 봤던 기존의 단순한 역사관이다. 물론 이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에
는 분명하지만, 단순히 이것만으로 400여 년간 공고히 통일을 이루어왔던 한
왕조의 몰락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중국과 중국인들을 지칭하는 단어 중
유독 ‘한(漢)’이라는 글자가 많을 정도로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
던 한나라의 멸망에도 전염병이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동한 말기, 십상시의 난과 홍건적의 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영제
건녕(建寧) 원년(168)부터 한이 멸망하는 한 헌제(獻帝) 건안(建安) 25년(220)
까지 사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염병의 기록은 무려 27차례(영제: 12, 헌제:
15)나 된다. 당시 사람들은 그 전염병을 ‘상한(傷寒)’이라고 불렀으며, 자세히
어떤 병인지는 파악이 어려우나 각종 사료의 기록으로 추정할 때 아마 ‘독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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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류로 보고 있다. 사망자 수 역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여러 사료에
서 ‘역기(疫氣)가 유행하여 죽은 이가 극도로 많았다’26)라고 한 걸로 보아 심각
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건안 22년(217)의 전염병은 특히나 심각했
던 것으로 보인다. 조조(曹操)의 아들이자 유명한 문장가인 조식(曺植) 역시 당
시 전염병의 참담함을 목격하며 『설역기(設疫氣)』라는 기록을 남겼다.

건안(建安) 22년(217), 여기(癘氣)가 유행하였다. 집집마다 죽은 이의 아픔,
방방마다 대성통곡의 슬픔이 있었다. 혹은 온 가족이 죽었던지, 혹은 일족이 죽
었다. 혹자는 역(疫)이란 것이 귀신이 일으킨 것이라 하였다.27)

동한 말기의 대규모 전염병은 민생뿐만 아니라 전쟁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적벽대전(赤壁大戰)’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삼국시대의 유명한 전쟁이다.
‘화소적벽(火燒赤壁)’, 즉 제갈량(諸葛亮)이 불러일으킨 동풍과 함께 촉(蜀)과
오(吳)의 연합군이 적벽에서 위(魏)의 대군을 화공으로 물리치는 장면은 가히
『삼국지연의』의 최고 명장면이라고 칭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대군이 패배한
주요 원인에도 전염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적벽대전은 건안 13년(208)에 일어났는데, 이 해를 전후로 발생한 대규모
역병이 위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고, 결국 전쟁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6) “疫氣流行, 死者極眾.”(孫思邈 撰·李景榮 等 校釋(1998), 『備急千金要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p.
211).
27) “建安二十二年, 癘氣流行. 家家有僵屍之痛, 室室有號泣之. 或闔門而殪, 或覆族而喪. 或以為疫者, 鬼
神所作.”(李昉·李穆·徐鉉 編撰(1960), 『太平御覽』, 「疾病部·說疫氣」, p. 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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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적벽대전 전후 전염병과 그 영향 관련 기사28)

建安 12年
207年

∙ 촉(蜀): 선주(先主, 유비(劉備))가 오군과 수륙으로 함께 진격하여 남군(南郡)까지 추격
하였다. 그때 또 질역(疾疫)이 발발하여 북군(北軍, 위나라 군대)이 많이 죽었고, 조공
(曺公, 조조(曺操))은 돌아갔다.
∙ 위(魏): 공(조조)이 적벽에 이르러 (유)비와 싸웠으나 불리하였다. 대역(大疫)이 발생하였
기 때문이다. 병사가 많이 죽어, 이내 군대를 물러 돌아갔다.

建安 13年
208年

∙ 오(吳): 공(손권)이 그 남은 배를 태우고 후퇴하였다. 사졸이 배가 고프고 역에 걸려 죽
은 자가 대반(大半)이었다.
∙ 위(魏): 손권(孫權)이 무리를 이끌고 합비(合肥)를 포위했다. 그때 (조조의) 대군은
형주(荊州)를 정벌하고 있었고, 질역(疾疫)을 만났다.

建安 14年
209年

∙ 위(魏): 군대가 여러 차례 원정을 갔으나, 혹은 역기(疫氣)를 만나 병사가 죽어 돌아
오지 못했다. 집집마다 원망하며 바라보았고, 백성이 멀어졌다.

자료: 『三國志』, 卷32, 1, 47, 14.

위의 [표 2-1]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적벽대전 전후로 큰 역병이 돌았고, 위촉
오 각 군대의 병사들이 다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조조가 중원 통일을 위해 야
심차게 단행한 남정(南征)이 적벽대전의 패배로 끝을 맺으며 ‘三國鼎立(삼국정
립)’의 분열 국면에 이르게 되는데, 이 배경에도 전염병이 있었던 것이다.
한나라 말기의 전염병은 여러 방면에서 큰 폐해를 남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로써 탄생한 위대한 ‘발명품’도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상한으로 인하여 생겨
난 음식이 있다. 바로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인 물만두 ‘교자(餃
子, jiǎo zi)’이다. 교자의 발명자 장중경(張仲景)은 상한이 한창 유행이던 동한 말
기의 유명한 의사로 중국에서 ‘의성(醫聖)’으로 칭송받는 이다. 당시 상한으로 많
은 이들이 죽어갔고, 그의 가족 역시 무참히 사망하였다고 한다. 장중경은 이후
상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며 중국 전통 의학의 4대 경전 중 하나인 『상한잡병론
(傷寒雜病論)』을 집필하였는데, 당시 전염병의 방역에 큰 공헌을 했다. 또한 교자
28) 참고문헌의 순서는 위에서 아래이며,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다. “先主與吳軍水路並進, 追到南郡, 時又
疾疫, 北軍多死, 曹公引歸.”(『三國志』卷32, 「蜀書·先主傳」); “公至赤壁, 與備戰, 不利. 於是大疫, 吏士
多死者, 乃引軍還.”(同書 卷1, 「魏書·武帝紀」); “公燒其餘船引退, 士卒飢疫, 死者大半.”(同書 卷47, 「吳
書·吳主傳」); “孫權率眾圍合肥. 時大軍征荊州, 遇疾疫.”(同書 卷14, 「魏書·蔣濟傳」); “軍數征行, 或遇
疫氣, 吏士死亡不歸, 家室怨曠, 百姓流離.”(同書 卷1, 「魏書·武帝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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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 과정에서 ‘한기(寒氣)’를 없애기 위해 일종의 ‘약(藥)’으로 발명되었던 것
이다. 장중경은 한기를 없애주는 양고기와 각종 약재를 넣고 푹 삶은 후, 이를 잘
게 다져 얇은 밀가루 반죽에 ‘귀’ 모양으로 빚어 물에 끓여 먹게 하였다. 이를 ‘거
한교이탕(祛寒嬌耳湯)’이라고 명명하였는데, 그 모양이 귀(嬌耳)와 같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교이는 점차로 ‘교이(餃耳)’, ‘편식(扁食)’ 등으로
변해가다가 결국 현재의 ‘교자(餃子)’로 굳어진 것으로 여겨지며, 중국인들이 명
절 등 특별한 날에 꼭 먹는 주요 음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2) 명 말의 대서역(大鼠疫)
명 말기에도 극심한 전염병이 중국 대륙을 휩쓴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는 동한 대의 ‘대역(大疫)’이라는 추상적인 말이 아닌, 쥐로 인해 전파된 대형 전
염병이라는 의미의 ‘대서역(大鼠疫)’이라고 불린다. 명 말 대서역은 중국 북부 지
방에서 유행하였고, 수도 베이징에까지 그 여파가 밀려왔기 때문에 ‘화북서역(華
北鼠疫)’, ‘경사대온역(京師大瘟疫)’이라고도 불렸다. 민간에서는 목 부분에 ‘혹
(疙瘩, gē da)’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여 ‘흘탑병(疙瘩病)’이라고 불렀다.
동한의 멸망에 전염병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명 말의
대서역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상해교통대학(上海交
通大學) 역사학계(歷史學係) 조수기(曹樹基)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수도 베이징
의 함락과 명의 멸망에 서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29) 그는 각종
사료의 면밀한 분석과 현대 의학 지식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전염병을 일컫던
흘탑병의 증상과 선페스트(bubonic plague) 환자의 임파선이 부풀어 오를 때
의 증상이 같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럼 베이징의 서역은 어디에서 전파된 것일까? 저자는 명 가정년간부터 몽
골과의 변경에서 잦은 충돌이 있었고, 한족들이 납치되어 몽골 초원을 개간하
29) 曹樹基(1997), 「數以流行與華北社會的變遷(1580-1644年), 『歷史研究』1, pp. 17~32; 曹樹基, 李玉
尚(2006), 『鼠疫：戰爭與和平——中國的環境與社會變遷(1230-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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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며 대규모의 목장이 밭으로 개간되어 생태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이때 초원의 목장에서 서식하던 쥐들은 생활공간이 축소되면서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해졌고, 여기에 명 말에 발생했던 잦은 가뭄이 겹치자, 식량난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았던 난민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 식량난에 시달린 것
은 사람뿐만 아니라 쥐 역시 같은 상황이었고, 대규모의 쥐떼가 먹을 것을 찾아
사람이 사는 곳으로 스며들며 서역이 전파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난민들의
유동은 주로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일대를 휩쓸었고, 바로 이 지역
이 명을 멸망시킨 ‘이자성의 난’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
실제로 명 말 농민 반란은 천계(天啓) 7년(1627) 왕이(王二)의 반란부터 시작
한다고 보고 있다. 그 이전부터 이어온 극심한 가뭄과 식량난, 여진족(女眞族)의
침략, 여기에 서역의 전염이 더해져 대규모의 농민 반란으로 격화된 것이다.
명 말 발생했던 서역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는 숭정(崇禎) 16년(1643)으로 각
종 사료에 그 참상이 기록되어 있다.

‘흘탑온(疙瘩瘟)’, ‘양모온(羊毛瘟)’ 등 역병이 발생했다. 병에 걸렸다 싶으면
바로 죽어, 편각(片刻)의 시간도 남기지 않았다. 8월과 9월 두 달 사이에 죽은
이가 수백만이었다.30)

경성(京城)에 대역(大疫)이 발생했다. 갑자기 죽어서 치료할 수가 없었다.31)

8월부터 10월까지 경성 내외에 홀탑(疙瘩)이 발생했다. 귀하건 천하건, 늙
건 어리건 간에 병에 걸렸다 싶으면 바로 죽었다.32)

30) “有疙瘩瘟·羊毛瘟等疫, 呼病即亡, 不留片刻, 八九兩月, 死者數百萬.”(王世雄(1993), 『隨息居重訂霍
亂論』, 「治法篇·刺法」, p. 20).
31) “京城大疫, 猝然而死, 醫禱不及.”(王世雄(1993), 『溫熱經緯』卷4, 「薛生白濕熱病篇」, p. 161).
32) “自八月至十月, 京城內外病疙瘩, 貴賤長幼, 呼病即亡.”(余伯陶 編(1911), 『疫證集說』 卷1, 「雜俎」,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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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금(金)을 태의원(太醫院)에 내려 역병을 치료하게 하였다. 봄 2월부터 지
금(7월)까지 경사에 대역이 발생하여 사망자가 하루에 만 명이나 된다. 또 2만
금을 내어 순성어사(巡城御史)에 주어 시신을 수습하게 하였다.33)

경성에 온역이 성행하였다. 아침에 병에 걸리면 저녁에 죽었다. 온가족 수십
명이 하룻밤에 함께 죽은 집도 있다.34)

위의 상황은 숭정 16년(1643) 베이징의 심각했던 상황으로, 당시 명의 수도
로서 모든 면에서 가장 발전하고 안전했던 베이징에서조차 수백만이라는 어마
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서역으로 목숨을 잃었다. 베이징조차 이러한 상황이니
화북의 다른 지역은 어떠하였는지 감히 상상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식
량과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농민 반란이 일어난 것도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
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서역이 지나간 후 약 20만 명의 베이징 거주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 베이징 총인구의 1/5~1/4 정도이며, 당시 베이징에 주둔하던 명군
10만 명 중 절반 정도도 서역으로 사망했다고 한다.35) 여기에 명 말 혼란과 부
패의 소용돌이 속에서 명군의 기율과 사기 역시 상당히 하락해 있는 상황이었
다. 숭정 17년(1644) 3월 을사(乙巳),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 반란군이 베이징
성에 이르고 명군과 최후의 일전을 벌였다. 겨우 이틀 후인 정미(丁未), 명군은
약간의 저항 끝에 문을 지키던 환관이 성문을 열어주었고, 결국 이자성의 농민
군에게 이틀 만에 수도가 함락 당하였다.36)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자금성의 뒷

33) “出千金資太醫院療疫, 自春二月迄今, 京師大疫死亡, 日以萬計. 又出二萬金, 下巡城御史收殯.”(『明
崇禎實錄』 卷16, 崇禎 16年 7月 庚申條).
34) “京城瘟疫盛行, 朝病夕逝, 有全家數十口, 一夕併命.”(文秉(1947), 『烈皇小識』 卷8, 神州國光社排印
本, p. 217).
35) 邱仲麟(2004), 「明代北京的瘟疫與帝國醫療體系的應變」, 『中央研究院歷史與鹽研究所集刊』, 78-2,
pp. 338~339.
36) 谷應泰 撰(1977), 『明史紀事本末』 卷78, 「李自成之亂」, p.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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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결하였고, 이로서 277년, 16대 황제를 남긴 명나라
는 ‘마지막 한족 왕조’라는 ‘미명(美名)’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3) 전염병이 남긴 교훈
이상으로 과거 중국 전염병의 간략한 역사와 이로 인해 멸망한 두 왕조를 살펴
보았다. 과거 한과 명의 멸망은 자연재해와 지독한 식량난 등으로 인한 전염병의
창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현대는 식량이 풍족하고 의료 기술 등이 월등히
발달하여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대 왕조의 선례
에서 살펴봤듯이 정치가 부패하여 민생을 돌보지 않고, 역병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
다. 코로나19에 대한 시진핑 체제의 대응에 대해 중국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
아들이고 있는지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 중국의 코로나19 ‘결집효과’와 거버넌스 개혁
중국 언론이나 정부, 연구자들은 주로 코로나19가 가져온 영향을 외부와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 예컨대 코로나19가 미치는 글로벌 질서 변화, 국제정치구
조에 주는 충격,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집중되어 있다.37) 이러한 접근
혹은 시각은 코로나19가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보
편적인 전염병이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물론 중국은 전염병 발원국과 책임국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비난과 책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37) 胡志勇, 「世界經濟格局將因疫情影響加速轉型」, http://www.ce.cn/xwzx/gnsz/gdxw/202007/14
/t20200714_35314471.shtml(검색일: 2020. 8. 8); 「張明大使：新冠疫情是全人類的災難, 不應成爲
地緣政治的舞台」, http://world.people.com.cn/n1/2020/0426/c1002-31688111.html(검색일:
2020. 8. 8); 王義桅, 「新冠肺炎疫情如何影響國際格局?專家解讀7大方面, 兩項直接關系中國」, https://
www.jfdaily.com/wx/detail.do?id=232181(검색일: 202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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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도적으로 코로나19를 일국(一國)의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의 문제로 치환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코로나19의 국제 이슈화는 중국에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
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져온 혹은 가져올지도 모르는 국내정치 영향을 완화할
수 있고 심지어 책임국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우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로 의제의 중심이 이동할 경우 당국은 국제적 압력에
따른 국내 통합이나 국내 단결을 정치적 어젠다로 활용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
이다. 즉 중국 당국 입장에서 코로나19의 국제 이슈화는 국내정치 변화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차원의 문제의식 고양(高揚)이 바로 이를 방증한다.
중국은 코로나19의 발원국, 책임국 공세를 ‘과학의 영역’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로 비켜가고 있다. 이를 정치적 문제로 의제화하는 경우 국내적으로 당-국
가체제에 대한 도전이 나타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공세를 증
폭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줄곧 코로나19의 발원국과 책임국
논리를 정치영역에서 다루지 않고 과학영역에서 다루자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38)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발현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실에서 중국은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을 넘어 세계적 확산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국제 이미지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글로벌 강국으로 도
약하려는 중국에 있어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이른바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
는 이미지는 분명 중국의 책임국가 이미지에 상처를 주고 있다. 중국도 이 점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국제적인 이미지 추락을 어
떻게 극복하고 견고한 지지세를 이어갈 것인지가 글로벌 차원의 주요 관심사가
38) 왕이 외교부장은 5월 24일 제13기 전국인대 제3차회의 기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바이러스의 연원은 엄
중하고 복잡한 과학의 문제이다. 마땅히 과학자와 의학 전문가들의 연구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자회견 내용은 「國務委員兼外交部長王毅就中國外交政策和對外關系回答中外記者提問」, https://www.
fmprc.gov.cn/web/wjbz_673089/zyjh_673099/t1782257.shtml(검색일: 2020. 9. 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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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코로나19가 가져온 국내정치 변화는 상대적으로 덜 중
시되고 있다. 대부분 당-국가체제의 견고성과 통제, 그리고 관리에 익숙한 체
제 속성으로 중국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코로나19는 국제 영향
못지않게 국내정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은 중국 정치변화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이다. 시진핑 주
석이 여러 장소에서 이미 공언한 것처럼 2020년은 ‘13.5 규획’이 마무리되는
해이다. 반드시 ‘결정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13.5 규획’의 성과와
성취를 기반으로 ‘결정적 성과’를 이뤄내고 이를 기초로 19대에서 제시한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기본 조건 완성, 2049년 사회주의 현대
화 강국 건설 완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39) 즉 2020년은 ‘13.5 규
획’을 잘 마무리하여 연말에 ‘전면 소강사회 건설(全面小康社會建設)’에서 승리
를 선포해야 한다. 소강사회 건설의 가시적 성과로서 빈곤탈출은 ‘결정적 성과’
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시진핑 주석과 시진핑 주석을 핵심
으로 하는 현 지도부의 통치 정당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2020년 정치 일정을 기저에서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19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방역 영도소조 조장(組長)으로서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부
상과 시진핑 주석의 부재는 지도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촉발시켰다. 심지어 시진
핑 주석의 지도력이 도전받고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외부의 시각과
달리 중국 내부적으로는 최고 지도자와 당-국가체제 주변으로 ‘결집효과(rally
effect)’가 나타났다. 사실상 당-국가체제의 공고함이 흔들린다는 외형적 변화
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다.

39) 시진핑 주석은 19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두 개의 백년을 거론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로
드맵을 두 단계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習近平,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 奪取新時代
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2017. 10. 18), http://

www.12371.cn/2017/10/27/ARTI1509103656574313.shtml(검색일: 2020. 9. 10). 당대회 보
고 및 당대회 의미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전망에 대해서는 성균중국연구소(2018), 『시진핑 사상과 중
국의 미래: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분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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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도체제의 안정성과 ‘결집효과’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당-국가체제
는 아직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최근 하버드대학에서 중국 국민들이 당과 정
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당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중국 국민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변했
다.40) 물론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조사결과지만 그 추세를 보면 당과 국가에
대한, 특히 당·국가기구에 대한 높은 수준의 만족도는 견고하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중국인들의 당과 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전
반적으로 상승했다. 즉, 중국인들은 당과 정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능력 있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계기로 당과 정부에 대한 국
민들의 평가가 변화했다는 그 어떤 조사결과도 없다.
당과 정부가 인민들에게 선전과 홍보를 강화하고 검열을 통해서 비판 언로
(言路)를 차단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중국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당과 국
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체화(體化)되어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을 대체할 만
한 세력이 없는 상황을 반영한다. 하버드대학의 조사결과는 중국인들의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 만족도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중국의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 당-국가체제가 유일무이한 통치조직이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
하고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상승하고, 특히 중앙에 대한 만족도가 90%를 상회
한다는 점은 중국 당국에는 매우 고무적인 조사결과이다. 특히 하버드대학이라
는 공신력을 갖춘 미국의 대학이 진행한 조사결과라는 점이 중국을 더욱 고무
시켰다.41)
40) Cunningham, Saich, and Turiel(2020), “Understanding CCP Resilience: Surveying Chinese
Public Opinion Through Time,” https://ash.harvard.edu/files/ash/files/final_policy_brief_
7.6.2020.pdf(검색일: 2020. 8. 7).
41) 최근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이나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바로 이 수치를 거론하면서 중국공산
당의 통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맥락도 하버드대학의 조사결과라는 공신력 때문이다. 8월 5일
왕이 외교부장과 신화사 인터뷰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폼페이오의 중국공산당 비판 발언의 대응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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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정부 수준별 전반적인 만족도(2003~16년)
(단위: %)

구분
중앙
(central)
성급
(provincial)
현급
(county)
진급
(township)

2003

2004

2005

2007

2009

2011

2015

2016

86.1

82.1

80.5

92.3

95.9

91.8

92.8

93.1

86.1

77.0

75.4

85.5

89.2

85.6

83.6

81.7

52.0

62.3

61.3

74.8

74.8

71.8

62.8

73.9

43.6

55.9

55.7

60.7

61.5

63.8

54.8

70.2

자료: Cunningham, Saich, and Turiel(2020), “Understanding CCP Resilience: Surveying Chinese Public Opinion
Through Time”, https://ash.harvard.edu/files/ash/files/final_policy_brief_7.6.2020.pdf(검색일: 2020. 8.
7), p.3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가공.

정부 수준별 만족도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기층에서 중앙으로 갈수록 상승
한다. 이는 일종의 역사적 맥락에 따른 전통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중
국의 정치문화적 속성에 기인한다. 즉 중앙은 황제 권력에 해당되는 아주 먼 곳
에 있는 신화적인 존재라는 점이다. 중앙에 대해서는 일종의 경외감이 작동하
는 반면에 기층에 대한 불만은 눈앞에 바로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
다. 코로나19 이후 악화하는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중앙이 제일 먼저 한 조
치는 후베이성(湖北省) 서기를 교체하고, 우한시(武漢市) 서기와 우한시 위생건
강위원회 주임 등에 대한 인사 조치였다. 지역 인사 교체를 통해서 불만을 해소
하거나 우회하는 중국정치의 역사·문화적 맥락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현장 관리를 문책함으로써 중앙의
권위를 세우고, 불안한 민심의 확산을 기층 관원의 수중에서 차단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중앙권력의 견고함을 유지했다. 물론 이러한 인사 조치는 감염병
으로 촉발된 흉흉한 민심이 ‘정치안보’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
로 바로 이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중국인들의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언급했다. 「王毅就當前中美關
系接受新華社專訪」, https://www.fmprc.gov.cn/web/wjbz_673089/zyjh_673099/t1804247.

shtml(검색일: 202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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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적 차원의 필요성도 있었다.42)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일부 책임자를 교체함
으로써 중앙의 안정과 권위를 확보하는 전략이 이번에도 등장했다. 이러한 현
장 관원의 인사 조치는 당-국가체제의 강고함이 유지되는 데 일조하고 국민에
게도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다. 이를 심화하는 또 다른 조치로 최고 지도
자의 신비감을 적절히 활용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리커창 총리가 전면에서 나서고 시진핑
주석이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일종의 ‘비겁’하거나 권위 ‘추락’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상 보이지 않음으로써 존재감을 높이는 일종의 신비주의 전략
일 수도 있다.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높이는 측면
이 있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평가해야 한다. 특히 제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대
응책임은 국무원에 있고, 이는 리커창 총리의 영역이라는 점을 간과한 분석의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최종 책임은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불리는 집단지도체제에 있다는 점도 일정 부분 방기한 측면이 없지 않다. 위기
대응을 지나치게 시진핑 주석 개인에게만 집중하여 문제를 관찰하는 태도 역시
재고해봐야 한다.
그렇다고 시진핑 주석이 무대 뒤에서만 존재하는 신비주의 전략으로 일관한
것은 아니다. 필요할 경우 직접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를 받았다. 시진핑 주석은 2월 10일 베이징 현지 시찰, 3월 10일 우한시 현지
시찰 등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한 달여 만의 대외 활동은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
위 추락이나 실추의 징후가 기우였음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4월 초 저장성(浙江
省), 4월 중순 산시성(陝西省), 5월 초 산시성(山西省) 등을 시찰하면서 코로나
19 이후 방역과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강력한 어젠다를 던졌다. 오히려 언론의
최고 지도자 동정 보도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 개인의 권위를 확대 강화하는 효
과를 극대화시켰다.43)
42) 서상민(2020), 「중국공산당의 위기관리 정치: ‘코로나19’ 대응의 정치적 논리」, pp. 93~98.
43) 방역 기간 시진핑 주석의 지방 시찰에 대해서는 htttp://cpc.people.com.cn/GB/64192/1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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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시성(陝西省) 시찰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방역 이후 경제 활
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경제 시책으로서 이른바 ‘육온(六穩)’과 ‘육보(六保)’는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으로 착근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국인민
대표대회(전인대)를 연기했고 심지어 2020년 경제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열린 13기 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
의 <정부업무보고>44)에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육온’과 ‘육보’ 시책이 중국 경
제 활성화와 재건의 구체적인 실천정책으로 제시되었다. 현장 시찰을 통해서
어젠다를 제시하고 이를 공식 회의에서 정책화하는 중국의 정책결정 패턴이 그
대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시진핑 주석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
위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코로나19는 예정된 공식 회의가 연기되는 등 일시적으로 정치 생활에 위기
를 불러왔다. 또한 이동 제한 등 지역봉쇄 등을 통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일
시적으로 단절되었다. 그 결과 일시적인 정체 국면이 조성되었으나 당-국가체
제라는 중국의 정치 구조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상
황에서 스스로 적응력을 높이는 학습효과를 불러 왔다. 특히 당과 최고 지도자
주위로 사람과 자원을 모이게 하는 일종의 ‘결집효과’를 확산시켰다. 코로나19
가 체제의 부식보다는 오히려 당과 국가의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제고
하는 계기로 활용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의 권위 하락이나 집단지
도체제의 붕괴 등과 같은 조짐은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코로나19라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체계적인 소통과 관리 시스템의 부
재, 민심의 이반 등도 함께 나타났다. 이는 당-국가체제가 전능의 체제가 아니
라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그 안에는 리원량(李文亮) 사망으로 촉발된 민심의 흐
름이 자리하고 있다.

/352004/index2.html(검색일: 2020. 8. 2).
44) 李克強, 「政府工作報告」, http://cpc.people.com.cn/n1/2020/0522/c64094-31719456.html
(검색일: 2020. 8. 3).

제2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 • 43

나. 민심의 이반과 통치 정당성의 약화
불확실한 정보는 민심을 더욱 흉흉하게 만들고, 흉흉한 민심은 불확실한 정
보를 더욱 증폭시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된다. 코로나19가
우한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여 당국이 인식한 시점은 지
난해 12월 27일이다. 당시 후베이성 우한시 모 병원이 우한시 장한구(江漢區)
질병통제센터에 불명확한 폐렴 환자가 있다고 보고한 것이 코로나19의 시작이
었다. 그 후 12월 30일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관할 병의원에 <원인이 명확
하지 않은 폐렴 치료 업무에 관한 긴급 통지(關於做好不明原因肺炎救治工作的
緊急通知)>45)를 내리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도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46) 그
러나 이러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관련 사실을 숨기
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리원량 등 일부 의사들을 유언비어 유포죄로 입건하기
까지 했다.
이러한 정확하지 않고, 진실을 가리려는 당국의 움직임은 리원량의 감염과
사망을 계기로 당국에 대한 불신, 의구심으로 증폭되었다. 리원량의 SNS에 게
재된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생명의 나무는 늘 푸르고, 건강한 사회는 오직 하
나의 목소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리원량
이라는 젊은 의사의 죽음은 체제 속성상 밑으로부터의 압력에 더디게 반응하는
권위주의적 당-국가체제의 경직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리원량의 사망이 하
나의 불씨가 되어 광야를 불사르는(星火燎原) 거대한 변화의 흐름으로 연결되
지는 못했다. 공감대가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이다.
민심의 움직임은 적극적인 참여가 아닌 ‘소등하기’, ‘인터넷 분향소 설치하
기’, ‘애도 문자 보내기’ 등 소극적인 참여로 전개되었다. 물론 중국 내에서 사

45) 武汉市卫生健康委员会(2019), 「关于做好不明原因肺炎救治工作的紧急通知」, https://www.miaosong.
cn/baike/249695.html(검색일: 2020. 8. 5).
46) 中华人民共和国 国务院新闻办公室(2020. 6), 「抗击新冠肺炎疫情的中国行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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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으로 조직화된 움직임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단지 개인 SNS를 통해
서 개인에서 개인으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소극적 저항은 중국정치 변화를 이
끌 만한 구체적인 사건을 만들어 내거나 계기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온라인에
서만 슬픔과 애도가 공유될 뿐이었다. 오히려 리원량의 죽음을 계기로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었던 추모 열기와 분노 표출은 단기간에 사그라들었다. 당국의
언론통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47)
홍콩 등 중국 바깥에서는 오히려 리원량 추모 열기 등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중국 외부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은 외신, SNS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국 국내
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중국 바깥의 추모 열기와 분노 움직임은 중국 관방 언론
을 통해서 민주주의, 인권, 자유 등 이른바 체제 위협 문제로 가공되었다. 외부
세계의 움직임이 당국의 필터링을 거쳐서 중국인들에게는 일종의 체제 대결의
형태로 비춰졌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의 압력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중국 내에서
는 최고 지도자, 당국 주변으로 모이는 ‘결집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는 정보
의 은폐, 축소 등 중국 당국의 언론통제가 자리하고 있다. 당국의 의도가 개입된
일종의 이데올로기 대결 국면의 조성 내지 위험성 강조는 리원량 등 희생자에
대한 추모나 애도 등을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자기 통제를 강제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당국은 애도 분위기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로 오히려 코로나19 과정에서
희생된 관계자들을 열사로 추존하면서 인민의 열기를 체제 내로 포섭하는 자세
를 보여주었다.48) 민심의 이반 가능성을 오히려 체제 강화의 기회로 활용했다.
이러한 당-국가체제의 적응력 제고 및 유연한 접근은 2003년 사스(SARS) 방역
경험, 1998년 대홍수 경험 등에서 체득한 일종의 중국식 적응력의 진화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기존 사회 혼란 문제에 대해서 주로 탄압, 제압, 통제, 관리, 명

47) 조영남(2020a), pp. 110~115.
48) 「中, 코로나 진상 폭로 리원량 열사로 추대」(2020. 4. 3), http://www.donga.com/news/article/
all/20200403/100480225/1(검색일: 202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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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등 방식의 거버넌스를 주로 활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과정에서는 선제적
으로 인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새로운 거버넌스 행태를 보여주었다.49)
중국 당국은 인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리원량 등의 열사 추존이나, 경찰의 과
잉 대응 등 관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앙 조사팀을 우한에 파견하였다. 중
앙 조사팀은 경찰 관계자들의 리원량 등 몇몇 의사들에 대한 직접 조사 상황을
감찰하고 관련 보고서를 중앙에 제출했다. 이러한 접근은 직접 통제와 관리의
거버넌스가 아닌 민심 이반을 통한 체제 부식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활한 중앙의 움직임에 비해서 민간의 자율영역에서
의 추모 분위기는 매우 조직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았다. 단지 관련 문
자를 SNS를 통해서 퍼 나르거나, 개인의 행위를 공유하고 회람하는 정도에 머
물렀다. 물론 우한대학 몇몇 교수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외에 있는 일부 조
직이나 단체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성명서 등을 발표하였지만, 이러한 활동들
이 사실상 중국 내에서 조직화된 움직임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즉, 애도의 물결
에 기초한, 소위 말하는 민심의 이반을 조직적으로 지도해나갈 조직이나 지도
자가 부재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그러한 공간이 아직 중국 내에서는 마련되기
쉽지 않고, 설령 마련되어도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다.
이번 코로나19, 특히 리원량이라는 젊은 의사의 죽음이 촉발한 민심의 이반
흐름은 당의 위기를 촉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국가체제의 적응력을 높이
는, 당-국가체제의 유연한 접근의 학습 효과를 불러왔다. 코로나19에 따른 민
심 이반은 이반된 민심을 조직화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리더가 부재
한 상황을 극복해내지 못했다. 오히려 민간의 영역에서 당국의 적응력이 높아
지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위기 국면을 우호적인 국면으로 전환하
는, 당-국가체제의 적응력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오히려 홍콩 등 외
부에서 벌어진 리원량 추모 열기는 체제 수호의 덫을 씌워 중국 내부를 통제하
49) 중국 당국은 민심의 이반이라는 정치적 민감성을 직접 통제가 아닌 체제 내로 수렴하는 유연한 거버넌스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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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치적 안정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외부의 움직임은 당국의 선
전 개입에 따라 오히려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인 민심에 기초한 운동을 펼쳐나가
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외부의 추모 열기
가 오히려 중국 내부의 민심 이반의 조직화를 제약하는 데 적극 활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국가체제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민심의 이반을 돌리거나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당국의 정보통제와 언론장악에 대해 거
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우한대학 몇몇 교수의 기명 성명서 발표는 이러
한 움직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50) 단 이들의 움직임은
일종의 ‘신원(伸冤)’일 뿐이다. 운동을 조직하는 활동가의 자세가 아니라 억울
함이 있으니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일종의 선비적 자세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움직임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당-국
가체제 변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
코로나19로 촉발된 민심의 이반은 사실상 체제를 바꿀 만한 조직화된 이반은
아니다. 오로지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한 애도의 심정을 밖으로 표출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 역시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중국
이라는 정치체제하에서는 의사 표출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간헐적인 민심의 표출로 민간의 활동영역이 저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당-국가체제의 적응 공간이 확대되었다는 점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민심의 이반은 체제를 흔들 정도로 나아가지 못
했다. 조용히 체제 내로 흡수되어버렸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 당국은 우한
현지에 조사팀을 파견하고, 관련 희생자를 열사로 추존하고, <국가감찰위원회
50) 「武漢十教授 | 李文亮大夫不朽」, https://weibo.com/ttarticle/p/show?id=230963446946439
6595222(검색일: 2020. 9. 10). 우한 소재 대학의 馮天瑜, 唐翼明, 餘品綬, 於可訓, 郭齊勇, 鄧曉芒,
李工真, 趙林, 徐少華, 葉永剛 등 10명의 교수들이 실명으로 언론 자유, 헌정 보장, 책임자 처벌, 열사

추존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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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보고>51) 등을 발간하는 등 인민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
다. 민심의 움직임이 당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는 평가
받을 만하다. 다만 이를 조직화하기 위한 민간영역에서의 조직, 리더의 부재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자율 영역 확장에 던져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거버넌스
중국은 헌법에서 공식적으로 지방 행정체제를 3급 체제(성급 정부-현급 정
부-향진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52)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성급 정부와 현급 정
부 사이에 지급(地級) 정부를 두고 몇 개 현(縣)이나 현급시(縣級市) 등을 관리하
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는 4급인데, 법률로는 3급의 지방 행정체계이다. 이러
한 체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철저하게 중앙집권적인 통제를 따른다. 지방간에
도 수평적 협력관계보다는 중앙, 상위 정부와의 수직적 위계관계가 더 힘을 받
는 구조이다. 중앙의 명령을 급별로 이행하는 통제 시스템인 것이다.
이번 코로나19는 우한시에서 발생했는데, 우한시는 중앙에서 후베이성으로
이어지는 수직 통제 시스템 안에 있으며 우한시는 후베이성 성회시(省會市)로
서 부성급(副省級) 지위를 갖는 도시이다.53) 부성급시라는 것은 다른 여타 지
급시(地級市)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코로나19는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이 중앙의 직접
통제 범위에 들어가 자율적 판단이나 결정이 거의 전무한 처지에 놓였다는 사
51) 「关于群众反映的涉及李文亮医生有关情况调查的通报」, http://www.ccdi.gov.cn/toutiao/2020
03/t20200319_213880.html(검색일: 2020. 9. 16).
5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0조에서 성급, 현급, 향진급으로 지방행정구획을 구분하고 있다. 「中華人民共
和國憲法」, http://news.12371.cn/2018/03/22/ARTI1521673331685307.shtml(검색일: 2020.

9. 20).
53) 중국에는 현재 광저우(廣州), 우한(武漢), 하얼빈(哈爾濱), 선양(沈陽), 청두(成都), 난징(南京), 시안(西
安), 창춘(長春), 지난(濟南), 항저우(杭州), 다롄(大連), 칭다오(青島), 선전(深圳), 샤먼(廈門), 닝보(寧
波) 등 15개의 부성급시(副省級市)가 있으며 이 가운데 선전, 다롄, 칭다오, 샤먼 등 4개의 계획단열시

(計劃單列市)를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도시는 성급 정부 소재지인 성회시(省會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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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중앙의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초기 우한시와 후베이성의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중앙의 개입과 통제의 거버넌스가 효율성의 이름하에 실행되었다.
중앙이 우한시와 후베이성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1월 25일이다. 2019년 12월 말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의심사례가 보
고된 후 확산되기 시작한 감염사례에 직면하여 중앙은 춘절 연휴 기간임에도 불
구하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감염병 대응공작 영도소조(應
對疫情工作領導小組)> 설치를 결정했다.54) 리커창 총리가 조장을 맡았고, <영도
소조> 부조장은 왕후닝(王滬寧), 조원은 각각 딩쉐상(丁薛祥), 순춘란(孫春蘭), 황
쿤밍(黃坤明), 차이치(蔡奇), 왕이(王毅), 샤오제(肖捷), 자오커즈(趙克志) 등이 맡
았다. 그리고 후베이성 등 감염병이 심각한 지역에 지도조(조장 순춘란 국무원
위생보건 담당 부총리) 등을 파견하여 지방의 제1선 방역 업무 강화를 지시했다.
이는 감염병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중앙이 직접 대응하는 방향으로 수직적
위계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코로나
19 기간 지방의 자율적 판단과 조치에 따르지 않고 중앙 중심의 일원적 명령체
계를 작동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물론 명시적으로 지방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초기대응
에서 한 달 가까이 확산을 방치한 일종의 문책의 의미가 강하다.
그 문책은 관계자들의 순차적인 인사 조치로 나타났다. 인사권은 중앙이 지
방을 통제하는 유효한 수단인 동시에 문책의 성격도 갖는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
방의 관계가 협력적이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2월 10일 장진(張晉) 후베이
성 위생건강위원회 서기, 류잉즈(劉英姿) 주임을 면직하고, 2월 13일에는 장차
오량(蔣超良) 후베이성 당서기를 면직 처리했다. 마궈창(馬國強) 우한시 서기도
방역 책임을 들어 교체하고 그 자리에 왕중린(王忠林) 지난시 시장을 앉혔다.
54) 「党中央成立应对疫情工作领导小组」,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2315/n
w43978/u21aw1423556.html(검색일: 202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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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시기 중앙과 지방 관계는 줄곧 중앙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3월 전인대에서 지급시에
도 법률 제정권을 부여하여, 외자도입이나 특구개발정책 등에서 지방정부의 자
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조치를 취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는 개혁
개방 기간 비교적 일관된 흐름이었다.55) 그러나 전염병 창궐 등 이른바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방이 갖고 있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제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은 어느 정
도 용인할 수 있다는 문화적인 맥락이 있었다.
물론 방역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극히 부족하고 격리 위주 방역방식에서
는 물자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일종의 조정자 역할로서 중앙
의 권위가 필요할 수도 있다.56) 그러나 자율적 방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봉
쇄에 기초한 통제 방역으로 갈 것인가에서 중국은 봉쇄와 통제에 기초한 중앙
집중식 방역으로 나아갔다. 이는 괴(塊)에 기초한 수평적 협력보다는 조(條)에
기초한 수직적 통제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즉 중국의 선
택은 자율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했고, 그 결과는 협력을 중시하는 ‘괴’보다는
명령을 중시하는 ‘조’의 강조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조’와 ‘괴’의 긴장관계는 감염병이라는 위기 상황이라 할지
라도 너무 쉽게 중앙의 의도에 부합하는 조치이다. 이는 반대로 지방의 협력적
분위기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방역 일선
에서 감염병 상황에 직면하는 기층일수록 위로부터의 명령에 익숙해질 수 있
다. 이는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둔감해질 수 있는 약점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처럼 자원들이 중앙의 수직적인 명령체계에 따라 작동하는 거버

55) 양갑용, 「코로나19로 변화하는 당-국가체제의 양면성」, http://www.eai.or.kr/new/ko/etc/sear
ch_view.asp?intSeq=19617&board=kor_issuebriefing(검색일: 2020. 8. 10).
56) 예컨대 후베이성이 어려움에 직면하자 19개 성(省)이 후베이성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였다. 그러
나 19개 성의 후베이성 지원도 사실상 중앙이 주도하여 판을 만들어낸 결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
는 闫义夫(2020), 「十九省‘对口支援’湖北应对新冠肺炎疫情的运作机理及政治保障」, pp. 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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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가 정착되거나 강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지방정부 국제화에도 일정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또한 지방입법을 강화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기존 정
책 방향과도 조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를 계기로 방역 초동 대처의 주요 행위자로서 중앙과 지방이 수직적 통제와 수
평적 통제를 어떻게 잘 결합하고 현장(하위 정부와 관원)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
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답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즉
전통적인 ‘조괴관계(條塊關係)’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는 수평적 협력 가능성 구현 차원에서 중앙·지방 관계의 거버넌스 변화를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5월 말에 개최된 제13기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서 중앙과 지
방 관계에 관련된 새로운 거버넌스 관련 입법 움직임은 없었다. 중앙·지방 관계
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 확대하고 중앙의 조정과 통제, 관
리 능력을 잘 결합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코로나19로 인
해서 이러한 움직임은 일시적으로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다.57) 중앙의 구심력
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의 적극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는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를 만나 실기(失期)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
다. 여기서 유념할 점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대가 중앙의 권한을 줄여서 얻어
내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방향성은 지방간 수평적 협력
관계(塊)를 강화하고 지방 스스로 자율적 통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에서 보듯이 인사 개입을 통한 지방 거버넌스 환경의 독점 내지 종속은
21세기 중앙·지방의 새로운 거버넌스의 출현을 더디게 할 뿐이다.

57) Sebstian Heilmann은 중국의 거버넌스가 ‘crisis mode’와 ‘normal mode’로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한
다. 그의 말대로 거버넌스의 위기 모드와 평시 모드가 다르다면, 코로나19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대한 역행 또는 답보가 아니라 위기 모드로 인해 잠시 보류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https://www.jstor.org/stable/26593077?seq=1#metadata_info_tab_contents(검색일: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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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지역 공동체 네
트워크가 사회적 위기 대응에 훨씬 뛰어나다. 이는 정치체제의 성격, 속성에 크
게 영향을 받지 않고 관료 개입이나 정치적 고려 요소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또
한 이들은 기층 필요성과 절박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현안에 대한 이해
도가 높아서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58) 그러나 중국은 코로
나19를 계기로 공동체 네트워크는 커녕 지방을 중앙의 명령체제에 복속시키면
서 자율성 부여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문책으로 촉발된 지역사회의 ‘위’
바라보기는 자율성과 먼 대척점에 서 있는 상황을 다시 불러왔다. 이러한 유인
기제 속에서 관련 행위자들은 스스로 책임질 일을 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만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곳은 우한시 등 후베이성이다. 후베이성은 현재
중앙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중앙의 지원은 경제회생에 직접 도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우한시나 후베이성은 중앙의 직접 개입을 더욱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후베이성은 최근 발표된 지역 GDP 증가에서 31개 성급 단위에서 최하
위에 랭크되었다. 후베이성의 상반기 GDP 규모는 1조 7,48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9.3%로 큰 감소세를 보였다. 2분기 감소폭이 1분기보다 19.9%p
줄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과감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후
베이성 정부는 신에너지, 친환경, 스마트제조, IT 등 신흥산업에 3,277억 위안
을 투자하여 경제회복 속도를 높일 것59)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의 지원이 절대적이므로, 지금 당장 우한시와
후베이성에는 자율성보다는 중앙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버넌스가 효
율성 측면에서 매우 유혹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지방의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다시 먼 얘기일 뿐이다.
58) 조영남(앞의 책), pp. 127~128.
59) 인천발전연구원 한중DB, 「2020년 상반기 중국 GDP 현황」, http://hanzhong.idi.re.kr/boardCn
ts/view.do?m=02&boardID=103&boardSeq=92362&lev=0&searchType=null&statusYN=
W&s=hanzhong(검색일: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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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함의와 시사점
코로나19의 창궐과 확산으로 중국의 당-국가체제가 흔들리고 리더십에 주
목할 만한 변화를 초래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당-국가체제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적응력을 보이고, ‘결집효과’를 보여주었다. 국가와 사
회에 대한 당의 영향력은 약화되지 않았으며,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도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굳건함이 중장기적으로 중국체제의 적
응력과 정당성을 지속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왜냐하면 코로
나19는 기존 중국이 추진했던 하방에 기초한 자율적 지방정부 운용 등 중앙·지
방 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도전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자율성
과 효율성이라는 상호 보완 요소가 코로나19로 인해 효율성 쪽으로 급속히 휩
쓸리면서 중앙·지방 관계 변화, 리더십 변화, 당-국가체제의 변화, 인사 요소의
변화 등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리원량 애도 분위기로 대표되는 민심의 이반은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과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을 위한 2020년 ‘결정적 성과’ 취득에도 일정한 브레
이크를 걸고 있다. 중국 전체의 1/4분기 GDP가 -6.8%를 기록한 것은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악몽이기 때문이다. 물론 2/4분기 GDP
상장률은 3.2%로 반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 개최된 전인대 <정부업
무보고>에서 2020년 성장률을 제시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중국이 힘든 시
기를 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당-국가체제 특성상 모든 사회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로 수렴된다. 중국 당국이 서둘러서 방역과 경제활동 재개라는 두 마
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정책 비전을 제시한 것도 경제와 사회를 관리하지 못
하면 정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학습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서 향후 코로나19로 확인된 이른바 민심 이반을 어떻게 체제 내
화할 것인지도 시진핑 체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일시적으로 외부 요인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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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부 단속을 강화하면서 민심 이반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민심 내
부에는 현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조직
적인 움직임이 없었을 뿐이지 SNS라는 유용한 수단을 개인들이 가졌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요소이다. 그렇다고 모든 개인의 SNS를 단속할 수 없다
는 것이 당국이 처한 현실이다. 점점 다원화되는 중국사회에서 명령, 통제, 관
리, 압력 등 기존 거버넌스와 다른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필연이다. 그러나
아직 협력적 거버넌스 환경은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위에서 아
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구축된다는 점이 당국으로서는 딜
레마이다.
향후 중국 당국은 개량적인 조치를 통해서 첨예한 대립을 완화하고, 필요시
완충 공간을 만들어 체제 내부 단속을 유연하게 진행하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
다. 외부에 존재하는 자본가들을 당내로 흡수하기 위해서 사상전환을 통한 삼
개대표론을 주창한 적도 있다. 여기에서 최고 지도자의 신비로움은 통치에 매
우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대국민 접촉면을 넓혀가면서도 때로는 적게 나
타나 많은 메시지를 발산하는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
-국가체제의 성패는 당원과 인민의 민심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사회
적 명분의 획득에 달려 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水則載
舟, 水則覆舟)”는 사실을 코로나19를 통해서 더욱 절감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당-국가체제의 적응력을 높이고, ‘결집효과’를 불러왔다는 점에
서는 시진핑 체제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미세하지만 민심 이반이 나타나고, 이
에 따른 통치 정당성 훼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위험 요소이다. 전염병
의 창궐에 맞서 중앙의 수직적 통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자율적 공
간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효율성을 앞세워 덜 중시된 것은 풀어야 할 과제다. 그
렇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인사 움직임은 국면 전환과 장기 비전 제시
에 유리하다. 중국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민주화로 가거나 혹은 붕괴하거나 혼
돈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그 근거가 부족하다. 중국은 역사적 맥락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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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관행과 명분, 그리고 의지에 따른 내적 동학이 아직까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3. 중국의 코로나19와 엘리트 지형의 변화
2016년 10월 18기 6중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당 중앙의 ‘핵심’ 칭호를 부
여받았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핵심’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쟁취
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핵심’으로 불렸던 장쩌민 전 주석은
원로들의 합의에 의해서 ‘핵심’이 부여된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의 ‘핵심’ 지위는 기존 관행을 뛰어 넘는 이른바 ‘원톱 체제’의 가능성을 한
층 강화시켜 주었다.60) 이는 집단지도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당내 거버넌스에
서 시진핑 주석 개인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일종의 시그널이었다.
‘핵심’으로서 갖게 되는 권한 가운데 주목할 것은 정책과 인사의 최종 결정권을
들 수 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당내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논의를 통한 집단지
도체제가 작동한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핵심’ 지위를 확보한 이상 정책과
인사에서 최종 결정권과 함께 책임도 같이 지는 사실상의 시진핑 주석 일인 지
배의 거버넌스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지난 2월 13일 후베이성 서기와 우한시 시장
에 대한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 물론 그 전인 2월 10일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장진(張晉)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 서기, 류잉즈(劉英姿) 주임을
면직했다. 그리고 3일 후 장차오량(蔣超良) 후베이성 서기가 잉용(應勇) 상하이
시장으로 교체되었고61), 우한시 마궈창(馬國強) 서기가 왕중린(王忠林) 지난시
60) 이동률(2016. 11. 7), 「시진핑 핵심(習核) 등장의 관전 포인트」, http://news.korea.com/view/no
rmalview.asp?cid=EC&scid=EC1&sn=54295686(검색일: 2020. 9. 5).
61) 「應勇任湖北省委書記 蔣超良不再擔任」, http://leaders.people.com.cn/n1/2020/0213/c5827
8-31585435.html(검색일: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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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齊南市) 시장으로 교체되었다.62) 장진이나 류잉즈와 달리 장차오량과 마궈창
은 성급 당위원회 서기, 부성급시 당위원회 서기를 맡고 있는 인사들이다. 이들
의 인사는 성부급(省部級)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중앙 조직부에서 직접 관여한
다. 당중앙 조직부는 총서기의 핵심 측근이 수장을 맡는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
는 중국공산당의 핵심 부서이다. 따라서 장차오량, 마궈창의 면직과 잉용, 왕중
린의 임용은 사실상 시진핑 주석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행사한 코로나19의 인사 특징은 바로 ‘문책(問責)’ 인사라는
점이다. 특히 성부급 인사에 대한 이른바 ‘문책’ 인사는 책임을 물어 분위기를
일신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사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도 있
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장차오량이나 잉용 인사는 수평 이동을 통한 성부급 인사
의 자리 이동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문책’을 염두에 둔 인사지만, ‘문책’의
의미보다는 분위기 쇄신의 의미가 더 강하다. 장차오량이나 잉용 모두 1957년
도 출생자로서, 성부급 연령 규정인 만 65세 규정에 걸려 있기 때문에 2022년
20차 당대회 전에는 은퇴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서 ‘문책’ 인사를 단행한 후베이성이나 우한시의 경우 ‘문책’의 의
미는 마궈창 인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위기 국면을 돌파하거나 국면 전환을 꾀할 때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책’을 위한 인사는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가. 코로나19와 인사
중국은 코로나19 초기대응에 실패하면서 국내외에서 날카로운 비판과 비난
을 받았다. 특히 초기대응의 실패는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영향을 주었고 집
단지도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이
62) 「王忠林任武漢市委書記 馬國強不再擔任」, http://news.sina.com.cn/c/2020-02-13/doc-iimx
xstf1049845.shtml(검색일: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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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중국의 당-국가체제가 기저에서부터 흔들린다는 전망까지도 나오는 상황
이었다. 여기에 젊은 의사의 의로운 행동과 안타까운 죽음은 코로나19로 민심
이 파동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대국민 카드는 바로 인사를 통한 분위기 전환이었다. 물론 일부 ‘문책’
의 의미도 없지 않다. 그러나 장차오량이나 마궈창의 인사를 보면 일단 ‘문책’
의 의미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중국에선 당정 영도간부
은퇴에 관련된 관행이 있다. 일반 성부급 간부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일반적
으로 은퇴한다. 당정 영도간부의 은퇴 관련 연령 규정은 <당정 영도간부 직무
임기 잠행 규정(黨政領導幹部職務任期暫行規定)>63)에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5월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 이후 인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일례
로 문화여유부(文化和旅遊部),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국가시장감독관
리총국(國家市場監管總局), 산시성(陝西省), 칭하이성(青海省) 등 성부급 관원
교체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후허핑(胡和平, 1962. 10, 중앙위원)은 산시성
서기에서 문화여유부 당조 서기 겸 문화여유부 부장, 중앙선전부 부부장으로
이동하였고,64) 류궈중(劉國中, 1962. 7, 중앙위원)은 산시성 성장에서 산시성
서기로 내부 승진했다. 자오이더(趙一德, 1965. 2, 중앙후보위원)는 허베이성
부서기에서 산시성 성장으로, 샤오야칭(肖亞慶, 1959. 9, 중앙위원)은 국가시
장감독관리총국(國家市場監管總局) 당조 서기, 국장에서 공업정보화부 부장으
로 이동했다. 장공(張工, 1961. 8, 중앙후보위원) 중화전국총공회 부주석, 서기
처 서기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장으로의 이동, 신창싱(信長星, 1963. 12,
중앙후보위원)의 칭하이성 성장으로의 이동 등 8월 초만 하더라도 상하이(上
海), 산동(山東), 후베이(湖北), 랴오닝(遼寧), 푸젠(福建), 산시, 칭하이 지역 등
에서 성부급 관원 교체가 지속되었다.
63) 「中共中央辦公廳關於印發《黨政領導幹部職務任期暫行規定》等三個法規文件的通知」, http://topics.
gmw.cn/2016-05/26/content_20280860.htm(검색일: 2020. 9. 10).
64) 후허핑은 현재 중앙위원으로 시진핑 주석의 이른바 칭화대학 학맥과 연결되어 있다. 시진핑 주석과의
인적 네트워킹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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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벌어지고 있는 인사 이동이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장차오량과 잉용의 인사는 ‘문책’보다는 분위
기 전환용일 가능성이 높다. 장차오량은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한
연령 제한 규정에 걸려서 1, 2년 내로 은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잉용은
장차오량과 달리 상하이시 시장으로 계속 재직했다면 상하이시 당서기 승진 가
능성에 근접했을 수도 있다. 4대 직할시의 경우 정치국 위원이 서기를 맡기 때
문에 잉용의 경우 리창(李強) 후임으로 상하이시 서기 겸 정치국 위원 승진 가
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성간(省間) 승진 이동으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후베이
성 서기로 이동했다. 정치국 위원의 승진 가능성을 뒤로 하고 후베이성으로 이
동했다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인적 네트워킹이 향후 인사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마궈창의 인사는 분위기 쇄신용이 아닌 말 그대로 ‘문책’ 인사이다.
마궈창은 현재 19기 중앙후보위원으로 1963년 11월생이며, 상하이 바오산(寶
山) 강철과 우한 강철 등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기업 출신 관료이다. 2018
년 7월부터 후베이성 부서기 겸 우한시 서기를 맡고 있었다.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 변화에서 ‘60후’들의 등용이 빈번해지는 시점에서 기업 경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사 조치되었다는 점은 명확한 ‘문책’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궈창의 경우는 인사권을 ‘문책’에 적용한 정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궈
창의 인사가 ‘문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당정 영도간부의 연
령 제한 규정 때문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성부급 인사의 특징은 만 65세에
달하는 간부들을 은퇴시키고 그 자리에 이른바 ‘60후’들을 성부급으로 충원하
거나 보직 이동하는 것이다. 그 수혜를 받을 대상으로서 마궈창은 1963년생이
기 때문이다. 마궈창을 대신해서 우한시 서기로 승진 이동한 왕중린은 1962년
8월생으로 산동성 토착 간부에서 생애 첫 성간(省間) 이동의 수혜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연령 기준은 당정 영도간부를 선발, 임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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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초 톈진시(天津市) 시장 장궈칭(張國清,
1964년 8월생)은 랴오닝성(遼寧省) 서기로 이동했다. 랴오닝성 서기였던 천추
파(陳求發, 1954년 12월생)는 ‘젊은 피’에 밀려 은퇴했다. 저장성(浙江省) 성장
위안자쥔(袁家軍, 1962년 9월생)은 저장성 서기가 되었다. 처쥔(車俊, 1955년
7월생) 저장성 서기는 연령 규정에 의해서 은퇴했다. 천추파나 처쥔의 은퇴는
모두 만 65세는 성부급에서 물러난다는 규정 때문이다.65) 뿌샤오린(布小林,
1958. 8) 네이멍구자치구 주석이나 천우(陳武, 1954. 11) 광서장족자치구 주
석의 은퇴는 모두 성부급 관원의 만 65세 은퇴 규정을 준용한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인사를 통해서 분위기도 쇄신하고 때로는
‘문책’의 의미도 함께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통치 과정에서 인사를 거버넌스와
세대교체의 도구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나. 시진핑 주석의 인사 구상과 세대교체
연령 기준에 의한 인사 교체는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을 중심으로
원로들이 주창했던 ‘간부 4화’66) 정책의 연속성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
가 크지 않다. 기존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만들어진 관행이기 때문에 과거 행태
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계승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에서 인사 관행은
지속과 변화의 두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우선 지속 면에서는 새로운 젊은
간부들이 꾸준히 발굴,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손
질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변화 측면에서는 젊은 피의 수혈을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따른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어떤 요소에 주안점을 두어
65) 물론 연령 규정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산시성(山西省) 서기였던 뤄후이닝(駱惠寧)은 1954년 10월생
으로 2019년 11월 만 65세가 되어 산시성 서기에서 물러났으나, 이후 2020년 1월 중앙의 결정에 따
라 중앙정부 주(駐)홍콩연락판공실 주임으로 중용되었다.
66) 간부 4화(幹部四化)란 간부 대오의 혁명화(革命化), 연경화(年輕化), 지식화(知識化), 전문화(專業化)
를 말하는 것으로, 1982년 9월 당의 12대에서 공식적으로 <중국공산당 당장(中國共產黨黨章)>에 삽
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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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간부들을 발굴, 육성하느냐이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 <구시(求是)>
15기(期) 신세대 조직노선 관련 글에서 덕재겸비(德才兼備), 이덕위선(以德爲
先), 임인유현(任人有賢)67)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능력을 중시하면서도 덕성
(德性), 즉 당성도 중시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치는 바로 과감한 세대교체로 외화될 것
이다. 특히 세대교체의 경우 연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 ‘50후’로 채워
져 있는 당정군 지도부를 ‘60후’나 ‘70후’로 교체할 수 있다. 더욱 과감한 세대
교체를 감행할 경우 ‘60후’를 건너뛰거나 과도기로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70후’의 전면 부상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 세대정치를 위한 과감한 세대교체
실행은 기존 패턴과 다른 중국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68) 기존 세대정치
는 10년 주기 연령 교체 중심이었다. 연령과 세대를 묶어서 함께 변화하는 경
우 시진핑 주석과 ‘70후’는 상호 공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70후’의 부상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이 바로 향후 세대교체와 세대정치를 모
두 체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과 ‘70후’의 직접적인 정치적 인연은 그리 많지 않다. ‘70후’ 가
운데 2020년 9월 말 현재 중앙위원이나 중앙후보위원에 진입한 사람은 없다.
성부급에 진입한 ‘70후’는 모두 성부급 부직(副職)에 재임하고 있다. 주로 지방
성급 당위원회에 50여 명이 포진해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지방 성급 당위원회
상무위원은 9월 말 현재 겨우 네 명이다.69) 그래서 시진핑 주석에게 ‘70후’는
매력적인 세대이다. ‘50후’, ‘60후’와 달리 승진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충성’
을 유도할 수 있는 친위 세력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70후’들도 세
대교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세대교

67) 「習近平爲新時代好幹部立標准」, http://news.youth.cn/sz/201807/t20180724_11677975.htm
(검색일: 2020. 9. 15).
68) 양갑용(2020. 5. 20), 「젊은 피의 부상과 시진핑의 새로운 정치」.
69) 스광후이(時光輝) 구이저우성 정법위원회 서기, 류제(劉捷) 구이저우성 조직부장, 류창(劉強) 산동성
비서장, 주거위제(諸葛宇傑) 상하이시 비서장 등 네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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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새로운 정치환경의 도래는 시진핑 주석과 ‘70후’ 모두에게 상호 필요성을
높이는 매력 요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문책’ 인사를 시작으로 인사 공간이 열리고 있다. 비록 장
차오량의 인사가 분위기 전환용이고, 마궈창의 인사가 진정한 ‘문책’ 인사라 하
더라도 후베이성 서기와 우한시 서기 교체는 인사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후
베이성과 우한시 사례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와 직접 관련된 인사가 이루어지
고 있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특정 사안에 관련된 인사가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다. 다만 감염병 사례에서 보듯 경제·사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염
병 등 사회안전과 관련하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간부 개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간부의 표준으로서 덕재겸비를 강조한 적이 있다. 여
기에 더해서 “능력 있는 자는 오르고(能者上), 우수한 자는 상을 주고(優者獎),
변변치 못한 자는 내리고(庸者下), 좋지 않은 자는 도태시키는(劣者汰)” 방향성
을 제시했다.70) 성과 있는 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자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미이다. 능력은 덕성과 함께 늘 상수이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경제 능력뿐만 아니라 전염병 등 신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과 관리 능력도 포함
된다. 특히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능력 못지않게 사회안전에 관
련된 새로운 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과 처리 능력도 간부 선발과 임용의 새
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이번 코로나19가 인사에 끼치는
영향일 것이다.
전염병 방역 과정 등 사회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관리들의 능력
은 통치체제의 적응력과 통치정당성에 대해서 인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요
소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과 함께 문제 인지 능력이 중시되고, 이는 이른
바 ‘사회적 평가’를 중시하는 시진핑의 인사 관행에 중요 요소로 이미 고려되고
70) 習近平, 「貫徹落實新時代黨的組織路線 不斷把黨建設得更加堅強有力」, 『求是』, 2020/15, http:// www.
qstheory.cn/dukan/qs/2020-07/31/c_1126305988.htm(검색일: 202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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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후계구도를 위한 과감한 세대교체든 아니면 안정적 인사관리든
코로나19로 촉발된 관리 능력에 대한 간부평가가 차기 인사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전염병 방역과 통제 과정에서 관리들의 능력이 차별적
으로 발산되고, 이러한 노력은 중앙조직부의 엄격한 조사, 분석을 거쳐 인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다. ‘70후’의 부상과 특징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와 직접 연관 관계는 없지만 최근 ‘70후’들
의 부상은 세대교체와 세대정치 차원에서 주목해야 하는 정치 변화이다. 이들
은 이미 50여 명이 부성급 지위에 진입했다. 일부는 성급 당위원회 상무위원에
진입하기도 했다.71) 물론 이들의 승진 이동이 코로나19에 따른 논공행상이라
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지만 후베이성 서기와 우한시 서기 등의 문책 인사가 순
차적인 인사 이동의 물꼬를 튼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사
회 분위기를 일소하고 관료들에게 에너지를 불어 넣어준다는 차원에서 인사카
드는 국면 전환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7월 말 기준 성부급에 진입한 ‘70후’는 [표 2-3], [표 2-4], [표 2-5],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52명이다. 단계별 성장이라는 중국 인사 충원 관행상
이들은 차기 혹은 차차기 당과 국가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연
히 세대교체와 세대정치 차원에서도 주목 대상이다.

71) 7월 말 기준 ‘70후’ 부성급 간부 가운데 스광후이(時光輝), 류제(劉捷), 류창(劉強), 주거위제(諸葛宇傑)
등 네 명이 성급 당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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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1970년 출생 ‘70후’ 성부급 간부 명단(20명, 2020년 7월 말 기준)
성명

출생연월

먀오칭왕(苗慶旺)

1970

현직
중앙순시조 부부급 순시전문원, 중앙기율검사위 부비서장

스광후이(時光輝)

1970.1

구이저우성 상무위원, 정법위 서기

류제(劉捷)

1970.1

구이저우성 상무위원, 조직부장

쉬다통(徐大彤)

1970.2

산시성(陝西省) 부성장

왕홍옌(汪鴻雁)

1970.4

공청단 중앙서기처 상무서기, 전국청년연합회 주석

펑중화(馮忠華)

1970.5

하이난성 부성장

황즈창(黃志強)

1970.6

네이멍구자치구 주석

궈닝닝(郭寧寧)

1970.7

푸젠성 부성장

류샤오타오(劉小濤)

1970.7

저장성 부성장

리이(李毅)

1970.7

헤이룽장성 부성장

자료: 人民网, http://renshi.people.com.cn/(검색일: 2020. 8. 11) 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표 2-4. 1971년 출생 ‘70후’ 성부급 간부 명단(15명, 2020년 7월 말 기준)
성명

출생연월

현직

장리린(張立林)

1971.1

랴오닝성 부성장

천샤오왕(陣紹旺)

1971.2

다롄시 부서기, 시장

류창(劉強)

1971.3

산동성 상무위원, 비서장

주거위제(諸葛宇傑)

1971.5

상하이시 상무위원, 비서장

장시(章曦)

1971.6

안후이성 부성장

탄웨이중(覃偉中)

1971.7

광동성 부성장

양즈원(楊志文)

1971.7

칭하이성 부성장

페이가오윈(費高雲)

1971.8

장수성 부성장

치바투(奇巴圖)

1971.9

네이멍구자치구 부주석

푸위페이(蒲宇飛)

1971.10

응급관리부 당조 성원, 기검감찰조 조장

저우량(周亮)

1971.10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 중국금융공작회의 부주석

장원빙(張文兵)

1971.11

후베이성 부성장

총량(叢亮)

1971.1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비서장

거하이자오(葛海蛟)

1971.12

허베이성 부성장

류위장(劉玉江)

1971.12

허난성 부성장

자료: 人民网, http://renshi.people.com.cn/(검색일: 2020. 8. 11) 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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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1972년 출생 ‘70후’ 성부급 간부 명단(12명, 2020년 7월 말 기준)
성명

출생연월

류쥔(劉珺)

1972

교통은행 행장

현직

우하오(吳浩)

1972.2

장시성 부성장

리신란(李欣然)

1972.3

라이자오(賴蛟)

1972.4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기율검사조 조장,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당위원회 위원
닝샤자치구 부주석

주중밍(朱忠明)

1972.4

후난성 부성장

진웨이(靳偉)

1972.5

베이징시 정부 비서장, 전국청년연합회 부주석

리보(李波)

1972.7

충칭시 부시장

허우순리(候順利)

1972.10

청샤오보(程曉波)

1972.10

깐수성 부성장

자오자밍(趙嘉鳴)

1972.10

인민일보사 부총편집 겸 국제부 주임

중화전국공급판매합작총공사(中華全國供銷合作總社) 당조 성원,
중국공급판매그룹(中國供銷集團有限公司) 동사장, 당위원회 서기

푸부둔주(普布頓珠)

1972.11

시장자치구 부주석, 산난시(山南市) 시장

차오리쥔(曹立軍)

1972.11

쓰촨성 부성장

자료: 人民网, http://renshi.people.com.cn/(검색일: 2020. 8. 11) 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표 2-6. 1973년 출생 ‘70후’ 성부급 간부 명단(5명, 2020년 7월 말 기준)
성명

출생연월

현직

류홍젠(劉洪建)

1973.1

윈난성 부성장

양진보(楊晉柏)

1973.4

베이징시 부시장

천자즈(陣佳資)

1973.6

국가기관사무관리국 당조 성원, 시산복무국(西山服務局) 국장

루동량(盧東亮)

1973.12

산시성(山西省) 부성장

런웨이(任維)

1976.5

시장자치구 부주석

자료: 人民网, http://renshi.people.com.cn/(검색일: 2020. 8. 11) 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엘리트 정치 변화와 관련하여 ‘70후’ 인사에서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먼저, 중앙 금융계통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 흐름
은 중국의 금융 국제화 추세를 반영한다. 특히 지방의 금융 국제화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금융계통의 낙하산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금융 국제화에 이들
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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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금융 경험 인사의 중용이다. 특히 중앙 금융기관 인사의 지방 이동은 지
방의 국제금융 네트워킹의 전문성 제고, 사업영역 확장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의
이해에 부합하는 인사이다. 해당 인사들도 금융 등 전문 지식과 함께 현장 행정
경험을 체화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금융계 인사의 지방 낙하산은 금융 능력
중시 인사 패턴에도 부합하고 지방의 금융 국제화 추세라는 시진핑 주석의 전략
방향에도 부합한다.

표 2-7. 금융계 낙하산 ‘70후’ 주목 인사
성명
리보
(李波, 귀국화교)

현직
충칭시 부시장

거하이자오(葛海蛟) 허베이성 부성장

전직
중국화교연합회 부주석
(장기간 중국인민은행 근무)

학력
경제학박사

광대은행(光大銀行) 행장

관리학박사

산동성 부성장

중국은행 부행장

관리학박사

장리린(張立林)

랴오닝성 부성장

중국건설은행 부행장

경제학박사

리윈저(李雲澤)

쓰촨성 부성장

중국공상은행 부행장

경제학박사

궈닝닝(郭寧寧, 여)

푸젠성 부성장

중국농업은행 부행장

경제학박사

네이멍구자치구 부주석

중신그룹(中信集團) 부총경리

공상관리박사

류창(劉強)

왕즈창(黃志強)

자료: 人民网, http://renshi.people.com.cn/(검색일: 2020. 8. 11) 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셋째, 간부교육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증가하고 있다. 연령 기준과 함께 당과
국가의 각종 간부교육 프로그램 참가 여부도 간부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다. 핵
심은 당중앙 조직부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이다. 중관간부(中管幹部)가 되
기 위한 중앙당교 중청반 프로그램 참여가 주목받는다. ‘70후’들의 성장 가능
성 전망에서 중앙당교 중청반 입소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72)
리이(李毅), 아동(阿東, 回族), 류창(劉強), 장시(章曦), 양즈원(楊志文, 回族),
장원빙(張文兵), 총량(叢亮), 거하이자오(葛海蛟), 주중밍(朱忠明), 청샤오보(程
曉波), 자오자밍(趙嘉鳴), 차오리쥔(曹立軍), 류홍젠(劉洪建) 등 13명이 중앙당
72) 양갑용(2019), 「중국의 간부교육과 중앙당교: 중청반 사례를 중심으로」, pp. 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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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중청반 교육을 이수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당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서 학습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수직적 위계관계의 간부, 수평적 협
력관계의 동료와 네트워킹 기회를 갖게 되었다.
넷째, 활발한 이동도 간부 성장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특히 성간(省間)
이동이 주목 요소이다. 성간 이동은 당중앙 조직부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
다. 성내 이동보다 성간 이동의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승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이다. 성부급에 진입한 ‘70’들의 성간 이동이 활발한 이유이다. 한
지역에 오래 재임하는 경우 토착 관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 조직부 낙점
을 받는 성간 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 경험을 갖춰야 한다. 잦은 인사 이동
은 평가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배려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70후’ 성부급 간부 가운데 스광후이(時光輝), 쉬다퉁(徐大彤), 류샤오타오(劉
小濤), 리이(李毅), 롄마오쥔(連茂君), 추이용후이(崔永輝), 장리린(張立林), 천샤오
왕(陣紹旺), 장시(章曦), 양즈원(楊志文, 回族), 우하오(吳浩), 주중밍(朱忠明), 차오
리쥔(曹立軍), 류홍젠(劉洪建) 등 14명이 성간 이동했다.
다섯째, 성간 이동 못지 않게 중앙에서 지방, 중앙 기업에서 지방 당정기관 등
이동도 승진 이동에 중요한 요소이다. 경험 축적과 새로운 임무 부여라는 점 때문
에 일할 기회를 주고 성과를 살펴본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펑중화(馮忠華),
황즈창(黃志強), 궈닝닝(郭寧寧, 여), 리윈저(李雲澤), 리웨이(李偉), 청푸보(程福
波), 장원빙(張文兵), 거하이자오(葛海蛟), 류위장(劉玉江), 리보(李波), 청샤오보
(程曉波), 류창(劉強) 등 12명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낙하산 이동했다.

라. 함의 및 시사점
시진핑 주석은 세대정치와 집권 연장 관련하여 세대교체에 관심을 갖고 있
다. 우선, 세대교체를 통해서 젊은 정치를 실현하는 중국 정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집권 연장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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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73) ‘70후’로의 완
전한 세대교체가 아니더라도 ‘65후’를 통한 과도기적인 모습의 세대교체도 가
능하다. 여기에는 시진핑 주석 개인의 인적 네트워킹이 작용하는 인사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잉용 상하이시 시장의 후베이성 서기 이동도 같은 맥락
이다.
잉용은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 서기 시절 함께 일했던 인적 네트워킹 중 한 사
람이기 때문이다. 최근 후허핑(胡和平)이 산시성 서기에서 문화여유부(文化旅
遊部) 당조 서기로 자리를 옮겼다. 중앙선전부 부부장도 겸임하고 있다.74) 시
진핑 주석과 칭화대학 동문이며 시진핑 체제에서 산시성(陝西省) 서기를 역임
했다. ‘65후’ 대표주자로 부상하는 이면에는 20차 당대회 인사 포석이 준비되
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후허핑은 아마도 정치국 위
원으로 승진하여 중앙선전부 부장을 맡아 황쿤밍을 대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코로나19와 인사는 엘리트 정치 변화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은 없지
만 인사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열린 공간에
는 시진핑 주석의 20대 인사 구상이 녹아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집권 연장과 결부되어 사고될 것이다. 그 빈 공간을 채울 인사의 명분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사회관
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인사 요소로서 감염병 등 안전 이슈와 관
리 능력이 중시되고 이에 부합하는 인사의 중용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73) 양갑용, 앞의 자료.
74) 8월 11일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문화여유부 부장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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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와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가. 강대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중국의 국제위상
변화 모색
1) 강대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전 세계적인 감염으로 확대되는 팬데믹 현상으로 발전
한 것은 보건 의약의 발전 이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유례없는 초유의 사건이
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의 모든 영역에 예상 밖의 충격을 주고 있으며, 국
제사회와 국제질서에 미친 충격 역시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코로나19 팬데믹 자체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미래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 국제질서 또한 유동적이며 높은 불가측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 국제질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변화가 보다
현저하게 노출되고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다. 냉전이 종식되고 30년이 지났음에
도 국제사회는 새로운 질서가 안착하지 못한 채 불안정했다. 그런데 2016년 트
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신고립주의 행보를 펼치
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세계화 추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
이하게 되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는 전통적으로 견지해왔던 세계 리더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2017년 파리 기후협약,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탈퇴를 선언하며 고립주의적 행보를 이어갔다.
트럼프 정부에 의해 시작된 세계화와 국제다자협력의 퇴조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인
류 공동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는 오히려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는
국가가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등 강대국들은 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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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에 매몰된 채 국제협력을 견인하거나 참여하는 데 오히려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마저 탈퇴를 선언
하면서 바이러스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역할과 기능마저 약화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 역시 공개적으로는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면
에는 여전히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통해 체제안정에 집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이 국제협력을 주창하는 이면에는 자국의
경제회복 등 국익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과 비판을 받고 있어, 이 시점에서 중
국 역시 글로벌 리더십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9년 3월 이후 1년간 조사한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
십이 최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글로
벌 리더십을 지지하는 답변은 33%로서 중국(32%), 러시아(30%)와 큰 차이가
없으며 독일에 이어서 2위에 머물렀다.75) 요컨대 2016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의 당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경향이 현저해지면서 이미 미국의 글
로벌 리더십은 하락하고 있었고, 그 결과 이미 ‘G0(G-zero) 시대’라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결국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 추이를
수면 위로 노정시키고 국제사회에 더욱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역시 다양한 외교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히려 국제사회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미국의 리더십 후퇴에도 불구
하고 반사효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76) 요컨대 양 강대국인 미국, 중국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 평판과 위상 모두 동반 퇴조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75) 갤럽이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35개국에서 시민 1,0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개한 ‘2020 세계 지도자 순위’ 보고서 내용이다. 「‘글로벌 리더십’ 깎아먹은 트럼프..미, 중국과 1%p차
‘아슬한 2위」(2020. 7.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8. 13).
76) Dunst(2020. 4. 20), “Beijing’s Propaganda is Finding Few Taker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8. 13); 「“중국 싫다”… 세계 각국서 반중(反中) 감정 ‘최고조’」(2020. 8. 1),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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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국제위상 제고 모색과 한계
중국은 미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사실상 실패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의 쇠퇴와 그에 따른 중국의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았다. 코로나
19로 위기에 직면한 세계경제의 회생 과정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게
될 수 있다는 희망적 예단도 가졌다. 중국은 과거 주요한 글로벌 위기 시 오히려
반사 효과를 얻어 성장의 기회를 포착한 경험이 있다. 예컨대 아시아 금융위기
(1997), 9.11 테러사건(2001), 그리고 미국발 세계금융위기(2008) 시에 미국
은 어려움에 직면한 반면에 중국은 오히려 상대적 부상의 전략적 시·공간을 확
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G2의 반열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야기한 위기는 이전과 달리 ‘중국발 위기’이며, 중국이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원적 한계가 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코로나19
의 충격으로 향후 상당 기간 경제회복과 공산당 일당체제의 안정에 정책의 우
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여
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77)
그런데 중국은 소위 G2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이미 세계적 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만큼 추격국으로서의 반사효과를 기대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중국이 미
국과 경쟁하여 넘어서고자 한다면 차별화된 새로운 세계적 리더십, 가치, 글로
벌 공공재를 준비하여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은 여전
히 이른바 ‘핵심이익’ 수호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중국은 가장
근본적인 국익이라 할 수 있는 영토, 주권, 체제 수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우려와 경계를 촉발하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
협력을 주창하면서 국제사회에 보건 및 의료 장비를 대대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자국의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에 직면하고 있다.78) 중국은 아직은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77) 이동률(2020), 「코로나19의 중국의 대외관계 및 한중관계 영향과 전망」, pp. 2~3.
78) 이동률(2020), 「코로나19의 중국의 대외관계 및 한중관계 영향과 전망」,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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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보편적이고 이타적인 대안적 규범, 가치, 글로벌 리더십을 제시하면서 새
로운 국제질서를 설계하려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79)
만일 미국의 코로나 위기 극복이 지연되고 국내 정치경제적 혼란이 지속될 경
우, 중국은 4차 상대적 부상의 전략적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이 빠르게 회복하거나 중국의 체제와 가치에 대한 공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
은 미국과의 대결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우회하면서 당체제 정비와 안정 회복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자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실
현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플랜을 갖고 있거나 시도할 가능성은 높
지 않다. 시진핑 정부는 무엇보다 공산당체제의 안정성 회복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신속한 경제활동 재개를 추진하는 한편, 대
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과시하여
해외발 공산당 정당성 강화를 모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있다.
중국 내에서도 전략적이든 아니면 최소한 전술적 차원에서라도 기존의 확장적
대외 전략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미 일부 조정
이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일대일로의 영문 표기를 ‘OBOR(One Belt and One
Road)’에서 ‘BRI(Belt and Road Initiative)’로 변경하여 일대일로가 중국의 전
략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공재를 제공하려는 ‘이니셔티브’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인류 운명공동체도 초기에는 영어로 ‘common destiny’로 표기했으나 논
란이 일자 ‘shared future’로 수정했다. 그리고 한때 국제사회에서 역할 확대를
겨냥한 ‘창조적 개입(constructive intervention)’ 주장도 자칫 내정간섭 논란
을 야기할 것에 대한 우려로 ‘창조적 역할(constructive role)’로 조정한 바 있
다.80) 중국은 코로나19 충격을 겪으면서 이러한 조정과정을 일정 기간 지속할 가
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조정과 변화가 일시적인 전술적 차원 조정인지 아니면
79) 이동률(2019),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 pp. 32~34.
80) Pang Zhongying(2020), “FROM TAO GUANG YANG HUI TO XIN XING: China’s Complex
Foreign Policy Transformation and Sou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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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될 전략적 변화일지는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다
만 중국은 이른바 ‘두 개의 백년’으로 지칭되는 부상 플랜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
한 만큼 국제정세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전략도 조정해갈 것으로 보인다.

나. 미·중 간 세력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중국의 인식 변화
2010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상대적 쇠퇴, 중국의 상대적 부상으로
미국과 중국 간 국력 격차가 상당히 축소되었고, 양국 어느 쪽도 압도적 힘의
우위와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로써 양국간 경쟁, 갈등,
협력이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되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관계가 본격화되었다. 통
상분쟁을 중심으로 갈등, 경쟁, 그리고 타협을 반복해왔던 미·중 양국은 코로
나19 팬데믹 책임론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
으며 갈등, 경쟁 상황은 확대되는 반면에 협상의 공간은 축소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지속적으로 ‘중국 바이러스’라고 불렀고, 폼페이
오 국무장관 역시 ‘우한(武漢)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심
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중대한 증거가 있다고 중
국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81) 미국정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한에서 영사관
과 공관원들을 철수시키고, 2020년 1월 3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이전과
달리 중국의 체제, 이데올로기, 인권 차원에서의 공세를 강화해가고 있다. 예컨
대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언론통제, 대외정보공개 불투명성, 수직적인 권력구조

81) “Mike Pompeo says ‘significant’ evidence new coronavirus emerged from Chinese lab”(2020. 5. 4),
https://www.abc.net.au/news/2020-05-04/pompeo-says-evidence-shows-coronavirus
emerged-from-chinese-lab/12210882(검색일: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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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중국의 체제와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발’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되었다
고 공세를 펼쳤다. 그리고 지난 2020년 5월 20일 미국 백악관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사실상 미·중의 상이한 ‘체제간 장
기적인 전략적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하고 있다.82) 이
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를 요구한 다음 날인 7월 23
일 닉슨도서관에서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시진핑 주석은 ‘실패한 전체주의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미국
의 동맹국들과 중국 국민들은 미국과 협력해 공산당을 변화시키고 정권을 교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83)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오명’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비난하면서, 심지어 코로나19 발생 원인이 미국에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면서 강하게 저항했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공
세가 공산당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는 인식이 제기되
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미국과 역사상 유례없는 고강도의 무역분쟁이 진행되
는 과정에서도 미·중 관계를 세력경쟁이나 ‘신냉전’의 출현이라는 구조적 변화
로 판단하는 데 유보적이었다. 중국은 양국간에 글로벌 차원의 군사력 대치가
진행되거나 또는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대립이 전개되어야 비로소 세력
경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세간에 회자되는 세력경쟁, 패권
경쟁론에 대해서 유보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중국의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미국과의 갈등과 경쟁은 강대국 정치의 속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
에도 불필요하게 확장하지는 않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현실론이 자

82) The White House(2020. 5. 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5/U.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Report-5.20.20.pdf(후략)(검색일: 2020. 8. 15).
83)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2020. 7. 23), Speech by MICHAEL R.
POMPEO, Secretary Of State in The Richard Nixo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Yorba Linda, California, https://www.state.gov/communist-china-and-the-free-worldsfuture/(검색일: 2020.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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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의 전면적 압박에 중국의 인식도 달라지
기 시작했다. 코로나 책임론에서 시작하여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트럼
프 정부에 대해 중국은 수교 41년 이래 미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미국과의 갈등과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특히 미국이 중국
의 체제와 내정에 간섭하고 압박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력경쟁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도 제시되고 있다.84)

다. 각자도생의 새로운 국제정세 대두와 중국에의 도전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중국 등 초강대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가 국제사회
에 하나의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트럼프와 시진핑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중국의 꿈(中國夢)’이
라는 가치를 내세우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노골적인 자국의 국익 우선주의를
추구하며 정치권력을 유지 또는 강화해가고 있다. 양 강대국은 철저하게 자국
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경쟁에서 자기편에 줄서도
록 동맹과 동반자 국가들을 압박, 회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양 강대국이 지구적 차원으로 세력경쟁을 확대시키고 있는 기
본 양상은 외형상 미·소 냉전시대와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구체적인 경쟁 방식
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다. 우선 냉전시대에는 미·소 양 강대국의 지
구적 경쟁에서 자국의 이익경쟁을 가려주는 이데올로기와 체제경쟁이라는 대
의명분이 존재했고, 그 명분을 통해 각기 자국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진영
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진영 내에 속하는 다수의 국가들은 미국과 소
련으로부터 각각 최소한 안보를 보장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84) 王缉思(2020. 4. 9), 「新冠疫情下的中美关系」, https://baijiahao.baidu.com/s?id=16634909747
42994877&wfr=spider&for=pc(검색일: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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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미국과 중국 간 대립과 경쟁은 체제경쟁의 외형을 보이기는 하
지만, 이미 엄격한 의미의 이데올로기 경쟁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합
적이고 다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이데올로
기를 기반으로 대결적 진영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 특히
미국은 냉전시대에서처럼 동맹국에 명확한 안보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
히려 안보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통상 분야에서는 갈등도 있
다. 중국 또한 경제수단을 통해 협력과 연대를 주창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발
전에 이용되거나 희생될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경제수단을 동원해 상대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행한
사례도 적지 않아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경제의존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중국은 어느 한쪽이 압도적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
쟁이 장기화될 것이며, 양국은 국내 정치·경제 문제로 인해 장기적인 경쟁을
지속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대로 마치 냉전시대의 진영 구축을
연상하게 하는 자국의 지지 세력권을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대를 견제, 봉
쇄하고 또 봉쇄를 저지하기 위한 연대를 모색하는 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양국 공히 노골적으로 자국의 국익을 겨냥한 경쟁을 지속하고 협력 국
가들에 충분한 당근을 제공하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때로는 일방적인 제재와 압
박이라는 채찍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 경쟁의 틈바구니에 끼여 있는 상당수의 국가들은 미·중 양국
중 한쪽에 명확히 줄서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한쪽을 선택해서 다른 한쪽을 적
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기고문을 통
해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 받기를 원치 않는다.
양국이 선택을 강요할 경우 아시아의 세기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라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역설하고 있다.85) 실제로 다수의 국가들은 리셴룽의 주장처럼
85) Lee Hsien Loong(2020), “The Endangered Asian Century- America, China, and the Perils
of Confrontation,” pp. 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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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양 강대국 모두와 일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실적 기대가 충족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즉 양 강대국으로
부터 일방적 줄서기를 압박받는 공통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국가들이 늘어난다
면, 이 국가들이 공동 대응하면서 강대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새로운 움직
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호주, 일본, 태국, 한국 등 역내에 다수의 전통 동맹국들을
보유하고 있다. 비록 냉전시대처럼 공통의 적을 상정한 긴밀한 안보 동맹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 걸쳐
동맹국을 중심으로 굳건한 세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앞서 언
급한 대로 육지와 해양을 통해 20여 개에 이르는 주변국이 있지만, 명실상부한
동맹도 없고 동맹에 준하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파키스탄 정
도에 불과하다.
중국은 미국의 공세로 인해 우군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커졌지만 실
제 주변외교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중국의 가파른 부상, 연이은 영유권 분
쟁,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오히려 중국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그동안 국제공공재 제공을 주장하며 추진한 일대일로 역
시 그간의 노력에 비하면 그 성과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2019년 12월 퓨
(Pew)리서치센터 조사결과에서도 이러한 현실은 확인되고 있다. 즉 미·중 경쟁
에 끼인 아태 국가의 경우, 중국 자본 투입으로 인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호
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다수였다. 중국의 자본투자가 나쁘다고 답한 비율을 보
면 필리핀 49%, 한국 61%, 인도네시아 48%, 호주 66%, 인도 54%, 일본 75%로
나타났다.86) 특히 중국은 코로나19 위기 직후 전 세계를 향해 일종의 ‘마스크 외
교’, ‘방역 외교’ 등으로 국제협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제공한 방역 의료품의 품질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코로나 발원지라는 책임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
86) Silver, Devlin, and Huang(2019. 12. 5), “Attitudes toward China,” https://www.pewresearch.
org/global/2019/12/05/attitudes-toward-china-2019/(검색일: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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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퍼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이 고조되면 될수록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이 더욱 절실할 것이다. 중국이 우군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
단은 경제협력과 지원이다. 예컨대 기왕에 구축된 일대일로 네트워크를 활용하
는 경제지원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압박의 국제연대에 참여하는 것을 억
지해야 한다. 그 경우 중국은 일대일로가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중국의 경제력을 소모하는 역설적 기능을 하게 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중국은 다수의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지원에는 동참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선택을 압박받는 경우에는 선뜻 중국 편에 서지 않는다는 불만과 우려
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
수단 이외에 자신의 세력권을 확장하는 다양한 수단을 갖지 못한 한계에 직면하
고 있다.

2. 코로나19와 중국의 일대일로 및 주요 양자관계
가. 일대일로의 재활성화와 과제
일대일로(一帶一路)는 2013년 출범 때부터 그 목적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었
고 7년이 지난 지금도 그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일대일
로는 출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동반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일 것이다. 그런데 이후 일대일로는 자금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아시아인프
라투자은행(AIIB) 설립이 예상 외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
게 되었다. 일대일로는 확장세를 보이며 미국의 견제에 직면하였고 미국이 중
심이 된 국제사회에서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미국이 일대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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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에 자극 받아 인도-태평양 전략(FOIP)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일대일로는
연선국가들의 불만, 미국의 비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다. 때문에 일대일로는 ‘부채의 덫’
논란과 미국의 적극적 비난 공세에 한동안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중국정부는 코로나19로 이른바 방역외교 흐름에 기존에 형성된 일대
일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다시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일대일로는 시진
핑 주석이 해외 순방을 통해 직접 발표한 그야말로 ‘시진핑의 의제’이다. 그런
만큼 실패나 퇴보를 인정하는 것은 시진핑의 권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가 비판과 도전에 직면할수록 그 위상을 더 높이고 부각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일대일로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원치 않은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초기의 목적을 넘어서 지역
전략 내지는 세계 전략의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즉 미국의 인태 전략이 중국 봉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만큼 중국의 전
략은 주변 대중국 봉쇄망을 약화시키거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친중국 네트워
크 구축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대일로가 지역 전략으로 진화할 경우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 특히 미국과 안보영역에서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국 중국이 지향하는 지경학적 접근을 통해 미국의 견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 8월 일대일로 건
설 5주년 좌담회에서 “일대일로는 경제협력 이니셔티브(倡義)이지 정치연맹이
나 군사동맹을 도모하려는 것은 아니다”87)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즉
중국도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듯 새로운 양상으로 외형적으로 확장세를 보이던 일대일로는 코로나19

87) 中国政府网, ｢人民日报评论员：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重要实践平台——论学习习近平总书记
在推进“一带一路”建设工作5周年座谈会重要讲话｣, http://www.gov.cn/xinwen/2018-08/27/

content_5316970.htm(검색일: 202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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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인해 다시 한번 예정에 없던 새로운 변용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19 발원지로서의 책임론이 국제사회에 제기되는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이 국제
적 고립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일대일로
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전 세계를 향해 코로나 바이러
스 협력과 지원을 제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대일로 협력국가들을 중심으로 의
료팀이 파견되는 등 사실상 주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등 IT 대기업들도 앞장서서 아프리카, 유럽,
인도 등 주요 일대일로 협력 대상 국가들을 겨냥하여 집중적으로 기술협력뿐만
아니라 의료 및 보건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 지원의 외형을 취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기업과 대상국가들을 다분히 전략적으로 선별하여 체계적인 지
원이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럽, 중동, 아세안 등 전 세계 30여 국가
정상들과 전화를 이용하여 활발하게 정상 외교를 전개했다. 시진핑 주석은 각
국 정상과의 전화 외교를 통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제안하는 한편,
일대일로의 공동 추진과 인류 운명공동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일관되게 강조했
다. 예컨대 시진핑은 “인류는 하나의 공동운명체이고, 질병과 싸워 이기려면
단결과 협력이 가장 위력적인 무기다”라고 역설하고 있다.88)
이와 관련 시진핑 주석은 28일 화상으로 진행된 AIIB 이사회 연례회의 개막
식 치사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국제다자협력을 강조했다. AIIB를 “국제협력과
국제다자협력의 신형 플랫폼이자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
국이 대외 전략의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는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의 새로운 플
랫폼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89) 아울러 시 주석은 4월 라오스 국가주
석과의 전화를 통해 양국간 철도 건설과 경제회랑 프로젝트 추진을 약속하기도
88) 시진핑 주석의 ‘전화외교’의 자세한 내용은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 참고. https://www.fmprc.gov.
cn/web/zyxw/default_2.shtml(검색일: 2020. 7. 20).
89) “Xinhua Headlines: China’s Anti-Virus Efforts Pilot Model in Building Community with
Shared Future”(2020. 3. 11), http://www.xinhuanet.com/english/2020-03/11/c_138866865.
htm(검색일: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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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90) 중국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오히려 일대일로 연선에 있는 개도
국들로부터 경제 협력 및 투자 수요가 증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차제에
일대일로를 재활성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대일로의 새로
운 확장이 순항 중이라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 일대일로가 중국정부의 의도대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까지는 해결되어
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다. 우선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이 ‘중국발’이라는 국제
사회의 인식을 단기간에 해소하고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협력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컸다는 것도 중국정부에는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비록 의료, 보건, IT 분야를 중심으로 일대일로의 새로운 협
력 플랫폼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역시 코로나로 인한
국내 경제회복이 중요한 시점에 타국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과 협력
을 제공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
로 정치적 상처를 입은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일대일로는 그 상흔을 덮는
하나의 카드로서 중요한 역할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일대일로의 이러한 외
형적 확장을 출발부터 중국이 의도한 것은 아니다. 의도치 않은 일대일로의 이
러한 새로운 진화는 성취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제기할 가능
성이 있다.

나. 미국의 공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중 관계
1) 미국 공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쇠퇴에 따른 중국의 가파른 상대적 부상
90) ｢习近平同老挝人民革命党中央总书记l 国家主席本扬通电话｣(2020. 4. 3), https://www.fmprc.go
v.cn/web/zyxw/t1765706.shtml(검색일: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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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을 한층 고조시켰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 체제 등장 이
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중국 국민에게 부상에 대한 꿈을 강조하
면서 이를 기반으로 공산당과 시진핑 체제 권력 강화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 결과 대외적으로, 특히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공세적 정책이 전개되
었고 기존의 덩샤오핑 시대 이후 유지해왔던 도광양회(韜光養晦)적 외교 태세
로부터의 이탈이 이루어졌다.
시진핑 정부는 그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한
고립주의 행보에 주목하며 네 번째 상대적 부상의 전략적 기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 이러한 기대는 ‘중국의 꿈’ 실현이라는 국내정치 수요와
맞물리면서 확장적 대외 전략을 서둘러 전개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기성 패권
국인 미국을 자극하게 되면서 미국은 통상분야에서 시작하여 점차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의 강도를 강화해갔다.
중국의 가파른 상대적 부상과 양국간 힘의 격차 축소로 인해 미·중 간 갈등
과 경쟁이 고조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큰 틀에서는 미국이 힘의 우
위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이슈와 상황에 따
라서 강온 양면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충격 이후 미국의 공세가 공산당 체제를 위협하는 단계로 전개되면서 중국의
대응 또한 이슈에 따라서는 수세적이고 피동적이지만은 않으며 복합적이고 다
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공세에 대해 중국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중국의 핵심이익, 특히 시진핑 체제와 공산당의 위상과 안정에 직접적
인 타격을 주고자 하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맞대응(tit for tat)을
통해 물러서지 않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핵심이익론을 제시
하면서 중국의 주권, 영토, 내정이라고 주장한 영역과 이슈에서는 양보할 수 없
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중국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미국의 공세가 점차 중국의 핵심이익, 즉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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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와 주권, 국내문제로 옮겨 오는 상황에 당황하고 예민해 있다.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내정간섭, 체제 안정에 대한 압박 등으로 인식되는 사안에 대해 보다
즉각적인 맞대응을 내놓으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도
록 하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컨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그리고 최근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에 대한 청두 미국 총영사관 폐쇄 등
의 맞대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는 체제의 취약성을 겨냥
한 공세라고 판단해서 맞대응을 통해 중국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으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강경한 대응은 코로나19로 나빠진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
론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고립을 최소화하고 지지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우군 확보를 위한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도
경계하고 있지만 더욱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적 탈중국화, 반
중국 국제연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은 ‘우군’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주변국가와 국제사회를 향
해 협력과 관계개선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중국은 미국 등 일부 국가와는 발원
지, 책임론 등을 놓고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는 한편, 우호국가 정상들과는 적
극적인 전화외교를 통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원과 연대를 강조하는 투 트랙
(two track)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 문제가 되면서 중국은 기
존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론을 방어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오히려 역할을 부각
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선행 극복국가로서
국제적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의료 장
비, 마스크, 보호복과 같은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생산기지로서 중국 역할을 부
각시키고 있다. 각국의 코로나 퇴치에 있어 중국의 경험과 지원이 점차 불가피
해질 것이며 이 수요를 외교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125
개국에 의료 물자를 보내고 150개국과 코로나19 화상회의를 진행하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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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시진핑 주석은 각국 정상들과 30여 회 전화외교를 펼친 바 있다.
중국은 비록 코로나를 상대적으로 선행 극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공산당의 통치기반이 일부 잠식되고 대외 이미지에도 손상을
입었다. 대외 이미지 손상은 시진핑 체제의 정당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방문외교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2020년 8월 양제츠(杨洁篪) 정치국원이 싱가포르와 한국을 연이어 방
문한 데 이어서 9월에는 미얀마, 그리스, 스페인을 방문했다. 왕이(王毅) 외교부
장 역시 8월 25일부터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5개
국에 대해 방문외교를 펼쳤다. 그리고 웨이핑허 국방부장은 9월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자주의와 다자협력을 역설하고 중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동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다자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인 만큼 새로운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가 상대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국제협력에
소극적인 상황인 만큼,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다자
주의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원칙인 ‘인류 운명공동체’를 코로나 팬데
믹 위기 상황과 연계시켜 적극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홍보하고 있다. 예컨대
추이텐카이(崔天凱) 주미 대사는 코로나19가 중국에 확산되던 2020년 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바로 인류가 상호연계, 상호의존된 공동운명체임
을 보여주는 것이며,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며 이른바 운명공동체론을 강조했다.91) 중국은 핵심
이익 이외의 영역에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세에 대해 직접적 대응을 우회
91) ｢崔天凯大使在“中美关系论坛”上的讲话｣(2020. 2. 2), http://www.china-embassy.org/chn/zmgx/
zxxx/t1738976.htm(검색일: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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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을 강조하여 미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는 시도를 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미국의 대립과 경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불필요하게 대결 국면을 확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압박을 활용하
여 내부역량과 체제 다지기에 집중하면서 미국과 대립과 경쟁의 장기전에 대비
하고자 한다. 왕이 외교부장이 7월 중·미 싱크탱크 미디어 영상포럼 축사를 통
해 이러한 의도를 시사한 바 있다. 즉 “중·미 양측은 상대방을 바꾸는 방법이 아
닌 상이한 제도와 문명간의 평화적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생각이 없으며 미국에 전면 대항할 생각도 없다. 우
리의 관심사는 자국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나날이 커지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수
요를 충족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92)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중
국 사회과학원의 보고서에서도 중국이 향후 5년간 적대적 대외환경에 맞서 국
내 경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은 미국의 공세 중 이슈에 따라서는 맞대응도 불사하지만 선제 공세를
펼쳐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지는 않다. 중국은 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
위와 장점을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 성공은 중국
체제의 효율성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 확산 차단과
방역에 실패한 반면에 중국이 방역에 성공하고 안정을 빠르게 회복한 것은 미
국이 공격하는 중국체제의 효율성을 입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로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인종적 편
견이 부각될수록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인들의 내부 지향성과 민족 자긍심
은 더욱 고양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손상된 당 국가체제의
지지 기반을 회복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역이용하
여 미국에 대해 적개심보다는 오히려 애국심을 자극하고 내부통합을 도모하고
92) 王毅(2020. 7. 9), 「守正不移, 与时俱进 维护中美关系的正确方向 —在中美智库媒体论坛上的致辞」,
https://www.fmprc.gov.cn/web/wjbzhd/t1796282.shtml(검색일: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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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중국은 1990년에 대만 문제,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피폭 등으로 미국
과 갈등이 불거졌을 때도 반미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기는 했지만 미국과의 갈등
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내부 단결과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대응
을 한 바 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미국에 양보하거나 밀리는 모습으로 비쳐
지지 않기 위해 맞대응을 하면서도 대중적인 반미 시위를 유도하지는 않고 있
으며, 오히려 중국 내부 역량 강화와 체제 지지로 전환시키고 있다. 심지어 미
국 내의 반중국 정서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도 민족주의가 고양된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반미 정서가 표출되고 있지 않다. 중국 내 가장 민족주의
적 성향이 강한 환구시보(环球时报)에서조차 인터넷 공간에서 중국 일반인들
의 여론에 대해 “중국인 대다수는 미국에 크게 실망하고 있고, 미국정부의 대
중국 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인들 대다수는 결
코 미국이라는 나라를 미워하지 않고 있으며 미·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진
행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설을 게재하고 있다.93)
그리고 중국의 국내 상황은 일단 안정기에 들어섰지만 해외시장과 투자처
개척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새로운 시장과 투자
처 선정이 자연스럽게 코로나19 조기극복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한국, 아세안 국가, 유럽을 지칭하고 있
다. 반면에 미국은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적 협
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응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국은 미국이 체
제와 가치를 기반으로 이른바 반중국의 국제연대를 구성하려는 시도에 대응하
는 차원에서 코로나19 극복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
면서 자연스럽게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미국이 국제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
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93) 「社评：中美博弈加深, 中国老百姓是啥感受」(2020. 8. 18),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
3zWSbPyikkL(검색일: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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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관계의 영향과 전망
코로나19로 한층 악화된 미·중 관계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시진핑 권력 구
도 등 국내정치 변수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양국 정치지도자 모두가 당분간 일
방적으로 양보하거나 타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치열한 정치 공세와
대립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에 미·중 간 세력경쟁은 한층 가열되고 있는 동시에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중 양국 모두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양국 지도자가 공히 국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어 분위기를 반전
시킬 수 있는 공격 대상이 필요하면서 양국간 대립은 더욱 격화되어 왔다. 또한
11월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당선자도 당분간 국내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기존의 대중 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역대 최고에 이르고 있다. 미국 여론
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설문결과에 의하면 중국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
진 미국인은 73%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중국 지도자 시진핑 주석을 신뢰하
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도 지난해보다 27%나 늘어난 77%에 이르렀다. 그리고
응답자의 78%는 바이러스가 세계로 확산한 것이 중국정부의 초기대응 탓이라
고 응답했다.94)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중국 때리기’는 선거 지지율
을 올리기 위한 호재일 수밖에 없으며, 최소한 선거 때까지는 지속되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미·중 양국이 외견상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양국 모두
국내의 복잡한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리스크가 큰 직접 충돌이나 대립 구도
조성, 또는 무한정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시진
핑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 전반적인 정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공산

94) Silver, Devlin and Huang(2020. 7. 30), “Americans Fault China for Its Role in the Spread of
COVID-19,”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07/30/americans-fault-china-for
-its-role-in-the-spread-of-covid-19/(검색일: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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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이
확대되는 것을 일단 우회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역시,
선거 후유증, 정치 양극화, 코로나 위기, 경제난, 인종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
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시기처럼 중국에 대한 일방적이고 전면적인 공세를 유
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직접 대결과 충돌로 인한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쟁의
우회로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미·중 양국은 각기 자신들을 지지하는 우군을
확보하여 세력권을 확장하면서 이를 동원해 견제와 경쟁을 전개하는 일종의
‘대리 견제와 경쟁’이라는 우회 형식의 경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켜, 국제적 반중
국 정서를 자극하고 반중국의 국제적 연대를 조성하면서 국제사회의 ‘탈중국화(리
쇼어링)’를 촉진하여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한다. 반면에 지구상에서 가장 다수의
국가와 국경을 인접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동맹국을 보유하지 않은 중국은 미
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대중국 봉쇄망이 구축되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을 가장 경
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주로 경제수단을 동원하여 유인 또는 압박하여 반중
국의 국제연대가 조성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중 양국은 한편으로는 외교 공세와 대치를 지속하면서, 다른 한편 미국은
동맹과 우방을 견인하여 중국을 압박, 고립시키고, 중국은 우군을 확보하여 포위
를 저지하면서 대외적으로 확장을 시도하려는 경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FOIP)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양국간 경
쟁의 중요한 외형적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냉
전시대와 비교할 때, 미·중 양국이 세력권을 확장할 수 있는 명분, 수단, 자원이
충분치 않으며, 국제사회의 다수 국가들도 어느 한쪽에 줄서기를 주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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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중 관계의 영향과 한국의 대응
한·중 관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는 드물게 상호 협력의
계기와 동력이 형성되는 성과가 있었다. 코로나 발생 초기단계에서는 국경 차
단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국제적인 봉쇄와 각자도생의 분위
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한·중 간에는 주목할 만한 코로나 대응협력과 정보교
환이 진행되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화상회의, 한·중 외교차관 화상협의,
한·중 코로나 19 대응 방역협력 대화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특히 한·중 양국간
에는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이른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설치에 합의하고 실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중 양국은 감염병 확산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 만큼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제와 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95) 따라서 차제에 한·중 간 방역 안전망 구축 대화를 상설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염병,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초국경의 비전통안보 문
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중 간 전략
대화를 재활성화하는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
중국과 코로나 방역대응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의 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그
럼에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양국관계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생
변수, 특히 미·중 관계의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
간의 대립과 갈등이 역대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향후에도 기본적으로 미·중 간
의 전략 경쟁이 지속되면서 매우 유동적이고 불가측한 변화가 병행될 것이다.
특히 바이든 정부에서는 동맹관계의 강화와 역할 요구가 증대하게 되면서 한·

95) 이동률(2020), 「코로나19의 중국의 대외관계 및 한중관계 영향과 전망」, pp. 4~5.

90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중 관계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미·중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 분단 상황,
북핵 문제, 그리고 국내 선거일정 등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와는 다른 복잡하고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과도하게 비관론에 빠져 있기보
다 한국은 미·중 양국의 복잡하고 불가측한 경쟁의 변화 양상을 예민하게 관찰
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상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모색할 필
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최대한 미·중 양국
모두와의 협력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감염병은 인류 공동의 도전인 만큼 국제공조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미·중 간 책임론 공방에 휩싸이지 않고 국제협
력을 견인하는 의제를 주도해가는 정교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와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미·중 간에 WTO 거버넌스, 지역 다자협력 등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한국
이 취할 입장과 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경제협력에는 가능한 한 모두 참여한다는 기조를 가져가되, 동맹
국인 미국을 선제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중국의 일대일
로 참여 요구가 있을 경우,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와 방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도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 중국, 북한 등 다양한 외교
대상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며 종합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
지고 있다.96) 코로나19가 촉발한 국제사회의 과도기적 상황, 특히 초강대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 추세와 국제적 각자도생의 환경을 포착하여 한국의 독자적
전략 가치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창의적인 외교 전략과 시도가 필요하다. 상
대적으로 중견국 연대의 공간이 형성되고 중견국들의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이
96) 이동률(2020), 「코로나19의 중국의 대외관계 및 한중관계 영향과 전망」,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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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만큼, 기존의 강대국에 과도하게 경사된 한국의 외교 공간도 중견국간 연
대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조정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효과
적인 방역에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한국이 얻은 방역 경험의 자산을 국제사
회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발언권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한·중·일, 남·북·중 등 소다자협력을 우선적
으로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아세안 등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 가면서 다자간 협
력체제를 구성해가는 방식도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내우(內憂)와 외환(外患)이 겹칠 때 체제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체제가 불안정한 현
시점에서는 중국 주변정세의 안정화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은 상
당 기간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체제 불안과 경제난 해소에 집중하기 위해 주변
정세 안정화 차원에서 북한발 안보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관리하고
자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가 초미의 안보불안을 야기하지 않고 현재와 같
은 교착 국면이 지속된다면,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향적
인 역할을 모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중 경쟁이 고조되고 북·미 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북·중 양국은 상호에 대한 전통적 전략가치가 재인식되고 있
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전략가치가 부각되고 있으
며, 북한으로서는 ‘뒷배’로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북·중 양국은 상이한
전략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밀착관계로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
도 결국은 미국을 견인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중국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
국 역시 미국과의 갈등이 악화될수록 완충지역으로서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
해야 할 동기는 커지지만, 다른 한편 북한 및 북핵 문제로 미국과의 갈등 전선
이 더 확대되는 것은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97)
97) Lee(2020), “North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Role of China in the COVID-19 Crisis,”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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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불확실성과 불안정 상황에서 대안으로 ‘중국 역할’은
더욱 주목받을 것이며 실제 중요해질 것이다. 코로나 방역협력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북한 역시 중국에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 있기 때
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중국 역할에 대한 과잉 기대와 소홀의 양극단이 초래
한 문제를 모두 경험한 바 있다. 한국의 입지와 발언권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
안으로서 ‘중국 역할’을 우리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다. 현재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남·북 관계 모두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한·중 관계 발전에 기대어 다시 섣불리 중국역할에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된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 한국의 역량과 입지를 강화하고 한국 역
할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기회를 도모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3. 중국의 비전통안보 의식의 변화와 다자협력
가. 코로나19와 비전통안보
2019년 말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문제는 단순한 질병의 확산을 넘어
글로벌 감염으로 확대되어 전 지구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병은 ‘보건안보’에 속하며, 주로 ‘비전통안보(Non-traditional
security)’와 ‘인간안보’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냉전시대까지 안보 개념은 주권국가의 영토 보전을 강조하는 군사력을 강조
하는 국가안보 개념에 집중하였다. 1990년대 초반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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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안보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으며, 그에 따라 안보에 대한 새로운 논
의들이 등장하였다. 우선 안보의 주요 쟁점이 군사적 요소로부터 경제 문제와
자원, 환경, 사회 문제 등 모든 비군사적인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화했
다.98) 이와 더불어 보호 대상으로서 안보 개념도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 국가안보는 “외부의 주권국가가 일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가하는
군사적 위협”이라고 한다면, 비전통안보는 “비국가행위자 혹은 비물질적 요소
가 국가의 주권과 이익 그리고 개인, 집단,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가하는 비군
사적 위협과 침해”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비전통안보 개념은 국가안보 중
일부 요소(테러리즘과 같이 비국가행위자가 국가주권에 가하는 위협)와 인간
안보를 포괄하고 있다”.99)
하지만 비전통안보 개념은 말 그대로 군사안보를 기초로 하는 전통적 안보
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엄밀한 학술적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비전
통안보라는 용어보다 주로 비군사안보, 지구안보, 인간안보 혹은 신(흥)안보 등
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지역마다 마주하는 비전통안보 위협의 주체와 내용
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관심 연구영역도 다르다. 미국은 경제안보와
테러리즘에 주목하고, 유럽은 사회안보와 인간안보를 강조하며, 일부 학자들
은 환경안보와 인권문제를 중요시한다.100)
한편 아시아의 비전통안보는 ‘인간안보’의 개념을 준거점(referent point)으
로 삼아, 개인안보, 집단안보와 사회안보 등을 포함한다. 즉 아시아는 모든 비군
사적 위협을 비전통안보 위협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비전통안보의 위협요인으
로서 전염병과 불법이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잠재적 위험들을 제기한다.101) 하
지만 비전통안보에 대한 광범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혹은 지역과 국가
사이에 통일된 견해는 거의 없다. 비전통안보는 질병, 자원 및 환경보호, 경제발
98) 유동원(2010), p. 120.
99) 유동원(2010), p. 125.
100) 傅勇(2007), p. 12.
101) NTS-Asia and IPA(2007),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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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회안정, 인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에 대한 개념 규정이 어렵다.102)
비전통안보 위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안보’의 개념은 1994년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인간개발보고서(1994
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이 보고서는 인간
안보를 두 가지 의미로 정의한다. 첫째, 인간 개개인이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가정, 직장 또는 지역사회에
서 일상생활 양식이 급격하고 고통스럽게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
다.103) 또한 이 보고서는 인간안보를 구성하는 일곱 가지 범주로서, 경제안보
(Economic security), 식량안보(Food security), 보건안보(Health security),
환경안보(Environmental security), 개인안보(Personal security), 공동체안
보(Community security), 정치안보(Political security) 등을 제시하여,104)
질병과 같은 보건안보를 인간안보의 영역에 포함하였다. 결국 ‘코로나19’와 같
은 전염병의 문제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되었다.
UNDP의 인간안보 개념은 그동안 국제정치(IP: Internaitonal Politics) 이
론과 실천을 계속 지배하는 낡은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
하였다. 첫째, 안보 담론의 핵심 대상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
이다. 국가의 합법성은 ‘개인’을 보호할 책임을 의미한다. 둘째, 안보 위협은 더
이상 국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
었다. 안보위협은 초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 셋째, 기아와
질병이 인간안보의 영역으로 인식된다. 넷째, ‘억압’으로부터의 안전은 외부위
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했던 국가 자체가 행위 주체가 되는 가능성을 열

102) 또한 비전통안보와 전통안보의 구분도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식량안보나 경제안보, 에너지 안보 등
은 이미 1970년대에 일본에서 중요한 국가안보 요소로 인식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전통적인 안보
이슈로서 인식되고 있다. Akaha(2011), pp. 4-5.
103) UNDP(1994), p. 22.
104) UNDP(1994),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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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일상생활 패턴에 대한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혼란’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물질적 박
탈, 질병, 자연재해 등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도 안보영역에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105)
초기에 UNDP 보고서는 주류 안보학에 진입하지 못하였지만, 2003년 인간
안보위원회가 작성한 ‘인간안보의 현재: 인간보호와 권한부여’ 보고서, 2010년
과 2012년 총회에 제출된 ‘인간안보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인간안보
는 탈냉전시기 주요 안보이론의 일부가 되었다.106)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
간안보의 개념은 ‘개별적인 인간’이 안보담론의 주체임을 강조한다. 결과적으
로, 국가의 정당성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한다. 2003년 인간안보
위원회 보고서는 인간안보는 “빈곤과 절망에서 벗어나 자유와 존엄성을 누리는
사람들의 권리”로 이해된다. 또한 인간안보를 달성하는 주체 혹은 행위자로서
개인들과 시민사회에 주목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들을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107)
UNDP와 CHS 보고서에서 제시된 인간안보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안
보의 위협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인간을
위협하는 국가 내부의 폭력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사스(SARS)와 같
은 지구적인 전염병, 난민 등과 같은 인간 이동, 빈곤 등과 같은 비폭력적 위협들
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질병과 같은 비전통안보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
강대국들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는 각국이 여전히 군사중심의 국가안
보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의 국방예산은 7,230억 달러이며, 중국은 2,610억 달러로
미국의 1/3을 약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108)
105) Shani(2017), p. 279.
106) Ban(2012a, 2012b).
107) Commission on Human Security(2003),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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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에이즈, 빈곤, 테러리즘과 같은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이 보다 증
대되었고 다양화되지만, 각 나라들은 이를 전통적 국가안보의 위협보다 비교적
덜 위협적이고 도발적으로 느껴왔다. 그 이유는 아마 전쟁과 같은 안보 차원의
위협과는 달리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은 적절한 예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제
어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이 전통적 안보 위협보다 인류에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했다. 2020년 8월 12일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천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74만 명이 사망했다.109) 선진국들도 속수무책이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는 기존의 전통적 국가안보와 비전통안보에 근본적
인 도전을 제기한다. 이것은 국가의 경제적, 물리적 안보를 훨씬 넘어서, 주체
로서 인간의 생존(인간안보)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해 왔다. 이는 또한 안보연
구가 ‘생존 이상의 것’ 또는 ‘위협을 초래하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추구
한다는 의미이다.110)
먼저 코로나19는 기존의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구분을 넘어서 상호 유기적
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UNDP 보고서는 ‘국가’를 안보의 최우
선 대상으로 하는 ‘국가안보’와 ‘개인’ 혹은 ‘그 개인이 포함된 조직’을 안보의
최우선 대상으로 하는 ‘인간안보’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의 수단
과 자원은 대부분 국가정부의 소유 및 통제하에 있으므로, 그런 이미지는 비현
실적이다.111)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인 동시에 국가안
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가 개인, 단체, 사회와 더불어 국가, 더 나아가 세계 전체에 대
한 위협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안보의 주체
로서 국가와 더불어 개인,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해졌으
108) 「미국과 맞선다…“중국 군부, 국방예산 9% 증액 추진”」(2020. 5.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0).
109)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2040만명·사망자 74만명」(2020. 8.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8. 24).
110) Booth(2007), p. 102.
111) 장진섭(2019), pp. 2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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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안보주체들간의 상호 협력도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별도의
정책실행에 필요한 자원과 제도, 조직을 갖지 않는 인간안보는 그러한 실행능
력을 갖춘 국가안보 개념과 유기적 통합이 필요하게 되었다.
코로나19는 실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동과 집회의 자유와 같은 근본적인 자유에는 제한이 가해졌으며,
이로 인한 비대면 접촉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주요 정보 채널이 사이버 공간의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교통 산업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영향을
받아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식품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생
필품과 의료 수단의 정치화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국제무역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수백만 명이 직장과 생계 수단을 잃었고, 두려움과 공포가 대중에게 널
리 퍼졌다.
코로나19는 경제와 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정치안보 영역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비전통안보 위협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국가는 보
다 권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시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종종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위협
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고 정당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보 위험이다.112)

나. 중국의 비전통안보 의식 변화
중국에서 지도자나 정부의 관료들, 그리고 학계 인사들은 오랫동안 전통적
인 안보 관념을 유지하였다. 오랫동안 그들의 안보 관념은 오로지 국가안보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중국정부와 학자들은 안보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 9.11 사태, 사스 등
질병의 유행으로 중국학자들과 정부는 국내 사회요인과 안보의 관계를 보다 심
112) Banerjee(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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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적으로 논의하게 되었으며, 사회안보 및 인간안보 등을 포괄하는 비전통안보
개념을 제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위에서 밝힌 것처럼, 비전통안보 개념은 말 그대로 군사안보를 기초
로 하는 전통적 안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엄밀한 학술적 용어가 아니다. 따라
서 중국에서 비전통안보 위협은 ‘인간안보’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형태의
비군사적 위협이 비전통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질병과 불법이민,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잠재적 위험들을
비전통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평가한다.113)
또한 중국정부와 학자들은 인간안보를 포함한 비전통안보 개념을 수용하지
만, 국가안보의 하위체계로서 인간안보와 비전통안보를 인식한다. 이들은 인간
안보와 비전통안보 논의에서 개인보다 집단에 초점을 두며, 특히 인간안보에 대
해서는 선택적으로 수용한다. 인간안보(human security)는 초기에 중국어로
‘사람 안보(人的安全)’로 번역되었다. 이 용어는 실제로 중국의 인간안보와의 관
련성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다수의 중국학자들은 현실주의적 안보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안보의 개
념이 너무 크고, ‘개인’은 국제정치의 독립된 행위자가 될 수가 없으며, 인간안
보 개념이 너무 이상주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인간안보를 중국의 국가안
보와 주권을 해치려는 패권적 의도가 담긴 서구적 개념으로 해석한다.114) 이에
따라 중국에서 인간안보에 대한 초점이 변화되면서, ‘인간안보(人的安全)’라는
용어는 개인보다는 ‘전체로서 인간의 안보’라는 의미에서 ‘인류안보(人類安全)’
로 대체되었다.115)
한편 일부 학자들은 ‘인간안보’ 개념의 비판주의적 시각을 수용하여 개인안
보가 안보의 핵심이 되는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UNDP의 ‘인간개발보
113) NTS-Asia and IPA(2007), p. 3.
114) Dongyan(2007),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4).
115) 중국에서 개인안보(個人的安全)는 특정 개인의 안보를 말하며, 왕이저우가 말하는 인류안보(人类整
体安全)는 핵과 환경 대재앙 같은 인류 전체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Wang(1998), pp. 5-9,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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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에서 말하는 정치안보, 사회안보, 개인안보를 인간안보의 주요 내용으로
간주한다. LuZhongwei는 인권안보(人權安全)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의 정치
적 안보를 언급하는 서구 인간안보 개념을 반영하였다.116)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탈냉전시기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
보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비전통안보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 발생
한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은 중국인들에게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는
데,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적극적으로 경제안보 개념을 사용하고, 1997년 3월
아세안포럼에서 재차 탈냉전시기 아태 지역의 각국 안보 수호를 위한 ‘신안보
관’을 정식 제기하였다. 중국정부가 제시한 신안보 개념은 포괄적 안보개념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비전통안보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신안보 개념은 지역적,
세계적 안보질서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전망하는가를 보여준다.
1999년 3월 26일 장쩌민(江澤民)은 중국의 신안보관을 설명하면서, “역사
를 통해 볼 때, 군사동맹을 기초로 하고 군비경쟁을 강화하는 구시대의 안보관
은 국가안보의 수호와 세계의 지속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시
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안보관이 필요한 이유이다. 신안보관의 핵심은 상호신
뢰와 이익, 평등, 협력”이라 말했다.117) 그리고 중국은 이웃 나라들과 비전통
안보 위협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 국가들과 ‘테러리즘, 분열주의
및 극단주의를 배격하는 상하이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9.11 테러 발생 이후 중국의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비전통안보 개념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 2001년 제8회 ARF(ASEAN Regional Forum) 외무장
관회의에서 중국정부는 ARF가 비전통안보 영역에 있어서 대화와 협력을 확대
해 나가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후 중국정부는 각종 공식 문서에서
‘비전통안보’ 개념을 통해 테러리즘, 국제범죄, 마약밀수, 자원부족 등의 문제
를 지적하였고, 2002년 5월 ARF에서 ‘비전통안보 협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
116) Zhong(2003), pp. 12-14, p. 30.
117) 「要求必需建立適應時代需要的新安全觀」(199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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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문건과 2002년 11월에 진행된 제6차 중국-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중국
-아세안의 비전통안보 영역 협력에 관한 연합선언’을 발표하였다.118)
그리고 2002년 12월 『2002년 중국국방』 백서는 일부 지역의 민족, 종교,
영토 및 자원 등의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무력충돌과 국부전쟁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테러리즘, 환경악화, 마약 등 ‘비전통
안보’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특히 테러리즘은 이미 국제안보와 지역안보
에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동시에 ‘인간안보’ 개념도 국제회의, 즉 APEC, ASEAN+3이나 유엔 등
에서 인간안보 문제가 논의될 때, 중국 지도자들에 의해 보다 명시적으로 사용되
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상호 작용과 관련하여, 중국관리들은 신중하게 ‘인간
안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중국의 대인지뢰금지 협약과 오타와 협약에 대한 약
속을 재확인하였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중국의 정부 공식문서는 인간 전체에 대
한 ‘인류안보(人類安全)’가 아닌 개인에 중점을 둔 ‘인간안보(人的安全)’를 준거점
(referent point)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인간안보 개념이 국제적 상호 작용을
통해 중국에서 안보 담론의 일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다.119) 국제 외교
회의에 참여하려면 ‘초국적 외교공동체’ 사이에 공유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다양한 의제에 대한 토론을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용어와 개념을 수립하게
된다면, 이는 다른 국가와 문화로의 ‘규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120)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중국정부는 ‘인간안보’를 “인간이 정치적 폭
력이나 위협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확보하는 것”으로 좁게 정의하며, 인간을 국
가에 부차적 존재로 인식한다. 실제로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위협을 제거하고
안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된다.121) 국가는 어떤 식으로든 인
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안보의 원천으로 간주된다. 개인의 관점에서

118) 傅勇(2007), p. 18.
119) Breslin(2015), pp. 243-265.
120) Hocking et al.(2012); Krauss(2002), pp. 247-258.
121) “Kunming Declaration: ‘A Stronger GMS Partnership for Common Prosperity’”(200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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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국가로 돌아간 준거점(referent point), 그리고 불안을 해결하는 수단
으로 여겨지는 국가외교정책을 통해 중국 관리들은 인권, 개인주의, 민주주의
및 잠재적 불안의 원천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안보의 중요성
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122)
2003년 초 중국에서 사스의 확산에 따라, 중국인들은 심각한 비전통안보 위
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스는 외부의 침략이나 군사 충돌, 폭격을 초래하지 않
았지만, 상당 부분에서 전쟁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위협과 공포를 느꼈고, 사스로 인해 항공과 기차운행이 취소되었으며,
거리의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123) 사스는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염병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
었고, 비전통안보의 한 부분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건강안보’의 중요성을 인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정부는 사스 발병 초기단계에 전염병을 은폐하였는
데, 이는 중국이 국내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사스의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중국의 변화는 중국과 국제사회 사이의 연대가 중국의 국내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124)
실제로 중국의 비전통안보 혹은 인간안보에 대한 관심은 2003년 사스 발생과
2006년 조류독감 발생 사이에 최고조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비전
통안보 과제는 불안감을 제공하였고, 사람들은 불평등 증가, 환경 악화 및 경제
적 불확실성(단기 실업, 고령자 복지)에 대해 이미 우려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
로 많은 곳에서 (매우 높은 비용과 결합된) 불평등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적
절한 접근으로 인해 사람들이 감염된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다
는 실질적인 우려가 발생하였다.125)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스는 기존의 우려와
불안을 증폭시키고 중국이 ‘위험사회’가 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126)
122)
123)
124)
125)
126)

Breslin(2015), pp. 243-265.
추슈롱(2006), pp. 121~122.
Kim(2003), p. 45.
關信平(2008), p. 199.
张海东(2011), pp. 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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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04년 제16차 4중전회에서 후진타오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
찾는 과정의 일부로서,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새로운 ‘과학발
전관(科学发展观)’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단순 성장전략에서 ‘사람을 먼저 생
각하는 것(以人为本)’으로 새롭게 우선순위를 조정하였다. 예를 들어 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환경 악화와 불평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은
과학적으로 사람 중심의 발전 의제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국가가 국민과의 신뢰를 잃고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우려에 부응하여, 국
가는 의도적이고 명백하게 국민을 강조하고 안보의 제공자로서 자신을 확립하
려 하였다.127) 그리고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는 비전통안보
위협을 강조하였고, ‘중국정부백서’는 국제협력을 통해 금융위기, 테러리즘,
자연재해 등의 비전통안보 위협을 제거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
자고 주장하였다.128)
2012년 말 등장한 시진핑 정부는 인간안보를 포함한 비전통안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기존의 군사안보와 새롭게 등장하는 비전통안보 위협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전개되자, 시진핑 정부는 통합적이고 탑-다운 방식(頂層設計,
Top-Down)으로 안보전략을 수립, 실행하기 위해 안보기구에 대한 개편을 단행
했다. 먼저 2013년 11월 공산당 18차 3중전회는 중국 국가안보업무의 최상위 조
직으로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에 해당하
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中央國家安全委員會)’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129)
그리고 2014년 4월 15일 오전, 시진핑 주석의 주재하에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총체적 국가안보관(總體國家安全觀)’을 제안하였다. 시진핑은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강조하면서 국가안전위원회(中央國家安全委員會)의 목적
이 국가통치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장기적 국가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여,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127) Breslin(2015), pp. 243-265.
128) 國務院新聞辦公室(2008), p. 395.
129) 유동원(2019),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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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보증으로서,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통일되고 효과적인 국가안보체제를
건설하고 국가안보업무 영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130)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5대 요소(五大要所)는 “인민안보를 종지(宗旨)로, 정
치안보를 근본으로, 경제안보를 기초로, 군사안보·문화안보·사회안보를 보장
(保障)으로, 국제안보를 지주(支柱)로 ‘중국 특색의 안보’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안보는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가안보의 대중적 토대를
확실히 다지고, ‘전통안보’와 더불어 ‘비전통안보’를 중시한다131)는 점을 강조
하였다. ‘총체적 국가안보관’은 인민의 안보(security of the people)가 ‘총체
적 국가안보관’의 핵심목적이 되어야 하며,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는 서로 공존해
야 한다고 강조하였지만, 여전히 국가는 안보의 주체이며, 인민 혹은 국민은 그
보호의 대상이다.
중앙국가안전위원회의 통일 지도하에 국가안보의 중점 영역이 정치안보, 국
토안보, 군사안보, 경제안보, 문화안보, 사회안보, 과학기술안보, 인터넷안보,
생태안보, 자원안보, 핵안보와 해외이익안보 등 12개 영역으로 설정되었다.132)
총체적 안보가 강조하는 ‘12개 영역 안보’ 중에서 국토안보, 군사안보 등이 전
통적 안보로 간주되며, 나머지 10개 영역은 모두 비전통적 안보 혹은 소프트 안
보 위협에 속한다. 이처럼 시진핑 정부가 군사안보와 마찬가지로 비전통안보를
중시하게 된 이유는 현재 국제적 의존도의 증대로 인해 중국이 외부 위협과 테
러, 질병, 자연재해 등의 비전통안보 위협이 보다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안전위원회의 설립 여부는 지난 10여 년간 논의되
어 왔으며, 설립의 최종 결정은 전통적 안보 위협이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 위협
에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즉 전통적 안보에 대한 대처는 중국이 새롭게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기존의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133)
130) 「堅持總體國家安全觀 走中國特色國家安全道路」(2014. 4. 15).
131) 劉躍進(2016. 8. 23), 「當前中國國家安全戰略布局的五個重要方面」.
132) 胡瑞舟(2017),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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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복된 비전통안보 위협과 그로 인한 위기는 관료주의 내에서 정책 학
습과 제도적 개혁을 유발하여, 중국정부는 비전통안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
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134) 특정 위기에 대응한 제도 구축과 거버넌스 개혁은
중국의 비전통적 안보 연구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한 중국의 취약성은 제도적, 물리적 준비가 불충 분하기 때문일 수 있다.
1990년대 이래 중국은 특히 경제안보, 보건안보, 환경안보 위협과 같은 비전
통안보 위협에 자주 직면하였다. 테러와 초국가적 범죄는 이미 중국의 안보를
손상시켰으며, 질병과 환경 악화는 세계화와 경제자유화의 결과로서 중국에서
현저하게 증가했다.135)
그러나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위기의 역학은 당 지도자들이 문제를 재
정의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격하고 특히 특정한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의 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치 지도자에게 특히 유용하다.136) 중국이 비전
통안보 개념을 상대적으로 적극 수용한 주요 동인은 국내정치경쟁을 억제하고,
사회적 반대를 예방하고, 잠재적으로 다루기 힘든 국내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공
산당의 이익 수호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Ayoob이 지적했듯이, 급속한 경제성장
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상황은 대부분 내부 및 외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을 탑-다운 방식의 중앙집권에 의지
하게 된다.137) 따라서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응으로서 탐지와 감시는 자유 민주
주의에서도 일정 역할을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안보는 국가 형성, 정권 정당성
이라는 국내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마도 대부분의 중국학자와 정책 결정자들은 중국의 국내 문제에 대해 자
유주의적 가치를 부과하려는 시도로 유엔이 정의한 ‘인간안보’ 개념을 거부하
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비전통적 안보 문제를 수용하며, 이를 자주 국내정책과
133)
134)
135)
136)
137)

公方彬(2014).
Haas and Haas(1995).
Yu(2005), p. 283.
Keeler(1993), pp. 433-486.
Ayoob(1995), pp. 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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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시킨다.138) 비전통안보 문제에 대한 중국의 학술 및 정책 논의는 인권, 인
도주의적 개입 및 민주주의를 회피하면서 국가 주권 및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강조한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중국 안보 담론에서 포괄적인 국가 권
력의 일부로 ‘소프트 파워’를 수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비전통적 안보 문제
는 보편적인 인권 개념과 관계없이 중국의 국가이익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두되었다.139)
2019년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시진핑 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
과 같은 ‘위생안보(衛生安全)’를 ‘생물안보(生物安全)’로 격상하여 국가안보체
계에 편입하였다. 2020년 2월 14일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
革委員會) 제12차 회의에서 “생물안보(生物安全)를 국가안보체계에 포함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물안보영역에서 방역체계와 거버넌스 체계를 규획, 관리
하고 국가생물안보 거버넌스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할 것”을 역설하였다. 또
한 3월 2일 군사의학과학원을 시찰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해, 당과 정부는 총체
적 국가안보관을 견지하여 인민의 생명안전(生命安全)과 신체건강(身體健康)을
최우선하여 긴급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통제가 단계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중국은 도시와 경제를 완전히 봉쇄하고, 강제적·의무적
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사태를 조기에 진정
시켰다. 하지만 중국은 사스 발생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코로나19 발생 초
기에 이를 통제·은폐하려고 시도하여,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의 계기를 제공하
였다.140) 시진핑 주석이 인민안보, 생명안전을 강조하였지만 중국이 실시한 극심
한 공중보건 강압조치는 여전히 국가는 안보의 주체, 인민 혹은 국민은 그 보호의
대상임을 말하여 주며, 개인안보보다 정권안보가 중요함을 나타낸다.
138) Acharya(2001), pp. 442-460.
139) Thornton(2015).
140) 중국이 2003년 1월 처음으로 SARS를 확인하였을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통제한
것처럼 2주간의 춘절(春節) 기간 동안 이를 국가비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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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다자협력체제
중국정부는 비전통안보 문제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모순들의
복합적 산물이며,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매우 다양하게 준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실질적인 대응방안은 비전통
안보 위협의 특성에 따라 국내 안보이익과 지역 안정 및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는 것이다. 먼저 중국은 초국가적 비전통안보 위협에는 초국가적 협력으로 대
응하고, 총체적 안보관을 통해 현재 점증하는 초국가적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
처하고 있다. 즉 다양한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서구식의 인간안보 개념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비전통안보
의 중국적 특색을 강조한다. 따라서 중국의 비전통안보에 대한 다자협력은 영역
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인권과 정치적 자유 같은 인간안보를 배제한
나머지 영역인 경제, 에너지, 환경, 질병 등을 비롯한 비군사적 요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접근은
주로 유엔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트럼프 행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다수의 다자기구에서 탈퇴하면서 중국은 글로벌 차원의
다자기구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비전통안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먼저, 중국이 경험한 경제위기, 사스와 조류독감 등의 초국가적 안보 위협이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중국은 주변국들과 함께 비전통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사스, 경제위기와 같은 초국가
적 안보 위협을 경험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 특히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
역의 이웃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위기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
며 협력을 유도하였다.
중국은 비전통안보에 대한 다자적 지역협력을 통해 이 지역에서 공통의 ‘안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고, 안보문제에 대한 공유된 개념 구축뿐만 아니라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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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아시아적 접근 방식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141) 중국이 선
호하는 ‘아시아적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정부간 협력 강조 및 권위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을 의미한다. 둘째, 협상
의 탄력성을 강조하여, 협상이 모두 실효성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의사결정 방식으로 아세안 방식을 강조한다. 아세안 방식은 내정불간섭과
주권존중,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말한다. 넷째, 문화적 개방성을 특히 강조한
다. 문화적 개방성은 다른 정치제도와 문화를 인정하고, 각 회원국은 문화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상호 포용과 화합을 추구함을 말한다.142) 이러한 개
방, 평등, 협력에 기초한 아시아 방식이 일방주의, 동맹, 강제력에 기초한 미국의
방식보다 우위에 있으며, 지역국가들에 보다 매력적임을 강조한다. 이는 상당 부
분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체제를 거부하면서, 아시아 국가들만의 안보를 추구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중국은 2014년 5월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CICA)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한다”
는 ‘아시아 신안보관’을 제시하였다.
중국이 비전통안보 위협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분리세력과 테러세력, 극단
적 종교세력과 같은 소위 ‘3대 악의 세력’이며, 특히 테러가 신장위구르 및 티베
트의 분리주의 운동과 결합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국내의
소수민족 분리주의 운동을 원천 봉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등을 통해 이를 통제하고 있
다. 2001년 6월 15일 SCO가 만들어졌으며, 회원국들은 ‘테러리즘, 분열주의,
극단주의를 반대하는 상하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분열주의와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2005년까지 국제테러 척결을 위해
중국 공안부대는 146개국의 경찰부대와 양자적 협력관계를 체결하였고, 14개

141) 廖文義(2003), 「析論新世紀中共安全戰略之建構」, pp. 54~55; Roy(2003), “China’s Pitch for a
Multipolar World: The New Security Concept,” p. 2.
142) 余潚楓(2008), pp. 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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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경찰연락관을 파견하였다. 또한 60여 개의 국제조직에 참여하였고, 530
여 명의 민정경찰을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파견하였다.
먼저 중국은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SEAN+1(중국), ASEAN+3
(한·중·일), SCO 등의 다자체제에 참여하면서 비전통 영역에서의 안보협력을
구축하고 있다.143)
ASEAN+1과 ASEAN+3 등의 다자기구는 아시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만들
어진 것으로, 이후 협력 범위가 경제와 금융협력에서 사회, 환경, 과학기술, 정보
등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ASEAN+3은 외교, 경제, 노동, 교통, 정보, 교육 등의
영역에서 장관급회의, 차관급 및 반관반민의 포럼과 학술회의 등을 전개하고 있
어 아시아 최대의 정부급 협력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ASEAN+3 정상은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의약품 및 백신의 신속한 연
구·개발·제조·유통을 위해 과학적 협력의 강화와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
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설립,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144)
ASEAN+1에서 중국은 ‘비전통안보 영역에 관한 협력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비
전통안보 영역에서 ASEAN과 전면적인 협력을 모색했다. 2003년 4월 중국과
ASEAN은 사스 관련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쌍방이 사스의 확산방지를 위한 정보교
류와 협력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145) 그리고 2020년 2월 20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라오스에서 개최된 ASEAN+1 외교부 장관 특별 회의
를 주도하고, 회의 후 발표된 성명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적시에 정보 및 모범사례
공유에 관한 협력을 촉진하고, 사람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
고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한 정책 대화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146)
한편 중국은 비전통안보에 대한 다자협력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역 및 국
143)
144)
145)
146)

「中外專家: 掃除非傳統安全威脅是一世界性課題」(2005. 6. 22).
「코로나19 아세안+3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2020. 4. 15).
傅勇(2007), p. 145.
ASEA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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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구에의 참여가 중국의 책임대국으로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즉 비전통안보, 특히 인간안보 문제를 책임 있게 처리함으로
써 중국은 경제와 안보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전통안보에 대한 다자적 협력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
고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147) 따라서 중국은 비전통안보에 대한 국제
적 차원의 다자적 협력을 보다 강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유엔과 그 산하기
구, G20, AIIB, 브릭스 등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
장 중요한 국제기구인 유엔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으며, 평화구축, 개발, 글로벌
거버넌스 등과 같은 다양한 유엔 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148)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비전통안보, 특히 인간안보를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엔
체제에서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수년간 유엔은 그 역할에 대해 비
판을 받아왔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유엔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으
며, 중국은 유엔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에 따라 중국이 유엔과 그 산하기구를 지원하는 것이 중국의 외교정책에서 우
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149) 따라서 유엔 체제 전반에 걸쳐 중국은 자국 외교
관을 핵심위치에 배치하고 있으며, 중국은 현재 유엔의 제2의 자금 제공자가
되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다수의 다자기구에서 탈퇴하였고, 그 결과 중국에 보
다 많은 활동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020년 5월 24일 대외정책에 관한 기자
회견에서 “유엔의 핵심적 역할과 WHO를 포함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의 역할
이 충분하게 발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코로나19 발생에서 드러난 각국

147) Breslin(2015), pp. 243-265.
148) Breslin and Xiao(2018).
149) Xiao(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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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중보건 시스템과 국제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
스의 개혁이 급선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WHO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WHO는 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유엔
전문기구로 신종 전염병의 조기 검사와 경보, 방역 전략 조율, 진료 및 치료방
법 공유 및 국제지원 결성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글로벌 공중
보건 비상 협의체 마련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였다.150)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왕이 외교부장은 ‘다자주
의’를 견지하여, 글로벌 공중보건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WHO가 전 세계 방역협
력 중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인류위생건강공동체를 만들 것을 건의하였
다.151) 이에 따라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WHO를 포함한 유엔 기구뿐만 아
니라 G20, 일대일로, AIIB, 브릭스 등 국제기구에서 “글로벌 공중보건 거버넌스,
인류위생건강공동체, 건강 실크로드” 등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먼저 WHO 내 영향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2020년 3월과 4월에 각각 WHO
에 총 5천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3월 26일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특
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연설 발표를 통해 “국제기구가 역할을 발
휘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며, 세계보건기구(WHO)가 리더십을 발휘해 과학적이
고 합리적인 방역 조치를 마련하고 총력을 다해 코로나19의 국경간 전파를 막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152) 이어서 시진핑 주석은 “WHO에 기반한 코로나19
정보공유 강화 및 전면적이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지침 확대, G20의 역할
발휘를 통해 정책 대화와 교류를 강화, 세계 공중보건 안전 고위급 회의 개최” 등
을 제안했다.
이어서 2020년 5월 18일, 시진핑 주석은 제73회 세계보건총회(WHA:
WHO의 최고 의결기관) 개막 화상 행사에서 “국제사회가 단결·협력을 통해 전
염병을 퇴치하고 인류위생건강공동체를 함께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코
150) 「必须积极支持国际组织发挥作用, 抗击疫情离不开命运共同体意识」(2020. 4. 8).
151) 「必须积极支持国际组织发挥作用, 抗击疫情离不开命运共同体意识」(2020. 4. 8).
152) 「习近平出席二十国集团领导人应对新冠肺炎特别峰会并发表重要讲话」(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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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 대응과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2년에 걸쳐 20억 달러를 지원하고, 유
엔과 협력해 중국에 글로벌 인도주의적 대응창구 및 허브 설치,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이를 글로벌 공공재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153)
그리고 2020년 4월 28일 개최된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브릭스 5개국 외무장관회의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에 ‘다
자주의’와 UN 중심 ‘국제체제의 수호자’로 자처하였다. 이 회의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BRICS는 다자주의, UN 중심
국제체제,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 견지, WTO 체제, G20 및 기타 다자협력체
제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향후 중국은 BRICS 국가와 정보 및 경험 공
유를 강화하고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여 백신 공동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할 것”을
주장하였다.154) 이처럼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안보 도전에 세계 또는 지역
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다자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은 ‘다자주의의 수호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세계 구원자’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 생긴 공백을 이용하여 코로나
19 대응의 ‘세계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자기구를 통한 내러티브
(narrative)155) 공세를 강화하였다. 특히 2020년 3월 이후 중국에서 코로나
19의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중국은 미국과 서구의 ‘민주적 거버넌스’ 실
패를 강조하는 국제 내러티브를 강화하면서, 자신을 ‘코로나19 대응의 리더’로
캐스팅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80여 국가에 의료장비와 의료진을
지원하였고, 각종 다자기구를 통해 강력한 통제에 기초한 ‘중국 국가 시스템의
우월성’을 선전하였다. 중국은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한 이야기(story)를 세
계와 공유함으로써, ‘코로나19’ 발생국이라는 ‘중국 책임론’을 코로나19 해결

153) Qi(2020).
154) Klomegah(2020).
155) 내러티브(narrative)는 “행위 주체가 특정 정책이나 사건을 타자에게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조
직한 이야기(story) 혹은 이야기 구조”이며, 그 목표는 타자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서 자신의 ‘정당성’
을 획득하는 것이다. 유동원(202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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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는 ‘중국 공헌론’으로 바꾸고자 하였다.156)
그러나 불확실하고 타자의 공감이 없는 일방적인 선전(propaganda)이나
비효율적인 글로벌 행동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국의 역량에
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 중국은 국내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은폐와 늦장 공개로
인해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중국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과 공조의 대표적 기구로 자평
한 WHO는 중국에 편향된 상황 해석, 너무 늦은 ‘팬데믹’ 경보로 인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생을 은폐했을 때, WHO는 이 문제를 폭
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고 이를 국제
사회에 전달하였다. 그 결과, 세계는 귀중한 몇 주간의 대응 시간과 수많은 생
명을 잃었다.157) 모든 국제기구 중에서도 WHO는 인도주의적인 사명을 고려
할 때 가장 비정치적인 기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중국 편향적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WHO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영향력을 보
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할 국제기구를 육성하기 위한 캠페
인을 벌여 수많은 국제 다자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중국 외교관들
을 핵심적 위치에 배치했다. 그리고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권위주의 정치를
강화하였다. 스트롱맨의 통치는 투명성과 타협이라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가치
와 부합하지 않지만, 시진핑 주석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권위주의적 방향으로
밀어붙이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158)
비전통안보를 포함하는 다자협력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자기구를 통해 중국의 목표를 발전시키기
156) 유동원(2020), p. 5.
157) 미국 사우스햄튼 대학은 중국이 3주만 더 빨리 코로나19 대응에 나섰다면 전 세계 피해가 95% 줄어
들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다. 코로나19 발병은 지난해 12월 WHO에 공식 보고됐지만 실
제로는 우한에서 11월께 발병 보고가 있었다. 「72년만의 이혼? 트럼프, WHO 탈퇴 통보…바이든 “내
가 당선되면 복귀”」(2020. 7. 8).
158) Beckley(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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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다. 다자기구를 구성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권위주의적인 가치
보다 자유주의적 가치를 우선하며, 국가 권위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보편적
권리를 존중하며, 어떤 단일 정당의 이익보다 광범위한 공공 이익을 우선시한
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운영방식과는 정반대다. 중국체제에서 공산당은 법 위
에 있고, 집단적 국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며, 당은 중국의 국익을 정
의하고 이를 추구하게 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다자간 기구 탈퇴는 중국에
게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은 중국 모델의 요소를 글로벌 거버
넌스 시스템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질서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국이 제기하는 ‘인류 운명공동체’와
같은 개념은 ‘소위 보편적 가치’에 우선한 중국의 예외주의와 반자유주의적 중
화주의를 각 나라가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반부패 노력, 민주
적 거버넌스 또는 인권 확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중국은 특히 강제 수용소에 백만 명 이상의 위
구르족이 수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며, WTO
는 중국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다자협력 노력은 현재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다자간 기구에
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이러한 기구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덜 유용하다. 많은 국가들이 관련 다자기구를 통해 국가 목표의 ‘인정’을 추구
한다. 유엔 체제와 다른 다자간 포럼에 참여하고 이끄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러한 조직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다른 권위주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다자기구로부터 정당성을 빌린다. 만약 중국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거버
넌스를 향한 비전이 없이 자신의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 유엔을 이용한다면,
결국 유엔이 중국에 제공하는 합법성은 떨어질 것이다.159)

159) Bae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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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구조조정 지연과 거시경제정책 변화
가. 중국의 경제정책 추진 양상의 변화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여 년간 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국진민퇴
(國進民退), 산업 고도화 지연, 도농·지역 격차, 소득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축적되
었다. 2012년 전후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하락하게 되었고, 중국경제
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과 경제·산업의 고도화가 필요
하게 되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중국정부는 4조 위안의 대
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구조적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2012년 전후로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인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
대에 접에 들면서 기존의 양적 성장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 질적 성장방식으
로의 전환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질적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상술한 중
국경제의 고질적인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
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 공급 측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공급 측 구조개혁은 2015년 전후로 중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모순
인 공급과잉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부동산 재고 해소, 취약부문
보완 등 다섯 가지 분야로 추진되었다. 공급 측 구조개혁 실시 이후 철강, 시멘
트 등 공급과잉 전통산업은 국유기업의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
여 ‘생산량 감소 → 제품가격 상승 → 기업수익 상승’으로 회복되는 성과를 거두
었다. 기업부채 축소와 관련하여서도 중국 비금융기업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2016년 3/4분기부터 2017년 4/4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
관련으로는 부동산 재고 해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오히려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대도시에서는 부동산 자산가격이 급속히 상승하게 됨에 따라, 2018년에 공
급 측 구조개혁의 5대 중점과제를 3개로 통합·조정하여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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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공급 측 구조개혁의 시기별 중점과제 분류

구분
무효공급
축소
유효공급
확대

주요 분야

5대 중점과제

3대 중점과제

(2016~17년)

(2018년)

철강, 석탄, 시멘트, 태양광 등

설비과잉 해소

설비과잉 산업, 중소도시

기업부채 축소

부동산 재고

부동산 재고 해소

-

첨단산업, 서비스업, 신산업,

기업원가 절감

기업원가 절감

취약부문 보완

신성장동력 육성

대도시 공공주택, 교육, 의료,
기초 인프라, 환경보호

한계기업 퇴출

자료: 현상백 외(2018),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p. 51.

2018년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 거시경제 최우선 과제는
‘6대 안정(6穩)’160)으로 전환되었다. 강도 높게 추진되었던 공급 측 구조개혁
중 일부 중점 추진업무가 조정되었고 개혁의 강도가 약화되었음을 뜻한다.161)
2019년 3월 중국 양회(兩會)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 의하면, 2017~18년
에 공급 측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강, 석탄 분야 공급과잉 축소, 기업부채 축
소를 포함한 강도 높은 국유기업 개혁과 경제 구조조정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대규모 감세를 통한 민영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중시, 외상투자법을 통한 외
자기업 투자유치 및 대외개방 확대 등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강조하였다.162)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명시한 공급 측 구조개혁의 중점업무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감세 및 비용절감을 통한 중소·영세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확
대를 최우선 중점 업무로 강조하였고, 전염병 확산, 미·중 통상분쟁 심화 등 국
가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산업·공급 사슬 안정,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등
의 내용이 추가되었다.163) 2018년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된 이후부터 공급
160) ‘6대 안정’은 고용, 금융, 무역, 외국인투자, 투자, 예측가능성 등 6개 분야에서 안정적 운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161) 감소세를 보이던 기업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2018년 1/4분기에 전 분기 대비 3.8%p 증가한
164.1%를 기록하였다.
162) 현상백 외(2019), 「2019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p. 21.
163) 현상백 외(2020),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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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미·중 통상분쟁 이후 공급 측 구조개혁 중점업무의 주요 내용
2019년

2020년

- 제조업 질적 발전 촉진

- 중소·영세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 융합

- 제조업 질적 발전 촉진

- 기업원가 절감

- 산업·공급사슬 안정

- 민영기업 발전 지원

- 신성장동력 육성

- 농업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

- 식량안보 및 농산품시장 공급 안정
- 에너지 안보 보장

자료: 현상백 외(2019, 2020) 참고하여 정리.

측 구조개혁은 무효공급 축소와 관련된 구조조정 과제의 추진 동력이 약화된
반면, 유효공급 확대와 관련된 기업원가 절감(감세정책)과 신성장동력 창출(산
업고도화)이 더욱 강조되는 변화를 보였다.
2020년 코로나19의 중국 내 확산이 중국경제의 큰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공급 측 구조개혁의 중점과제 추진 내용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중국경제의 최우선 목표가 최소한의 경제적 펀더멘털(fundamental)을 사수
하겠다는 ‘6대 보장(6保)’164)으로 전환되고 미·중 갈등 심화와 장기화에 따라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급 측 구조개혁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중국경제의 충격을 주요경제지표를 통해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정
부의 단기 대응 및 장기 발전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나. 코로나19 충격과 중국 거시경제정책의 변화
1) 코로나19의 중국경제에 대한 충격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코로나19는
164) ‘6대 보장(六保)’은 고용 보장, 민생 보장, 가계·기업 활력 보장, 식량·에너지 안전 보장, 공급망 안정,
기층정부 운영 안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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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시경제에 큰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 내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서 중국정부는 우한 봉쇄, 전국 자가격리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투자, 소비, 수출입 등 주요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
을 미쳤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2020년 상반기 주요경제지표 변화를 살펴
보고자 한다.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1/4분기의 중국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6.8%를 기록하여, 중국정부가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공식 발표한 1992년
이후 첫 번째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20년 1/4분기 중국 경기는 급격
하게 침체되어 주요 생산, 소비, 투자, 수출입 모든 경제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시기인 2020년 1/4분기 GDP에서 소비, 투자, 순
수출의 기여도는 각각 전년 4/4분기 대비 -7.9%p, -4.2%p, -0.9%p 하락한
-4.4%, -1.5%, -1.0%를 기록하였다. 2020년 1/4분기 소비, 투자, 순수출의
GDP 역성장의 공헌율은 각각 64%, 21.5%, 14.4%를 기록하여 중국 경제성장
을 견인하던 소비가 경기하락을 주도하였다.
1/4분기 지준율 및 금리인하 조치가 시행되고 3월 말부터 조업재개가 본격화
됨에 따라, 2020년 2/4분기 중국 GDP는 전년동기대비 3.2% 성장을 기록(상반
기 –1.7%)하였다. 단기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정상화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4분기 소비, 투자, 순수출의 기여도는 각각 -2.3%, 5.0%, 0.5%
를 기록하여 1/4분기 대비 1.9%p, 6.5%p, 1.5%p 증가하였다. 2/4분기 소비, 투
자, 순수출의 GDP 공헌율은 각각 -73.3%, 156.7%, 16.6%를 기록하여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소비는 둔화폭을 축소하였으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조업, 인프라, 부동산 투자 주도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코로나19의 산발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이동이 여전히 제한적이
어서 소비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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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중국 GDP 및 소비/투자/순수출 기여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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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https://www.ceicdata.com/ko, 검색일: 2020. 10. 20).

그림 4-2. 중국 소비/투자/순수출 공헌율
(단위: %)
120
70
20
-30

소비

0

0

02

07

-2

02

05

-2

02

0

0
02

-2
03

01

-2
01

01

-2
11

-2

9

9

9
01

09

-2

01

투자

07

-2
05

03

-2

01

9

9

9

8

01

01

-2

01
-2

11

09

-2

01

01

8

8

8
01

-2
07

-2
05

03

-2

01

8

-80

순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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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재개에 따라 산업생산이 가장 빠른 회복을 보였다. 중국의 2020년 1~2
월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3.5%를 기록하였으나 3월에는 전년동기대비
-1.1%를 기록하여 둔화폭을 빠르게 축소하였고, 4월 3.9%로 플러스로 전환하
여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 제조생산은 1~2월 -14.4%의 큰
하락세를 보이다가 3월 8.9%, 4월 10.5%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중국정부의 내수주도 성장 전환에 따라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소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2020년 1/4분기 소매판매 증
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9.0%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식 지
출과 상품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2월 전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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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비 -20.5%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3월에도 -15.8%를 기록하였다. 4월부터
둔화폭을 축소하면서 4월 -7.5%, 5월 -2.8%, 7월 -1.8%를 기록하고 있다. 이
러한 회복세는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고 중국정부가 경기 및 소비 부양책
을 실시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및 중국 내
산발적인 발생, 장강 중상류 폭우 및 홍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2020년 1~2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4.5%를 기록하였고, 상반기(1~6월 누적)는 -3.1%를 기록하여 둔화폭을 빠
르게 축소하고 있다. 고정자산투자 통계는 누적치의 전년대비 증가율이고 소매
판매는 각 월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임을 감안하면 투자의 회복세가 소비보다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투자주체별로 살펴보면, 국유기업투자는 2020년 상반
기(1~6월) 전년동기대비 2.1%를 기록하여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한 반면, 민간
투자는 -7.3%를 기록하여 둔화폭을 축소하고 있으나 국유기업에 비해 더딘 회
복을 보이고 있다. 3대 부문별 고정자산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인프
라 분야에서 코로나19 충격이 크게 나타났고,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라 인프라, 부동산 분야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의 회복속
도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3.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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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월 데이터 누락, 2월 데이터는 1~2월 누적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tjsj/, 검색일: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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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고정자산투자(전체/국유기업/민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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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누적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1월 데이터 누락, 2월 데이터는 1~2월 누적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CEIC(https://www.ceicdata.com/ko, 검색일: 2020. 10. 20).

중국의 대외무역은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으로 감소
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의 영향이 더해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다가 3월 이
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중 통상갈등으로 인해 2019년 중국 수출입은 1.9%, 3.2%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각각 2.0%p, 5.3%p 하락하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9년 중국의
대미국 수출은 13.0% 하락하였으나, 대아세안 및 대EU 수출은 각각 12.0%,
4.0% 증가했고, 대미국 수입은 21.3% 감소하였으나, 대아세안 및 대EU 수입
은 각각 5.0%, 1.0% 증가165)하였다.
중국 내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1/4분기에는 전국적인 봉쇄조치로 상
품 수출입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하였다. 특히 2020년 2월 수출은
80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40.5% 감소하였다. 2020년 2월
중국 무역수지는 620억 5,1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나 3월부터 무
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고 5월에는 629억 2천만 달러, 7월에는 623억 2천
만 달러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다.
수출과 수입의 월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 2월,
3월 수출 증가율이 각각 -2.6%, -40.5%, -6.6%를 기록하였으나, 4월에 플러
165) 안성배 외(2020), 「2020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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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중국 대외무역 규모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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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https://www.ceicdata.com/ko, 검색일: 2020. 10. 20).

그림 4-6. 중국 수출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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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https://www.ceicdata.com/ko, 검색일: 2020. 10. 20).

스 성장, 7월에는 7.2%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수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1
월 -12.6% 성장하였으나 그 이후 플러스, 마이너스 성장을 반복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 코로나19 충격 최소화를 위한 중국 거시경제정책 변화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는 중국경제에 큰 충격요인으
로 작용하여 1/4분기 소비, 투자, 생산, 대외무역 전 분야에서 큰 감소세를 보
였다. 그러나 2/4분기 이후 투자, 생산, 수출을 중심으로 V자 반등을 보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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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GDP도 기대치보다 높은 전년동기대비 3.2%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경기반등은 코로나19의 안정세에 따라 조업재개와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 실
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하반기에도 경기반
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비회복 부진, 민간투자 부진, 수입 감
소에 따른 무역흑자 확대 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부양책에 따른 국진민퇴
의 재연과 부동산 자산가격 상승 등, 중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지연하고 금융 리
스크 요인을 증대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정부도 이러한
과거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을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거시경제정책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 있어 목표, 수단, 전달기제 등 일부 문제
점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절에서는 5월 양회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
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내용과 변화를 살
펴본다.

① 거시경제정책 목표 변화(‘GDP 배증’에서 ‘고용, 탈빈곤’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중국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2020년 거시경제정책의 최
우선 목표는 ‘GDP와 소득배증 목표’ 달성으로 볼 수 있다. ‘GDP와 소득배증
목표’는 2021년은 중국정부가 ‘전면적 소강사회’ 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까
지 GDP와 소득을 2010년 대비 2배로 늘리겠다고 제시한 목표로, 2020년도
경제성장률 5.52% 이상을 기록해야 소득배증 목표를 달성166)할 수 있다. 그러
나 코로나19의 발생으로 2020년 1/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6.8%로 집계
되면서 연 5.52% 이상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중국정부가 5월 양회(兩會)167)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2020
년도 GDP 증가율 목표를 명시하지 않았고, 경제운용 방침으로 ‘6대 안정(六
穩)’과 ‘6대 보장(六保)’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코로나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166) 현상백 외(2020),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p. 16, 31번 각주.
167)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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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상화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거시경제정책 목표로 ‘6대 보장(六保)’
을 제시하였다. ‘6대 보장(六保)’은 고용, 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전, 공
급사슬, 기층조직 운영 등 6개 분야에서 최저선을 방어함으로써 경제 펀더멘털
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섯 가지 과제 중 고용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 총고용에서
79.4%(2018년 말 기준)168)를 차지하는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코로나
19 피해 극복의 출발점으로 강조하였고, ‘중소기업 지원 → 기업 투자 확대 →
고용창출 → 민생안정 → 가계소득 증가 → 소비확대’의 회복 순환고리를 만들
어 경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도시지역 신규고용 목표치를 900만 명 이상으
로 정하고,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및 등록실업률 목표치로 각각 6%와 5.5%를
제시하였다. 2019년 신규고용자는 1,352만 명(목표치 1,100만 명), 조사실업
률(목표치 5.5%)은 5.2%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하여 2020년 신규고용 및
실업률을 하향 조정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는 탈빈곤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GDP
목표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의 핵심 목표로 탈
빈곤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빈곤인구는 2019년 말 기준 2018년 말
대비 1,109만 명 감소한 551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까지 탈빈곤 완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빈곤층, 농민공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68) 중국국가통계국이 2019년 12월 18일 발표한 「제4차 전국경제조사보고서 12」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중국
중소·영세 기업 업체 수는 1,087만 개로 전체 기업의 99.8%를 차지하고, 2억 3,3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총고용의 79.4%를 차지한다. 新浪(2019. 12. 18), 「统计局：5年来中小微企业吸纳就业人员数量增长5.5%」,
http://finance.sina.com.cn/roll/2019-12-18/doc-iihnzhfz6770489.shtml(검색일: 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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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중국의 거시경제 운용 목표

구분
기본 방향
경제성장률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취업우선, 민생보장, 탈빈곤 완성,

합리적 구간
6~6.5%
(六稳 달성)

목표
전면 샤오캉사회 목표 실현 노력

6.1%

未설정
(六保, 六稳 달성)

신규 취업

1,100만 명 이상

1,352만 명

900만 명 이상

도시조사실업율

5.5% 내외

5.2%

6% 내외

도시등록실업율

4.5% 이내

3.62%

5.5% 이내

탈빈곤

1,000만 명 이상

CPI

3% 내외

1,109만 명
빈곤발생률 0.6%
2.9%

전부(551만 명) 해소
3.5% 내외

자료: 2019년, 2020년 정부공작보고 참고하여 작성(中国政府网, 2019年政府工作报告全文, http://www.gov.cn/
zhuanti/2019qglh/2019lhzfgzbg/(검색일: 2020. 10. 20)); 中国政府网, 2020年政府工作报告全文, http://
www.gov.cn/guowuyuan/2020zfgzbg.htm(검색일: 2020. 10. 20)).

② 거시경제정책 운용 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
소화하고 경제 정상화를 목표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운용
될 전망이다.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고용과 민생 안정으로 설정하였
고,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169)
재정정책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 네 가지 정책수단을 제
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재정적 자율 상향 조정, 특별국채 발행, 지방정부 특
수목적채권의 발행 확대, 감세·비용경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170) 2020년 재정
적자율 목표치는 전년대비 0.8%p 상향 조정한 3.6% 이상으로 제시하였고 2020
년 재정적자 규모액은 3조 7,6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조 위안을 증액하였다.
이번 코로나 대응을 위해 중국정부는 10여 년 만에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고,
발행 규모는 1조 위안으로 제시하였다. 특별국채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169) 현상백 외(2020),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p. 17.
170) 위의 자료,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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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취약계층, 자영업자, 영세기업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재정적자 증액분인
1조 위안과 특별국채 발행액 1조 위안, 총 2조 위안은 관련 정책을 직접 집행하
는 기층단위의 지방정부에 직접적으로 이전 지급되어 중간단계에서 왜곡을 최소
화할 예정이다. 지방 특수목적채권은 3조 7,500억 위안까지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 있는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국가 중점 프로젝트(兩新一重)에 투
입할 계획이다. 2020년 감세정책을 통한 기업 비용절감 목표치는 연초에 제시한
목표치(2조 위안)보다 5,000억 위안 증액한 2조 5,000억 위안 이상으로 상향 조
정171)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되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유연한 운영’이 추가된 점을 감안
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 속도
에 따라 유동성 공급을 조절하는 등 보다 신속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코
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지급준
비율 인하172) △정책금리 인하 이외에도 △역RP 운영을 통한 공개시장조작 △
특별재대출 신설 △국유은행의 영세업자에 대한 대출 확대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만기연장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대응173)하고 있다.

③ 2008년 대규모 부양책과의 차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번 거시경제정책은 기존의 경제성장률 타기팅의 부
양책과는 달리 고용과 민생 안정 타기팅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실
현하기 위해 기존 정책자금의 전달경로가 왜곡된 정책효과와 부작용을 나타냈
다고 판단하고, 정책자금의 전달경로 개선을 강조하였다. 특히 경제구조의 부
작용을 초래하는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부양은 실시하지 않고 있
다.174) 지방정부 음성채무 증대, 중복투자 및 자원낭비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
171) 현상백 외(2020),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p. 7.
172) 중국인민은행은 2020년 상반기에 총 세 차례의 지준율 인하를 실시하였다.
173) 현상백 외(2020),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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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정책자금 재원 마련 방식,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및 디
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 등의 차별성이 있다.
우선 중점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중소·영세 기업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용을 빠르게 안정시킴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가 뚜렷하였다. 성시급, 지급 등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정책자금의 실행
주체인 기층 지방정부에 정책자금을 직접 이전하여 재정정책의 효과가 왜곡되
지 않도록 전달경로를 개선하였다. 또한 2008년 당시 지방정부는 예산법에 따
라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프라 및 부동산 개발에 대한 임무수행
을 위해 지방정부 산하에 투융자 플랫폼 기업(LGFV: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을 설립하고 그림자 금융 채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는
데, 그 결과 음성적인 지방정부 부채가 주요 금융 리스크로 대두되었다. 중국정
부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음성적인 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투융자 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하고 2011년부터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허용하였다. 이로써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는 관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는 2008년 당시 GDP 12%에 해당하는 4조 위안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하여 국진민퇴, 중복건설 및
낭비 심화, 금융 리스크 증가 등 경제구조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통화정책은 선제적인 대응을 하되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운
용될 전망이다. 이는 2008년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부동산 거품 형
성, 국진민퇴 재연, 공급과잉 심화 등의 부작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이다.

174) 현상백 외(2020),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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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거시경제정책의 변화: 2008년 및 2020년 경기부양책 비교
구분

2008년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

∙ 경기둔화 방지 및 경기부양

목표

∙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 회복

2020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피해 최소화
∙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고용·민생안정
∙ 2020년 경제목표와 전면적 소강사회 진입을
위한 적정 수준의 경제성장 달성
∙ 재정지출 확대: 11.01조 위안(GDP 10.5%)
∙ 금리 및 지준율의 선별적 인하
∙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감세 및 비용 경감, 금

∙ 재정지출 확대: 4조 위안(GDP 12%)
정책
수단

∙ 단기간 금리 및 지준율 인하(2018. 9~12: 각
각 네 차례 인하)를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 인프라 투자 확대(2009년 5조 4,695억 위안)
∙ 가전 및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통한 소비 촉진

리 인하, 대출 상환 연기 등 맞춤형 정책 실시
∙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
∙ 친환경차, 스마트가전 등 소비 촉진과 동시에
녹색소비, 국제소비센터 육성, 스마트 소비상
권 조성, 야간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소비 고
도화

전달
경로
(기대)
효과

∙ 중앙 → 국유은행, 금융기관 → 부동산·인프 ∙ 직접이전지급제도 신설: 중앙정부 → 현급 지방
라 개발 관련 국유기업,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LGFV)

정부 또는 중소·영세 기업(중간단계 왜곡 방지)
∙ 지방정부 특수채권 발행

∙ 2010년 10.6%의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 회복 ∙ 신규 고용 900만 명 달성
(’07: 14.2% → ’08: 9.7% → ’09: 9.4% ∙ 551만 빈곤인구 탈빈곤 달성
→ ’10: 10.6%)

∙ 3% 내외의 경제성장률 달성

∙ 부동산 가격 급증
∙ 국진민퇴 심화 및 민영기업 자금난 심화
부작용 ∙ 국유기업 공급과잉 심화

-

∙ 기업 및 지방정부 부채 급증
∙ 그림자 금융 확대 및 금융 리스크 증대
자료: 현상백 외(2020),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p. 18 인용 및 일부 내용 보완하여
저자 정리.

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의 ‘쌍순환(雙循環)’ 발전전략
중국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경제의 단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중국경제의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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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작인 2021년은 마침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국정부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완성
하는 해이자,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30년(2021~50년)의 시작
점이자, 14차 5개년(2021~25년) 계획이 시작하는 해로, 중국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해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14차 5개년 규획 수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175)으로 구체적인 이론체계와 정책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으나,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는 ‘쌍순환’ 정책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
제 중장기 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중국 내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
부는 국내 대순환과 국제 대순환을 의미하는 ‘쌍순환’ 정책을 중국의 중장기 발
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176) ‘쌍순환’은 미·중 갈등 심화와 장기화에 따라
대외 리스크를 축소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내수 위주의 자체적인 선순
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중 ‘국내 대순환’은 중국경제가 대외의존
형이 아닌 소비 및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한 국내순환 위주로 성장하도록 경
제성장의 틀을 개편해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정부는 ‘쌍순환’ 추진에
서 국내 및 국제순환을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하고 촉진하는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가 상호 맞물려 성장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175) 국가발개위는 8월 24일 ‘14.5 규획’ 작성에 앞서 23개의 후보 과제에 대한 총서를 발간하였고, 후보
과제로는 △신형 도시화 추진 △내수확대전략 추진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사회주의 경제체제 건
설 △효과적인 투자 확대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 △지역발전 전략 추진 △탈빈곤 및 특수지역 진흥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고품질 발전 추진 △농촌진흥 실시 △종합 교통운수 체계 구축 △현대 에너
지 체계 구축 △제조업 고품질 발전 추진 △혁신발전 심화 △녹색 순환 저탄소 발전 추진 △사회 공공
서비스 시스템 건설 강화 △일자리 우선 전략 실시 △현대 물류 시스템 구축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촉진 △물가 안정 △일류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 △대변화 시기에 대한 분석 △중화민족 부흥 전략에
대한 이해 등을 제시하였다(《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经济思想 做好“十四五”规划
编制和发展改革工作》系列丛书(8.24)).
176) 시진핑 주석은 쌍순환 정책을 정치협상회의(5월 23일), 기업좌담회(7월 21일), 정치국상무위원회(8월 5

일), 경제사회 전문가 좌담회(8월 24일), 중앙전면 심화 개혁위원회(9월 1일), 기층 대표 좌담회(9월 17일)
등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안성배 외(2020), 「2021년 세계경제 전망」, p. 75, 81번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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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쌍순환 발전전략이 제기된 배경으로는 중국경제가 1978년 이후 개
혁개방을 통해 수출 지향적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여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
나,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8년 미·중 통상분
쟁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환경을 고려하여 국내 수요 위주의 전략으로 재편
이 불가피하게 된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갈등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
는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대일로 등 대외경제협력 추진에 있
어 많은 어려움과 미국의 견제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구축한 이후에 중국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대내·대외 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국경제의 대내적인 여건 측면에서
도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2006년 64.2%에서 2019년 31.8%로 하락하고 있고,
소비의 성장기여율이 약 60%(2019년 57.8%)로 상승하여 내수 위주의 발전전
략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쌍순환’은 기존에 중국정부가 추진하던 국가전략인 내수주도 성장 전환, 공
급 측 구조개혁, 자국기업 중심의 공급망 구축, 핵심기술 개발(자주혁신) 등을
포괄하는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발전전략이 ‘쌍순환’ 발전전략 틀
안에서 재구성되면서 그 의미와 추진방향의 일부 내용이 조정 또는 추가되었
다. 예컨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주도의 성장방식 전환이 추진되
고 있으나, 주로 중국 수출 및 투자의 성장기여율 축소와 소비의 성장기여율 확
대로 추진되었다. 반면 이번 쌍순환은 중국 투자 및 소비의 활성화를 통해 해외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겠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꼽힌
다. 즉 기존의 내수주도 성장이 투자·수출주도의 성장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라
면, 쌍순환에서의 내수주도는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핵심부품 및 장비에 대
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소비재의 소비도 해외시장 의존도를 낮추겠다
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총공급 면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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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측 구조개혁을 심화하여 GVC 분업 구조에서 중국기업 중심의 밸류체인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고, 총수요 면에서는 신산업·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
출 및 소득 증대, 신형 도시화 추진 등을 통해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고하
여 해외시장에 의존하던 구조를 국내시장 의존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쌍순환 정책을 통해 독자적인 공급망과 시장을 구축하는 한편, 미
래 신산업 분야이자 국가안보와도 연계되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독자적인 국가체제와 발
전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14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해외인재 유치 확대, 디지털 경제의 기반
인 신형 인프라 구축177) 등이 중국정부 주도로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라. 소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거시경제정책은 코로나19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미·중 통상분쟁의 심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지
속, 미국 대선 등으로 인하여 2020년 하반기에도 중국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
은 여전히 큰 상황이지만, 중국 내 코로나19 진정세,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 등을 감안하면 중국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V자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
망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주요경제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 회복이 더디고 투
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점, 고정자산투자가 국유기업 및 인프라 분야
위주로 회복되고 있고 민간투자 및 제조업 회복이 더딘 점, 정책자금이 부동산

177) 중국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유사한 ‘신형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신형 인프라’는
△5G △빅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고속철도와 도시철도 △특고압(UHV) 송전설비 △
전기차 충전소 등 7대 영역을 포함하며, 중국정부는 ‘신형 인프라’ 구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단
기 충격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디지털 기술개발과 공급망 구축을 통해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자 한다.

132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점, 지방재정의 토지재정
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점 등은 중국정부의 정책효과가 얼마나 클지, 중
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거시경제정책 추진에 있어 중국정부는 경기부양을
통한 단기적 피해극복과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도 추진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성장(안정)
목표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책 추진에 있어 2008년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거시경제정책 추진에 다양한 변화와 개선을 시도하
였다. 그러나 직접 금융시장 발전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여
전히 국유은행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지방정부의 토지재정 의존이 여전히 해
결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중국정부의 이번 변화가 얼마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통상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6대 안정’ 과제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6대 보장’ 과제가 최우선 정
책 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중국정부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혁신형 경제)으
로 전환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였던 공급 측 구조개혁의 강도와 속도가 조
절되어 중국경제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양회 기간 동안 국가발전개혁
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의 9대 중점 업무
를 살펴보면 일부 국가전략의 중점 추진내용에 대해 수정이 이루어졌다. 2020년
은 13차 5개년 규획이 마무리되는 해로 공급 측 구조개혁, 산업구조 고도화, 혁
신국가 전환, 일대일로 등이 국가전략의 중점 분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여파로 코로나19 방역, 3대 난제 해결(특히 빈곤탈피), 고용 및 민생안정, 내
수확대 등178)이 강조되었다.
2020년 중국정부의 중점 업무 우선순위도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갈등 심

178) 현상백 외(2020),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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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조정이 이뤄졌다. 금융 리스크, 탈빈곤, 환경 등 3대 난제와 관련하여
2019년에는 금융 리스크를 가장 먼저 제시하였지만, 2020년에는 빈곤탈피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공급 측 구조개혁은 무효공급 축소와 관련된
공급과잉 해소, 기업부채 축소 등 과제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고, 유효공급 창출
을 위해 감세를 통한 기업 생산비용 절감이 중시되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갈등 심화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산업·공급사슬 안정,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등 국가 위기상황을 대비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내수확대와 관
련된 내용 중 유효투자 확대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과거의 전통 인프라 투자에
서 벗어나 미래 신산업 발전과 관련된 신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
써 산업 고도화와 소비 고도화를 도모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개방 전략과
관련하여서는 13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일대일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강조되지 않았고, 고용안정 및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 안정
적인 수출입과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강조하였다.
중국정부의 단기적 경기부양책 시행 과정에서 중국의 고질적인 구조적 모순
의 해결이 지연되는 것은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불가피한 측
면이 있다고 보인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단기대응과 동시에 길게는 2050년, 짧게
는 2025년까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글로벌 확
산 이후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쌍순
환’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갈등에 있어 대외 리스
크를 최소화하면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기업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를 확대하여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자체적인 선순환 경제체제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동북부, 중서부 지역 발전을 통해 중산층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내수
주도의 경제구조 전환을 도모하는 동시에, 미국이 제재하는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미국시장과 기술로부터 독자적인 경제체제를 구축
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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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의 성장전환은 투자, 수출주도에서 내수로 전환한다(체질 개선, 경제적 측
면)는 과거와 달리 미국과의 갈등에 대응(안보적 측면)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신
형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위안화 사용 등을 통해 독자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
하려 하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분쟁을 경험하면서 중국정부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가
속화할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은 우리나라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정
책자금의 일부는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하는 신형 인프라에 투입될 예정인데,
이러한 신형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중장기
적으로는 미래 디지털 산업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일 것이다. 한국도 제4차 산
업혁명 대비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과거 일대일로와 중국제조2025를 추진하여 GVC의 고부가가
치로 이동하겠다(시장은 선진국, 생산은 중국)는 것과는 다르다.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경제전환은 중국이 디지털 시대의 시장과 생산지의 역할을 모두 수
행하여 독자적인 시장과 공급망 구축의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에 대한 대응방안 또는 협력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국 무역구조의 변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세계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중요한 트렌
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이다.179) Richard Baldwin(2016)이 주장한 정보기술의 발전이 현재의 GVC
를 구축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발전은

179) UNCTAD(2020), pp.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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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를 재조정하는 원동력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180) 둘째는 미·중 무역분
쟁이 촉발시킨 보호무역주의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제 분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구축된 GVC를
분할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성찰이
다. 기후 온난화, 이상 기후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를 고려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방식 변화가 세계무역
과 GVC에 주요한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현재 공급 및 수요 충격으로 인
한 세계경제의 침체와 세계 분업의 단절을 겪고 있다. 본절은 이러한 배경을 바
탕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올 충격, 그중에서도 현재 세계무역에서 중요한 생산
지로 여겨지는 중국 중심의 GVC와 무역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국제생산 네트워크는
GVC 무역을 창출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언급
되는 GVC에서의 탈중국 현상과 더불어 중국과 아세안 지역에서의 생산 네트
워크 확산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181)

가. GVC에서의 탈중국 현상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현재 GVC에서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자 미·중 무역분쟁의 중심에 위치한 화웨이(华为)의
주력상품인 스마트폰을 통해 중국의 GVC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2017년
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의 약 99%에 해당하는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2) 하지만 하나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려
180) Baldwin(2016), The Great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New Globalization,
번역: 엄창호(2019), 「그레이트 컨버전스: 정보기술과 새로운 세계화」, pp. 15~19.
181) 다국적 기업의 국제 생산 네트워크가 GVC를 구축하고 조정한다는 점을 UNCTAD(2020), p. 129
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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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많은 부품과 중간재가 필요하며,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도 이 모
든 것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GVC 체제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아
이폰을 통해서,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한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
떠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183) [표 4-5]는 아이폰7과 아
이폰X에 쓰이는 중간재와 그 비용이 아이폰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
는 총비용에서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폰7과 아이폰X 모두 반도체가 중
간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편이며, 디스플레이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음향부품, 무선충전, 연결단자 등 각종 부속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 비중은 약 17~21.1%로 추산된다. 거기에 조립 과정(약 3% 차지)까
지 합산하면 약 20~24%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첫째, 중국기업이 아이폰을 생산하는 과정
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부문의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Xing(2019)은 아이폰3가 생산되던 2009년에는 조립만(전체 생산비용의 3%)
을 맡았던 중국기업들이 현재는 중간재 생산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
문들이 전체 생산비용의 25.4%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184) 둘째, 세계의 공장
이라 평가받는 중국이라도 현재 스마트폰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디스플
레이 같은 기술수준이 높은 중간재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는
점이다.

182) CITIC(2020), 「逆全球化下消费电子产业链外迁可能性分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스
마트폰의 판매량은 14억 6,600만 대로 집계되었는데, 중국의 당해연도 스마트폰 생산량은 14억
2,900만 대에 달한다.
183) 아이폰을 어떻게 중국에서 생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w U.S Lost Out On
iPhone Work”(2012. 1. 21)에 나와 있다.
184) Yuqing Xing(2019), “How the iphone widens the US trade deficit with china: The case of
the iPhong X,” https://voxeu.org/article/how-iphone-widens-us-trade-deficit-china-0
(검색일: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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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아이폰7과 아이폰X의 중간재 공급
(단위: %)

주요 부품

카테고리

반도체

아이폰7(2016년)

아이폰X(2018년)

공급업체 지역

공급업체 지역

Application Processor

대만(12.2)

미국, 대만(7)

Baseband Processor

미국, 일본(15.4)

미국(5)

블루투스/WLAN

미국(3.6)

미국(2)

DRAM/NAND

한국(7.4)

미국, 일본, 한국(17)

Stereoscopic

-

미국(2)

아날로그 부품

-

미국, 유럽(2)

기타 반도체 부품

-

미국, 유럽

38.6

35

디스플레이

반도체 비중
LCD/OLED

한국(17.7)

한국(20)

카메라

렌즈, CMOS, 모듈 등

일본(9.0)

대만, 중국, 일본, 한국(8)

-

미국, 유럽 중국(6)

중국(1.1)

중국, 일본, 한국(2)

-

중국, 유럽, 미국(4)

중국(21.1)

중국(17)

반도체를 제외한 중간재 합계

48.9

57

총 중간재 비중

87.5

92

3D 구조광
(Structured
light)
배터리

VCSEL, 렌즈,
여광판센서, 모듈 등
배터리셀, Pack 등
PCB/FPC

음향부품, 무선충전, 연결단자 등 각종
부속품

주: 가로 안의 숫자는 한 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총비용 중에서의 비중을 의미한다.
자료: CITIC(2020)의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정리.

위의 사례는 현재의 GVC가 각 국가의 특화된 분업을 통해 작동하고 있고,
중국은 GVC에 참여하면서 점점 기술경쟁력을 키워왔으며, 점차 저부가가치
수출방식에서 고부가가치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185) 중국 상무부
가 2019년에 발표한 「全球价值链与中国贸易增加值核算研究报告」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은 2010년 62.8%
185) 이근(2014), 「경제추격론의 재창조」 제12장 ‘후발중소기업의 추격 OEM에서 OBM으로’에서 OEM
기업이 OBM(Own Design Manufacturing) 기업으로 도약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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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중국 가공 및 일반수출 내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
(단위: %)
41.3

41.5
40.9

41.0

40.7

40.9

40.5

40.9

41.0

40.7

40.9

40.5
39.8

40.0

39.0
38.5 38.3

39.8

40.0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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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38.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39.4

39.5
39.0
38.5 38.3
38.0

39.1

38.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료: Global trade chain and Trade in Value-Added Database. http://gvc.mofcom.gov.cn/data/(검색일: 2020.
6. 13)의 데이터로 저자 계산.

에서 2018년 72.1%로 8.3%p 상승하였다.186)
중국은 2011년을 기준으로 수입한 원자재나 반제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만든 뒤 수출하는 가공수출의 비중이 전체 상품 수출액의 46.9%를 차지하였으
나, 2018년에는 32%를 차지하면서 14.9%p 하락하였다.187) [그림 4-7]은 가
공수출과 일반수출에서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공수출에
서의 부가가치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중국 내 조립가공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공 과정에 투입되는 인건비나
자본재의 비용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2000년대 초기에 세계무역에서 차지했던 중국의 단순
가공방식이 이미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로 폭스콘은 2007년부터 베트남, 인도에 공장을 설립하고 아이폰 및 관련 상품
들을 생산하고 있다. 즉 탈중국은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에 의해서 2000년대 말

186) 이 보고서에서 발표한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은 다른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존재
한다. 예를 들면 OECD가 발표한 부가가치 수출로 비중을 계산하면 2010년 중국의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은 78.9%에 달한다.
187) 中国商務部(2019), 뺷2018年全球价值链与中国贸易增加值核算研究报告뺸, p. 3 表 1.1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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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폭스콘이 인도, 베트남에 설립한 생산시설
국가
인도

베트남

소재지

건설시기

생산

비고

안드라프라테시주

2015년, 2017년

조립 및 부품 생산

-

티말나두주

2017년, 2018년

조립 및 부품 생산

첸나이: 아이폰 생산

북녕성

2007년

조립 및 부품 생산

1개의 공장 운영

북강성

2007년

조립 및 부품 생산

광녕성

계획 중

TV 스크린

2개의 공장 운영
아이폰 이어폰 생산
-

자료: CITIC(2020)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부터 이미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촉발로 인하여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또
한 탈중국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문(예: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과정)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탈중국에 의한 GVC 재편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진행 중인 현상
이라도, 중국의 부가가치 수출뿐만 아니라 산업마다 사용되는 중간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 GVC 참여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계무역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제조업의 경우 중국의 전후방 참여도에 따라 GVC
재편에 따른 충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VC 재편으로 인하여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산업별 리스크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MIRO(2019)의 데이
터를 통해 2007년과 2018년의 주요 제조업에서 중국의 GVC 참여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7년에 비해 2018년 GVC의 참여도가 높아진 산업의 경
우에는 중국이 생산 과정에 있어서 다른 국가와의 협업에 더욱 의존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GVC 참여도는 전방참여도와 후방참여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
방참여도는 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생산의 하류 부문에 속해 있는 파트너
국가에 수출함으로써 GVC에 참여하는 것이다. 후방참여도는 해외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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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중간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GVC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188)
[표 4-7]을 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주요 제조업 중에서 전기 및 광학
장비 제조업과 화학제품, 기초금속 및 가공금속업의 GVC 참여도가 높은 편이며,
운송장비업, 비금속제품의 GVC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전기 및
광학장비 제조업의 경우 GVC 참여도가 2007년에 비해 가장 높아졌으며(6.9%p
증가), 고무 및 플라스틱의 GVC 참여도가 가장 많이 낮아졌다(5.4%p 감소).
주목할 점은 전기 및 광학장비 제조업의 후방참여도가 높아졌는데 이 업종
에서 중국이 가공 후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중간재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
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중국이 생산을 위해서 해외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수
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이 탈중국의 GVC로 재편된다면 중국 내 생
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생산이 둔화되어 중국의 대
세계 수출이 둔화되면 한국의 중간재 대중 수출도 둔화되기 때문에 한국도 이
러한 위험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산업의 경우 한국은 높은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189)
반면에 화학제품이나 운송장비업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는 중간재의 부가
가치 비중이 더 커졌다(전방참여도 증가). 이는 다른 국가에서 이 산업의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중국의 중간재가 점점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 초기에 우한에서 생산되던 자동차부품의 생산 중단으로 국내생산이 차
질을 받은 것처럼, 이러한 산업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서의 대체 공급처 리스트를 준비하여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188) WTO Statistics Database, “Trade in value-added and global value chains,” profiles
Explanatory notes에서 SECTION2: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IANS(GVCs)의
내용을 인용함.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miwi_e/Explanatory_Notes_e.
pdf(검색일: 2020. 6. 15).
189) 양평섭(2020), 「최근 대중국 수출 급감의 원인과 과제」에서 중국의 산업생산 위축으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둔화 리스크 증대에 대해서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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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중국 주요 제조업의 GVC 전·후방 참여도 변화
산업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제품

기초금속 및 가공금속

기계 산업

전기 및 광학장비 제조업

운송장비업

연도

전방참여도

후방참여도

GVC 참여도

2007

25.5

22.6

48.1

2018

30.4

14.8

45.2

변화

4.9%p

-7.8%p

-2.9%p

2007

20.8

24.3

45.1

2018

25.4

14.4

39.7

변화

4.6%p

-9.9%p

-5.4%p

2007

14.3

13.1

27.4

2018

10.7

17.7

28.3

변화

-3.6%p

4.6%p

0.9%p

2007

27.2

21.3

48.5

2018

25.4

17.9

43.3

변화

-1.8%p

-3.4%p

-5.2%p

2007

15.3

15.3

30.6

2018

9.6

22.2

31.8

변화

-5.7%p

6.7%p

1.2%p

2007

18.1

21.8

39.9

2018

12.0

34.8

46.8

변화

-6.1%p

13%p

6.9%p

2007

11.6

22.3

33.9

2018

14.4

14.1

28.6

변화

2.8%p

-8.2%p

-5.3%p

주: 총수출에서의 비중을 의미함, GVC 참여도는 Raei, Ignatenko, and Mircheva(2019) “Global Value Chains: What
are the benefits and Why Do countries Participate?” p. 6의 정의에 따라 계산되었다.
자료: ADB MRIO(2019)의 자료(검색일: 2020. 6. 15)를 이용하여 Borin and Macini(2019) 방식으로 저자 계산.

나. 중국-아세안의 생산 네트워크 확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저부가가치 및 노동집약도가 높
은 산업의 기업이 중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이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국의 노동비용은 2004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왔고, 2018년 제조업 평균임금
은 2008년의 3배에 달한다.190) 그렇다면 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중
190) CITIC(2020), 「逆全球化下消费电子产业链外迁可能性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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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중국의 주요 국가 해외직접투자(유량)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7년
투자액

2018년

증가율(%)

비중(%)

투자액

증가율(%)

비중(%)
55.5

중국 홍콩

137.3

98.1

51.8

868.7

-4.7

아세안

9.7

188.3

3.7

136.9

-3.0

5.2

유럽

10.4

711.1

3.9

88.7

-13.6

4.6

미국

1.96

-1.3

0.8

74.8

16.3

3.8

오스트레일리아

5.3

506.8

2.0

19.9

-53.2

1.9

러시아 연방

4.8

5.6

1.8

7.3

-53.2

0.7

총 액

169.5

108.4

68.2

1196.2

-6.4

71.7

주: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중국 상무부(2008), 「2007年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중국 상무부(2019), 「2018年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를
토대로 저자 정리.

국을 대체해서 새로운 생산기지를 구축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보다 노동비용이
저렴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보다 제조업 평균
임금이 낮은 멕시코와 아세안이 새로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가
능성이 크다.191) 여기에서는 중국의 기업들도 대아세안 투자를 늘리고 공장들
을 이전 혹은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으로의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기업의 현황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아세안은 2007년과 2018년에 모두 중국의 주요 투자지역 중 하나였으며, 특
히 2018년에는 홍콩 다음으로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큰 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
다. 중국기업이 아세안 지역에서 인수한 기업은 2006년 10개를 시작으로 2017
년 한 해 동안 65개의 기업을 인수하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이다가 2018년에는
54개, 2019년에는 37개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192) 2018년을 기준으로 중국
이 아세안에 주로 투자하는 산업은 제조업(전체 투자액의 32.8%), 도소매업

191) CITIC(2020), 「逆全球化下消费电子产业链外迁可能性分析」에 따르면 중국의 2019년 제조업 노동
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5.78달러인 반면, 멕시코와 베트남의 경우 각각 4.66달러, 2.91달러로 중국
의 80%와 50% 수준이다.
192) KPMG(2020), 뺷中国经济观察: 2020年三季度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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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11%)으로 집계되었다.193)
중국의 이러한 활발한 투자에는 아세안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아시아(일
본, 한국, 싱가포르) 및 서방 선진국들의 지역에 R&D 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배치전략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194)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회사의 경우 이미
2010년대 초부터 아세안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예: 폭
스콘), 부품회사 같은 경우 2018년을 전후로 아세안으로의 진출을 시작한 것
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촉발한 탈중국 중심의 GVC 재편으로 인하여 중국의
아세안 생산기지 구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표 4-9. 중국 로컬 기업의 인도 및 아세안 진출 상황
기업

비고

2013

베트남

이어폰, 스피커, 리시버 등

베트남

차량용 제품

2019

인도

CCM

펑딩주식회사(鹏鼎控股)

2019

인도

SMT 생산라인195)

루이셩커지(瑞声科技)

2013

베트남

어우페이광(欧菲光)

2019

인도

슌위광쉬에(舜宇光学)
회사

진출국가

2019

GoerTek(歌尔)

부품

연도

2015 투자,
vivo

2018 신축

인도

정밀음향기기 부품생산(2020년 5월
기준으로 생산액 25억 위안 기록)
스마트폰 카메라 및 지문인식모듈
2019년 3천만 대 생산, 제2공장
신축 중
공장+R&D 센터, vivo의

2016년

인도네시아

2015

인도네시아

OPPO

2017

인도

2018

인도

OPPO의 가장 큰 R&D 센터

샤오미

2017

인도네시아

2019년 4월 스마트폰 천만 대 생산

제조
회사

4대 스마트공장 중 하나
첫 번째 해외공장
2019년 월별 생산량
400만 대 기록

주: 표 안의 제조회사 및 부품회사는 스마트폰 및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로컬 기업임.
자료: CITIC(2020)를 토대로 저자 정리.

193) 중국 상무부(2019), 「2018年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p. 36 表.18.
194) CITIC(2020), 「逆全球化下消费电子产业链外迁可能性分析」.
195) 표면실장기술(Surface Mounting Technology)을 뜻하며, 전자기기 조립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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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본절은 중국 내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탈중국 현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
속화될 수 있으며, 중국의 후방 GVC 참여도가 높은 전기 및 광학장비 제조업, 기
계 산업의 경우 중국의 수출둔화로 인하여 한국의 중간재 수출 또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줬다. 대중국 주요 수출국들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이 81%로 국내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이 가장 크며, 한국은
63%로 국내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이 낮았다. GVC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그 변
화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이 낮다는 것이 큰 리스크는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GVC 재편이 가속화된다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가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크다는 점
은, 이 두 나라의 제품이 다른 나라의 제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은 탈중국 GVC 재편 과정에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지만, 중·미 양국의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자유무역주의 기조가 다시 회복되
면 미국과 일본의 수출은 중국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
다. 반면 한국의 경우, 국내에서 특화할 수 있는 영역(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현재의 중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다른 국가와 경쟁해서 다시 회
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은 자유무역주의하에서 효율성이 높은 GVC를 구축하고 부족한 내수시
장을 수출을 통해 보완해 왔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GVC 변화로 인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
속화될 수 있는 GVC의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자유무역
주의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주변국과의 GVC 안정화에 노력해야 하며, 역내

치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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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주요국의 대중국 부가가치 수출비중의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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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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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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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016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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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18

주: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은 부가가치 수출액/총수출액을 의미함.
자료: Global trade chain and Trade in Value-Added Database(http://gvc.mofcom.gov.cn/data/, 검색일: 2020.
6. 13)의 데이터로 저자 계산. 아세안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지 않음.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코로나19를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 기업이 공급망을 구축할 때 한 기업 혹
은 한 국가의 의존도가 너무 높을 경우 잠재된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다.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도 하나의 기업에만 부품 생산을 맡길 경우, 자연재해, 팬데믹
등으로 조달중단에 대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은 공급망 다
각화, 제품설계 시 다양한 제품에 공통 부품들의 비중을 최대한 늘리는 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196)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도 하나의 기업에만 본
사의 매출을 의존할 경우, 상대 기업이 갑작스러운 재해로 자금난을 겪거나 수
요를 줄이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도 하나의 수요
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수요처에 납품할 수 있는 생산능력과 기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신산업 기술이 GVC 재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려는 자동화의 움
직임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197) 이러한 자동화 생산체계의 특징은 고정
196) 상동, p. 18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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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크고, 사이버 안보, 안정된 전력공급이 기본조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 혹은 선진국과 가
까운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품이나 제품의 경우 아세안이나 노동임금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서 생산을 진행하고, 핵심부품은 코로나19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될 수 있는 자동화 생
산체계를 구축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부품을 다국적 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제조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경영 컨설팅 회사인 McKinsey Global Institute(이하 맥킨지)가 올해 5월
에 60여 개의 주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
은 GVC 회복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원재료에 대한 공급 다각화”(53%),
“주요 제품에 대한 재고 확보”(47%), “니어쇼어링과 공급망 기반 확대”(38%)
라고 응답하였다.198) 맥킨지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공급망의 디지
털화를 통해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정보에 기반을 두어 리스크에
미리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
고 있다.199)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은 늘 제시되었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200)
하지만 전문가들이 심각한 자연재해나 코로나19와 같이 세계 공급망을 두 달
이상 지연시키는 위기의 발생주기를 약 5년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향후 이러한
리스크 관리가 기업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201) 기업은 평상시에도 현
재 구축하고 있는 공급망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
197) UNCTAD(2020)의 보고서 p. 139 Table Ⅳ. 8의 내용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의 규모는 2013년
130만 대에서 2020년 400만 대로, 3D 프린팅(Addictive Manufacturing)의 규모도 2015년 50
억 달러에서 2025년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8) McKinsey Global Institute(2020), “Risk, resilience, and rebalancing in global value
chains,” p. 80 Exhibit20에서 인용.
199) Ibid., p. 74에서 인용.
200) Ibid., p. 81에서 인용.
201) Ibid., p. 25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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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을 운영하여 리스크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기업 내부역량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기업간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데 지원함으로써 정보교환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GVC 단절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
다. 한국 국세청은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해 수입 공업용 주정의 확보가 어려
워지자, 국내 주류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소주제조용 주정이 코로나19 방역
용품의 원료로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했다. 또한 기업들이 주
정을 방역용품 원료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독용 알코올, 손소독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여한 사례가 있
다.202) 위기대응에 필요한 원재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민관 협력을 통해 이
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코로나19 이
후 재편될 GVC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3. 코로나19와 미·중 통상마찰
본절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미·중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다. 2020년 3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불확
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중 관계와 코로나19 사태의 연관성을 생각해보면 코
로나19는 미·중 간 협력을 이끌어낼 만큼 강력한 공동의 적으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지는 못했다. 2018년 3월 이후 관세전쟁, 무역전쟁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미·중 관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유례없는
202) 「‘코로나19’ 극복과정에 국세청과 주류업계의 ‘협업’있었다」(2020. 4. 29), http://www.sejungil
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77(검색일: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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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에 좌지우지된다며 WHO마저
탈퇴하였다.
본절에서는 코로나19가 미·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 사회, 정치의 영
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중 갈등의 경우 미국의 공세와 중국
의 수세라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본절에서는 분석의 대상을 미국의 경
제, 사회, 정치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겠다.

가. 코로나19가 미·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코로나19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진행
되고 있는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분리해야 한다.
먼저 미·중 통상분쟁이 각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미·
중 관세전쟁이 한창이던 2019년 9월 4일 Caldera et al.(2019)이 미 연방준
비은행에 발표한 논문203)을 살펴보았다. 논문을 통해 미·중 간 관세전쟁이 각
국의 GDP에 미치는 영향을 대체적으로 파악해보면, 미·중 관세전쟁은 미국의
경우 GDP 성장률의 -1%p 감소, 중국은 -0.8%p 감소, 한국은 -1.1%p 감소를
야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표 4-10 참고).
둘째로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IMF가 발표하는 2020년 각국
의 경제전망을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1월과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달했던
6월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는 1월 전망에서 +2.0% 성장으로 예
측되었던 것이 6월 전망에서는 –8.0% 성장으로 -10.0%p 감소하였다. 마찬가

203) Caldara et al.(2019. 9. 4), “Does Trade Policy Uncertainty Affect Global Economic Activity?”
https://www.federalreserve.gov/econres/notes/feds-notes/does-trade-policy-uncertai
nty-affect-global-economic-activity-20190904.htm#:~:text=Higher%20uncertainty%20
could%20lead%20firms,economic%20activity%20around%20the%20world(검색일: 2020.
8. 10).

제4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경제·통상 변화 • 149

표 4-10.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이전
미중 보복관세가
구분

GDP에 미치는
영향
(a)

코로나19 이후

2020. 1. 9

2020. 6. 24

GDP 성장률

GDP 성장률

전망 (b)

전망 (c)

코로나19
(b)-(c)

영향
(b)-(c)-(a)

미국

-1.0%

+2.0%

-8.0%

-10.0%

-9.0%

중국

-0.8%

+6.0%

+1.0%

-5.0%

-4.2%

한국

-1.1%

+2.2%

-2.1%

-4.3%

-3.2%

세계

-1.0%

+3.3%

-4.9%

-8.2%

-7.2%

주: 한국은 Advanced Foreign Economy로, 중국은 Emerging Market Economy로 가정.
자료: Caldara et al.(2019), “Does Trade Policy Uncertainty Affect Global Economic Activity?”;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0. 1. 9, 6. 24)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및 작성.

지로 중국은 1월 +6.0%에서 6월 +1.0%로 -5.0%p, 한국은 +2.2%에서 –2.1%
로 –4.3%p, 세계는 +3.3%에서 -4.9%로 -8.2%p 성장 전망이 감소하였다.
미·중 갈등의 영향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정도가 훨씬 크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10 (b)-(c) 참고).
종합적으로 두 결과를 고려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초에 전
망한 경제성장률보다 대략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9.0%p, 중국은 -4.2%p, 한국
은 -3.2%p, 세계는 평균 -7.2%p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제적 측
면에서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경제적 타격이 중국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을 시사한다(표 4-10 (b)-(c)-(a), 그림 4-9 참고).
이렇게 경제에 주는 충격을 경제규모(GDP)를 고려한 피해액 수로 계산해 보
면, 2020년에만 미국의 경우 1조 8,900억 달러, 중국은 5,8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미국의 경우 2020년에만 피해액수 측면에서 중국의 3배
가 넘는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2019년 한국의 명목GDP와 동일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150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그림 4-9. 코로나19의 영향 (b)-(c)

Circle size indicates value of 2019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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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GDP growth forecasts from Bloomberg Economics; GDP values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자료: Bloomberg(2020. 5. 24), “This Is How Deeply the Coronavirus Changed Our Behavior.”

2) 코로나19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에 이러한 타격이 있을 때, 문제는 고스란히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가장 와닿는 변화는 실업률 증가이다.
먼저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9년 중국은 약 5.2%의 도시조사실업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의 도시조사실업률은 2020년 2월
6.2%까지 치솟았다. 중국으로서는 다행히도 3월 5.9%, 4월 6.0%, 5월 5.9%, 6
월 5.7%로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실업률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양회가 5월로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2020년 도시 신규고용 증
가수 목표를 900만 명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고용창출이 큰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실질성장률 1%당 200만 명 전후의 신규고용이 이뤄
졌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1,352만 명의 도시 신규 고용이 일어났고 6.1%의

제4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경제·통상 변화 • 151

성장률을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 2020년 중국정부는 전년대비
4% 정도 실질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 노동부가 2020년 8월 7일 발표한 7월의 실업률은
10.2%로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2019년 미국의 연평균 실업률이
3.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숫자로, 2020년 4월에는 실업자가 2,300
만 명을 넘어서기까지 하였다. 취업자 수는 2019년 연말과 비교하면 현재 90%
수준이며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참가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경제활동참
가율도 61.4%로 감소했다.
2019년 4/4분기 명목GDP 수준인 22조 달러는 2021년 4/4분기가 지나서면
서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경제가 코로나19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까지는 시
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이 추산한 GDP 갭을204) 근거로 살펴보면 미국정부는 대략 2026년 3/4
분기는 되어야 미국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전망
된다.205)

표 4-11. 미국 월별 경제활동인구 구조
(단위: 백만 명, %)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인구

2019~04

258.69

2019~05

258.86

2019~06

기간

고용률

취업자

실업자

경참률

162.55

156.70

5.85

62.8

60.6

3.6

162.78

156.84

5.94

62.9

60.6

3.6

259.04

163.13

157.15

5.99

63.0

60.7

3.7

2019~07

259.23

163.37

157.35

6.03

63.0

60.7

3.7

2019~08

259.43

163.89

157.90

6.00

63.2

60.7

3.7

15세 이상

실업률

204) (잠재GDP-GDP).
205) 지난 5년간 미국의 GDP 갭이 잠재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범위 내에 있었다. 특히 2018년
1/4분기부터 2019년 4/4분기까지는 잠재GDP 이상으로 플러스 성장하였다. CBO는 코로나19 확산
으로 2020년 이 비중은 현재 -6.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6년 2/4분기에 -1.5%, 2026년 3/4
분기는 되어야 -1.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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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계속
(단위: 백만 명, %)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인구

2019~09

259.64

2019~10
2019~11

기간

고용률

취업자

실업자

경참률

164.05

158.30

5.75

63.2

60.9

3.5

259.85

164.40

158.54

5.86

63.3

61.0

3.6

260.02

164.35

158.54

5.81

63.2

61.0

3.5

2019~12

260.18

164.56

158.80

5.75

63.2

61.0

3.5

2020~01

259.50

164.56

158.71

5.89

63.4

61.2

3.6

2020~02

259.63

164.55

158.76

5.79

63.4

61.1

3.5

2020~03

259.76

162.91

155.77

7.14

62.7

60.0

4.4

2020~04

259.90

156.48

133.40

23.08

60.2

51.3

14.7

2020~05

260.05

158.23

137.24

20.99

60.8

52.8

13.3

2020~06

260.20

159.93

142.18

17.75

61.5

54.6

11.1

2020~07

260.37

159.87

143.53

16.34

61.4

55.1

10.2

15세 이상

실업률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www.bls.gov/cps/(검색일: 2020. 8. 1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CBO는 2020년 1/4분기 실질GDP가 전기
대비 연율 -5.0% 감소를 시작으로 2/4분기 약 -34.6% 감소를 거쳐, 3/4분기
+17.0% 성장으로 돌아서고 4/4분기 +7.9% 성장하면서, 연간 -5.8% 감소할 것
으로 전망한다.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응용하여 실질GDP 갭이 실질잠재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과206)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추정하면 [식 1]을 얻을 수
있다. [식 1]은 2011년 1/4분기부터 2019년 4/4분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
정한 단순회귀모형(Simple OLS Regression Model)의 결과이다. 분기별 GDP
갭의 변화율은 연방준비은행의 자료207)를 활용하였고, 분기별 실업률은 CBO
자료를208) 이용하였다.
      

[식 1]

206) (실질GDP – 실질잠재GDP)/실질잠재GDP.
207) https://fred.stlouisfed.org/graph/?g=f1cZ(검색일: 2020. 8. 15).
208) https://www.cbo.gov/about/products/budget-economic-data#4(검색일: 2020.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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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미국의 GDP와 실업률의 관계

실업률, %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Y = 3.9794 - 1.0909X
adjusted R2 = 0.9252

3.00
2.00
1.00
0.00
-5.00

-4.00

-3.00

-2.00

-1.00

0.00

1.00

실질GDP 갭 / 실질잠재GDP , %

주: 기간은 2011년 1Q부터 2019년 4Q의 데이터를 이용.
자료: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15)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CBO는 실질GDP 갭이 실질잠재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20년 3/4분
기 –7.90%, 4/4분기 -6.43%로 예측하는데, 이 수치와 [식 1]을 이용하여 실업
률을 추정하면, 7~9월 실업률은 12.60%, 10~12월 실업률은 10.9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연평균 실업률은 10.1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연말기준 실업자는 1,7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코로나19와 미국사회: 미국 내 반중 감정 고조
위에서 살펴본 코로나19가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에 미친 악영향은 고스란히
미국 내 반중 감정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0년 11월에 실시된 미국의 대선과 관련하여, 2020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재선이 유력해 보였으나 코로나19 확산과 트럼프 행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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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리 실패로 사실상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이에 트럼프 대통
령은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Kung Flu”, “Chinese
Virus”, “Wuhan Virus”라고 공개석상에서 언급하는 등209) 강도 높게 중국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국민의 분노를 중국으로 향하도
록 유도했다. 베트남전에서 희생된 미군의 수가 약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2020년 8월 18일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 수
는 그 3배에 달하는 18만 명에 육박했다(그림 4-11 참고).
이에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도 미·중 간 1단계 합의이행 때문에 코로나19
와 관련하여 초기에 대중국 강경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
는 등 선거전략으로써 중국 때리기(China-bashing)를 활용했다.210)

그림 4-11. 미국 코로나19 감염자 및 사망자 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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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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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source-data(검색일 2020. 8. 10).

209) “President Trump calls coronavirus ‘kung flu’”(2020. 6. 24), https://www.bbc.com/
news/av/world-us-canada-53173436/president-trump-calls-coronavirus-kung-flu(검
색일: 2020. 8. 10).
210) 연원호 외(2020),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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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미국 정당 지지자별 대중 감정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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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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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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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Lean Dem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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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1

63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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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6
41

51

70

72

59

62

83
68

47

2020

Rep/Lean Rep

주: 미국 성인 2020. 6. 16~7. 14 설문조사.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0. 7. 30).

2020년 7월 30일 발표된 미국의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대중 감정 설문조사211)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대중 감정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악화일로의 양상을 띠었다.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약 83%, 민주당 지
지자의 경우 약 68%가 중국에 비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트럼프 집권 초기인 2017년 중국에 비호감을 보인 사람들의 비율이 56%
(공화당), 41%(민주당)였던 것과 비교하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폭도 약 50% 이상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7월 설문조사에서 “중국정부의 잘못된 초기대응에 글로벌 확산의 책
임이 있다”는 의견에 미국인의 82%가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12) 또한 코
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중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미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2020년 7월 라스무센(Rasmussen) 보고서
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53%가 어떤 형식으로든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213) 이는 3월 42%에서 무려 11%p나 증가
211) Pew Research Center(2020. 7. 30), “Americans Fault China for Its Role in the Spread of COV
ID-19,”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07/30/americans-fault-china-for-itsrole-in-the-spread-of-covid-19/(검색일: 2020. 8. 10).
21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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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치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국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중국을
연관 짓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14)
최근에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방안으로 ① 중국정부와 중국공산당에 손해배상
청구 ② 손해배상 대신 미국 내 중국공산당 관계자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 ③ 중국
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정지하는 것 ④ 청나라가 발행한
1조 6,000억 달러 상당의 채권 상환 요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방
법은 국제법상 국가 면제(state immunity, sovereign immunity)로 인해 현실
성이 없으며, 두 번째 방법은 반대로 미국기업의 중국 내 자산동결의 보복을 초
래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방법은 달러의 신용을 역으로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
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중국이 채권 상환 의무를 부정하고 있
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손해배상 소송(plaintiff)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6월 말 현재 14
개의 각기 다른 소송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215) 그러나 문제
는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FSIA: Foreign Soveriegn Immunities Act of
1976)」에 의해 외국 국가 또는 외국 기관의 행위는 재판권의 면제를 받는다. 제기
된 소송들은 △「FSIA법」의 예외 조항인 상업적 활동 또는 불법적 행위(tortious
act)로 인한 피해라는 점과 △중국이 아닌 중국공산당은 FSIA 보호를 받지 못한
다는 점 △국제 테러와 관련하여 「테러지원국에 맞서는 정의법(JASTA: Justice
Against Sponsors of Terrorism)」 등을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에서는 국가주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소송이 다분히
정치적인 작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13) Rasmussen Reports(2020. 7. 28), “Most Say China Should Pay Some of World’s COVID C
osts,” https://www.rasmussenreports.com/public_content/politics/current_events/chi
na/most_say_china_should_pay_some_of_world_s_covid_costs(검색일: 2020. 8. 11).
214) Rasmussen Reports(2020. 3. 17), “42% Say China Should Pay Some of World’s Coronavirus
Costs,” https://www.rasmussenreports.com/public_content/politics/current_events/chi
na/42_say_china_should_pay_some_of_world_s_coronavirus_costs(검색일: 2020. 8. 11).
215) Lawfare(2020. 6. 24), https://www.lawfareblog.com/whats-many-coronavirus-related
-lawsuits-against-china(검색일: 202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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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미국인들의 코로나19 관련 중국의 손해배상에 대한 시각(2020년 3월 vs 7월)
(단위: 십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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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asmussen Reports, “Most Say China Should Pay Some of World’s COVID Costs,” https://www.rasmu
ssenreports.com/public_content/politics/current_events/china/most_say_china_should_pay_some_
of_world_s_covid_costs(검색일: 2020. 8. 11).

이러한 손해배상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치적 목
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대선 과정
에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때리기를 계속했으며, 이러한 보복론은 국제사회에
서도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향후 코로나19 사태 이후
에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와해시키려는 중국을 선제적으로 견제하는 데 도움
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 코로나19가 미·중 간 정치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와 중국의 국제적
고립을 이야기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내의 대중국 여론이 급격
하게 악화됨으로써, 향후 민주당의 바이든 집권 이후에도 양자 대결기조는 유
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양자 대결보다는 동맹국과의 국제공
조를 통한 대중국 봉쇄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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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의 논의는 한층 강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바이든은 2020년 7월 29일 United Steelworkers와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주요한 국내투자(교육, 인프라, 제조
업)가 일어나지 않는 한 어떠한 새로운 대외무역 협상도 시작하지 않을 것을 천
명하였다. 둘째, 현 상태에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에 참여할 경우 비멤버국(예: 중국)에 의해 원산지 규정이 악용될 수 있음을 인
식하고 있으며 강력한 원산지규정을 옹호한다고 언급하였다. 셋째, 공정한 무
역, 핵심 인프라 보호, 국가안보를 위해 어떠한 행동도 취할 것이며 그것을 위
한 핵심전략은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216)
이러한 언급들을 종합해 볼 때 새로 출범할 바이든 정부는 다자체제로의 회
귀 가능성이 크지만, 당분간 대외정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외정책보다 대내정책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코로나 대처로 차기 행정
부의 정치행정력이 초반 코로나19와 관련해 상당부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
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미국경제를 개선할 방향에 대한 논의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사태로 명확해진 미국 내 경제 양극화,
보건·의료체제의 문제점, 정치협력체제의 문제점 등 다양한 국내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분적으로 대외정책의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주로
미·중 갈등에 대한 논의가 주축을 이룰 것이며 단기적인 위협대응에 치중할 것
으로 보여 대외문제에 대한 미국의 중장기 리더십 공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

216) Washington Trade Daily(2020. 7. 29), “Biden’s Trade Policy,” p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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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월 23일 ‘공산 중국과 자유 세계의 미래(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라는 제목으로 닉슨 대통령 도서관에
서 연설을 했다. 연설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경제적 도전을 넘어
서구와 이념 및 체제경쟁에 돌입하며 미국의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미국은
인식하고 있다. 또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과거 냉전기 소련을 상대할 때 소련
을 믿을 수는 있었지만 확인했고(trust but verify), 중국공산당과 관련해서는
믿을 수도 없고 확인도 해야 한다(distrust and verify)”라는 강경한 발언을 했
다.217) 현재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기본 입장이 어떠한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같은 맥락에서 5월 20일 미 백악관은 「대중국 전략 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발표
하고, 미국은 미·중 관계를 “두 체제간의 장기적 전략적 경쟁”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앞으로 경제·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서 중국을 상대로 범정부적인 대응
(whole-of-government approach)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218)
이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년,
2019년에는 관세, 수출, 수입, 투자 등 경제이슈 중심의 대중국 조치가 미·중
갈등의 핵심이었던 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비경제적 인권, 가치, 체제 이슈의
격돌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단적으로 2020년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미·중 간 대규모 상호 경제제재 조치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로 피폐해진 경제를 고려하여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작용이 작은 특정/
소수 대상219)에 경제적 공격을 집중하고, 대신 정치·안보 등 비경제적 성격의
217) U.S. Department of State(2020. 7. 23),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https://www.state.gov/communist-china-and-the-free-worlds-future/(검색일: 2020. 8. 15).
218) The White House(2020. 5. 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5/U.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Report-5.20.20.pdf?fbclid=IwAR0f6Py
O8BoEVUvIrshD0ygDfJGacxVFheChUxpHye-RlRAB397Ig4dMaw0(검색일: 2020.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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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본격 제기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 압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사실은 체제 및 가치에 대한 공세는 시진핑 정부(또는 공산당)의 핵심
이익을 미국이 공격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중국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낳고 있
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미국의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간파한 중국은 홍콩에 대한 대규모 경제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계산하에 홍콩
의 보안법을 강행 처리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듯,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
간 미·중 간 갈등은 경제 이슈보다는 오히려 서로에게 민감한 정치·군사·안보 이
슈에서 그 갈등 양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중 모두와 우호 협력관
계를 유지 발전시켜나가야 할 한국으로서는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4.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지역별 경제충격과 대응
본절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지역별 경제충격을 그 원인과 함께 비
교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대응을 경기회
복 지원, 역내 산업사슬 강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의 코로나19 방
역 원칙이 발생지역 봉쇄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대한 경제충격의 가장 근본
적 원인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규모 및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지역별
경제충격을 분석하기 전 지역별 코로나19 발생특징을 확진자 규모 및 집중 발
생기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지역별 충격을 상대적 충격률을 통해
비교하고, 그 원인을 지역별 산업구조 및 대외개방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마
지막으로 경제충격 해소를 위한 중국의 정책대응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
여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 및 대중경협전
략 변화 등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219) 특정 기업에 대한 제재(화웨이, 틱톡, 위챗, 신장위구르), 소수의 특정 인물에 대한 금융 제재(홍콩,
신장위구르 관련).

제4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경제·통상 변화 • 161

가. 지역별 코로나19 발생 특징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2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8만 6,551명으
로,220) 지난 9월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에도 소규모 집단 감염과 접촉자 검
진 등 방역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였던 지난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 매일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3월 초부터는 그 규모가 수
십 명대로 감소하였다. 특히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집중된 후베이성(湖北
省)에서 3월 중순 이후 거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나,221) 불특정 지역에서
상이한 기간 동안 감염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베이징은 3월 중하순과 6월 중하순, 상하이는 3월 말과 4월 중순 및 8월 초중
순, 광둥은 3월 중하순, 헤이룽장은 4월 초중순, 네이멍구는 3월 말과 4월 중순
에 신규 확진자가 수십 명씩 발생하였고 신장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일
일 112명을 정점으로 확진자 규모가 감소하였다.

그림 4-14. 중국 전체 및 주요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명)
15,000

4,000
3,000
2,000
1,000

26

02

-0
12
-0 020
2
09 -20
20
-0
2
16 -20
2
-0
2- 0
2
23
-0 020
2
08 -20
20
-0
3
15 -20
2
-0
3- 0
2
22
-0 020
3
29 -20
20
-0
3
05 -20
2
-0
4- 0
2
12
-0 020
4
19 -20
20
-0
4
26 -20
2
-0
4- 0
2
03
-0 020
5
10 -20
20
-0
5
17 -20
2
-0
5- 0
2
24
-0 020
5
31 -20
20
-0
5
07 -20
2
-0
6- 0
2
14
-0 020
6
21 -20
20
-0
6
28 -20
2
-0
6- 0
2
05
-0 020
72
12
-0 020
7
19 -20
20
-0
7
26 -20
2
-0
7- 0
2
02
-0 020
8
09 -20
2
-0
8- 0
20
20

0

자료: CEIC DB(검색일: 2020. 8. 13).

220) 中华人民共和国国家卫生健康委员会(2020. 12. 2), 「截至12月1日24时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最新情况」,
http://www.nhc.gov.cn/xcs/yqfkdt/202012/262d3d4f4eaa491b875a24027a606aba.shtml
(검색일: 2020. 12. 2).
221) 4월 16일, 후베이성은 기존에 통계에 누락된 확진자 수 325명을 발표하였다(실제 이 시기에 발생한
확진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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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코로나19의 발원지인 후베이성을 봉쇄하여 코로나19의 전국 확
산을 방지하였던 만큼, 후베이성 확진자 및 사망자의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80.4% 및 97.4%로 압도적이다.222)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후베이성을 제외하
면 광둥성의 확진자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비중은 2% 정도이며, 이어 허난성, 저
장성, 후난성 등에서 확진자가 비교적 많았다.
표 4-12. 중국 지역(省)별 코로나19 현황

지역(省)

확진자 비중
수(명)

인구

사망자 비중

(%) 만 명당 수(명) (%)

후베이(湖北) 68,139 80.4

11.50

지역(省)

인구

확진자

비중

수(명)

(%) 만 명당 수(명)

(%)

351

0.4

0.05

6

0.1

341

0.4

0.09

3

0.1

261

0.3

0.06

2

0.0

259

0.3

0.10

1

0.0

4,512 97.4 허베이(河北)

사망자 비중

광둥(广东)

1,707

2.0

0.15

8

0.2

허난(河南)

1,276

1.5

0.13

22

0.5 랴오닝(辽宁)

저장(浙江)

1,275

1.5

0.22

1

0.0

후난(湖南)

1,019

1.2

0.15

4

0.1

광시(广西)

255

0.3

0.05

2

0.0

안후이(安徽)

991

1.2

0.16

6

0.1

톈진(天津)

205

0.2

0.13

3

0.1

948

1.1

0.25

13

0.3

산시(山西)

201

0.2

0.05

0

0.0

베이징(北京)

935

1.1

0.43

9

0.2

윈난(云南)

191

0.2

0.04

2

0.0

장시(江西)

932

1.1

0.20

1

0.0 하이난(海南)

171

0.2

0.18

6

0.1

신장(新疆)

883

1.0

0.35

3

0.1

간쑤(甘肃)

169

0.2

0.06

2

0.0

산둥(山东)

821

1.0

0.08

7

0.2

지린(吉林)

157

0.2

0.06

2

0.0

147

0.2

0.04

2

0.0

75

0.1

0.11

0

0.0

헤이룽장
(黑龙江)

샨시(陕西)
네이멍구
(内蒙古)

구이저우

상하이(上海)

800

0.9

0.33

7

0.2

장쑤(江苏)

659

0.8

0.08

0

0.0

쓰촨(四川)

618

0.7

0.07

3

0.1 칭하이(青海)

18

0.0

0.03

0

0.0

충칭(重庆)

583

0.7

0.19

6

0.1

티벳(西藏)

1

0.0

0.00

0

0.0

푸젠(福建)

368

0.4

0.09

1

0.0

중국 전체

(贵州)
닝샤(宁夏)

84,756 100.0 15.44 4,634 100.0

주: 인구 만 명당 규모는 해당지역 상주인구 1만 명당 확진자 발생 규모임.
자료: CEIC DB(검색일: 2020. 8. 13).

222) 8월 12일 기준 확진자 규모로 분석한 결과이며, 그 이후로 현재까지 불특정 다수 지역에서 소규모
감염이 발생하여 확진자의 지역적 분포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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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지역의 확진자 규모를 해당지역의 인구 1만 명당 규모로 환산해 보
면, 후베이성이 1만 명당 11.5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베이징(0.43), 신
장(0.35), 상하이(0.33), 충칭(0.19) 순이다. 이 중 베이징, 상하이, 충칭 모두
중국의 직할시로서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고 인구의 유출입이 많은 지역이
다.223) 특히 베이징은 3월부터 해외와의 직항편도 모두 중지하는 등 엄격한 관
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비 확진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종합하면, 후베이성 외에 코로나19 확진자 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은 광둥·허난·저장·후난성이며(저장은 사망자 수가 확진자 대비 극히 적음),
인구 대비 확진자 비중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베이징, 신장, 상하이(단, 신장은
상반기 이후) 등이다. 또한 중국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 이하로 안
정세에 접어든 3월 중순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두드러지게 발생했던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와 광둥·헤이룽장성, 네이멍구, 신장 등이다. 다만 신장은 7월
중순 이후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8월 초중순 안정화되었다.

나. 지역별 경제충격 및 주요 요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가장 심했던 2020년 1/4분기
에 -6.8%라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으나, 3월 들어 코로나19 상황이 안
정됨에 따라 내수확대 및 고용안정에 중점을 둔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2/4분기 3.2%, 3/4분기 4.9%로 V자 반등하였다. 특히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은 1~2월 -24.5%를 기록한 후 매달 빠르게 증가하여 9월부터 누적 증가율
(YTD)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소비재 소매총액(소비) 증가율 역시 1~2월
-20.5%를 최저점으로 하여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나, 그 회복 속도는 투자에

223)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톈진도 0.13명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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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의 주요경제지표 변화

수입

주: 소비 및 투자증가율은 YTD(Year To Date)이며 GDP, 산업 및 수출입증가율은 YOY.
자료: CEIC DB(검색일: 2020. 8. 14); 国家统计局(검색일: 2020. 8. 17).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소비증가율은 8월 이후 플러스로 전환
되었으나 누적증가율은 1~10월 기준 -5.9%에 머무르고 있다. 수출 역시 1~2
월을 최저점으로 하여 회복되고 있으나 불안정하며, 수입은 코로나19의 세계
적 확산으로 3월 이후 더욱 크게 감소하여 5월 최저치인 -16.7%를 기록하였
다. 즉 코로나19 충격 이후 중국경제는 투자 중심의 내수 증대가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되었던 후베이성의 1/4분기 경제성
장률이 전년동기대비 -39.2%로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티벳(1.0%)
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상반기에 모
든 지역의 성장률이 반등하였으며, 티벳(5.1%) 외에도 15개 지역의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한편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된 지역들은 장쑤(0.9%),
푸젠(0.5%), 저장(0.5%)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서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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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중국 지역(省)별 2020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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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DB(검색일: 2020. 8. 14).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된 2020년 상반기, 중국 지역별 경제충격을 비교하
기 위하여 GDP와 산업별 상대적 충격률을 추정하였다. 상대적 충격률은 2019년
과 2020년의 중국 GDP 혹은 산업증가율 격차를 기준으로 각 지역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값으로, [그림 4-1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후베이성의 상대적 충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
고, 특히 2차 산업의 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개월 이상 지속된 지역
봉쇄로 거의 모든 조업이 중단되고 방역 및 생활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 기능은
일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후베이성 다음으로 상대적 충격률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랴오닝성(2차, 3차),
베이징(3차), 헤이룽장성(3차), 네이멍구(3차), 광둥성(2차), 톈진(2차), 상하이(2
차, 3차) 등이다. 랴오닝성의 경우, 농업은 목축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한
반면, 공업은 석유화학(8.5%)의 성장에도 장비제조(-8.5%), 제련(-3.1%), 농산물
가공(-2.1%) 등에 대한 충격이 비교적 컸다. 또한 필수소비재(식품 4.0%, 의약품
11.6%) 이외 석유제품(-31.5%), 자동차(-10.9%), 신에너지차(-6.2%) 등에 대한
소비 둔화세가 지속되었다.224) 베이징은 전자/통신/컴퓨터(15.2%) 등 첨단제조업
224) 辽宁省统计局(2020. 7. 22), 「2020年上半年全省经济运行情况综述」, http://tjj.ln.gov.cn/sjjd/sqzx
/202007/t20200722_3911722.html(검색일: 2020.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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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공업의 회복이 빨랐으나 도소매(-10.1), 물류창고(-13.6%), 식음료매출
(-46.2%) 분야의 둔화로 서비스업 충격률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한편 헤이룽장
성은 통용설비(22.5%), 자동차(31.9%), 전기기계(7.0%) 등 장비제조업의 성장으
로 2차 산업의 충격률이 낮았다.225) 광둥성의 경우 하이테크 및 에너지 가공업(궤
도교통, 3D프린팅 설비, 천연가스 등)의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자 등 중점제조
업의 수출 둔화 등으로 경제충격이 비교적 컸다. 한편 광둥성의 서비스업은 물류창
고(-11.5%), 숙박음식(-27.3%) 등의 둔화 속 금융(9%), 정보기술 및 온라인 서비
스 등의 빠른 성장으로 상대적 충격이 양호하였다.

그림 4-17. 중국 각 지역의 산업별 상대적 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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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산업별 상대적 충격률은 100*{1-(2020년 지역산업성장률-2019년 지역산업성장률)/(2020년 중국산업성장률-2019년
중국산업성장률)}*(해당지역의 해당산업 비중)이며, GDP의 상대적 충격률은 산업별 상대적 충격률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
였으나 산업 비중을 생략.
자료: CEIC DB(검색일: 2020. 8. 14); 国家统计局(검색일: 2020. 8. 17).

225) 黑龙江人民政府(2020. 7. 28), 「黑龙江省2020年上半年经济复苏步伐加快 总体呈现回暖向好态势」,
https://www.hlj.gov.cn/n200/2020/0728/c35-11005662.html(검색일: 2020.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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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전체 대비 상대적 충격이 양호한 지역은 코로나19 피해가 적은 티
벳(2차), 신장(2차), 지린(2차, 3차), 간쑤(2차), 장쑤(3차), 저장(3차), 닝샤(3
차), 광시(3차), 충칭(3차), 산둥(2차) 등이다. 티벳은 전 산업이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하였고 특히 농축산가공, 의약제조(24.7%) 등 제조업 성
장이 두드러졌다.226) 신장은 식량생산과 목축업이 안정적이었고 공업 부문은
체굴(5.1%), 제조(2.7%), 전력업(20.1%) 중심으로 성장했다. 특히 중공업
(6.4%), 비금속광물제품업(13.4%)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수리·환경·공공설
비 관리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발전하였다.227) 지린은 1차 산업의 80%를 차지
하는 목축업 중 돼지, 소 출하량이 각각 -8.3%, -3.7% 감소하면서 농업 부문의
충격이 가중되었으나 이치홍치(一汽红旗) 등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이 회복
되면서 공업 부문 충격이 개선되었고, 온라인 소비(188%) 등을 중심으로 빠르
게 회복되고 있다. 장쑤의 경우, 중점 제조업인 하이테크 및 장비제조업이 성장
세를 유지하면서(의약 11.2%, 전기기계 8.5%, 전자·통신·컴퓨터 7.6%, 전용
설비 6.9%), 특히 정보기술(13.6%) 및 금융(7.9%) 등 서비스업이 빠른 성장세
를 보였다.228) 저장은 과학기술혁신 제조업이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에서 전통
제조업(-2.3%)은 회복이 더뎠으나 금융(11.0%), 부동산(4.0%), 온라인 및 정
보기술 등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였다.229) 또한 닝샤는 중공업(4.3%),
전력(5.2%), 화공(2.7%), 건자재(1.2%) 중심으로 공업이 성장하였고 온라인
소비(51.2%)가 빠르게 증가하였다.230) 대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226) 「上半年西藏主要经济指标增速亮眼 多项全国第一」(2020. 7. 21), https://www.sohu.com/a/
408907474_118392(검색일: 2020. 9. 17).
227) 新疆维吾尔自治区统计局(2020.10. 8), 「2020年上半年自治区国民经济运行情况」, http://tjj.xinjia
ng.gov.cn/tjj/tjfx/202009/f2ada598dbbe4384a78cc7e5bbdf5595.shtml(검색일: 2020. 10. 18).
228) 江苏省统计局(2020. 7. 20), 「统筹防疫和发展成效显著 上半年全省经济实现增长」, http://tj.jian
gsu.gov.cn/art/2020/7/20/art_4031_9315108.html(검색일: 2020. 9. 26).
229) 浙江省统计局(2020. 7. 24), 「上半年浙江经济加速回升 经济增长由负转正」, http://tjj.zj.gov.cn/
art/2020/7/24/art_1229129214_1444335.html(검색일: 2020. 9. 22).
230) 宁夏回族自治区统计局(2020. 7. 22), 「统筹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成效显著 上半年全区经济运行全
面恢复, 稳中向好」, http://tj.nx.gov.cn/tjxx/202007/t20200722_2170229.html(검색일: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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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의 받지 않은 내륙지역들은 주로 국유기업 비중이 높은 광물, 에너지 자원
가공, 농가공,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2020년 상반기 지역별 투자 증감률은 후베이성 포함 9개 지역을 제외
한 22개 지역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그중 지린, 티벳, 신장 등의 투자증가율
이 2019년 증가율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특
수목적채권 발행한도의 증가, 빈곤퇴치를 위한 중앙정부의 투자 및 이전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반면 상반기 소비 증감률은 31개 지역 모두 마이너스
를 유지하고 있어 소비의 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단 2개월 이상 봉쇄가 되었던 후베이성만 투자감소율(56.2%)이 소비감소
율(34.1%)을 상회하였다(표 4-13 참고).

표 4-13. 중국 지역별 투자, 소비 및 수출입 증감률 변화
(단위: %)

투자증감률
지역(省)

2020
상반기

2019

수출증감률

소비증감률
2020
상반기

2019

2020
상반기

2019

수입증감률
(비중)

2020
상반기

대외

2019 (비중) 개방도

베이징

-1.5

-2.4

-16.3

4.4

11.5

-8.0

1.1

-13.4 -14.5

4.1

21.7

톈진

-4

13.9

-21.7

-0.3

-8.8

-10.5

1.7

-11.3

-1.3

4.6

66.4

허베이

0.9

6.1

-5.6

8.4

-9.4

-3.5

1.9

4.3

22.3

2.2

18.5

산시(山西)

8.3

9.3

-16.3

7.8

-19.6 -12.1

0.6

-16.8

-2.1

0.4

9.2

6.8

-13.8

4.1

-15.2

0.3

-6.0

2.4

0.6

8.0

네이멍구 -22.3

-1.6

랴오닝

-2.7

0.5

-17

6.1

-16.3

-3.8

2.2

-6.2

2.7

3.8

36.9

지린

7.8

-16.3

-20

3.4

-10.3

-6.2

0.2

0.5

-12.8

0.7

11.3

헤이룽장

0.3

6.3

-22.7

6.2

0.5

16.0

0.2

-20.9

1.7

0.9

12.5

상하이

6.7

5.1

-11.2

6.5

-2.3

-6.6

6.8

-5.8

-0.7

14.7

85.4

장쑤

-7.2

5.1

-9.4

6.2

-8.7

-3.5

16.1

-3.2

-7.9

13.4

46.9

저장

3.8

10.1

-6.3

8.7

-5.0

3.2

13.6

-2.6

-1.3

5.4

49.9

안후이

1

9.2

-3.5

10.6

10.7

9.2

1.6

8.8

4.2

1.2

11.8

푸젠

-0.8

5.9

-5.4

10

-10.0

2.8

4.3

-9.7

-3.9

3.2

28.3

장시

5.8

9.2

-4.2

11.3

16.3

7.7

1.2

8.7

6.8

0.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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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계속
투자증감률
지역(省)

2020
상반기

산둥

1.3

2019
-8.4

수출증감률

소비증감률
2020
상반기
-9.5

2019
6.4

2020
상반기
-5.3

수입증감률
2020

2019

(비중)

-1.6

6.8

-10.4

대외

2019 (비중) 개방도

상반기

-2.1

9.0

34.5

허난

2.6

8

-11.3

10.4

3.4

2.1

2.4

16.2

-4.1

1.4

11.2

후베이

-56.2

10.6

-34.1

10.3

4.2

-0.2

1.3

5.0

11.0

1.1

8.1

후난

4.7

10.1

-6.6

10.2

25.8

24.3

1.1

2.5

10.3

0.8

7.3

광둥

0.1

11.1

-14

8

-11.5

0.5

28.9

-8.1

-8.1

22.4

75.8

광시

1.1

9.5

-8.8

7

4.4

6.3

0.8

-6.8

5.4

2.2

21.2

하이난

3

-9.2

-16.2

5.3

-9.4

4.2

0.2

-23.8

-8.8

0.6

22.2

충칭

0.2

5.7

-7.2

8.7

1.3

8.0

2.0

14.7

16.2

1.3

22.1

1.2

쓰촨

1.6

8.6

-7.5

10.4

16.9

9.7

2.1

13.1

2.5

15.5

구이저우

-4.9

1

-5.5

5.1

-16.2

-9.9

0.2

-46.8 -33.9

0.1

2.8

원난

3.5

8.5

-8.6

10.4

33.9

36.4

0.6

-8.0

13.2

0.9

9.9

티벳

18.5

-2.1

-12.6

8.7

-47.8

38.3

0.0

-32.9 -73.7

0.0

2.5

샨시

0.1

2.5

-15.8

7.4

-10.2 -12.7

1.1

17.3

2.4

1.1

13.1

간쑤

4

6.6

-7.9

7.7

-22.0 -13.7

0.1

9.2

-18.4

0.2

4.3

칭하이

2.9

5

-12.5

5.4

-19.1 -30.6

0.0

-59.1

14.0

0.0

1.1

닝샤

-0.8

-10.3

-9.8

5.2

-15.9

-1.9

0.1

-41.4

4.1

0.1

7.5

신장

28.6

2.5

-19.2

5.5

-32.8

11.3

0.7

-

-

0.6

14.6

중국

-3.1

5.4

-11.4

8

-6.2

0.5

100

-7.1

-2.8

100

31.9

주: (비중)은 중국 전체 수출 및 수입에서 해당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CEIC DB(검색일: 2020. 8. 14); 国家统计局(검색일: 2020. 8. 17).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간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지역별 수출입 증가율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2020년 상반기 중서
부를 중심으로 11개 지역의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대외개방도
(무역의존도, 무역액/GDP)가 중국 평균(31.9%)보다 높은 상하이(85.4%), 광둥
(75.8%), 톈진(66.4%), 저장(49.9%), 장쑤(46.9%) 등 지역의 수출증가율이 모
두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회복이 더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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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중국 지역별 GDP 및 산업성장률 변화
(단위: %)

GDP 성장률
지역(省) 2020 2020.

2019

1차 산업 성장률
2020
상반기

2차 산업 성장률

2019 (비중)

상반기

1Q

베이징

-3.2

-6.6

6.1

-20.8 -2.5

톈진

-3.9

-9.5

4.8

-8.6

허베이

-0.5

-6.2

6.8

1.6

산시(山西) -1.4

-4.6

6.2

네이멍구 -3.8

2020
상반기

2019 (비중)
4.5

16.2

3차 산업 성장률
2020
상반기

2019 (비중)

0.3

-4.2

0.2

1.3

-6.6

3.2

35.2

-2.2

5.9

63.5

1.6

10.0

0.1

4.9

38.7

-1.3

9.4

51.2

1.7

2.1

4.8

-0.3

5.7

43.8

-2.5

7

51.4

-3.0

6.4

83.5

-5.8

5.2

-0.5

2.4

10.8

-1.8

5.7

39.6

-5.6

5.4

49.6

랴오닝

-3.9

-7.7

5.5

2.1

3.5

8.7

-4.1

5.7

38.3

-4.6

5.6

53.0

지린

-0.4

-6.6

3.0

-0.9

2.5

11.0

2

2.6

35.3

-2

3.3

53.8

헤이룽장 -4.9

-8.3

4.2

0.2

2.4

23.4

-5.4

2.7

26.6

-5.6

5.9

50.1

상하이

-2.6

-6.7

6.0

-16.9

-5

0.3

-8.2

0.5

27.0

-0.6

8.2

72.7

장쑤

0.9

-5.0

6.1

0.1

1.3

4.3

-0.2

5.9

44.4

1.8

6.6

51.3
54.0

저장

0.5

-5.6

6.8

1.3

2

3.4

-2

5.9

42.6

2.5

7.8

안후이

0.7

-6.5

7.5

1.2

3.2

7.9

0.8

8

41.3

0.4

7.7

50.8

푸젠

0.5

-5.2

7.6

3.3

3.5

6.1

-0.8

8.3

48.5

1.6

7.3

45.3

장시

0.9

-3.8

8.0

1.1

3

8.3

0.4

8

44.2

1.4

9

47.5

산둥

-0.2

-5.8

5.5

0.9

1.1

7.2

-0.7

2.6

39.8

-0.1

8.7

53.0

허난

-0.3

-6.7

7.0

-3.5

2.3

8.5

-0.1

7.5

43.5

0

7.4

48.0

후베이

7.5

-7.9

3.2

8.3

-23.3

8

41.7 -17.2

7.8

50.0

후난

1.3

-1.9

7.6

2

3.2

9.2

1.6

7.8

37.6

0.9

8.1

53.2

광둥

-2.5

-6.7

6.2

1.6

4.1

4.0

-6.2

4.7

40.4

0.1

7.5

55.5

-19.3 -39.2

광시

0.8

-3.3

6.0

2.9

5.6

16.0

-3

5.7

33.3

2.8

6.2

50.7

하이난

-2.6

-4.5

5.8

1.6

2.5

20.3

-7.1

4.1

20.7

-2.8

7.5

58.9

충칭

0.8

-6.5

6.3

2.4

3.6

6.6

0.9

6.4

40.2

0.5

6.4

53.2

쓰촨

0.6

-3.0

7.5

1.3

2.8

10.3

1.5

7.5

37.3

-0.4

8.5

52.4

구이저우

1.5

-1.9

8.3

5.5

5.7

13.6

0

9.8

36.1

1.8

7.8

50.3

원난

0.5

-4.3

8.1

1.9

5.5

13.1

0.2

8.6

34.3

0.5

8.3

52.6

티벳

5.1

1.0

8.1

2.5

4.6

8.1

8.5

7

37.4

3.4

9.2

54.4

샨시

-0.3

-5.6

6.0

1.3

4.4

7.7

-0.4

5.7

46.4

-0.5

6.5

45.8

간쑤

1.5

-3.4

6.2

5.8

5.8

12.0

1.8

4.7

32.8

0.9

7.2

55.1

칭하이

1.0

-2.1

6.3

5.2

4.6

10.2

3.2

6.3

39.1

-0.8

6.5

50.7

닝샤

1.3

-2.8

6.5

0.9

3.2

7.5

1.9

6.7

42.3

0.8

6.8

50.3

신장

3.3

-0.2

6.2

4.6

5.3

13.1

8.1

3.7

35.3

0.1

8.1

51.6

중국

-1.6

-6.8

6.1

0.9

3.1

7.1

-1.9

5.7

39.0

-1.6

6.9

53.9

주: (비중)은 해당지역 내 해당산업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CEIC DB(검색일: 2020. 8. 14); 国家统计局(검색일: 202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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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대응: 경기회복 지원 및 역내 산업사슬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국내외 경제충격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경제회복
과 사회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수회복 및 고용안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해외시장 및 글로벌 공급망 등 대외 불안정 요
인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출품의 내수전환 및 역내 산업, 공급망 강화
를 도모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미·중 갈등이 무역, 통상, 첨단
기술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외 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한 중국정
부의 내수확대 및 역내 공급망 강화정책은 이미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코
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발원국인 중국보다 미국, 유럽, 저개발국가
등의 피해규모가 더욱 커짐에 따라 중국책임론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가 확산
되고, 비용-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GVC의 취약성에 대한 재인식이 강해
지면서, 중국 역시 수출입 의존적인 분야의 내수화 및 지역 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 활용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는 중
국의 중장기 경제전략인 ‘쌍순환(双循环)’과도 맞닿아 있다.231)

1) 경기회복 지원정책
중국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한 2월 중순부터 방역조치와 함께 조업재개 등 생산
회복 조치를 병행하기 시작하여, 3월 말부터 내수확대 및 고용안정 중심의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232) 중앙정부는 재정적자 확대, 특별국채 발행, 지방정부
231) 국내대순환과 국제대순환을 의미하는 쌍순환은 2020년 중요 회의마다 지속적으로 강조되다가,
10월 26일 공산당 5중전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14차 5개년 규획의 핵심정책 방향으로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중장기 경제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232) 공업정보화부 발표에 따르면, 3월 말 중국 규모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의 평균 조
업재개율 및 노동자 복귀율이 약 100% 및 90%에 달했다. 또한 3월 규모이상 공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은 전년동기대비 -1.1%로, 1~2월 증가율에 비해 12.4%p 상승하여 회복 추세가 나타났다.中国金融
四十人论坛(2020. 4. 23), 「疫情冲击哪些中国产业链?中国如何应对进出口风险」, https://www.c

hainnews.com/articles/882930005260.html(검색일: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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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채권 발행한도 확대, 지급준비율 및 금리의 선별적 인하 등을 통해 투
자 및 소비회복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
된 기업, 업종, 계층 등을 대상으로 세금 및 비용절감, 경영부담 경감 및 금융지
원 강화, 고용안정, 소비 쿠폰 및 소비지원금 지급 등 정책을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하였다.
중국 대다수 지역에서는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기간 유예, 수도ㆍ
전기요금 및 부동산세ㆍ토지사용세 감면,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감면 조
치를 시행하였고, 대출지원 확대, 융자보증 강화, 융자비용 인하, 재정으로 이자
지원, 금융서비스 강화, 대출 불량률 한도 제고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융자비용 인하, 보증지원, 저비용 융자정책이 강화되었
고 상하이, 베이징, 후베이성, 푸젠성, 톈진 등의 지원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었
다. 또한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보험료 환불,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고
용안정 보조금 제공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고용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중
소·영세기업의 안정적 조업을 위해 노동력 복귀, 방역물자 제공, 원자재 공급, 물
류 운송 및 시장개척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을 시작으로
문화관광, 과학기술, 요식업, 도소매 등 특정 업종 기업의 경영부담 축소 및 금융
지원 강화 정책이 확산되었다. 일부 지역은 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R&D 투자 및
전시비용 보조, 과학기술혁신 쿠폰 사용한도액 상향 조정(상하이는 30만 위안에
서 50만 위안으로, 저장은 2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상향, 허베이성은 중소
기업 대상 최고 10만 위안 및 중점지원기업 대상 최고 15만 위안 지원), 과학기
술 분야에 대한 금융서비스 강화, 심사절차 가속화 및 심사주기 단축 등을 시행
하여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경기위축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지역별 경기회복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소비지원금의 규모 및 지급방식 등이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및 소비촉진정책에 대한 판단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
이다. 이는 다른 경기회복정책과 달리 중앙정부의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
문이기도 하다. 우선 소비지원금은 크게 소비 쿠폰과 소비보조금 형태로 지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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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소비 쿠폰은 대부분 재정상황이 양호한 동부 연해도시를 중심으로 문화
관광, 스포츠, 요식업, 농촌여행, 정보통신 관련 소비촉진을 위하여 발급되었다.
특히 저장성 항저우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소비 쿠폰을 통한 소비
증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쿠폰을 발행하여 소비시장을
일정 부분 회복하였다.233) 한편 소비보조금은 주로 신에너지 자동차 및 가전제
품 구매 시 지급되는 방식이다. 대부분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제공되는 보조금으로, 지원규모는 대부분 차량 1대당 1,000~10,000위안
수준이었다. 가령 광둥성, 후난성, 산둥성 등은 신차 구매 및 구형차 교체 시 승용
차 1대당 2,000~3,000위안을, 화물차량 구매 시 5,000위안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후베이성은 자동차 미보유 가구에 가정용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를
지원하였다. 또한 광저우시는 신에너지자동차 1대 구입 시 1만 위안을(3~12월),
난창시는 신차 구입 시 1,000위안을, 닝보시는 5,000위안을(9월 30일까지, 현
지 생산 자동차 대상) 지급한다는 시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한편 상반기 중국경제가 투자 부문의 뚜렷한 회복세에 비하여 소비회복이 더
딘 것으로 나타나자 중국정부는 상무부를 중심으로 9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
인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였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발생 전에도 수년간 개최되
었으나, 2020년에는 기존의 지역별 특화 소비축제, 온라인 판촉 활동 외에도 수
출용 상품의 국내 판로 확대, 빈곤지역의 상품판매 활동 등이 집중적으로 시행되
었다. 특히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재정·금융지원 외에도 알리바바, 텅쉰, 징동
등 소비·유통 관련 기업들이 100억 위안 규모의 소비 쿠폰과 보조금을 제공하였
으며,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은 수출상품의 내수전환 기업에 대해 입점비
233) 항저우시는 제1차 소비 쿠폰(3월 27일~4월 2일)을 통해 정부 보조금 1억 4,500만 위안으로 18억 500
만 위안의 소비를 달성, 제2차 소비 쿠폰(4월 3일~5월 31일)을 통해 4월 6일 16시 기준으로 정부 보조
금 5,736만 위안으로 4억 2,100만 위안의 소비를 달성하여, 약 2억 위안의 정부 보조금으로 22억 위
안 규모의 소비를 창출하였고, 소비 쿠폰 발급 이후 오프라인 종합쇼핑몰의 일일평균 매출 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85%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每日商报(2020. 4. 7), 「杭州消费券已带动消费近23亿元」, htt
p://news.hexun.com/2020-04-07/200916122.html(검색일: 2020. 7. 19); 中泰证券(2020. 3.
27), 「消费券或可让消费增速超过8%」, https://baijiahao.baidu.com/s?id=1662270786050094
479&wfr=spider&for=pc(검색일: 2020.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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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였다.234) 이후, 1/4분기 및 2/4분기 각각 -19.0% 및
-3.9%였던 중국의 소비성장률이 2020년 3/4분기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
(0.9%)되었다.235) 이 소비촉진 행사와 연계하여 9~12월 동안 각 지역에서 387
개의 소비행사를 개최할 계획이고 4,858개 기업이 참여할 계획이다.236)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었던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상술한 각종 재정, 금융, 제
도적 지원이 더 높은 수준으로 적용되어 오다가, 8월 후베이 재건 및 기능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3년 액션플랜을 발표하였다.237) 액션플랜에 따르면, 10대 분야
에 총 2조 3,000억 위안을 투자할 것이며, 특히 교통인프라 및 신형 인프라에
8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한시의 궤도교통 및 후베이성 역내 지역간 고속
철·고속도로 확충, 5G 기지국을 3년 동안 6만 개 구축 및 산업 인터넷 기반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우한시는 지난 8월부터 문화관광 산업의 회복과
발전을 위하여 관광지 무료입장 쿠폰 등 8,000만 위안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발급하
여 관광시장 활성화 및 소비시장 활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대표 인터넷
기업 및 다수의 민영기업들이 후베이성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투
자계획을 발표하였다. 텐센트는 디지털 정부, 사이버보안 및 AI, 스마트시티 및 스
마트교육 등 디지털 경제 분야의 투자확대를 통해 향후 3년 동안 후베이성에서의
고용을 4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알리바바는 허마센셩(盒马鲜生) 등 O2O 신유
통매장의 점포 확대를 비롯하여 우한시 내 소점포, 영세기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
으로 무이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베이성 농산물 안심구매 프로젝트 등을 추
234) 「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支持出口产品转内销的实施意见》」(2020. 6. 22), http://www.gov.cn/
xinwen/2020-06/22/content_5521101.htm(검색일: 2020. 8. 30).
235) 다만 1~9월 누적 투자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0.8%로 플러스 전환한 반면 같은 기간 소비증가율은 -7.
2%로 전년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국 GDP 성장률 및 산업성장률 역시 각각 0.7%
및 2.3%(1차), 0.9%(2차), 0.4%(3차)로 모두 플러스 전환하였다. 国家统计局(2020. 10. 19), 「国家统计
局新闻发言人就2020年前三季度国民经济运行情况答记者问」, http://finance.eastmoney.com/a/

202010191668186972.html(검색일: 2020. 10. 25).
236) 焦点视界(2020. 9. 24), 「多重利好！各地“出口转内销”支持政策整理!」, http://www.cacs.mofcom.
gov.cn/article/flfwpt/jyjdy/cgal/202009/166403.html(검색일: 2020. 10. 3).
237) 湖北省人民政府网站(2020. 8. 17), 「湖北省出台疫后重振补短板强功能“十大工程”三年行动方案」,
https://baijiahao.baidu.com/s?id=1675231833268543439&wfr=spider&for=pc(검색일:
202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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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할 계획이며, 징동은 스마트 물류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
다. 또한 샤오미를 비롯하여 다수의 스마트 교육 및 교통 관련 민영기업들이 클라
우드 플랫폼, AI, 자율주행, IoT, 스마트 제조 및 R&D 등에 대한 투자 의사를 밝
혔다.238) 이밖에도 반도체, 신에너지 전지 소재, 스마트의료, 관광 관련 30개 프
로젝트에 대해 약 1,200억 위안 규모의 투자가 성사되었다.

2) 역내 산업사슬 강화: 수출품의 내수전환 지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해외의 조업 축소 및 수요 감소는 중국의 수출입
둔화와 산업사슬 충격으로 이어졌다. 이에 중국정부는 수출상품의 내수전환을
지원하면서, 무역의존도가 높거나 안전ㆍ안보적 의미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역
내 산업ㆍ공급사슬의 안정성 제고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5월 기준, 이미 10만 개 이상의 중국 수출기업이 내수판매를 결정하
였고 그중 일부기업은 2020년 수출 감소가 20~40% 정도로 예상되지만 내수
판로를 개척하면 수출 손실의 10~70%를 보존할 것으로 기대하였다.239) 그러
나 중국에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은 여러 절차(생산, 인허가, 관련 설비 수입
등)에서 필요한 인증서류, 표준 및 품질 기준 등이 상이하여 전환에 큰 어려움
을 겪고 있었다. 이에 2020년 4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
된 무역기업의 내수전환 지원을 강조한 데 이어, 6월 국무원에서 수출상품의
내수전환 지원을 위한 종합정책을 발표하였고,240) 이에 대해 9월 시장관리감
독총국에서 해당 정책을 철저히 시행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 정책의 핵심내
용은 △수출품의 내수시장 진입 가속화 조치 △수출-내수상품 간 동일한 생산
라인·표준·품질 적용의 전면적 시행이다. 우선 수출품의 내수시장 진입을 위하

238) 정지현 외(2020),「중국 주요 지역의 핵심 정책과제 및 전망」, pp. 21~22.
239) 焦点视界(2020. 9. 24), 「多重利好！各地“出口转内销”支持政策整理!」, http://www.cacs.mofcom.g
ov.cn/article/flfwpt/jyjdy/cgal/202009/166403.html(검색일: 2020. 10. 3).
240) 「中央层面多次鼓励 专家称出口转内销一举多得」(2020. 6. 22), https://www.sohu.com/a/40354
8520_114988?_trans_=000019_share_sinaweibo_from(검색일: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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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20년 말까지 별도 검증없이 기업이 CCC 인증 부합 관련 자료를 기업
표준정보사이트에 등록하면 내수판매 우선 허용(관련 온라인 교육 제공) △국
내생산판매 심사신속통로 구축 △CCC 인증 지정기관에 녹색신속통로 개설 등
인증 기간/절차 단축 등을 집중 시행한다. 그리고 수출-내수 간 동일한 생산라
인·표준·품질 적용을 위하여 △적용범위를 식품, 농산품, 소비재, 공업용품 등
으로 확대 △시장 시스템 적용 △생산라인·표준·품질 동일기업 홍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241)
물론 수출품의 내수판매에 있어 지식재산권 이슈, 대내외 품질기준 및 가격
수준 격차, 판로 및 시장 격차 등 문제로 내수전환이 수월하지는 않다.242) 그러
나 중국정부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수전환을 위한 인증 및 세무
절차 간소화, 내수판로 모색, 보험 및 자금 지원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243) 또한 중국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격차 해소 등 내수전환
과정에서 중국기업 및 관련 제도의 수출-내수전환이 더욱 유연해질 수 있고,
중국 소비자가 우수 제품 및 서비스를 중국산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
될 수 있어 중국의 산업 및 소비 고도화 등을 촉진할 수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수출품의 내수전환 관련 세금을 잠정적으로 감면하였고,
각 지방정부도 업계 협회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상하이 무역기업상
품 전용코너, ‘둥관제조’ 전자상거래 전용코너 등 플랫폼을 통해 우수한 수출품
의 온라인 내수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 도매 플랫폼인 ‘알리바바
1688도매망’에 따르면, 이 플랫폼을 통해 내수판매를 하는 무역기업이 최근
241) 「支持出口产品开拓国内市场 帮助外贸企业纾困」(2020. 9. 11), http://www.cicn.com.cn/zggsb/
2020-09/11/cms130746article.shtml(검색일: 2020. 10. 4).
242) 이밖에도 수출 시에는 수출신용보험을 이용할 수 있으나, 중국 내수의 경우 대금 채불이 발생하면 납부
를 요청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으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내수판매의 이윤이 낮기 때문에 내수전환
이 쉽지만은 않다. 또한 수출기업의 종류(OEM, ODM 등)에 따른 영향도 상이하다. 「18部门推动出口
转内销 渠道难题待解」(2020. 7. 4), http://finance.sina.com.cn/roll/2020-07-04/doc-iirczymm
0417318.shtml(검색일: 2020. 10. 5).
243) 중국에서 수출상품의 내수전환 정책은 사스,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시행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
기 때 중국의 많은 무역기업이 과도한 수출 의존의 리스크를 체감한 바 있다. 가령 광둥성 둥관의 한 외자
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 비중을 36.5%(2019년) 정도로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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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개 이상이며, 2020년 4월 구축한 ‘수출전용’ 코너에 2020년 말까지 50
만 개 무역기업이 2,000억 위안 규모의 내수용 도매거래를 할 전망이다.244)
수출품의 내수전환 지원정책은 각 성(省)·시(市)급 정부에서 활발하게 추진
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광둥(46.2%), 저장(37.5%), 상하이(30.6%)뿐만
아니라, 노동집약적 상품의 수출이 많은 중서부 지역에서도245) 적극적이다.
광둥은 GVC 참여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30%), 무역기업의 내수전
환이 기업의 생존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보조금 및 융자 지원 △수출
-내수 분절 시스템의 통합 발전 추진 △국내외 2개 시장 및 자원을 이용한 요소
시장 개혁 가속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10월 16일에는 온라인 플랫폼 내
내수전환 전용코너 구축·운영 지원을 위한 종합조치를 발표하였다.246) 광둥성
에서 매년 개최되는 중국 최대 무역박람회인 캔톤페어(중국 수출입상품 교역
회, Canton Fair)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2020년 두 차례 모두 온라인
으로 개최되었는데, 주요 타깃 고객을 해외 바이어에서 국내 바이어로 전환하
였다. 이는 광둥성 소재 많은 수출기업들의 내수판매 비중이 특히 낮아 내수전
환 수요가 시급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캔톤페어에 참가한 선전시의 주방
용품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경제 성장으로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했지
만, 중국 내수시장의 규모 및 소비수준 제고 추세를 고려하여 내수시장 판로 확
대를 모색하고 있었다.247) 즉 해외 공급사슬의 불안정성과 중국의 내수전환 지

244) 「新闻分析：出口转内销, 怎样“加把火”?」(2020. 4. 29), http://www.xinhuanet.com/202004/29/c_1125922014.htm(검색일: 2020. 10. 2).
245) 하이테크 상품을 생산하는 무역기업 대비 의류/섬유 등 노동집약적 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해외 주문 감소, 재고 보관 창고 부족, 현금 유동성 압박 등으로 내수전환이 훨씬 절박하다. 장시성 난창
시 해관통계에 따르면, 2020년 1/4분기 7대 노동집약적 상품의 수출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6.6% 하락
하였다. 현지 의류제조업체에 따르면, 해외수요는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했으나 고용, 경상비 지출 등
은 유지되고 있어 내수판로 확대가 시급하다. 「新闻分析：出口转内销, 怎样“加把火”?」(2020. 4. 29),
http://www.xinhuanet.com/2020-04/29/c_1125922014.htm(검색일: 2020. 10. 2).
246) 「广东出台13条措施支持出口转内销 鼓励电商平台设外贸转内销专区」(2020. 10. 17), http://www.
gov.cn/xinwen/2020-10/17/content_5551931.htm(검색일: 2020. 10. 20).
247) 澎湃新闻(2020. 10. 19), 「广东外贸练内功, 稳!」,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
forward_ 9620768(검색일: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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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지속될 경우, 중국 수출기업의 내수전환 가속화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점
유율 확대(수출 유지/증대+내수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상하이는 지난 4월부터 지원대상 무역기업 및 품목을 분류하여(의류·액세서
리·부속품, 패브릭 제품, 일용품, 식품, 문구·체육·여행·여가용품 및 전자소비
상품 등) 다양한 전시회 개최 및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판매 등을 지원하였다.
이어 6월 1일에는 수출품의 내수전환 특수관리 지원조치248)를 발표하여, 무역
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플랫폼 제공(입점절차 간소화, 임접비 무료 등), 온
라인 전시회 등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내수 납세유예 이자율
감면 등 지원정책을 본격화하였다.249) 또한 8월 4일, 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내
수-수출 융합발전 등이 강화된 내수전환의 내수-수출 융합발전 촉진 지원 조
치를 발표하였다.
세계 최대 소상품 시장인 이우시(义乌市)가 소재하는 저장성 역시 국무원의
내수전환 지원방침을 따르면서, 6월 수출기업의 내수판로 구축 지원조치를,
7월 종합정책을 발표하여 상표등록 및 지식재산권 문제, 내수시장 진입문턱 제
거, 수출-내수기업 연계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250) 이밖에도 산
둥, 허베이, 안후이, 구이저우, 지린, 장시 등에서 수출품의 내수 지원정책을 각
각 발표하여 추진 중이다.

248) 上海市商务委员会, 上海市市场监督管理局, 上海市知识产权局, 上海海关, 国家税务总局上海市税
务局(2020. 5. 14), 「关于支持上海市外贸产品出口转内销实施特殊管理的若干措施」, https://sww.
sh.gov.cn/zxxxgk/20200528/b933a686f27a4dc5ac7fa7b6a6f60be4.html(검색일: 2020.
10. 18).
249) 해당 정책 발표 이전부터 상하이는 지원 대상 무역기업 및 수출품목을 분류하여(의류·액세서리·부
속품, 패브릭제품, 일용품, 식품, 문구·체육·여행·여가용품 및 전자소비상품 등), 다양한 전시회 개
최 및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판매 등을 지원해 왔다. 「上海将帮助一千多家外贸企业出口转内销, 首
批商品将于28日上线」(2020. 4. 23), http://www.cnr.cn/shanghai/tt/20200423/t20200423_

525065295.shtml(검색일: 2020. 10. 18).
250) 「浙江出台新政支持外贸产品出口转内销」(2020. 7. 5), http://www.gov.cn/xinwen/2020-07/
05/content_5524269.htm(검색일: 2020. 10. 17); 「浙江：出口转内销 税务帮扶有“数”」(2020.
4. 22), http://zhejiang.chinatax.gov.cn/art/2020/4/22/art_23241_456710.html(검색일: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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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중국의 수출입 의존적 업종 및 정책 대응

구분

주요
품목

수출의존적 업종

수입의존적 품목

(업종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업종별 영업비용 대비 수입액 비중)

∙ 전자ㆍ통신ㆍ컴퓨터(49.3%, HS코드 8단위

∙ 석유ㆍ석탄가공(51.1%), 전자ㆍ통신ㆍ컴퓨터

기준 중국 수출 10대 품목 중 9개가 속함)

(36.8%)
∙ 방직ㆍ의류ㆍ피혁(18.6%), 교통운수(18%), 전 ∙ 문구ㆍ교육ㆍ체육ㆍ여가용품(36.3%), 플라스틱
(25.8%), 목재가공ㆍ가구(21.2%), 통용ㆍ전문
기기계(18%), 플라스틱(15%), 통용설비(14%)
설비(20.5%), 철금속(13%), 비철금속(12%)

∙ 수출경쟁력이 높은 업종 확대: 소비재(가공 ∙ 에너지/원자재의 높은 수입의존도
수출)에서 일부 자본재로 확대(일부 국가는 ∙ 수출 고도화와 연계된 중간재 및 자본재의

특징

자본재에 대한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소비
재보다 높음)
∙ 아태지역 및 미주 경제권의 대중국 수입의존
도가 상대적으로 높음(베트남 28%, 호주
24%, 인도네시아 24%, 일본 23%, 미국
21%, 러시아 21% 등)
∙ 소비재(가전ㆍ컴퓨터ㆍ휴대폰,
ㆍ피혁ㆍ신발 등)
∙ 일부 자본재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이
큰 품목

대응

수입 증가(2018년 중간재 수입은 8,311억
달러, 자본재 2,903억 달러, 소비재 1,262
억 달러)

방직ㆍ의류 ∙ 원자재(석유ㆍ목재ㆍ금속), 중간재(전자부품,
소재)
∙ 자동차ㆍ부품 수입 중 미국ㆍ독일ㆍ이탈리아
비중 40%, 기계설비 중 미ㆍ독ㆍ이ㆍ프ㆍ영
비중 40%
∙ 엔진류 수입 중 미ㆍ독ㆍ영ㆍ프ㆍ이 비중
75%
∙ 의약ㆍ의료용품: 미ㆍ독ㆍ프ㆍ이 비중 56%
(+세계적 부족 현상)
∙ 일부 화학제품 수입의 미국(67%), 독일(51%)
비중 과도
∙ 항공기ㆍ부품 수입 중 미ㆍ독 비중 83%

∙ 수출품의 내수전환 지원
∙ 중점산업 중심으로 산업ㆍ공급사슬 확충,
∙ 소비, 유통, 지불결제 등 디지털화 가속
고도화, 디지털화 및 안정성 제고
∙ 내수 소비재 시장의 중국기업 점유율 제고 ∙ 중점산업 및 신산업 클러스터 종합 육성,
‘산업사슬 확대제도(链长制)’ 시행 등
∙ 내수(국내순환)와 GVC 참여(국제순환)가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국내 제도ㆍ시스
템 개선 및 대외개방 확대
∙ 한·중·일 등 아시아 지역 중심의 RVC 구축 강화 및 중국의 역할 고도화

자료: 「疫情冲击哪些中国产业链?中国如何应对进出口风险」(2020. 4. 23), https://www.chainnews.com/articles/
882930005260.htm(검색일: 2020. 7. 12); 「疫情切断中国进口供应链 哪些行业风险最大?」(2020. 3. 27),
https://finance.sina.com.cn/china/gncj/2020-03-28/doc-iimxyqwa3587038.shtml(검색일: 2020. 7. 14)
활용하여 저자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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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내 산업사슬 강화: 공급사슬 확충
중국은 수년 전부터 자국의 산업사슬 확대 및 고도화 필요성을 논의해오다
가, 미·중 갈등에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역내 산업·공급사슬 확충 및 안정
성 제고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0년 4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여섯 가지
안정’ 중 산업·공급사슬 안정이 특히 강조되었고 5월 시진핑 주석 및 리커창 총
리가 중요 회의에서 산업·공급사슬이 기업생산 보호와 중국 제조 안정을 추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251) 이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산업·공급사
슬 핵심기업 131개를 정하고 이들의 생산회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전후방
업종 60만 개 중소기업을 견인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정책은행의 특수목적 대
출한도를 3,500억 위안 상향시켰다.252)
GVC 참여도가 높은 광둥은 2020년 5월 ‘전략적 지주산업 클러스터와 전략
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을 발표하였고 각각 10대 산업 클러스터를 발
전시킬 계획이다.253) 구체적으로 전략적 지주산업은 차세대 전자정보, 녹색석
유화학, 스마트가전, 자동차, 선진소재, 고급경공업(섬유), 소프트웨어·정보 서
비스,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헬스, 현대적 농업·식품을 포함하며
전략적 신흥산업은 반도체·집적회로, 첨단장비, 스마트로봇, 블록체인, 양자정
보, 첨단신소재, 신에너지, 디지털 문화·창의, 환경보호, 정밀기계설비를 포함
한다. 특히 광둥은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역량 강화 등 전자전기 분야의 산업사
슬 확충 및 스마트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공급사슬 재편에 대한 기업의
대응으로 시장수요에 민감해야 하고, 공급사슬 편입 노력 및 공급사슬 내 주도
적 역할 등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254)
251) 「疫情冲击全球产业链, 供应链, 企业应着力推动数字化转型」(2020. 7. 1), https://www.sohu.
com/a/406397094_120690910?_trans_=000011_hw_llq_sy(검색일: 2020. 10. 4).
252) 「人民日报：保产业链供应链稳定 让中国制造更给力」(2020. 9. 18), https://baijiahao.baidu.
com/s?id=1678234188633110423&wfr=spider&for=pc(검색일: 2020. 10. 4).
253) 广东省人民政府(2020. 5. 18), 「广东省人民政府关于培育发展战略性支柱产业集群和战略性新兴产业
集群的意见」, http://www.wuhua.gov.cn/mzwhjjkfq/gkmlpt/content/2/2063/post_2063418.
html#18688(검색일: 2020. 10. 7).
254) 「如何稳定产业链, 供应链?制造业大省给出了这些“高招”!」(2020. 7. 20), https://k.sina.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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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는 성 내 산업사슬 활용도가 60%, 창장삼각주 내 산업사슬 활용도가
80%를 차지하며 나머지 10%는 주장삼각주 산업사슬을 활용한다. 즉 장쑤의
중국 내 공급사슬 활용도는 90%로 매우 안정적이다. 그러나 수입에 의존하는
10%가 자동차, 휴대폰, 광통신, 스마트TV, 5G 관련 생산에 가장 핵심적인 부
분이다. 이에 장쑤는 사물인터넷, 집적회로, 첨단장비, 바이오의약 등 첨단제조
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255) 491개 중점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사슬의 취약점을
개선하여 수입을 대체하고자 한다.256) 이 과정에서 장쑤는 국내대순환과 국제
대순환 사이에 동아시아 소순환을 추진할 계획이다.257)
이밖에도 많은 지역에서 각 지역의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신산업 분야 산업사슬 확충 및 안정성 제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전국 44개 도시에 66개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를 지정
하였는데, 주로 차세대 정보기술(집적회로, 신형 디스플레이, 차세대 정보 네트
워크, 정보기술, 네트워크 정보안전상품 및 서비스, AI), 첨단장비(스마트제조,
궤도교통), 신소재(신기능소재, 선진구조소재), 바이오의약, 에너지절감·환경
보호 분야이다. 각 클러스터는 중점선두기업-산업연맹-공공플랫폼-인재육성산업단지가 결합된 혁신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선두중점기업이 관련기업, 연
구개발기관, 금융기관 및 기타 중개서비스 기관 등과 함께 특정 지역에서 효율
적으로 집적, 분업, 협력혁신을 추진하여 경쟁우위 제고와 견인작용을 하는 산
업조직을 구축하는 것이다.258) 44개 도시 중 베이징, 상하이, 우한에만 4개씩

article_1117069645_4295214d01900qdns.html?cre=tianyi&mod=pcpager_tech&loc=
14&r=9&rfunc=54&tj=none&tr=9&from=news&subch=onews(검색일: 2020. 10. 7).
255) 「江苏如何提升产业链供应链稳定性竞争力」(2020. 7. 4), http://jsjjbv5.xhby.net/mp2/pc/c/
202007/04/c795728.html(검색일: 2020. 10. 2).
256) 「培育线上供应链 推进产业链重构 固链强链补链, “链”稳方能“业”安」(2020. 6. 1), https://www.
sohu.com/a/399021030_120569495(검색일: 2020. 10. 4).
257) 「开辟市场 夯实产业链供应链合作基础 江苏加快促进东亚“小循环”」(2020. 9. 3), https://dy.163.
com/article/FLK1H08J05345B2A.html(검색일: 2020. 10. 13).
258) 国家发展改革委员会(2019. 10. 10), 「关于加快推进战略性新兴产业产业集群建设有关工作的通知」,
http://www.jiangxi.gov.cn/module/download/downfile.jsp?classid=0&filename=f3cb65
c02883438399a5b2be0dd4057d.pdf(검색일: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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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클러스터가 선정되었고 선전, 허페이는 각각 3개가 선정되었다. 그중 우한
에는 집적회로, 신형 디스플레이, 차세대 정보네트워크 등 컴퓨터·통신·전자
분야와 의약제조업이 선정되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단말기-인터넷
(芯屏端网)’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2019년 하이테크 제조업 투자
가 40.3% 성장하였다259) 후베이성은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단말기-인
터넷’ 클러스터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디지털 인프라, 신형에너지, 스마
트장비, 산업데이터 관련 산업사슬을 확충하고 5G와 산업인터넷 융합사업 등
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4-16. 중국 66개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분포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2019~)

지역(省)
베이징
톈진

징카이 집적회로; 하이뎬취 AI; 창핑 바이오의약; 따싱 바이오의약
네트워크 정보안전과 상품 서비스; 징카이 바이오의약

허베이

스자좡 바이오의약

랴오닝

다롄 정보기술 서비스, 스마트제조

난징
헤이룽장
상하이

퉁화 바이오의약
하얼빈 바이오의약
푸동 집적회로; 양푸취 정보 서비스; 쉬후이취 AI; 푸동신구 바이오의약

장쑤

쉬저우 스마트제조; 창저우 스마트제조; 쑤저우 바이오의약

장저

항저우 정보기술 서비스, 바이오의약; 닝보 신기능소재

안후이

허베이 집적회로, 신형 디스플레이, AI; 퉁링 선진구조소재산업

푸젠

푸저우 신기능소재; 샤먼 신기능소재, 바이오의약; 푸텐 신기능소재

장시

잉탄 차세대 정보 네트워크; 간저우 신기능소재

산둥
허난

지난시 정보기술 서비스; 칭다오시 궤도교통장비, 에너지절약환경; 쯔보시 신기능
소재; 옌타이시 선진구조소재, 바이오의약; 린이시 바이오의약
정저우 정보 서비스, 차세대 정보 네트워크; 핑딩산 신기능소재; 쉬창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259) 「国家公布首批战略新兴产业集群名单 汉沪数量第一」(2019. 11. 6), http://www.cac.gov.cn/
2019-11/06/c_1574571852096477.htm(검색일: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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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계속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2019~)

지역(省)
후베이
후난
광둥
하이난

우한 집적회로, 신형 디스플레이, 차세대 정보 네트워크, 바이오의약
샹탄 스마트제조장비; 창사 스마트제조; 레이디 선진구조소재; 위에양 신기능소재
선전 신형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스마트제조; 광저우 스마트제조, 바이오의약; 주
하이 바이오의약
청마이현 정보기술 서비스

충칭

바난취 바이오의약

쓰촨

청두 궤도교통, 바이오의약; 쯔궁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구이저우
산시(陕西)

구이양 정보기술 서비스; 퉁런 신기능소재
시안 집적회로; 바오지 선진구조소재

신장

우루무치 선진구조소재

중국

전국 44개 도시에 66개 클러스터

자료: 国家发展改革委员会(2019. 10. 10), 「关于加快推进战略性新兴产业产业集群建设有关工作的通知」, http://
www.jiangxi.gov.cn/module/download/downfile.jsp?classid=0&filename=f3cb65c02883438399a5b2b
e0dd4057d.pdf(검색일: 2020. 10. 5).

또한 최근 중국 각 지역에서는 전문·책임자그룹이 투자·기술·재정 등에 역량
을 집중시켜 특정 산업사슬의 확충·안정·강화를 전담 및 책임지는 ‘산업사슬 확
대제도(链长制)’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대상 산업사슬마다 발전계획, 지원
정책, 발전공간 플랫폼, 선두기업육성, 공공기술 플랫폼, 투자유치그룹, 발전지
도 전문가, 분업책임기제, 연도계획을 추진하여 산업사슬을 강화·혁신·고도화한
다는 정책이다.260) ‘산업사슬 확대제도’는 2017년 11월 후난성 창사에서 시작되
어 2019년 저장성, 장시성, 산둥성, 2020년에 장쑤, 헤이룽장, 베이징 등에서 도
입 시행하고 있다. 이 방식은 비교적 단기간에 산업사슬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여겨져 많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260) 「“链长制”为何备受各地青睐」(2020. 8. 17), http://news.cyol.com/situo/2020-08/17/content_
18738271.htm(검색일: 2020. 10. 9).

184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라. 소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 경제충격은 확진자 발생규모 및 기간, 산업구조 및
대외개방도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인프라 투자중심의 내수확대 정책이
추진되어 2020년 상반기 대다수 지역에서 투자증가율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제성장률도 회복되고 있다. 반면 소비증가율은 후베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서 투자증가율 대비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
중국의 경기회복정책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기업, 업종, 계층 등을 대상
으로 세금 및 비용부담 경감과 금융지원 강화를 추진하면서 피해 집중지역에
대한 종합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소비 쿠폰 및
소비지원금 정책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지역별 상황에 맞게 각각의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항저우 등 중국 일부 지역이 글로벌 금융위
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비 쿠폰 등을 활용해 소비시장의 빠른 성장을 유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밖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과학기술혁신기업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미래 지향적 투자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중국 경제발전 및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하여 중국의 무역구조 및
GVC 참여 등은 이미 충격을 받고 있었고, 코로나19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
속화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 대한 무역 및 GVC 차원의 대응
을 중국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수출
기업의 생사가 엇갈리자,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수출품의 내수
전환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수-수출 간 인증, 품질, 표준 등의 수준
을 맞춰나가면서 국내시스템을 향상시키고, 국내소비자의 소비수요 고도화를
국산제품으로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중국 내수(소비재)시장의
자급률 제고로 이어질 것이므로,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안정화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에 투자한 우리
수출기업 역시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 내수판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

제4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경제·통상 변화 • 185

다. 특히 상하이 무역기업상품 전용코너, ‘둥관제조’ 전자상거래 전용코너 등 수
출품의 내수전환 지원에 적극적인 지역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
하다.
또한 중국은 미·중 기술패권 갈등 등 정치안보적 요인으로 인한 GVC 재편
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내 산업·공급사슬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산업 클러
스터 선정, 선두핵심기업 중심의 산업사슬 고도화 및 연관산업의 중소기업 동
반 성장, 전문가 인재그룹 및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산업사슬의 고도화 및 핵심 분야의 취약성 개선 등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
렵지만, 세계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둔화에 허덕일 때 중국은 투
자유치를 원하는 핵심 분야에 대한 개방확대 및 역내 자원집중 등을 통해 산업
사슬을 점차 확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테슬라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전기
차 제조단지를 구축하여 양산하면서, 최근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신에너지자동
차 혁신센터를 건설하여 슈퍼차저(Supercharger)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
표한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는 핵심 분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
면서 대중국 수출을 지속할 것인지, 중국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여 유리한 협
상을 통해 투자할 것인지, 기존 GVC의 재편 흐름에 편승하여 탈중국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의 대중국 의존도를 대체할 새로운 시장
을 발굴하기 전까지는 후자를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미·중 갈등 속 중국은 역내 완전한 공급사슬 구축의 어려움과 코로나
19 이후 GVC의 안정성까지 고려하여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공급망 구축에
관심이 많으며, 관련 협력을 요구해 올 수 있다. 장쑤성 등 일부 지역은 사물인
터넷, 집적회로, 광통신, 첨단장비, 자동차, 5G 등 스마트제조 및 바이오의약
분야의 산업 공급사슬 확충에 있어 동아시아 소순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협력 수요에 대응한 한국의 입장과 한·중·일 협력에 대한 한국
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86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제5장
코로나19와 중국의
사회·문화 변화

1. 사회안전망에 대한 충격과 대응
2. 코로나19와 중국인의 프라이버시
3. 코로나19와 중국의 언론환경 변화
및 신문화

1. 사회안전망에 대한 충격과 대응
가. 중국 사회안전망의 이중 과제: 방역과 경제회복
2020년 9월 현재, 중국은 정치의 불투명성과 감염확산의 불확정성 사이에서
불거졌던 국내외 우려와 위기상황을 상당부분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국가통계
국은 1/4분기의 강한 충격을 딛고 2/4분기 생산과 소비, 경제성장률에서 플러
스 회복을 보였음을 발표했다. 국경절 연휴에 6억 명 이상이 중국 국내여행에
나서는 등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도 상당부분 회복세다. 9월 21일까지 중국
본토 확진자가 36일째 ‘0’을 기록하며 코로나 청정사회로 변화했고, 우한을 시
작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던 감염병 위기와 정부의 미숙한 대처에 따른 정
치·사회적 위기로의 확산 우려 또한 일단 진정되는 추세다.261) 9월 8일, 중국정
부는 ‘전국 코로나19 대응 표창대회(全国抗击新冠肺炎疫情表彰大会)’를 열어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뒀음을 선포하면서,262) 중국이
단기간에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매우 어려
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강조했다. 그 비결로서,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영도와 더불어, 중국인민의 커다란 노력과 희생 또한 강조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 상황이 ‘성공적’으로 보일지라도, 다른 국가의 실패와
비교했을 때의 성공적 결과일지도 모른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 위기는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는 강한 불확실성과 중장기간 지속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
에서 과거 위기와는 차별적이다. 2003년 사스(SARS) 위기는 WTO 가입 이후

261) 코로나19 초기대응에서 중국정부 및 사회의 난맥상과 사회적·정치적 위기로의 확대 경향에 대해서
는 다음 글을 참고할 것. 박우(2020. 6), 「코로나19 4개월과 중국 사회: (불)투명성과 (불)확실성 사
이에서 파동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서 역병」, http://diverseasia.snu.ac.kr/?p=4162
(검색일: 2020. 9. 10).
262) 여러 언론에서는 사실상의 ‘종식 선언’이라 보도했지만, ‘종식’이란 과도한 표현보다는, 현재까지 방
역의 성공을 자축하고 경제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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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속성장과 제조업 일자리 확대로,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적극적
인 재정정책과 수천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의 귀향·창업,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
출로 극복되었다면, 이번 위기는 방역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무역 전반의 총
체적 위기다. 이번 코로나 위기가 ‘낡은 정상(the old normal)’의 ‘민낯’을 드
러내줬다면, 코로나 위기가 가한 충격이 중국사회에서 ‘잠시 멈춤’과 ‘낡은 정
상’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정상(the new normal)’으로 나아가는 전환
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보다 중장기간 연구해야 할 주요한 과제가 될 것
이다.263)
흔히 방역과 경제회복으로 일컬어지는 코로나 극복의 이중 과제는 코로나19
의 충격과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264) 강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제기한다. 정부 차원에서, 긴급한 위기관리 및 단기 충격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누적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민생 및 취
업보장, 보건의료체계 및 사회보장체계 정비 등 적극적인 대응책과 체계 정비
의 과제가 제기된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국사회 내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높아지면서, 변화의 사회적 모멘텀 또한 증가하고 있다. 5
월 양회에 앞서 신화통신 등이 실시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회 거
버넌스, 사회보장, 소득수준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고,265) 인민망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사회보장은 세 번째 순위에 오를 정도다.266)
과거 발생한 여러 차례의 위기와 재난은 중국정부로 하여금 사회안전망을 발
전시키도록 만들었다. 1997년 국유기업발 대규모 실업위기가 ‘주민최저생활보
263) 「코로나19와 중국 농민공 : 모빌리티와 위험 사이」, https://aocs.inu.ac.kr/webzine/app/view.
php?wp=610(검색일: 2020. 8. 31).
264)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내외 일관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긴급한 위험과 재난에 대한 정
책·제도적 대응이란 차원에서 고용정책과 사회보장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로 사회안전망 개념을 활
용한다.
265) 최예지(2020. 5. 21), 「[2020 양회 키워드]사회안전망 가장 큰 관심...‘보이는 행복’ 원하는 중국인」,
https://www.ajunews.com/view/20200520134946431(검색일: 2020. 8. 31).
266) 宋子节, 于子青, 孙竞(2020), 「2020年全国两会调查结果出炉：正风反腐, 依法治国, 社会保障位居
热词榜前三」(2020. 5. 18), http://politics.people.com.cn/n1/2020/0518/c1001-31713843.

html(검색일: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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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도(居民最低生活保障制度)’를, 2008년 원촨(汶川) 대지진이 사회공작(社会
工作)의 전면적인 도입·확대를, 2003년 사스 위기와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등은 종합적·예방적인 사회 거버넌스와 사회보장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과연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중국 사회안전망의 발전에 어떠한 변화를 낳을 것인지는
중국사회 변화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무차별적인
감염이 지역, 부문, 계층, 성별에 따라 차별적 효과를 양산하며 취약계층 및 집단
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재구축해야 할 필요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
서, 비록 초보적이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267)

나. 코로나19의 사회적 충격: 공중보건 및 고용의 동시적
위기
코로나19가 중국에 가한 사회적 충격은 공중보건 및 고용의 동시적 위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 위기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래 가장 빠른 확
산, 가장 광범위한 감염, 가장 어려운 예방·통제란 점에서 최대의 공중보건 위
기다.268)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가 춘절 이후 중국정
부의 강력한 봉쇄 및 격리정책과 동반되면서, 고용에도 커다란 충격을 가했다.
춘절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갔던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고, 인구와 자원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면서 야기된 경제위기는 기업과
자영업 등에 강한 충격을 가했다. 2020년 11월 현재, 전염병의 대유행이 일단
통제되고 있는 상태지만, 공중보건 위기는 언제든 재발될 우려가 존재하는데
다, 고용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67)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강한 불확정성과 중장기간 지속가능성을 띤다는 점에서,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
적 평가를 넘어, 각 국면과 상황에 따른 ‘과정적 평가’를 통한 중장기 차원의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268) Lu et al.(2020), “Social Policy Responses to the Covid-19 Crisis in China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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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중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및 사망자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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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HO database(검색일: 2020. 10. 20).

현재까지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림 5-1]에서 보여지듯 1~3월간 초기 대유행
이후에는 산발적인 지역 감염만 발생하면서 중국정부가 상당부분 전염병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숱한
논란은 중국식 체제의 취약성과 장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음
은 분명하다. 위기관리의 방법론적 측면269)에서 본다면, 중국정부가 구축해온 공
중보건체계는 고도로 행정화된 거버넌스의 문제, 정보 통제와 관료주의 문제, 표
현과 언론자유의 문제270)를 드러내며, 빠른 위기 인식과 소통(communication)
의 실패 속에서 조기 통제(control)에 실패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위기를 본격
적으로 인식한 이후로는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위계적 정치체제의 장점을 발휘하
여 인적·물적 자원을 일사분란하게 총동원271)하며 전국적인 정치·사회적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 일종의 ‘초기대응 실패와 최종 통제 성공’
이라는 일견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공중보건체계가 놓여져 있는 중국식
269) Comfort(2007), “Crisis Management in Hindsight: Cognition, Communication, Coordination,
and Control”; Comfort et al.(2019), “The Dynamics of Change Following Extreme Events:
Transition, Scale, and Adaptation in Systems Under Stress.”
270) 조영남(2020a), 「중국은 왜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가?」; 구신(2020), 「중국질병예방통제센
터는 왜 신종 코로나 폐렴의 ‘수문장’이 되지 못했는가?」.
271) 조영남(2020b),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분석: 중앙의 지도체계와 선전 활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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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중국 전국도시조사실업률 및 도시신규취업인원 변화(2018~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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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tjsj/(검색일: 2020. 10. 20) 자료를 저자가 취합 정리.

체제의 ‘민낯’과 특이성을 여실히 보여준다.272)
공중보건위기가 어느 정도 통제되고 난 4~5월, 중국의 고용위기와 취약한 사
회안전망은 국내외에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2020년 2월, 전국도시조사
실업률은 6.2%로 치솟으며 최소 500만 명 이상의 마찰적 실업이 추가 발생함
으로써 도시실업자는 통계상 3천만 명에 근접했고, 도시 신규취업은 더디게 증
가했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1억 7,000만
명의 농민공과 1억 5,000만 명의 자영업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
고, 코로나 위기로 중국의 연말 실업률이 9%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 또한
나왔다. 기업폐쇄와 조업 중단, 실업의 증가와 임금감소 등 고용 불안정성이 크
게 심화되는 가운데, 실업과 비실업의 경계에 놓인 휴직자 또한 증가되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었다. 고용 불안정의 위기에 놓인 노동자 수가 약 7천만
명273)에서 1억 명 이상274)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농민공, 대학 졸업자, 자영업
자는 가장 취약한 계층·집단으로 떠올랐다. 농민공은 그들이 주로 종사하는 서
비스업, 교통 및 운수부문, 건축업, 제조업, 교육업에 가장 강한 충격이 가해지

272) 이 부분은 추후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하여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273) 梁中华, 张陈, 苏仪(2020. 4. 26), 「中国实际失业率有多高?」, https://finance.sina.com.cn/stock/
relnews/us/2020-04-26/doc-iircuyvh9843233.shtml(검색일: 2020. 8. 30).
274) 박석진(2020b), 「코로나19 관련 중국의 실업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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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중국 대학생 및 농민공 규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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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임금체불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베이징대학 디지털금융연구센
터는 1~3월간 1억 1,0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실직 또는 경제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275) 신규 일자리의 감소 속에서, 2020년 역대 최대에 달하는
874만 명의 대학 졸업자와 1억 7,0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취업한 농민공이 고
용안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집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2020년은 중국정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다.
2020년은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의 해로서 모든 인민의 빈곤탈출이 선포될 예
정이었고, 양로·의료 보험 등의 부문에서 전체 주민에 대한 사회보험 체계 구
축 등 사회적 안전망 확대에 있어 주요 목표가 되는 시기였다. 중국정부와 관방
전문가들은 민생보장 차원에서 중국의 사회안전망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강
화되어왔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고용계약과 안정적 일자리 위주의 역진적인
사회안전망, 지역·지방별로 파편화·분절화되어 도시주민 편향적인 사회보장

275) 「코로나19에 중국 자영업자 40% 문 닫았다… “1억 1,000만 명 실직·파산”」(2020. 6. 5), https://
news.joins.com/article/23794262(검색일: 202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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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서비스 산업 및 유연취업 등 불안정 고용의 확대 등과 더불어 주요한 과
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었다.

다. 중국정부의 대응: 취약한 사회안전망 보완과 고용안정
으로의 집중
춘절을 전후하여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민생
보장과 고용안정은 가장 핵심적인 화두로 등장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2003년
사스나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크고 장기화되는 추세 속에
서,276) 민생위기와 고용에 대한 충격은 중국사회 전체에 많은 우려를 자아냈다.
중국정부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사회구
조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가운데, 처음
으로 중국의 사회정책이 전염병의 부정적 결과에 대처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했
다는 평가도 존재한다.277) 중국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강
력한 지휘 및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위기에 대응하고 코로나19를 통제하
고자 노력해왔다. 중앙정부는 강력한 봉쇄 및 격리 조치, 대규모 검사와 치료를
통한 적극적인 방역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관련
주요 정책을 발표해왔다. 특히 고용안정화가 민생안정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276) 중국정부의 대응 측면에서 기존 위기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여주는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것. 莫荣, 陈
云, 鲍春雷, 黄湘闽(2020), 「新冠疫情与非典疫情, 国际金融危机对就业的影响与对策比较分析」.
277) Lu et al.,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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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중국정부의 코로나19 정책대응지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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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xford Government Response 데이터(검색일: 2020. 9. 30).

중국정부의 코로나19 정책 대응은 [그림 5-4]처럼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
다.278) 초기대응이 보건·의료와 봉쇄·격리 등 방역대책 중심이었다면, 코로나
19가 일정정도 통제된 이후에는 경제적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대
책 및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과 경제회복의 이중
과제에 나름의 균형을 맞추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직전까지 중국정부는 지속적인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증
가와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많은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 즉 안정적 고용과 노동계약에 기반한 사회보험 위주
의 사회안전망이 불안정 노동의 측면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어렵고, 내재적으
로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데다 전국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위기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공중보건위기이자 그 자체로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에 상당한 도전을 가
져오고 있다.
278) 본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각국의 상황을 아주 정밀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개략적으로 전체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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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치를 취해왔다.279)
우선 환자 및 가족,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 확대를 통해 치료비용에
대한 걱정을 벗어나도록 조치하였다. 주요하게는 의료비용 문제로 인해 환자의
적시 치료가 거부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지정된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
로 인해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는 ‘두 개의 보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2020년
4월 6일까지 중국 내 확진자 및 의심환자의 경우, 총 의료비용 약 14억 8,600
만 위안 중 의료보험기금은 66.6%에 해당하는 9억 9,000만 위안을 차지했다.
나머지 비용은 각 급 정부의 재정자금이 부담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체계의 이점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의 의료진을 대규모로 동원하
여 우한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통제할 수
있었다. 1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346개의 의료팀, 4만 2,600명의 직
원이 우한과 후베이성으로 이동하여 치료에 참여했다.
다음으로, 실업보험과 사회구조는 코로나 충격에 따른 실직자와 사회적 취
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제공했다. 우선, 실업보험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실직자
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했다. 만 1년을 채
우지 못한 경우 실업보험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를 위해 6개월간 실업보험료의
80% 이하를 제공받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용했다. 또한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실업보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
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대대적인 차원에서 실직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창업 프
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고용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했다. 다음으
279) 본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Lu et al., op. cit.; 유 멍(2020),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의 사회보장적 대응 조치: 사회보험과 사회구조 조치를 중심으로」; 박석진(2020a), 「코로나19가 중국
경제 및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부 대책」; 박석진(2020b), 「코로나19 관련 중국의 실업 현황과 대
책」; 「[뉴스클리핑] 中 ‘코로나19’ 관련 기사 및 자료 모음」,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
es?article_id=37134&mid=a20200000000&board_id=2(검색일: 2020. 7. 30); 「[뉴스클리핑] 中
‘코로나19’ 관련 기사 및 자료 모음(2)」,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38
793&mid=a20200000000&board_id=2(검색일: 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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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회구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조와 최저생활보장 등과 관련된
제도로서, 빈곤탈출과 돌발적인 위기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중앙정부
는 호적에 따른 사회구조 지급 제한을 폐지하여 임시거주지에서 도움이 필요한
비호적 주민에 대한 사회구조를 확대했고, 최저생활보장 가정과 빈곤층에 대한
현금 지급을 늘려왔다.
아울러 봉쇄와 격리 등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물류와 이동, 자원 분배에 많은
난점이 발생하게 되자, 지역 커뮤니티 차원에서 자선기금과 자선단체, 사회공
작기구, 자원봉사자 등 민간자원을 적극 동원·활용함으로써, 코로나 위기에 대
한 종합적인 대응을 취해왔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앙정부
의 주도하에 각급 정부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고용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 차원에서 사회적 위
험에 대처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바로 개인 및 가족의 임금소득 및 이전소득
이었다.
중국정부가 감염 위험으로 인한 사람과 자원의 이동이 제한되는 돌발적인 상
황에서도 긴급히 ‘일자리 복귀, 생산 복귀(复工复産)’를 강조한 이유는, 바로 방
역과 경제회복을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중국정부는 발빠르게 정책적 조치들을 취하며 빠른 대응에 나섰다. 2020년
2~3월, 급박한 공중보건위기에도 불구하고 교통 및 물류가 원활히 기능을 유지
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천명하고, 농
민공 및 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위해 점 대 점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정
책적 노력을 취했다. 샹비아오(项飙)는 중국이 초이동성(hyper- mobilities) 사
회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빠른 성장과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초이동성으로 인해
중국정부가 지역과 개인에 대한 개입이 더욱 어려워졌고,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
하고 결국 모든 이동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280) 조기에
280) 项飙(2020), 「“流动性聚集”和“陀螺式经济”假说：通过“非典”和新冠肺炎疫情看中国社会的变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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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에 성공하여 경제를 회복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현행 사
회적 안전망하에서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생위기
나아가 중국 전체적인 사회·정치적 위기로 전환될 우려가 매우 컸다.
중국 국무원은 2020년 3월 20일,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실
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기업 및 창업, 농민공, 대학 졸업생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고용안정대책을 제시했다.281)
첫째, 취업 우선, 기업의 조업 재개, 기업의 부담 경감정책을 제시했다. 코로나
로 가장 빠른 충격을 받은 고용 분야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취업을 가장 우선순
위에 둘 것을 제시했고, 일자리 안정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을 위해 감세와 비용
절감, 보조금 지급 등 일종의 부담경감정책을 통해 기업의 조업 재개를 적극 추
진했다.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시행을 앞당기고, 조업 재개 후 기업에 일상적인
방역물자의 원활한 수급과 방역활동 진행을 지원했다. 감원을 하지 않거나 최소
화한 중소기업에는 실업보험료 환급과 고용안정 보조금 지급 등 우대정책을 시
행했고, 핵심 취업집단으로 등장한 농민공과 대학 졸업생 등을 고용한 기업에는
막대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의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는 일정한 액수의
세수를 감면해주고, 담보 대출과 이자 할인을 허용했으며, 취업 보조금을 지급하
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 또는 단계적 감면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비용절감을 보조했고, 선택적인 정책 투자를 통하여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에 우선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창업투자기업
을 정책적으로 지지하는 등 취업경로 다양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둘째, 농민공과 대학 졸업생 등 핵심 취업집단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했다. 우선 농민공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작업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
는데, 기차 등과 같은 교통수단을 동원하는 데 지방정부가 앞장서고 기업이 적극

281)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20. 3. 20), 「国务院办公厅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影响强化稳就
业举措的实施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3/20/content_5493574.

htm(검색일: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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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에 대한 접근성
을 높이고, 취업을 돕는 인력자원 서비스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현지 취업을
지원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대학 졸업생들의 고용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 채
널을 확대하고자 했다. 중소기업들이 신규 대학 졸업생들을 고용하도록 장려하
기 위해 일회성 보조금 지급정책을 실시하고, 공공서비스 사업 확대와 공공서비
스 기관의 대졸자 우선채용정책을 실시했다. 후베이성처럼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심각하게 받은 지역의 경우 지역 내 대학 졸업생들에게 일회성 구직·창업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용 및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셋째,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실업보험금과 실업보
조금을 지급하고,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임시 공공근로를 적극 활용하며,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구직 플랫폼 및 온라인 구직 서비스 등 취업 서비스를 개선하고
자 했다. 앞서 살펴본 빈곤층에 대한 지원 강화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넷째, 각 급 지방정부의 고용안정 업무 책임을 강화하여 취업보조금, 고용안정
보조금 확대, 고용안정 지원업무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규정과 감독, 책임을 강
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2020년 5월, 전국 양회에서는 2019년에 제기한 6대 안정에 대해 6대 보장정
책을 통해 특히 취업안정을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취업을
39차례, 민생을 21차례 언급했을 정도로, 취업을 민생의 근본인 절실한 문제로
제기했다.
중국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전쟁 같은 대응을 통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
면서 방역과 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경제회복의 문제는 고용안정
과 민생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여전히 제한적이고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회정책에서는 여러 문제점들
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동자,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면서 시장을 활용하는 이점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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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용의 불안정화를 가속화할 우려 또한 제기된다. 정부 및 사회보장기금의
재원이 직접적으로 노동자 및 가족에게 전달·관리되는 체계가 여전히 부족한
현실에서, 고용위기가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또
한,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과 사회정책이 기업에 더욱 많은 혜택을 주고 사회보
험료 납부를 감면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회안전망의 기반을 저해하는 역설적
인 결과를 낳을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라. 코로나19와 농민공: 코로나 위기의 양가적 효과
위기 극복의 관건 중 하나가 바로 농민공 취업문제다. 취업보장과 일자리 창
출을 위한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의 회복세는 더딘 편이
고,282) 874만 명의 대학졸업생 실업률이 19.3%에 달하여 일자리 경쟁마저 우
려되면서, 농민공의 취업 상황은 중국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수천
만 명이 고향 농촌으로 돌아갔던 과거와 달리, 농민공의 조속한 ‘일자리 복귀와
생산 재개(复工复产)’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은 변화된 사회경제구조를 보
여준다. 3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의 사회적 존재는 도시 활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주요한 기반이 되었다.
제조업, 서비스업, 자영업에 가장 강한 충격이 가해지며 농민공의 고용불안
정은 심각해졌다. 하지만 90%에 달하는 농민공이 빠른 시간 내에 도시로 복귀
하여 필사적인 구직활동과 빈번한 이직을 통해 그들이 필요한 곳을 채우며, 일
상과 경제회복에 크게 이바지했다. 과연 코로나 위기하에서 농민공의 실천양상
과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6월 30일,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가 주최한 ‘코로나19하 농민공 취업상황 및 촉진 포럼(疫情下的中国农民工就
业状况与促进论坛)’283)의 자료를 통해 간략히 살펴본다.284)
282) 전국 도시실업률은 2월 6.2%에서 7월 5.7%, 8월 5.6%로 다소 회복되었지만, 코로나 위기 전에 비
해 여전히 높은 상태다. 统计局, http://www.stats.gov.cn/tjsj/(검색일: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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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코로나19 초기 직장 복귀 의향

자료: 王俊秀(2020), 「从稳就业到保就业」, ≪疫情下的中国农民工就业状况与促进论坛≫, 2020년 6월 30일 개최된
온라인 세미나의 ppt 자료.

우선 농민공의 조속한 도시 복귀는 정부정책뿐만 아니라 농민공의 자발적·
주체적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도시정부와 기업은 그들을 ‘안전하게’ 직장으
로 복귀하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고 취업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강화했지만, 춘
절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갔던 1억 명이 넘는 농민공의 조속한 복귀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 및 생계를 위해서이기도 했다. 불완전한 사회안전망과 부족한 저
축 수준으로 인해, 농민공의 절대다수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필사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개인의 ‘안전’보다는 생존과 생계가 더
욱 중요한 것은 이전과 다름없지만, 그들의 선택지가 농촌 고향이 아니라 도시
란 점은 커다란 변화다.

283) 본 포럼은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었고, 예정된 2시간 반을 1시간 이상 넘긴 채 1만 명 이상의 네티즌
들이 참여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284) 다음 글에서 또한 이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농민공에 대한 충격과 대응에 대하여 논한 바 있다.
윤종석(2020), 「코로나19 위기와 농민공: 불안정 심화와 의식 변화」, https://aocs.inu.ac.kr/webzine/
app/view.php?wp=638(검색일: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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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2020년 상반기 시간당 임금 변화

자료: 王俊秀(2020), 「从稳就业到保就业」, ≪疫情下的中国农民工就业状况与促进论坛≫, 2020년 6월 30일 개최된
온라인 세미나의 ppt 자료.

하지만 농민공의 자발적·주체적 선택이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개선과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 농민공은 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로 빈번히 이동하는 주체적·
자발적 선택을 거듭했지만, 그들의 실질소득이 증가되거나 자기계발의 경로로 이
어졌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그림 5-6]처럼 시간당 임금이 격동하고 경제적 불확
실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그만큼 임금 변동과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심화되는 듯하
다. 더욱이 취약한 사회보장은 여전히 그들의 위험을 대비해주는 주요한 선택지는
아니다. 조사 대상 중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자가 51.3%에 달하고, 54.4%가
사회보험의 필요를 인정하지만 51.2%는 납부를 희망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 지원과 사회보험료 감면,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
로 이어지면서, 취약한 사회보장은 더욱 문제적인 상태로 변화되고 있다.
농민공의 잦은 이직과 적극적 노동시장의 참여는 현재 코로나19 위기극복
의 핵심적인 비밀번호다. 핵심 생산시설, 물류·택배·배달 등 일상생활의 플랫
폼, 디지털 및 서비스 영역에서의 노동 참여는 도시의 일상회복과 전국적인
경제활성화의 기반이다. 신세대 농민공들의 잦은 이직과 높은 유동성을 나타
내는 ‘단기화(短工化)’ 경향은 이번 위기하에서도 뚜렷하고, 그들의 불안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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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야기하는 전체적인 구조적 환경은 크게 변화된 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번 위기 속에서 농민공의 의식변화는 추후 주목할 만하다. ‘단기
화’ 경향에 대한 연구는 단순반복적인 공장 활동보다 자기계발을 중시하는 신
세대 농민공의 유연하고 자주적인 선택을 강조해왔다.285) 그랬던 이들이,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임금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286) 임금 체불과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실질소득
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희망은 높아가고 있다. 절대다
수인 77.4%의 농민공은 장기간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43%는 위기 후
‘정식노동자’가 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고 보고된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그것이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여겨지는 환경에서, 그들은
‘가족 부양(养家)’뿐만 아니라 ‘터전잡기(安家)’를 꿈꾸고 있다.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2010년대 초반 신세대 노동자의 저항이라
는 주체성으로 이어졌다면, 현재의 위기가 어떠한 사회적 결과를 낳을지 예단
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농민공의 도시취업은 도시의 일상과 경제발전에 필수적
인 조건이자, 중국정부의 도시민화 정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취약한
사회안전망하에서 취업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하면서, 농민공에게
고질적인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향후 중국사회에 도전적 과제를 던질 것이다.
중국사회에서 코로나19의 충격이, 단순한 일상의 회복과 경제 재활성화에 따
른 구호적 승리에 그칠지, 현 구조의 난점에 대한 성찰과 질적 변화를 예비할
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285) 清华大学社会学系课题组(2013), 「“短工化”:农民工就业趋势研究」, 『清华社会学评论』, 2013年00期.
286) 李国(2020), 「疫情后, 青年农民工就业观变了」; 王俊秀(2020), 「从稳就业到保就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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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기 코로나 시대, 중국 사회안전망의 과제
2020년 9월 말 현재,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일명, ‘장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사회에서 또한 ‘K-Curve’로 일컬어
지는 ‘양극화’가 심각해질 우려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거대한 재난으로 다가온
코로나19의 충격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고용지표는 상대적으로 늦게 회복되는
추세다. 더욱이 역대 최고인 874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
해외로부터 귀국한 40여만 명의 유학생들이 누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고용의
문제는 중국사회에서 거대한 도전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정부는 코로나19의 충격에 ‘초기대응 실패와 결과적 통제’란
대응을 통해 빠른 경제회복을 이뤄왔다. 하지만, 취업교육·훈련 및 취업 플랫
폼 확대 등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집중하면서,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일자
리의 질 문제는 다시 한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우려가 있다.
우선 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가 추진했던 유연(灵活)노동력에 대한 사회안전
망 구축의 과제가 불안정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1억 명 이상의 자영업자(个体经营户)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최근 물류 및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노동관계의 구축은 일자리 창출을 넘어 고
용 안정과 일자리의 질 문제에서 주요한 과제를 제기한다. 특히 일자리 복귀와
생산재개(复工复产)에 집중했던 경제회복의 방향은 고용 중심의 사회안전망의
지속을 예고하는 동시에, 모빌리티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상황에 따라 생산과
일자리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유연한 생산체제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존 역진적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사각지
대를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구축의 과제는 중요성을 더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번 위기 상황에서 비호적인원에 대한 사회구조의 확대,
사회보험료 감면 및 반환을 통한 사회안전망 작동 등 일부 조치에서 개선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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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냈지만,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 시장을 활용한 고용창출, 사회보험료 감면
의 측면에서 볼 때는 사회안전망의 재정건전성 및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2020년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재정지출이 2000년대 최초로 감소했다는 지적 등이 나오는 등, 새로운 정
상으로의 전진이라기보다는, 과거 낡은 정상으로 복귀할 우려 또한 여전히 존
재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위기를 통해, 농민공 및 대학생은 중국 고용 및 사회안전망
의 핵심적인 대상이자, 구조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더
욱 명확해졌다. 청년 농민공 문제와 대학졸업생의 문제는 기업의 채용난과 청년
의 구직난을 동시에 발생시키면서, 산업구조 및 경제체제의 전환, 고용 및 사회
안전망 확충에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 요구한다. 중국정부 또한 6대 안정과
6대 보장의 최우선 순위에 고용안정과 고용보장을 위치 지우며 많은 노력을 취
하고 있지만, 실업률, 고용률, 연령대별 고용참여율 등 고용지표의 불완전성과
불투명성, 지역간 격차와 낮은 고용의 질, 낮은 노동생산성은 체계적이고 종합
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국사회의 전환적 과제를 제기한다.

2. 코로나19와 중국인의 프라이버시
가. 공중위생 방역을 위한 프라이버시권의 제한 및 침해
1) 코로나19 방역과 프라이버시권 제한 및 침해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신중국이 수립된 이래 감염속도가 가장 빠
르고, 감염범위가 가장 넓으며, 통제가 가장 어려운 중대한 공중위생 위기상황
을 불러왔다.287) 중국정부는 31개 성(자치구, 시)으로 번져가는 전염병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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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공민(국민)의 프라
이버시권 제한과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공중위생 방역상황에서 프라
이버시권과 충돌할 때, 공중의 위생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중 어떤 것을 우선시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
을 가지게 되었다.
코로나19와 같은 긴박한 공중위생 위기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제한과 침
해는 일반적으로 검사단계에서 많이 발생한다.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절차 및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문건을 새로이 제정하였는데, 그중 국무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연합방제 시스템을 위한 「의료기관의 신형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 메뉴얼(시행)에 관한 통지(关于印发医疗机构新型冠状病毒核酸检测
工作手册(试行)的通知)」(이하 ‘핵산검사메뉴얼’),288) 국무원의 신형코로나바이
러스의 연합방제시스템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환자와 격리자 및 가족의 심리
완화와 사회업무 서비스 방안에 관한 통지(关于印发新冠肺炎患者, 隔离人员及
家属心理疏导和社会工作服务方案的通知)」(이하 ‘확진자관리방안’),289) 「코로
나19 방역업무의 정보화 확립과 응용 가이드라인(新冠肺炎疫情社区防控工作信
息化建设和应用指引)」(이하 ‘방역정보화 가이드라인’)290) 등이 이번 코로나19
방역업무와 관련 있는 대표적 정책문건이다.
이러한 정책문건에 근거하여 공중위생 방역의 구체적 절차를 살펴보면, ①
어떤 사람에게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각 의료기관은 ‘핵산검사메뉴
얼’에 따라 증상자에게 핵산검사를 한 후 「코로나19 핵산검사보고서(新型冠状
病毒核酸检测报告单)」를 작성하여 위생건강행정 부문의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
287) 2020년 2월 28일 중앙지도팀 구성원인 마샤오웨이(马晓伟) 국가위생건강위윈회(国家卫生健康委) 주
임이 후베이(湖北) 우한(武汉)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288) 동 ‘핵산검사메뉴얼’(联防联控机制医疗发[2020]271号)은 부문규범성문건으로 2020년 7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89) 동 ‘확진자관리방안’(联防联控机制发[2020]39号)은 부문규범성문건으로 2020년 4월 7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90) 동 ‘방역정보화 가이드라인’(民办发[2020]5号)은 부문규범성문건으로 2020년 3월 2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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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호 확인하게 된다. 한편 의료기관은 서류, 우편, 인터넷 및 정보화 시스템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핵산검사보고서를 발급한다. ② 이렇게 감염 여부를
검사한 후 핵산 양성검사가 나온 경우 12시간 이내에 감염상황 등을 상부에 보
고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확진자에 대하여는 ‘확진자관리방
안’에 따라 환자의 심리 및 위생과 사회업무 서비스에 대한 윤리와 비밀유지의
무 등을 엄수하여야 한다. 즉 환자나 격리자 자신과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개인
정보, 이동경로, 가족사항 등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전문담당자를 배치하여 역
학조사 대상자의 기록물 관리 등의 업무에 있어 비밀유지서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실제 긴급사항을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개인정보
공개를 분류하고 등급을 나누어 처리한다. 즉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로 나누어
서로 다른 니즈를 가진 대상을 구분한다.

2) 코로나19 방역에서 개인정보 공개의 내용 및 침해사례
한편 ‘방역정보화 가이드라인’은 상기의 질병관리 절차에 있어 개인의 프라이
버시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지역 방역에
있어 지역주민의 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동의를 받
아야 하며 ② 수집된 정보가 코로나19의 방역을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기
타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본인동의를 다시 구하여야 한다. ③
또한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 및 「주민등록법(居民身份证法)」과 관련한 법
률이나 행정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중앙인터넷
판공청(中央网信办)의 「개인정보보호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공동예방통제 원
활화에 관한 통지(关于做好个人信息保护利用大数据支撑联防联控工作的通知)」
를 따라야 한다.291)
현재 중국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확진자
291) 동 통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공동 예방 및 통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
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중앙 사이버 보안 정보화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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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즉 코로나19의 발생지인 후베이성(湖北省), 특히 우한
(武汉) 귀성자들에 대한 정보등록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정보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접촉자, 이동경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였다.292)
코로나19와 관련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사례를 보면, 2020년 1월 28일에는
후난성(湖南省)의 전염병관리국 부국장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와 관련한
파일을 몰래 관련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다시 위챗에 업로드하는 사건이 발
생하였다. 그리고 2월 9일에는 산시성(陕西省)의 첫 확진자(이른바 1번 환자)
가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으면서 작성한 ‘21일간 바이러스와의 투병일
지’가 인터넷에서 무더기로 리트윗되어 환자가 이유 없이 무차별하게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293) 이러한 예들은 코로나19처럼 중대하고 긴급한
전염병 방역상태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일반대중의 알 권리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충돌문제를 야기한다.

3)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환자 개인정보 공개 내용 예시
중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베이징의 경우 베이징시 위생건강위
원회 홈페이지에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확진자 및 의
심환자의 공개내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294)

292) 刘学涛(2020. 2. 29), 「新冠肺炎防控与个人信息保护如何平衡」, p. 1.
293) 당사자는 2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50대 남성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자의 투병생활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泪目, 宝鸡首例新冠状病毒
感染者21天的生死挣扎」, https://www.jianshu.com/p/fd576cd47a22?utm_campaign=haruki

(검색일: 2020. 8. 11) 참고. 한편 이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으로는 孙宇辉, 徐海坤, 杨飔羽(2020),
「疫情管控下公民隐私权和公众知情权的界限研究」, 『北京政法职业学院学报』, 2020年第2期(总第
110期); 崔晓丽(2020), 「被疫情撕扯的知情权与隐私权」, 『医学与法学』, 2020年Z1期 등이 있다.
294) 중국은 현재 전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하여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홈페이지
에서 각 성별 발생상황을 대략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지역감염에 대하여는 각 지역의 위생건강위원
회 홈페이지에서 감염자의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위 사례에 관한 자료는 베이징시위생건강위
원회(北京市卫生健康委员会), http://wjw.beijing.gov.cn/wjwh/ztzl/xxgzbd/gzbdyqtb/2020
06/t20200626_1932775.html(검색일: 2020. 7.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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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0시부터 24시까지 베이징시에 새로 추가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1건으로 그중 남성은 6명, 여성은 5명이다. 평균연령은 37세이며, 가장 어린
나이는 24세, 가장 많은 나이는 62세이다. 거주지역을 보면 펑타이구(丰台区)
7명, 하이디엔구(海淀区) 2명, 다싱구(大兴区) 1명, 창핑구(昌平区) 1명이다.
검사결과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10명이며, 1명은 현재 검사 중이다. 확진자
의 구체적 상황을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 1번 환자: 남성, 26세, 주소는 펑탕구(丰台区) 루꺼우차오(卢沟桥)
다툰춘(大屯村)이며, 직장은 새로 생긴 북수가윤시장(北水嘉伦市场)
지하1층 A구역 “옛 정주(老郑州) ‘烩面馆’” 직원이다. 6월 15일 지역
의 핵산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6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외출하
지 않았다. 6월 21일부터 미각과 후각이 감퇴되고, 무기력과 코막힘
증상 등이 발생하였다. 6월 22일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자로서 전용
차량으로 집중격리지로 옮겨졌으며, 핵산검사결과 양성으로 나와
120구급차로 베이징시 펑타이 중의양방병원(丰台中西医)으로 옮겨
졌다. 6월 25일 확진되었으며, 임상분별상 경증으로 판명되었다.
∙ 2번 환자: (이하 내용 생략)
상기의 베이징시 코로나19 확진자 공개와 관련하여 보면, 당해 지
방에서 발행한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와 성별, 연령, 거주지별로 공
개한 후, 각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상기의 당일 1번
환자의 공개에서와 같이 성별, 연령, 주소, 직장, 동선, 증상, 현재
치료병원 및 증상정도를 공개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확진자의 현
재 거주지와 직장 주소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확진자의 2
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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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중위생 방역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이해와 관련 법률
상기와 같이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공개로 인해 프라이버시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데,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일반적 이해와 공중위생 방역에서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프라이버시권의 일반적 이해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를 말한다.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한 이론은 19세기 말인 1888년 미국의 토머스
쿨리(Thomas Cooley) 판사가 이른바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alone)’로
규정하면서 불법행위법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는 다시 1890년 미국의 사무엘
워렌(Warren)과 루이스 브랜다이스(Brandeis)의 공동논문인 ‘프라이버시권
(The Right to Privacy)’이 발표되면서 체계화되었다.295)
중국의 경우, 1997년 장신빠오(张新宝) 교수가 “프라이버시는 타인의 정보
에 대한 불법 수집과 정탐 및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프라이버
시권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296) 중국인민대학 법학원의 왕리밍
(王利明) 교수는 2012년 그의 저서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재정립(隐私权概念
的再界定)」에서 “프라이버시는 사회발전에 따른 일종의 인격권으로 프라이버
시의 보호는 사회생활을 구성하는 기본원칙”이라고 하면서 프라이버시에 함의
된 ‘비밀’과 ‘개인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297)

295) 이준복(2020), 「공공안전 확립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법적 연구」, p. 33 재인용. 중국논문으로는 郑通,
「新冠肺炎疫情下个人信息保护的比较法分析 ——以被遗忘权为视角」, 『医学与法学』, 2020年第12卷
第2期, p. 85 참고.
296) 张新宝(1997), 「隐私权的法律保护」, p. 21.
297) 王利明(2012), 「隐私权概念的再界定」, 『法学家』, 2012年第1期, pp. 10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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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위생 방역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이해와 보호
이처럼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생활의 안녕과 개인사생활
정보 및 기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인격의 존엄성과 인격
이익을 구현하는 중요한 권리의 하나이다. 이에는 ‘생활안녕권(生活安宁权)’298)
과 ‘정보 프라이버시권(信息性隐私权)’299)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모두 공민
의 프라이버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 공간과 사적
인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그 독립적 법익의 보호가 중
요시되고 있다.300) 즉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는 외부로부터의 자의적 개입을 배
제할 청구권과 국가가 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301) 하지만 코
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급한 공중위생 상황에서는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생활 보
호를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권’의 구체적인 개념과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여 코
로나19 방역에서 공권력의 불법적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
염병 방역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법률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적절한 방역수
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보호될 것이다.302)

3) 공중위생과의 충돌 시 특징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기본적 이해에 기초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런 공
중위생 위기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 일반적 상황에서와는 다른 특징을 가
298) ‘생활안녕권’은 자연인이 누리는 편안하고 고요한 사생활의 상태를 유지하고, 불법적인 권리침해를 배제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王利明(2019), 「生活安宁权:一种特殊的隐私权」, 中州学刊, 2019年第7期,
pp. 46~55.
299) “정보성 프라이버시권”은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취득, 공표 및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공민
이 누리는 이익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는, 张民安主编(2014), 「信息性隐私权研究-信息性隐私权的
产生, 发展, 适用范围和争议」, p. 3.
300) 王利明, 앞의 논문, pp. 108~120, p. 178.
301) 郑旭文(2012), 「基本权利的国家保护义务」, 『福州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2年第6期, pp.

72~78.
302) 刘龙芳, 陶涛, 王邦宇(2020), 「新冠肺炎疫情中的公民隐私权利保障研究」, 『医学与法学』, 2020年第
3期,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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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즉 ① 프라이버시의 권리행사 주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사람과 감염환자 및 의심환자로 나뉜다. 이때 관련 법률에 따라 확진자와 의심
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은 제한된다. ② 이러한 주체를 특수 프라이버시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데, 일반 프라이버시권 주체에 비하여 상당한 권리의 제한을
받는다. ③ 하지만 확진자가 완치되거나 의심환자가 확진자로 전환되는 경우와
같이 프라이버시권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주체의 상황에 따
라 법률은 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회복시킨다.303) 이처럼 공중위생 방역과 관
련하여 프라이버시권의 충돌은 프라이버시가 ‘비밀’과 ‘개인생활’이라는 함의
로 인해 유동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304)

4) 중국의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
이처럼 공중위생 방역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이 공공의 이익과 충돌하게 되
면서 그 주체가 가지는 권리가 제한을 받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한다. 이는 중국
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한 법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공중위생 방역과
같은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할 시 어느 것을 더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중국의 현행법상 헌법을 위시하여 기본법률(基本法律)305)과 기타법률(其他
法律)306) 및 행정법규(行政法规)307)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존중에 관한 규
303) 공중위생 방역상황에서 특수 프라이버시권의 특징에 대하여는 孙宇辉, 徐海坤, 杨飔羽, 앞의 논문,
p. 29 참고.
304)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심각성은 권리주체가 공중위생 방역을 목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된 상태
에서 건강의 호전으로 권리가 회복된 경우에도 여전히 권리침해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305) ‘기본법률(基本法律)’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형사, 민사, 국가기구와 관
련된 기본적인 규범성 문건을 일컫는다(헌법 제62조). 이에 대하여는 강효백(2005), p. 22 인용.
306) ‘기타법률(其他法律)’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당연히 제정하여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개정하는 규범성 문건을 말한다(헌법 제67조). ‘00법’이라고 칭하지 않더라
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규정(規定规定), 결정(决定), 조례(条例) 등의 규범성 문건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기타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는 위의 책, p. 22 인용.
307) ‘행정법규(行政法规)’는 중국의 국가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공
포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이다. 행정법규의 명칭은 규정(规定), 결정(决定), 조례(条例), 방법(办法),
임시조례(暂行条例), 통지(通知), 해석(解释) 등 다양하다. 위의 책, p. 2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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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표 5-1]과 같다.

표 5-1. 중국 현행법상 프라이버시권 보호 관련 법률과 주요 내용

법률명칭

제정일/

조문 및 주요 내용

주관부문

2018. 3. 11. 제33조: 국가의 인권존중 보장
헌법

(개정)

제38조: 개인의 존엄성

전인대

제51조: 프라이버시권의 제한
제990조: 프라이버시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보호
제994조: 망자(亡者)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민법308)

2020. 5. 28. 제110조: 자연인의 프라이버시권 향유
전인대

제1032조: 타인의 프라이버시 누설금지
제1039조: 국가기관 및 행정담당자의 취득한 개인정보의 비밀유지
제1226조: 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의 환자 개인정보의 비밀유지

전염병방제법
(传染病防治法)

2013. 6. 29.
(개정)
전인대 상무위

제68조: 질병관리기구가 감염환자, 병원보유자, 감염의심환자, 밀접접촉
자의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나 자료 등을 고의로 유출할 경우 형사책임
제69조: 의료기관이 감염환자, 병원보유자, 감염의심환자, 밀접접촉자
의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나 자료 등을 고의로 유출할 경우 형사책임

인터넷보안법

2016. 11. 7.

(网络安全法)

전인대 상무위

치안관리처벌법

2005. 8. 28. 제42조: 엿보기, 몰래카메라, 도청 등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자는

(治安管理处罚法)

제41조: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

전인대 상무위 민사책임

기본 의료위생
및 건강촉진법

2019. 12. 28.

(基本医疗卫生

전인대 상무위

제33조: 환자의 인격적 존중과 프라이버시 보호

与健康促进法)
자료: 저자 정리.

308) 중국의 민법전은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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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중위생과 프라이버시권의 충돌 원인과 우선순위
그렇다면 상기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한 법률은 코로나19와 같은 매우 긴급
하고 위중한 상태에서 프라이버시권과 충돌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중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그리고 그러한 충돌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는 원인은 ① 국가의 공중위생 방역을 위한 역학
조사의 필요성으로 인해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함으로써, ② 공중
위생 방역에서 그 현황 및 확진자의 동선 등을 확인하여 일반대중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알 권리와 충돌하게 된다.

1) 공중위생 방역의 필요적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충돌
공중위생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공개와 관련한 중국의 현행 법률을 좀 더 자세
히 살펴보면, 「전염병방제법(传染病防治法)」 제12조는 “질병예방통제기관과 의
료기관(병원)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 제42조는 “정보를 익명화
처리한 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복원할 수 없는” 정도의 선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공개에 있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
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된 사실
을 알게 되었을 때 법적 구제를 통해 관련 조직과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리하면 국가방역기관이 공중위생 방역과정 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충돌이 발생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법률이 존재하
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공중위생 방역상황에 있어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따라 실무에서 법률적용의 허점이 드러나 프라이버시권 침
해가 발생한다. 법률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정보수집 범위의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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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넓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됨으로써 당사자의 생활이 불필요하게 제한
받으며 ② 실무에 있어 정보보안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대량의 원시적 정보가 익명
화되지 않은 채 대중에게 공개되고 재전파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유출이 발
생하게 되어도 유출자를 찾기 어렵다. ③ 또, 법률구제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개인
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손해배상 등의 피해회복이 매우 어렵다.

2) 대중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는 현상은 중국의 현행법이 개인의 프라이
버시권과 대중의 알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309) 알 권
리는 일반대중이 자기 업무와의 관련성이나 개인적 관심사로 인하여 어떠한 정
보를 접근하거나 알려고 하는 권리를 일컫는다.310) 이는 정부나 사회에 관한
정보는 물론, 개인의 정보에 관한 알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 두 권리의 범위는 조율 가능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돌발적인 공중위생 방역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프라이버시의 권리범위는
축소되고 알 권리의 범위는 확대된다.
그러므로 돌발적 공중위생 방역상황에서 발생 현황, 의료조치, 확진자 및 의
심환자 등 관련자의 정보에 대한 일반대중의 알 권리 요구로 인하여 개인정보
가 공개된다. 이때 대중의 알 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게 된
다.311)

309) 孙宇辉, 徐海坤, 杨飔羽, 앞의 논문, p. 29.
310) 알 권리의 개념에 대하여는, 孙宇辉, 徐海坤, 杨飔羽, 앞의 논문, p. 29 참고.
311) 알 권리의 대상은 개인이며,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되는데, 한국의 경우 대구의 신천지 신도들의 슈퍼
전파와 관련하여 정부와 일반대중의 신천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적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의 질병과 관련한 프라이버시권의 제한은 자연인에 한정되어야 하며,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도 종국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와 의심환자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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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과 프라이버시권의 우선보호순위
현재 중국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방지와 방역을 위해 확진자와 의심
환자의 병역사항 및 동선을 공개함으로써 전염병에 대한 대중의 불안심리를 감
소시키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중위생과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공중위생 방
역을 위한 정부 관련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공개, 일반대중에게는 코로나19의
방역 현황 및 자기보호를 모색하기 위한 알 권리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은 어떠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중위생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개는 「전염병방제법(传染病
防治法)」에서 질병예방통제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전염병에 관한 조사, 검시, 시료
채취, 격리치료 등의 방제통제조치를 할 때 피검시자는 이에 대하여 자신의 동선
과 접촉정보를 성실히 제공할 법정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312) 또한 이러
한 정보의 수집은 병원 등 방역기관이 강제 수집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
시권은 제한되어 우선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국가방역기관의 강제적 수집과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외부로 노출되게 된다.
한편 방역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방역목적 및 일반대중의 알 권리에 의해
공개되는데, 이때 방역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모든 정보가 공중위생 방역의 목적에 맞게 걸러져서 공개되는 경
우에는 확진자나 의심환자의 프라이버시권은 어느 정도 보호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베이징시 위생건강위원회가 공시한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공개 사례
에서와 같이 현재 중국은 일반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방역을 위한다는 목
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312) 「전염병방제법(传染病防治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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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중위생과 프라이버시권 충돌의 해결방안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공개는 일정한 제한 내에
서 필요하지만, 공중위생 방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의 개인정보는 당
사자의 생활안녕을 방해하거나 수치심을 가져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개인정보의 공개는 신변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코로나19
와 같은 공중위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정상적 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그
러므로 공중위생 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의 합리적 제한과 보호가 필요하다.

1) 공중위생 방역에 있어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기본원칙 확립
한번 수집된 정보를 공개하기는 쉬우나 이를 회수 및 파기하기란 매우 어렵다.
현재와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여 누구나 특정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
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개에 있어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중위
생 방역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를
공개하는 경우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명확한 기본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첫째, 국가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활동에 있어 그 활용의 용도와 목적을 명확
히 하여야 하며, 단순히 미래의 불특정한 위험으로부터 예방하려는 등의 목적
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즉 코로나19와 같은 공중위생 방역상
황에서는 각급 정부에서 확진자 등에 대한 방문관찰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러한 정보수집의 목적을 전염병 방역에 두어야 하며, 사용목적
에 대하여 정보 제공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둘째, 수집된 개인정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생
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창궐한
초기 상당수의 지방단체가 우한의 귀성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
였다. 이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가 이루어졌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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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침해되기도 하였다.
셋째, 공중위생 방역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 사용, 공개할 때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안방식을 따라야 한다. 푸젠성(福建省) 푸톈시(莆田市)
는 우한에서 푸톈시로 귀성한 시민의 신상정보를 수집하였는데, 관리소홀로 인
하여 위챗방에 모든 정보가 회람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심각하게 침해
된 사례를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국가는 개인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때 법률에 근거하
여 수집원칙, 침해최소화 원칙, 보안원칙 등 기본원칙을 정립하여야 하며, 만약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공개 주체의 명확화
중국의 현행 법률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성 공중위생 방역상황에
서는 「전염병방제법(传染病防治法)」에 따라 국무원의 위생행정부문이 공중위
생 상황을 공시할 책임이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
에 당해 행정구역의 코로나19 상황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는 권한
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급 이하의 지방정부가 자체적으
로 수집한 정보를 스스로 공시할 권한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주체는 주로 국가기관이지만, 실제로
는 철도나 항공사 등도 공민의 여행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때문에 개인정보의
비밀유지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염병 방역과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과 공개의 주체를 법률로써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의 프라
이버시권을 보장받는다는 신뢰를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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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대상 구분
공중위생 방역상황에서 공민의 프라이버시권은 법률에 의해 제한되며, 일부
개인정보는 관련 부문이 수집, 보관, 공개된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 있어 개
인정보 수집 및 공개할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19 방
역절차상 ‘확진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 감염이 심한 지역에서 온 외래인
인 ‘외부인’의 네 종류로 구분하여 방역하고 있다.
이에 일반대중도 이들 네 분류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로 요구한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이른바 확진자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일부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한다. 그리고 의
심환자의 경우에도 코로나19의 일정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아 확진자와 동일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의심환자의 경
우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할 뿐이지 아직 확진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
에, 언제든지 비감염자로 전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도 일반인과 동
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밀접접촉자와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지역에서
유입된 이른바 외부인에 관한 관리이다. 이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명확
하지 않고 단지 가능성이 높을 뿐이므로, 개인정보의 공개는 공중위생 방역과
직접적인 목적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들은 공중위생 방역에 있어 일정한 격
리기간을 거쳐 관찰대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그들의 개인정보는 일반적 보
호를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이와 같이, 공중위생 방역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개는 그 대상을 ‘확진
자’, ‘의심환자’, ‘접촉자’, ‘외부인’의 바이러스 전파위험수준으로 분류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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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리 보호경계의 명확화
그러므로 상기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대상의 분류에 따라 개인정보
의 공개정도가 다르다. 확진자와 의심환자는 바이러스의 전파성이 높아 밀접접
촉자를 찾기 위해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데, 이때 이
들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현재 거주지, 환자의 병력, 성별, 연령이 공개된다.
거주지는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지만, 대략적 거주지의 공개에도 쉽게 당사자
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확진자의
병력사항 공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항을 공개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신
중하지 않으면 확진자와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는 일반인에게 민감하게 작용하
게 되어 심리적 불안을 가지게 만들기도 한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확진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 외부
인에 대하여 주요 방역조치로서 격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밀접접촉자와 외부인에게 확진결과가 나오면 프라이버시권은
확진자와 동일하게 제한되며, 격리기간 이후 확진판정이 되지 않으면 프라이버
시권은 평상시로 회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반대중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알 권리의 범위는 현행 관련법률이 규정하는 전염병 방역지침에 따라 확정되어
야 하며, 방역작업에서 환자나 관련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① 공개할 개인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는 정보여
야 하며 ② 코로나19 방역의 목적에 부합함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방
역활동과 무관한 개인의 일반적인 생활상황, 가정상황, 임금 및 수입, 재산상태
등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③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있어 전파 가능성에 기
초하여 개인정보를 단계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즉 확진자와 의심환자의 동선과
주소지 정보의 공개는 코로나19 방역업무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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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코로나19는 중국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회 및 경제를 비롯하여 일상
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공중위생과 프라이버시권의 충
돌이라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중국은 현행법상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법률
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공공의 이익
을 중시해 온 사회주의적 문화로 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여전히 많
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중위생 방역과정에 있어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법제도
정비는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2020년 2월 6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공산
당 전면법치국가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全面依法治国委员会) 제3차 회의에서
“방역이 어려울 때일수록 법률에 의한 방역을 견지하여야 한다. 법제도 내에서
역학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313)
갑작스럽고 긴급한 상황에서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
태를 통해서 공중위생 방역과 관련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
고, 이에 따라 향후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것
으로 전망된다.314)

313) 「全面提高依法防控依法治理能力为疫情防控提供有力法治保障」(2020. 2. 6), 第1版.
314) 이와 동일한 견해로는 刘龙芳, 陶涛, 王邦宇(2020), 「新冠肺炎疫情中的公民隐私权利保障研究」,
『医学与法学』, 2020年第3期,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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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와 중국의 언론환경 변화 및 신문화
본절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책임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의
사 리원량의 죽음으로 중국 내에서 더욱 논란이 됐던 언론의 자유 문제에 대해 살
펴본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문화현상
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면서 코로나19와 중국사회의 변화에 대해 고찰한다. 비
록 언론의 자유 문제와 신문화는 서로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는 아니지만, 코로
나19로 인해 나타난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본절에서 함께 다룬다.

가. 코로나19와 중국의 언론환경 변화
1) 리원량의 죽음과 언론의 자유
2020년 2월 7일, 한 중국인 의사의 죽음이 중국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인들의
슬픔과 분노를 자아냈다. 우한시(武汉市) 중심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 리
원량(李文亮)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2020년 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
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리원량은 2019년 12월 30일, 사스(SARS) 감염으로 보이는 환자에 관한 보
고서를 보고 난 뒤, SNS 채팅방을 통해 의대 동급생에게 우한 화난수산물 도매
시장(武汉华南海鲜批发市场)에서 7건의 사스 증상이 확인됐다는 정보를 공유
했다. 그 후 이 정보는 빠른 속도로 일반대중들에게 퍼졌고, 리원량은 허위사실
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3일 중국 공안에 소환되어 경고와 훈계조치
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와 반성문을 쓴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1월 9일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를 진찰하다가 자신
도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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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치료방법이 없던 상황에서 그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2월 7일
임신 중인 아내와 아이 한 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중국의 인터넷에서는 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정부의 은폐 행위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러한 비판여론은
‘不能(못하겠다), 不明白(모르겠다)’315)라고 하는 불복종 운동으로 확산되어 중
국정부의 체제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마저 나오게 됐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세상에 알려지는 데 공헌한 리원량이라는 인물과 그의
죽음, 그리고 그를 추모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부각
된 쟁점이 ‘언론의 자유’다.
중국 우한 화중사범(华中师范)대학의 탕이밍(唐翼明) 국학원 원장과 동료 교수
들은 공개서한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라고 주장하
며, “리원량의 경고가 유언비어로 치부되지 않았다면, 모든 시민이 진실을 말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면 국가적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
다.316) 베이징대학 법학과 장첸판(張千帆) 교수도 리원량 사망일인 2월 6일(공식
사망일자 7일)을 ‘언론 자유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하며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
는 체제에 맞서 ‘노(No)’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317) 쉬장룬(許章潤) 칭화대
학 법대 교수도 코로나19에 대한 초기대응이 실패한 것은 중국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자유가 말살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318) 앞서 언급한 ‘不能, 不明白’라
는 표현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기간 중국 젊은이들이 중국정부의 검열과 언론
315) 허위사실 유포로 소환된 리원량은 공안으로부터 ‘앞으로 위법행위를 중지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能(할 수 있다)’라고 답했고, 또한 ‘계속 위법행위를 하면 법률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이해했는가?’라는 질문에 ‘明白(알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중국의 네티즌들은 리원량을 추모
하고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불복종한다는 의미로 ‘不能, 不明白’라고 적힌 마스크를 쓰고 불복종 운동
을 전개했다.
316) 「의사 리원량 사망에 ‘언론의 자유 보장하라’ 분노…시진핑 체제 위기」(2020. 2. 9), http://news.kmib.
co.kr/article/view.asp?arcid=0014218563&code=61131111&cp=nv(검색일: 2020. 8. 1).
317) 위의 자료.
318) 「베이징대 교수도 시진핑 체제 비판…“언론자유 없으면 인민은 고통」(2020. 2. 19), http://news.kh
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191615031&code=970204(검색일: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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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중국 인터넷에 나타난 리원량에 대한 애도와 ‘不能, 不明白’ 운동

자료: 조선일보(2020. 12. 13), 「의사 리원량 죽음 후 시진핑 정부를 향해 외쳤다…“부넝, 부밍바이”」, https://www.chosun.co
m/site/data/html_dir/2020/02/13/2020021300739.html(검색일: 2020. 8. 3); 중국 웨이보, https://weibo.com/
1649173367/It9qtydjt?from=page_1005056032823695_profile&wvr=6&mod=weibotime&type=comment#
_rnd1610442020133(검색일: 2020. 8. 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통제를 반대하는 상징적 구호가 됐다.
이렇게 코로나19 감염이 세상에 드러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언론통제에
대한 비판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국인들의 갈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언론환경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
는 전망도 나오게 됐다. 워낙 민심이 좋지 않다 보니 중국 당국으로서도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2) 언론의 자유에 대한 역행과 국내 요인
코로나19의 감염확산과 리원량의 죽음을 계기로 변화가 기대됐던 중국의 언
론환경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우선 민심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
다. 리원량이 사망한 후 온라인상에서 그의 죽음에 대한 애도,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자 중국정부는 곧바로 관련 글들을 삭제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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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시에 국가감찰위원회를 통해 우한에 조사팀을 파견하여 리원량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리고 2020년 3월 20일 중국정부는 리원량에 대한 처벌에 문제가 있었다
고 발표하면서, 우한의 한 파출소가 리원량에게 훈계서에 서명하게 한 데 대해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렸고, 당시 법 집행과정도 규범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
다. 이에 따라 우한의 공안기관은 리원량에 대한 훈계서를 취소하고 리원량이
불려갔던 중난루(中南路) 파출소의 부소장 등 2명을 경징계하는 한편, 유족에
게도 사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319)
이렇게 중국정부는 리원량 사건의 핵심을 ‘언론의 자유’가 아닌 ‘일선 공안기관
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려고 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초점 흐리기’ 전략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인터넷
상에 만연했던 갖가지 유언비어들도 중국 당국에 의한 언론통제를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초기, 중국의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유언
비어와 소문, 비과학적 정보 등이 유통됐다. 예를 들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의 대학원생이 최초의 코로나19 감염자다”라는 소문이 중국 인터넷상에서 퍼
졌는데, 알고 보니 소문에 나온 해당 대학원생은 2015년에 우한바이러스 연구
소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일을 하고 있었으며, 그 후
우한에 돌아간 적이 없고 건강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의 바
이러스 권위자인 중난산(钟南山) 원사(院士)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퉁지
(同济)병원의 린정빈(林正斌) 교수를 마스크 착용 없이 진찰을 했고, 이때 린 교
수가 손 원사에게 살려달라고 구원했다는 장면의 사진이 떠돌아 다녔다. 하지
만 이 사진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손 원사가 진찰을 하던 장면으로 코로나19
와는 무관하며, 환자도 린 교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우한의 한 여
319) 「중국, 코로나19 경고 의사 리원량 처벌 취소…유족엔 사과」(2020. 3. 20), https://www.yna.co.
kr/view/AKR20200320068100083?input=1195m(검색일: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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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밤중에 집 밖으로 나와서 고의로 건물 손잡이에 침을 뱉었다는 화면이 인
터넷에 퍼졌으나 이 또한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화면은 한 중학생이 밤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인지 확인하러 나온 장면이었고, 동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침을 뱉는 장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에 대한 유언비어와 가짜 동영상은 중국 국
내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니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가짜뉴스와 소문들이 인터
넷을 통해 중국 온라인상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조회수를 보이면서 공포심을 조성했던 동영상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
되어 갑자기 길거리에서 졸도하는 장면으로 알려진 동영상과 한 중국인이 쳐다
만 봐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동영상 등은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소금물 또는 75도 이상의 독주를 마시거나 온몸에
알코올을 뿌리면 체내에 감염된 코로나19를 소독할 수 있다는 등의 비과학적
인 소문들이 인터넷에 떠돌았다.

그림 5-8. 코로나19와 관련해 인터넷에 유포된 유언비어들

자료: 「转发辟谣！新冠肺炎最新谣言汇总」(2020. 3. 1), https://baijiahao.baidu.com/s?id=16599322369004425
15&wfr=spider&for=pc(검색일: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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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코로나19 감염에 따라 졸도하는 장면으로 잘못 알려진 동영상

자료: 「[사실은] "고꾸라진 감염자" 공포로 몬 영상, 추적하니」(2020. 1. 30), https://news.naver.com/ main/read.nhn?
mode=LPOD&mid=tvh&oid=055&aid=0000788860(검색일: 2020. 8. 4)의 SBS 뉴스 영상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이와 같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인터넷상에는 다양한
유언비어와 가짜뉴스, 비과학적 정보 등이 만연했다. 그러자 중국정부는 이와
같은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고, 과학적인 방역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인터
넷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언론의 자유에 대
한 요구를 잠재우는 구실로 작용했다.
한편 ‘중공중앙 인터넷안전과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中共中央网络安全和信
息化委员会办公室)’은 2020년 1월 28일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회
의를 개최하고, 우호적인 인터넷 여론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320) 중
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도 2월 3일 회의를 개최하여 감동 스토리의 발굴과
단결정신 고양 등 선전교육과 여론유도 업무를 잘 진행할 것에 대해 강조했
다.321) 이와 같이 중국공산당 및 정부(국무원)는 기존의 각종 인터넷 관련 조직
320) 中共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2020. 1. 28), 「中央网信办应对处置新型冠状病毒感染
的肺炎疫情工作领导小组召开专题会议传达学习习近平总书记重要批示精神」, http://www.cac.

gov.cn/2020-01/28/c_1581799089548084.htm(검색일: 2020. 8. 4).
321) 「中共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召开会议 研究加强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工作 中共中央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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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라인에서의 여론을 통제·관리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민
간영역에 대한 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여론통제를 모색했다. 중국의 국가
사이버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CAC)은 시나 웨이보와 틱톡의 모
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 字节跳动), 그리고 위챗의 모기업인 텐센트
(Tencent, 腾讯) 등에 감독기관을 설치했고, 중국의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
두(Baidu, 百度)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이 게시한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가 소홀
했다는 이유로 관계자를 소환했다. 또한 SNS 플랫폼 ‘피피 가오샤오(皮皮搞
笑)’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해한 동영상을 올려 공포심을 유발했다
는 이유로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322)
이와 같이 리원량의 사망으로 불거졌던 중국에서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요
구 분출은, 중국정부가 리원량 사건의 책임을 일선기관으로 돌리고, 인터넷상
에서의 유언비어 만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통제를 강화하면서 서서히 잠식되
어 갔다. 이 과정에서 당과 정부의 관련 조직은 물론, 일반기업들의 IT 기술이
언론을 감독, 통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3) 언론의 자유에 대한 역행과 대외 요인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에서 언론감독 및 통제가 더욱 강화하게 된 배경에
는 대외적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요인
으로 언론에 대한 통제가 지목되면서, 국제적으로 줄곧 언론통제가 중국을 비
판하는 중요한 소재로 사용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며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 미국이 있었다.

书记习近平主持会议」(2020. 2. 3),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0-02/03/c_1125

527334.htm(검색일: 2020. 8. 5).
322) 「중국, 신종코로나 여론 악화에 SNS 검열 강화」(2020. 2. 7), https://www.yna.co.kr/view/AK
R20200207002900074(검색일: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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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5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자국과 외
국 언론인들, 의료진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조사를 허용했더라면 지금쯤 훨씬 더
나은 대응방안이 마련됐을 것”이라며 중국의 언론통제를 비판했다.323)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수석 애널리스트 세라 쿡
(Sarah Cook)도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중국정부에
의한 언론 통제를 지적했다.324)
이렇게 미국이 중국의 언론통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중국의 대응도
강경해졌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정부는 시종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방역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 공영 라디오방
송(NPR: National Public Radio) 기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
관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325) 또한 중국의 인터넷
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326)
코로나19의 확산 배경 차원에서 언급됐던 중국의 언론 문제가 미·중 갈등이라
는 좀 더 거시적 차원의 문제와 연계되면서, 언론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태도를 더욱
경직되게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데, 언론관이 정치체제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의 자유 등 언론관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체제 경쟁의 성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323) 「폼페이오 “중국·이란, 우한폐렴의 진실 밝혀야”」(2020. 2. 26), http://www.newdaily.co.kr/site
/data/html/2020/02/26/2020022600130.html(검색일: 2020. 8. 16); 허재철, 김홍원(2020),
「중국의 언론환경 변화와 미중 갈등」, pp. 1~33.
324) Cook(2020), “China Media Bulletin: Coronavirus-era repression, propaganda, censorshi
p, surveillance and more,” https://freedomhouse.org/report/china-media-bulletin/2020
/china-medi a-bulletin-coronavirus-era-repression-propaganda(검색일: 2020. 8. 16); 재
인용: 허재철, 김홍원, 위의 논문, p. 5.
325) 위의 논문, p. 6.
326) ｢美国有没有言论自由, 看看他们在新冠肺炎疫情中的表现你就知道了｣(2020. 4. 8), https://
baijiahao.baidu.com/s?id=1663383486752296844&wfr=spider&for=pc(검색일: 202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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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미국을 포함한 해외의 코로나19 감염상황도 중국이 언론환경 변화
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만드는 구실을 제공했다. 미국과 서구 국가들이 중국
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원인의 하나로 언론통제 문제를 지적했으나, 결과적으
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미국과 서구 국가들에서 오히려 코로나19
감염이 더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요인으로
언론통제를 강조한 결과, 미국 내에서의 감염확산으로 인해 중국의 언론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논리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나. 코로나19와 중국사회의 신문화327)
코로나19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의료 분야 등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중국사회의 문화에까지 변화를 가져왔다. 비록 코로나19에 따른 영향과 관련
하여 주로 정치와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분석되고 있지만 사회문화에 미친 영
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문화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를 반
영하고 있고,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지속성과 광범위한 영향력 때문에 한 국가나
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코
로나19는 단순한 공공위생 사건이 아닌, ‘사회문화 사건’으로서 받아들여질 필
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발생, 또는 심화된 중국의 문
화에 대해 살펴본다.

327) 본 내용은 성균중국연구소 진신(陈晨) 책임연구원이 본 과제를 위해 자문료를 받고 작성한 서면 자문
의 내용을 본인의 동의하에 편집, 가공 및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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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탁 위의 신문화
그림 5-10.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식당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공용수저

주: 공용수저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게시판(왼쪽)과 실제로 개인용과 공용 수저가 나란히 준비되어 있는 장면(오른쪽)
자료: 바이두 이미지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https://image.baidu.com/search/index?tn=baiduimage&ipn=r&ct=2013
26592&cl=2&lm=-1&st=-1&fm=result&fr=&sf=1&fmq=&pv=&ic=0&nc=1&z=0&hd=0&latest=0&copyrigh
t=0&se=&showtab=0&fb=0&width=&height=&face=0&istype=2&ie=utf-8&ctd=&sid=&word=%E5%85%
AC%E7%AD%B7(검색일: 2020. 8. 25).

요즘 중국에서 외식을 하게 되면 한 사람 앞에 수저가 두 세트씩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분찬제와 공용수저328)의 사용
을 중국 전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찬제와 공용수저 사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대 초
반에 중국 외식업계는 분찬제를 추진한 적이 있었고, 2003년 사스 발생 이후에도
분찬제와 공용수저의 보급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
으로 정착되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 원인은 경제적 비용과 개인적
습관에 있었고, 중국의 뿌리 깊은 식문화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공공장소에서 분찬제와 공용수저를 사용하는 것은 비용증가 문제
를 초래했다. 배로 증가한 식기는 설비 지출과 노동량을 동시에 증가시켰기 때
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과 식당, 길거리 가판대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분찬제와 공용수저 사용에 소극적이다.

328) 분찬제(分餐制): 요리를 1인분씩 나누어 따로 먹는 형식. 공용수저: 공용 젓가락과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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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개인적인 습관을 바꾸는 일도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ITTIME(全拓数据)가 2020년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39%의
사람들이 분찬제에 대해 동의했고, 공용수저 사용에 대해서는 약 53%의 응답자
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분찬제에 비해 공용수저 사용에 대한 동의가 좀 더 높
게 나타났지만,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절반밖에 되지 않는 사
람들이 공용수저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동조 문화가 강한 중국사회에서 개인 의사보다 다수의 흐름에 따라가는 경향이
뚜렷한 것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네티즌들은 ‘식사 중에 젓가락을 계속 바꿔 쓰는 것이
번거롭고, 자칫 잘못 사용할 수 있어 더 큰 불편을 초래할 것 같다’, ‘긴장하면서
까지 밥을 먹고 싶지 않다’, ‘서로에 대해 거리감이 느껴져서 식사 분위기가 깨
지고 섭섭함을 느낀다’, ‘공용수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도 없고, 이것 때문
에 서로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등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외식’과 ‘가
정 내 식사’에 따라 분찬제와 공용수저 사용에 대한 입장이 갈라지기도 한다. 외
식할 때에 공용수저를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가정 내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그림 5-11. 중국인의 분찬제와 공용수저 사용에 대한 입장
개인별 식사

공용 수저
의견보류
8.5%

기타
17.6%

의견보류
12.3%

기타
7.9%

찬성·지지
39.0%

반감·거부
8.5%
찬성·지지
53.2%
염려·주저
22.3%

반감·거부
12.9%
염려·주저
27.9%

자료: 「全拓数据｜疫情之后, 分餐制会成为大众主流饮食习惯吗?」(2020. 5. 22), https://baijiahao.baidu.com/s?id=
1667373039187726836&wfr=spider&for=pc(검색일: 202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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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중국의 전통문화와 관련이 깊다. 중국에서
식탁은 배를 채우고 식욕을 충족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친밀한 가족관계를
만들고 소통하면서 인간관계를 개선하며 비즈니스에서 우호적 분위기를 만드
는 장소이기도 하다. 요리를 나눠 먹거나 주고받는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
정의 표현인 것이다. 즉 중국인은 식탁을 식사라는 기본적 기능 이상으로 ‘정’
을 나누는 공간으로서 인식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은 중국의 음식이 ‘색향미의형(色香味意形: 색, 향, 맛, 의미, 형태)’
을 추구하는 문화로도 이어진다. 예를 들어 생선 요리에서 어느 부위부터 먹을
것인지, 그리고 식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부터 먹을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한 끼의 식사에도 다양한 요리를 준비하고, 각
자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재미도 중식의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음식의 문화를 지켜가면서 분찬제와 공용
수저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혀끝 안전(舌尖上的安全)’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더 높아
지고 있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국의 식탁에
서도 점차 분찬제와 공용수저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산
둥성(山東省)은 ‘외식업 분찬제 디자인 가이드라인(餐饮业分餐制设计实施指南)’
을 발표하여, 공용수저의 디자인을 더욱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사회에서는 다시 분찬제와 공용수저 사용
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분찬제와 공용수저 사용으로 인한 경제
적 비용증가와 문화적 습관으로 인한 정착의 어려움, 그리고 분찬과 공용수저
사용이 사실상 코로나19의 방역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 등으로 거부감을 나타
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확실히 코로나19로 인해 분찬제와 공용수
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지, 아니면 중국의 식탁에서 위생을 더욱 강조하
는 새로운 문화로 정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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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찬제 및 공용수저와 함께 최근 중국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식낭비
줄이기 운동(反浪费·光盘行动)도 코로나19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중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식량비축과 공급능력은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식량
위기는 없다고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식량확보에 대한 불확
실성이 중국에도 불안감을 주고 있는 듯하다. 2020년 8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음식낭비현상에 가슴 아프다”면서 “음식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
다. 그러면서 “중국의 식량생산은 매년 풍족하지만,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은
계속해서 필요하고 올해는 코로나19까지 있어 우리에게 더욱 경종을 울리고 있
다”고 강조했다.329) 시진핑의 이러한 발언 이후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음식낭
비 줄이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시작됐고, 특히 인터넷 ‘먹방’에 대한 단속이 이뤄
지고 있다.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넉넉히 먹는 것을 즐기는 중국의 식탁 문화에
도 변화를 불러오게 됐다.

그림 5-12. 코로나19가 촉발한 중국의 음식낭비 줄이기 운동

▲ 중국의 한 뷔페에서 음식낭비를 줄이기 위해, 음식을
많이 남길 경우 식비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문

▲ 잔반 제로 캠페인

자료: 바이두 이미지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https://image.baidu.com/search/index?tn=baiduimage&ipn=r&ct=2013
26592&cl=2&lm=-1&st=-1&fm=result&fr=&sf=1&fmq=&pv=&ic=0&nc=1&z=0&hd=0&latest=0&copyright
=0&se=&showtab=0&fb=0&width=&height=&face=0&istype=2&ie=utf-8&ctd=&sid=&word=%E5%85%8
9%E7%9B%98%E8%A1%8C%E5%8A%A8(검색일: 2020. 8. 26).

329) 「习近平对制止餐饮浪费行为作出重要指示」(2020. 8. 11), http://www.xinhuanet.com/2020-08/
11/c_1126353377.htm(검색일: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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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코로나19로 생겨난 스마트 음식보관함

주: 코로나19 이전의 음식 배달현장(좌)과 이후의 스마트 음식보관함(우)
자료: 바이두 이미지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https://image.baidu.com/search/index?tn=baiduimage&ipn=r&ct=20
1326592&cl=2&lm=-1&st=-1&fm=result&fr=&sf=1&fmq=&pv=&ic=0&nc=1&z=0&hd=0&latest=0&cop
yright=0&se=&showtab=0&fb=0&width=&height=&face=0&istype=2&ie=utf-8&ctd=&sid=&word=%E
6%99%BA%E8%83%BD%E5%BF%AB%E9%80%92%E6%9F%9C(검색일: 2020. 8. 26).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배달 문화도 생겼다. 코로나19 이후 음
식배달 문화가 더욱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차원에서 외부인의 거주지
출입이 제한(小区封闭式管理)됨에 따라 스마트 음식보관함(智能取餐柜)이 등장
한 것이다. 스마트 음식보관함은 기본적으로 일반 택배보관함(智能快递柜)과
유사한 시스템이지만, 음식 전용인 관계로 각종 위생조치가 부가됐다.

2) 중장년층도 온라인으로 유인한 코로나19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은 엄격한 외출규제를 실시했다. 도시간 인구이동
은 물론, 생활단지 격리(小区封闭式管理) 등의 조치를 전국적으로 실행했다. 이
에 따라 야외활동은 대폭 줄었고, 대부분의 생활이 실내에서 이뤄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했는데, 생활의 온라인화가 기존의 젊은
세대에서 이제는 전 세대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인터넷발전
상황통계보고(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40~50대 네티즌의 절대 수와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 세대들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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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중국 네티즌의 연령대 비중 변화
중국 네티즌의 연령대 비중 변화

20.8
23.7
23.5

30~39세

17.6
17.3
15.6

21.5

24.6
26.8

19.3
16.9
17.5

20~29세

10.2

10~19세

2018년 12월

2019년 6월

40~49세

50~59세

6.7
6.9
6.6

6.7
5.9

3.9
4
4.1

10세 이하

60세 이상

2020년 3월

자료: 「第45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2020. 4. 28), http://www.cac.gov.cn/2020-04/27/c_1589535470
378587.htm(검색일: 2020. 7. 28); 「第44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2019. 8. 30), http://www.cac.go
v.cn/2019-08/30/c_1124938750.htm(검색일: 2020. 7. 28).

터넷 사용이 늘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의 최대 배달 플랫폼인 메이퇀(美團)의
조사결과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규 가입자 중 70%가 40~50대에 집중되어
있다고 나타냈다. 다만 10~30대 젊은 세대가 완성된 요리를 배달시키는 것과
달리, 중·고령 세대는 식품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식자재를
배달시켜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
주요 신선식품 즉시 배달 플랫폼의 주문량이 평균적으로 2배에서 7배 정도 늘
었다고 한다.
한편 재택근무의 경우, 외출규제 기간 동안 Ding Talk(钉钉, 원격근무 앱)
를 통해서 출퇴근을 표시한 이용자가 일일 평균 2억 명을 넘었다. 병원 진료도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중국 위생건강위원회 규획정보화국(国家卫生健
康委员会规划发展与信息化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기간에 온라인 진료
이용자는 전년동기대비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진료는 ‘온라인
예약 → 원격 문진 → 전자처방 및 약국 전송 → 의약품 즉시 배달’의 순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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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중국 주요 온라인 의료 플랫폼 가입자 규모 변화
(2019년 12월 대비 2020년 1월 현황)

핑안하오이셩

신규 가입자

띵샹위안

DAU

↑900%

온라인 문진 건수

DAU

↑215%

온라인 문진 건수

↑800%

춘우이셩

↑100%

온라인 문진 건수

↑135%

↑130%

자료: 「贝恩咨询：疫情之下, 中国医疗行业何去何从」(2020. 2. 17), https://tech.sina.com.cn/roll/2020-02-17/
doc-iimxxstf2215637.shtml(검색일: 2020. 8. 6).

뤄지는데, 집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일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
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와 스마트 물류산업은 10년 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
다. 지급 수단은 알리페이(Alipay)와 위챗페이(Wechatpay)의 보급에 의해 전
자결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이미 전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있다. 코로나19 이
후 일상의 온라인화가 중·고령 세대로까지 급속히 확산된 배경에는 이와 같이
이전부터 구축된 온라인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엄격한 외출규제는 오프라인 소비를 더 선호했던 중·고령 세대에
온라인의 편리성을 체험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온라인
경제의 새로운 고객층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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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막(弹幕)의 흥행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
코로나19는 중국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대표적 사례가 중국의 탄막(弹幕) 문화다. 탄막이란 시청자가 영상을 보면서 생
각이나 기분을 댓글 형식으로 올리는 것인데, 이것이 화면에 영상과 함께 흐르
면서 다른 시청자와 공유하게 된다.
탄막은 주로 영상물의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생각과 느낌, 평가라고 할 수 있
는데, 영상 내용에 대한 2차 가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탄막은 영상 작품의
일부분이 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 자체보다 탄막의 내용이 더 재미
있어서 시청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탄막은 방송 제작자
와 시청자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소통의 장을 제공
하기도 한다. 즉 탄막은 댓글과 채팅이 결합된 형식으로, 기존의 ‘일방통행’식
정보전달방식을 넘어, 제작자와 시청자, 그리고 시청자 사이의 소통을 하나의
콘텐츠로 만든 새로운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탄막 문화는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프로그램 등 전통 영상뿐 아니라, 각종 생방송 및 개인 라이브
방송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탄막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클라우드 문화(云互动)’이

그림 5-16.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에 나오는 탄막(弹幕)

자료: 바이두 이미지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https://image.baidu.com/search/index?tn=baiduimage&ipn=r&ct=2013
26592&cl=2&lm=-1&st=-1&fm=result&fr=&sf=1&fmq=&pv=&ic=0&nc=1&z=0&hd=0&latest=0&copyrigh
t=0&se=&showtab=0&fb=0&width=&height=&face=0&istype=2&ie=utf-8&ctd=&sid=&word=%E5%BC%
B9%E5%B9%95(검색일: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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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클라우드 문화’는 인터넷 라이브에서 타인과 어울리는 활동을 말하는데, 코
로나19 이후에는 클라우드 술자리(云喝酒), 클라우드 클럽(云蹦迪), 클라우드
면접(云招聘), 클라우드 공부방(云学习）등 다양한 클라우드 놀이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결혼식에서는 수백만 명의 네티즌들이 온라인 결혼식
에 참석해서 함께 축복해준다. 실제로 2020년 3월, 중국의 한 커플이 동영상 서
비스인 비리비리(Bilibili, 보통 B站라고 칭함)를 통해 생방송한 결혼식은 470
만 5,000의 시청 횟수와 15만 2,000건의 탄막 축하 메시지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러한 클라우드 결혼은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부상하
여 중국의 결혼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밖에도 클라우드 클럽에서는
연주자가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콘서트를 열고, 클라우드 술자리에서는
참가자가 실시간으로 요리법을 공유하고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즐긴다.

그림 5-17. 코로나19 이후 중국에서 생겨난 ‘클라우드 문화’ 사례

주: 좌상: 클라우드 웨딩(云婚礼), 우상: 클라우드 밴드(云乐队), 좌하: 클라우드 회식(云聚餐), 우하: 클라우드 자습실(云自习).
자료: 바이두 이미지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https://image.baidu.com/search/index?tn=baiduimage&ipn=r&ct=2013
26592&cl=2&lm=-1&st=-1&fm=result&fr=&sf=1&fmq=&pv=&ic=0&nc=1&z=0&hd=0&latest=0&copyrigh
t=0&se=&showtab=0&fb=0&width=&height=&face=0&istype=2&ie=utf-8&ctd=&sid=&word=%E4%BA%
91%E5%A9%9A%E7%A4%BC(검색일: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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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클라우드 웨딩과 탄막 문화의 결합

자료: 바이두 이미지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https://image.baidu.com/search/index?tn=baiduimage&ipn=r&ct=2013
26592&cl=2&lm=-1&st=-1&fm=result&fr=&sf=1&fmq=&pv=&ic=0&nc=1&z=0&hd=0&latest=0&copyrigh
t=0&se=&showtab=0&fb=0&width=&height=&face=0&istype=2&ie=utf-8&ctd=&sid=&word=%E4%BA%
91%E5%A9%9A%E7%A4%BC+%E5%BC%B9%E5%B9%95(검색일: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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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끼친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중국사회
의 변화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모색
하고자 했다.

1. 요약
가. 코로나19와 중국 국내정치의 변화
2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전염병 창궐과 이것이 정치체제
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역사 자료를 통해 고대 중국에서도 다양한 전염
병이 유행했고 이것이 과거 중국인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어 왔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중 전염병의 대유행이 왕조의 멸망으로 직결된 두 사례를 고찰
했는데, 한대(漢代)에 유행했던 전염병은 많은 인명과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한
의 멸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명대(明代)에 유행했
던 전염병은 대서역(大鼠疫)으로 오늘날의 선페스트(bubonic plague)로 여겨
진다. 선페스트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던 중국의 화북지역에서는 명 말 농민들
의 반란이 일어났고, 명을 멸망시켰던 이자성의 난 역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진
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멸망했던 중국의 왕조들은 역병 상
황 속에서도 부패한 정치와 민생에 대한 방치라는 공통점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는 한나라, 명나라 때와는 달랐다. 코로나19의 창궐과
확산으로 중국의 당-국가체제가 흔들리고 리더십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했
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의 당-국가체제는 변화된 환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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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적응력을 보였고, ‘결집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즉 국가와 사회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은 약화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도 여전히 견고
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굳건함이 중장기적으로 중국
체제의 적응력과 정당성을 지속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코
로나19는 기존에 중국이 추진했던 하방에 기초한 자율적 지방정부 운용 등 중앙
-지방 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도전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중앙-지방 관계에 있어서 자율성과 효율성이라는 상호보완 요소가 코로나19
로 인해 효율성 쪽으로 급속히 기울면서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 리더십의 변화,
당-국가체제의 변화, 인사 요소의 변화 등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시점에서 코로나19가 중국 당-국가체제의 적응력을 높이고, ‘결집효
과’를 불러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동시에 미세하지만 민
심 이반이 나타났었고, 이것이 통치 정당성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높인 것도 사
실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민주화 또는 붕괴되거나 혼돈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그 근거가 부족하다. 중국에서는 역사적 맥락에 입
각한 관행과 명분, 그리고 의지에 따른 내적 동학이 아직까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보인다.
한편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정치 엘리트 지형과 차세대 지도자 형성에도 영
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주요 간부들의 인사 동향도 살펴봤다. 그중
에서 눈에 띄는 인사이동의 하나가 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해 잉용(应勇) 상하
이시 시장이 후베이성 서기로 투입된 것이다. 잉용은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 서기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 중 한 명이다. 또한 최근 후허핑(胡和平)이 산시성(陝西省)
서기에서 문화여유부(文化旅遊部) 당조 서기로 자리를 옮긴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칭화대 동문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차기에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하여 중앙선전부 부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차세대 지도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만 그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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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공간에는 시진핑 주석의 차기 인사구상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빈 공간을 채울 인사의 명분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사회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감염병 등 안전 이슈와 사회관리 능
력이 중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코로나19와 중국 대외관계의 변화
제3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미·중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
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으며, 갈등과 경쟁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에 협상의 공간
은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양국간 갈등과 경쟁이 더욱 심화
될 개연성이 높다. 양 강대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경쟁에서 자기편에 줄서도록 동맹과 동반자 국가들을 압박,
회유하고 있다.
이렇게 코로나19 위기는 강대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국제
사회는 각자도생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양국간 경쟁의 틈
바구니에 끼여 있는 상당수의 국가들은 미·중 양국의 한쪽에 명확히 줄서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한쪽을 선택해서 다른 한쪽을 적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미·중 양국간 세력경쟁 역시 과거 냉전과는 달리 새로운 양상
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와 북핵 문제로 인하여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여러 가지 현안에서 미·중 양국으로부터 원치 않는 압박과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대미외교, 대중외교, 대북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외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조성된 국제사회의 과도기적 상황에 예의주시하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한
국의 독자적 전략 가치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변화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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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여 중견국 연대에 우리 외교의 역량을 보다 투여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
를 강조하며 글로벌 공중보건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WHO가 전 세계 방역협력
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코로나
19 발생 이후 WHO를 포함한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G20, 일대일로(一帶一路),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브릭스(BRICS) 등 국제기구에서 “글로벌 공중
보건 거버넌스, 인류위생건강공동체, 건강 실크로드” 등 자신의 구상을 적극적
으로 피력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 생긴 공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세계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자기구를 통
한 내러티브(narrative)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다. 코로나19와 중국경제의 변화
제4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경제와 대외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
쳤고, 이것이 중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분석했다.
2012년 전후로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인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양적 성장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 질적 성장방식
으로의 전환이 추진됐다. 이러한 질적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진민퇴
(國進民退), 산업 고도화 지연, 도농·지역 격차, 소득 격차 등 중국경제의 고질적
인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중
국정부는 2015년부터 공급과잉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부동산 재
고 해소, 취약부문 보완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급 측 구조개
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공급 측 구조개혁이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최우선 국정과제
로 추진되어 일부 성과를 나타냈다. 공급과잉의 전통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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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을 실시하여 기업수익이 상승했고, 기업부채 축소를 위해 금융리스크 관
리감독을 강화하여 기업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거나 유지되
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2018년에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되고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정부의 구조개혁 강도와 속도가 조절되는 등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2020년 정책기
조를 빠르게 전환하여 대응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목표를 고용안정
및 탈빈곤으로 수정했고,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도 상반기에 지급준비율
및 금리인하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했다. 동시에
재정적자 규모 확대,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확대, 특별국채 발행, 감세 및 비용
절감 규모 확대 등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했다. 이에 따라 1/4분
기 -6.8%였던 경제성장률은 2/4분기에 3.2%, 3/4분기에 4.9%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V자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시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하여 중국정부가 질적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공급 측
구조개혁 등 경제구조조정은 지연될 전망이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심화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14차 5개년 계획(2021∼25년)
의 핵심인 쌍순환 발전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쌍순환 발전전략은 미·중 갈등심
화와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외 리스크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자립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신형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위안화 사용 등을 통해 독자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코로나19는 이러한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및 변화와 함께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세계무역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보호무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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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제4차 산업혁명,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성찰 등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었
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무역위주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내수중심의
성장방식을 추구했고, 중국 내 노동임금이 점차 높아지면서 가공무역 중심지로
서의 비교우위를 잃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는 중국을 중
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대한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위상에 얼마나 타격을 줄 것
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선제적으로 중국의 산업별 GVC 충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주요 제조업 중에서 전기
및 광학장비의 경우, 2018년의 GVC 참여도가 2007년에 비해 가장 많이 높아
졌다(6.9%p 증가). 중국이 한국의 주요 반도체 수출대상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탈중국 GVC’로의 재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중국 수출감소
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의 기업들도 아세안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국가 및 서방 선진국 내에 R&D 센터를 구축
하려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입장에서는 신남방지역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인 대미 통상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년, 2019년에는 관세, 수출, 수입, 투자 등 경제 이슈 중심으로 미·중 갈등
이 전개됐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경제적인 인권, 가치, 체제 이슈의 격
돌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경제성장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
년 초 코로나19 상황 전에 전망한 경제성장률보다 대략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9.0%p, 중국은 -4.2%p, 한국은 -3.2%p, 세계는 평균 -7.2%p 정도 낮게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에 이러한 타격이 있을 때, 문제는 고스란히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에게 가장 와닿는 변화는 실업률
의 증가다. 코로나19가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에 미친 악영향은 고스란히 미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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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감정의 악화로 이어짐으로써, 미국의 중국견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경제를 고려하여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작용이 적은 특정 분야나 소수를 대상으로 경제적 공격을 집중하고, 대신 정
치·안보 등 비경제적 성격의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를 넘어 중국의 정치와 안보 이슈 등에 대한 미국의 공세는 시진핑 체제의 정
체성과 연계되어 중국의 입장에서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는 점이다. 미·중 모두와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한국에는 점
점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은 지역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가 나
타나기도 했다. 먼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후베이성 외에 코로나19 확진자
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지역은 광둥성, 허난성, 저장성, 후난성이었다. 코
로나19로 인한 지역별 경제충격은 이러한 확진자 발생규모 이외에 확산기간과
산업구조, 대외개방도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인프라 투자 중
심의 내수 확대정책이 추진되어 2020년 상반기 대다수 지역에서 투자증가율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제성장률도 회복됐다. 반면 소비증가율은 후베이성을 제외
한 모든 지역에서 투자 증가율 대비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기회복정책은 코로나19 피해 집중지역에 대한 종합정책을 추진하
는 것으로 한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소비 쿠폰 및 소비지원금 정책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지역별 상황에 맞게 각각의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항저우 등 중국 일부지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서 소비 쿠폰 등을 활용해 소비시장의 빠른 성장을 유도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
문이었다. 이밖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과학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
는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
로 수출품의 내수전환을 적극 시행하고 있고,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
내 산업, 공급사슬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즉 세계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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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둔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안, 중국은 투자유치를 원하는 핵심 분야에
대한 개방확대 및 역내 자원집중 등을 통해 산업사슬을 점차 확충하고 있다.

라. 코로나19와 중국의 사회문화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사회적 충격은 공중보건과 고용 영역에서 동시에
발생했는데, 이에 따라 중국정부도 방역과 경제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야 했다. 중국정부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했지만,
보다 핵심적인 대책은 경제회복을 통한 고용 및 민생안정에 있었고, 이것이 중
국체제의 강점이자 약점이기도 했다.
중국정부의 중앙집권적 방역과 경제회복 대응 방식은 코로나19의 감염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안정화시킬 수 있었지만, 동시에 사회안
전망을 보다 취약하게 하고 노동의 불안정성을 확대시켰다. 기업을 통한 사회안
전망 확충과 고용안정대책은 사회안전망을 어느 정도 보완시켜 줄 수 있지만, 동
시에 불안정 노동과 일자리 부족이라는 부작용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는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감염속도가 가장 빠르고, 감염범
위가 가장 넓으며, 통제가 가장 어려운 중대한 공중위생 위기상황을 불러왔고,
이것은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중위생과
프라이버시권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중국은 현행법상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법률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
다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해온 사회주의적 문화로 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
호에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중국정부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제한과 침해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중위생 위기상황에서 프라이버시
권 보호와 방역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우선시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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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권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코
로나19와 같이 갑작스럽고 긴급한 상황에서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환
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를 계
기로 중국에서는 다시 한번 공익과 개인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
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에 대한 점진적 정
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양국
사이의 인적교류가 다시 재개될 경우에 대비하여, 한·중 양국은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에 대한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및 공통 전염
병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어떻게 자국 및 상대국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동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감염사태는 중국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쟁에도 불을 지폈다. 코
로나19 감염이 세상에 드러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언론통제에 대한 비판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국인들의 갈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언론환경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코로나19의 감염확산과 리원량의 죽음을 계기로
변화가 기대됐던 중국의 언론환경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즉 언론
의 자유도가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방역과정에서 언론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정
당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리원량의 사망으로 불거졌던 중국에서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요구 분출은,
중국정부가 리원량 사건의 책임을 일선기관으로 돌리고, 인터넷상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와 유언비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통제를 강화하면
서 서서히 잠식되어 갔다.
이렇게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에서 언론감독 및 통제가 더욱 강화된 배경에
는 대외적인 요인도 작용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요인으로 언론에
대한 통제가 지목되면서, 국제적으로 줄곧 언론통제가 중국을 비판하는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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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로 사용됐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배경 차원에서 언급됐던 중국의 언론
문제가 미·중 갈등이라는 좀 더 거시적 차원의 문제와 연계되면서, 언론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태도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었다. 게다가 미국을 포함한 해외의 코
로나19 감염상황도 중국이 언론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만드는 구
실을 제공했다. 미국과 서구 국가들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원인의 하
나로 언론통제 문제를 지적했으나,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미
국과 서구 국가들에서 오히려 코로나19 감염이 더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중국의 사회문화에 끼친 영향으로 앞서 언급한 사회안전망과 프
라이버시권, 그리고 언론의 자유 등과 함께 新문화 발생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강화로 이동이 제한되고, 언택트 문화가 일
상화되면서 중국사회에서도 다양한 새로운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분찬제와 공용수저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서 음식낭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또
한 방역 차원에서 외부인의 거주지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스마트 음식보관함이
라는 새로운 설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현상은 손님이 음식을 남겨야
제대로 대접을 했다고 생각하는 전통적 사고, 음식을 나눠야 정이 두터워진다
는 인식 등 중국의 음식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
은 중장년 세대들도 인터넷 사용이 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이전부터 구축
된 온라인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코로나19는 중국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
는데, 대표적 사례가 탄막 문화다. 탄막이란 시청자가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나
기분을 댓글 형식으로 올리는 것인데, 이것이 화면에 영상과 함께 흐르면서 다
른 시청자와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탄막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클라우드 문화’다. ‘클라우드 문화’는 인터넷 라이브에서 타인과 어울
리는 활동을 말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클라우드 술자리, 클라우드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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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면접, 클라우드 공부방 등 다양한 클라우드 놀이가 생겨나고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에서 새로 등장하거나 더욱 확대되고 있
는 문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문화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코로
나19로 인해 만들어지고 있는 중국의 새로운 문화를 대중국 경제교류와 협력,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6-1.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변화와 함의
분야

주요 변화

∙ 당-국가체제 및 중국공산당에 대한 결집 강화
∙ 시진핑 측근 부각 및 긴급사태에 대한 관리능력 중시
국내
∙ 중장기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 부각
정치
∙ 중앙-지방 관계에서 자율성보다 효율성이 강조
∙ 중화주의, 민족주의 심화

한국에의 함의
∙ 한·중 지방정부 교류 시, 중국 지방
정부의 정책 자율성이 위축될 가능
성에 대비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각된 주
요 인물과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 미국, 중국의 위상 동반 퇴조: G0 시대
∙ 동맹, 우방, 주변국에 대한 선택의
∙ 코로나 이후 각자도생의 국제질서 지속가능성: 미국 우선 압박과 회유 가능성
주의와 중국의 꿈 추구 지속
∙ 미·중 사이에서의 선택보다는 비슷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리더십 약화, 세계화와 국제다자협 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외
중견국 연대에 보다 많은 외교적
력의 퇴조현상 심화, 국제기구 역할 약화
관계
∙ 중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 중국의 확장적 외교전략의 수 역량 투입 필요
정 가능성
∙ 글로벌 공중보건 거버넌스에서 리
∙ 방역외교(방역물자 지원, 백신 제공 약속 등)를 통한 국제 더십을 발휘하여 국제적 위상과 영
적 영향력 확대 시도
향력 확대 도모
∙ 공급 측 개혁 등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지연
∙ 내수 중심 성장전략의 강화
∙ 중장기 발전전략으로서의 쌍순환(국내대순환과 국제순환)
국내 ∙ 중국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경제 ∙ 중국의 독자적 국내 공급망 구축
및

∙ 중국 중심 GVC의 약화 가능성

대외 ∙ 미중 갈등 변화: 경제 → 비경제(코로나, 인권, 남중국해 등)
무역 ∙ 지역별로 차별화된 경제회복 정책 및 대외협력 사업 지속
∙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수출품의 내수전
환을 적극 시행
∙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공급망 구축에 관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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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리스크 및 대중국 경제협력에의
영향 분석 필요
∙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 기회 확대
∙ 탈중국 GVC 가속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 감소(특히 ICT 산업)에 대비
필요
∙ 지역별 코로나19 상황 및 경기 부
양책에 맞춘 한·중 지방협력 방안
모색 필요
∙ 수출품의 내수전환 지원에 적극적
인 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 필요

표 6-1. 계속
분야

주요 변화
∙ Untact 문화 확산에 따른 중국의 음식문화 변화
∙ 중장년층의 온라인 문화(경제) 합류 가속

사회 ∙ 새로운 소통방식의 탄생(탄막 문화, 클라우드 문화)
문화 ∙ 고용 측면에서의 사회안전망 약화

한국에의 함의
→ 새로운 문화와 소비패턴 변화를
비즈니스 찬스로 활용 필요
→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동대응체제 구축 및

∙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양국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 언론 및 SNS에 대한 통제 강화

대한 공동 규제 마련 필요

자료: 저자 작성.

2. 시사점
가. 코로나19와 한·중 경제협력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를 둘러싼 리스크가 복합화하면서 한·중 경제협력
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 수출의 25.1%가 중국으로 향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주요 수입항목인 중간재의 경우 한국 수출의 28.2%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코로나19로 중국 내 산업생산이 둔
화되면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020년 1~8월
중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증가율은 -3.0%로 2019년(-16.1%)에 이어 감
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중국 중간재 수입증가율은 2019년 4.8%에서 마이
너스(-7.4%)로 전환되었다.
한편 코로나19는 인적교류를 중단시켜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2019년
을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전체 한국 방문 외국인의 34.8%를 차지하
였으나 2020년 1~8월 중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64만여 명에 그쳐 전년동기
대비 83.5% 감소했다. 또한 한국 제조업의 해외투자처 중에서 중국이 33.5%
(2020년 6월 말 현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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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중국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대중국
수출의 39~45%를 담당하고 있는 재중 한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중
무역 전체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330)
이러한 상황에서 본절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새로운 변화에 따른 리
스크와 기회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 대응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림 6-1. 코로나19와 한·중 경제협력 관계

COVID_19 PANDEMIC

중국경제

조업 단축

수출 둔화

국내 소비 둔화

서비스 소비 둔화 (관광, 요식업)

생산 위축, 성장 둔화
해외관광 위축
중간재 수요 감소
한국에 대한 영향

대중국 부품 조달 영향

대중 중간재 수출 둔화 (大)

대중 소비재 수출 둔화

중국 요우커 감소 (大)

한국의 중간재 수입 중 중국 비중
(32.5%, 685억 달러, '19년)
在中 한국기업 조업 중단

한국의 중간재 수출 중 중국 의존도
(28.2%, 1,082억 달러, 19년)
자본재 (24.0%, 19년)

한국의 소비재 수출 중 중국 의존도
(8.9%, 60억 달러, 19년)

한국 방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
(10.8%→ 34.8%, 19)

국내 생산 위축

한국경제 성장 둔화

자료: 저자 작성.

330) 양평섭(2020), 「최근 대중국 수출 급감의 원인과 과제」.

254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나. 코로나 이후 중국 리스크의 복합화 대비 과제
코로나19로 중국에서 미세하게 민심 이반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당-국가체
제의 적응력이 높아지고 중국공산당에 대한 ‘결집효과’가 나타나면서 정치·사
회적 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강대국의 글로벌 리더
십이 약화됐고, 향후 강대국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
제적으로는 공급과 수요 측면의 단절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중국의 중장기 목
표였던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도 용이하지 않게 됐다. 또한 구조조정이 지연되
고,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채무율이 상승하는 등 거시
경제적 불안정성도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부담이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성
장잠재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이후
강대국의 각자도생이 강화되면서 협력의 공간이 줄어들고, 미·중 갈등이 경제
를 넘어서 코로나19 책임론, 인권 등 비경제적 영역으로 확전되면서 대외적인
리스크도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크게 네 가지 방면에 걸쳐 불확실
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중국의 위상이 동반 퇴조하고 강대국 리더십
의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G0(G-zero) 시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 세계화와 국제다자협력의 퇴조 심화, 국제기구의 역할이 약화
되는 가운데 두 강대국 사이의 갈등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경
향은 미국의 대선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 및 대외경제 정책은 다방면에 걸쳐 새로운 도
전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취해왔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이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
내에서는 중국편승전략(中國便乘戰略), 극중전략(克中戰略), 안미경중 2.0, 단
미장중(短美長中: 단기적으로는 미국,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 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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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책(新西方政策: 미·중 패권경쟁에 대비해 EU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전략
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국 전략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중국이 시
장으로서 갖고 있는 중요성이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미·중의 경쟁은 확대되는 반면에 협상의 공간은 축소
되고 있고, 마찰의 영역도 비경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대선결과에 관
계없이 코로나19로 순연된 미·중 간 1차 무역협상의 이행과 관련하여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2월 15일에 미·중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제2
차 Trade Framework Group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미 대선 이후에 이행상
황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무역, 투자, 기술 등 경제 이슈가 미·중 갈등의 핵심이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에
는 비경제적 인권, 가치, 체제 이슈로 격돌이 일어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철저
하게 자국의 이익, 주권, 발전권 보호를 추구해갈 것이고, 이러한 경쟁에서 자
기편에 줄서도록 동맹과 주변국에 대한 압박과 회유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
다. 미국은 동맹, 우방, 뜻을 같이하는 국가(like minded country)와 함께 중
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중국은 이러한 전략에 참여하
는 국가들에 중국의 시장을 수단으로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야기할 다양한 현안과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본원칙의 정립에 있어 우리는 철저히 국익우선 및 피해
최소화 원칙, 시장원칙, 보편적 가치 존중,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 사안별 대응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입각한 대응이 필요하다. 시장원칙에서 기업간 거래의 방향을 정
부가 나서서 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중견 통상국가로서 공정
과 자유무역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서 국제기구의 개혁과 새로운 국제질
서 개편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전략적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GVC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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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미국은 첨단산업에서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를 중국과 단절시키려는 탈중
국화(decoupling)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이라는 5G 분
야에서 시작된 미국의 탈중국화가 반도체로 이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Clean
Network, AI 등 첨단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
해 중국도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과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자립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GVC의 탈중국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탈중국화는 중국 내 부가가치가 낮
은 조립 과정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GVC의 탈중국화가 확대될 경우 ICT 산업에서 한국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
로 예측된다. 제4장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은 전기 및 광학장비 업
종에서 후방참여도가 높아, GVC의 탈중국화로 동 산업에서 중국의 산업생산
이 위축될 경우 관련 부품의 주요 공급국가인 한국의 대중국 부품수출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에서 ICT 관련 제
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달하며, 중국의 전자부품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
지하는 비중도 19.3%,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46.9%에 달한다. 미국의 화
웨이에 대한 규제로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와 중국기업 간 거래가 중
단되기도 하였다.
우리의 수출과 투자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은 코로나19, 미·중 마찰에 관
계없이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
존의 공급망을 잘 유지하면서도 지나치게 중국에 집중된 글로벌 공급망을 다양
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른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요
구되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75% 이상이 중국 내수시장으로 귀착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내에서 최종 소비되는 내수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내에 공급망을 잘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다만 중
국 이외의 제3국에서 최종 소비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공급망의 경우 수출과 투
자 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미·중 마찰과 디커플링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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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필요하다.331)
넷째, 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신속히 안정화되면서 경제도 빠른 회복세를 보
이고 있으나, 그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
이라는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1/4분기에
-6.8%의 역성장을 보였던 중국경제가 2/4분기에는 3.2%, 3/4분기에는 4.9%의
성장률을 보이며 안정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지연, 부실기업(좀비기
업)에 대한 대출연장 등을 통한 살아 남기(活着) 전략,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및 기업의 부채증가는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
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했던 중국의 채무율이 2019년
말 245%에서 2020년 6월 말에는 266%로 급상승하였다. 더욱이 코로나19 종
식 이후 중국의 출구전략 추진도 어렵게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 과
정에서 나타났던 공급과잉과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 공급 측 구조개혁 등
중국의 구조조정 조치가 다시금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하락할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에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ICT 산업을 중심으로 시
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전략변화 활용과 협력 과제
코로나19가 중국에 미칠 다양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발전전략
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14.5 규획)에 담길 중국의 전략변화를 활용
331) 한국무역협회(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리의 대응 - 중국을 둘러싼
공급망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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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14.5 규획에는 코로나19, 미·중 마찰 등
중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감안한 전략이 포함될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
된 바와 같이 중국은 미·중 마찰과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전제로 하는 지구전
(持久戰) 전략으로서 ‘쌍순환 전략’을 채택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국내대순환 전략의 추진으로 나타날 중국 내 경제적 변화에 대한 분석과 대응
이 필요하다. 국내대순환(내순환)은 △중국의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성
확보 및 경쟁력 제고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국내의 유효수요 고도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대순환을 형성하기 위한 산업전략(신형 인프
라 건설 및 디지털 경제), 지역발전전략(신형 도시화), 기술혁신, 국내소비의 고
도화 전략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국내발전전략은 우리에게는 위협인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
다. 중국의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경우
해외에 대한 의존은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라 기존 한국과 중국 간에 형성된
공급사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내 산업 및
소비의 고도화에 따른 수입 수요와 해외협력 수요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한·중
협력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국내의 경제
활성화 및 고도화 전략단계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국제화(글로벌화) 전략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중
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의 『중국 디지털
경제발전백서』332)에 따르면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19년을 기준으로
중국 GDP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디
지털 경제 분야에서 신형 인프라와 디지털 위안화 사용 등을 통해 독자적인 디
지털 생태계 구축, 산업의 디지털화, 디지털 관련 산업(5G, 전자상거래)의 육
332) 中國信息通信硏究院(CAICT)(2020), 『中国数字经济发展白皮书(2020年)』, http://www.caict.
ac.cn/kxyj/qwfb/bps/202007/t20200702_285535.htm(검색일: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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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경제전환은 중국이 디지털
시대의 시장과 생산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여 독자적인 시장과 공급망 구축의
기반을 다지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정책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방안과 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승자독식체제’가 형
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의 디지털 경제기반과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
력이 시급하다. 특히 중국이 디지털 경제체제를 갖추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
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등 하드웨어와 부품 분야에 대한 자급화를 추진할 경
우에 대비한 ‘초격차 전략’이 시급하다. 한·중 경제협력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에서 한·중 간 연결고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와 중국경제의 디지털화를
연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산업의 디지털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데이터의 공동이용이라는 면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새로운 문화와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변화를 활용
한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나타난 경제활동
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언택트(Untact)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 경제의 활성
화이다. 2020년 1∼9월 중 중국의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7.2%가 줄어들었으
나, 인터넷 소비는 9.7%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고 중국의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3%(2019년 20.7%)로 높아졌다.333) 제5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을 넘어서 중장년층의 온라인 경제참여도 활성화되고 있
다. 하지만 한·중 경제협력에 있어서 온라인 협력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
정이다. 이는 비대면 환경에서 한·중 협력의 온택트(On-tact) 마케팅을 강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특히 중국경제의 디지털화 시대 전환에 맞
333) 중국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tjsj/zxfb/202010/t20201019_1794601.html(검색일: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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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온택트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과 동시에 한·중 온라인 기업간 플랫폼 연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내수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채권발행 및 금융지원 확대, 소비
권 발행 등 다양한 내수 부양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에서 외자기
업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코로나19 이후 중국이 자국의 산업 가치사슬 확대와 고도화를 추진하는 과
정에서 각 지역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GVC의 특화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광둥성, 장쑤성과 같이 GVC 참여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산업 분야의 산
업사슬 확충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품의 내수전환도
이루어지고 있다(제4장 4절 참고).
다섯째,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형성된 중국의 인터넷 문화를 대중국 공공외
교 및 경제외교의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
로 ‘탄막(弹幕) 문화’와 ‘클라우드 문화(云互动)’가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문화의 변화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대중국 경제교류와 협력,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비전통안보 어젠다에서 한·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한·중 인적교류는 대폭 축소되었으나, 2016년에 이미 한·중 인적교류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한·중 양국이 전염병의 전파 위험에 상호 강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동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제와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K-방역과 중국식 방역
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 양국간 방역 분야의 사전적 정보 및 데이터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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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남방정책의 독자성 유지 노력 필요
코로나19로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결집효과가 있었으나, 대외적으로는 코로
나19 책임론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은 대외적 압박의 장기화에 대비하
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불신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주변국과의 관계
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강화해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협력과 동아시아 지역 주변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따
라서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중국의 대외(경제외교) 전략의 각축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미 구축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경제지원을 통해 미국이 주
도하는 중국 압박의 국제연대에 주변국이 참여하는 것을 억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코로나19와 미·중 마찰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쌍순환(국내대순환과 국제순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국제순
환은 중국의 국내발전이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개방 확대와
주변국과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함으로써 중국과 GVC를 공고히 연계하는 전략
이다. 국제순환(외순환) 전략의 핵심을 일대일로 지역과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는 일대일로가 미국의 경제적 도전인 동시에 안보 분야에 대한 도전의 하나라
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상대국에 대한 정치
적 양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가 부
당한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 접근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남방정책의 독자성이 침해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두 전략으로 인해 신남방정책의 기본목표와 전략이 훼
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
해 독일은 2020년 9월 2일 새로운 외교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독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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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 전략보고서(Indo-Pazifik Leitlinien)」334)를 채택했다.
독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단극적･양극적 국제질서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다자주의적 정책기조는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자국 주도의
체제로 편입을 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우리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 참고할 만하다.335)
다른 한편으로는 두 국가의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협력을 병
행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있어 한국은 협력
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협력자인 동
시에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 전략과의 협력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협력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지역의 국가들이 미·중 사이의
선택 강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중국
포위 의도에 대해서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경제(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와 비전통안보를 중심으로 협력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입장과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해 탈중국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GVC의 안
정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이 제기한 쌍순환의 한
축인 국제순환의 중요 목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략에서 중국은 역내포괄적경
제동반자협정(RCEP)의 조기 타결, 한·중·일 FTA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동아
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아·태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재검토하는 동시에, 현재 추진되
고 있는 경제통합 논의가 참여국의 시장개방 확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통상환경의 조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현재 논의가 진행
되고 있는 RCEP과 한·중·일 FTA가 동아시아 핵심 3국의 자유롭고 공정한 개
334) Die Bundesregierung(2020), “Leitlinien zum Indo-Pazifik,” https://www.auswaertiges-a
mt.de/blob/2380500/33f978a9d4f511942c241eb4602086c1/200901-indo-pazifik-leitli
nien—1—data.pdf(검색일: 2020. 10. 19).
335) 국회입법조사처(2020), 「국제관계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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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 대선 이후
미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가능성 등 동아
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미국의 전략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둔 지역경제통
합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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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Changes by Field in China since COVID-19 and
Implications for Korea
Jaichul Heo, Pyoungseob Yang, Jihyun Jung, Sangbaek Hyun, Wonho Yeon,
Wonseok Choi, Gapyong Yang, Dongryul Lee, Sanghoon Lim, Dongwon Yoo,
Jongseok Yoon, and Jungjin Kim

I. Introduction
China has been able to escape from the Covid-19 outbreak
relatively quickl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Nevertheless, it still
remains greatly influenced by the Covid-19 pandemic across its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other areas, which has led
to various changes throughout China.
Therefore,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d the impact of
the Covid-19 outbreak on various aspects of Chinese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nd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in
Chinese society, the study explores new strategies toward China in
the post-Covid-19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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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hanges by Field in China
1. Domestic politics
In the early days of the Covid-19 outbreak, there was controversy
over whether China’s party-state system was shaken and there was a
problem in leadership, but the analysis found no evidence to
support this. On the contrary, the current party-state system showed
adaptability to the changed circum-stance, and a “gathering effect”
also appear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observe further developments
about whether this phenomenon can be sustained in the medium
and long term.

2. Foreign relations
The U.S. and China have been engaged in a fierce battle of no
concessions over responsibility for the Covid-19 pandemic, and
while the conflict and competition are expanding further, the space
for negotiations is shrinking. The Covid-19 pandemic has confirmed
that the global leadership of powerful countries has weakened
significantl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entering its own
path of survival. In response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Covid-19, China is pushing for global public health governance
with emphasis on multilateralism, and taking advantage of the void
in global leadership left by the U.S. to become a global leader in the
Covid-19 response.

3. Economy and trade
As the Chinese economy entered the New Normal (新常態)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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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means an era of medium-speed growth beginning around
2012,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pushing for structural
reforms on the supply side to resolve various structural contradictions.
However, with the trade fric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tensifying in 2018 and the Covid-19 pandemic in 2020, such
restructuring is showing signs of dela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Covid-19 and the deepening U.S.-China conflict, the Chinese
government is preparing a 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Post-Covid, concentrated on a “dual-circulation” development
strategy, which is at the core of the 14th Five Year Plan (2021-25).
Along with these changes and impacts on the domestic economy,
the Covid-19 pandemic has also had a profound impact on China’s
foreign trad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as the global pandemic
raised the need for reorganization of the GVC, which had previously
been formed around China, Chinese companies are also seeking
ways to respond by establishing a production base in ASEAN.
Meanwhile, the effects and reactions of Covid-19 on China’s
economy varied by region. In order to respond to the Covid-19
pandemic, it is actively transitioning toward the domestic market in
regions that are highly dependent on exports, and is pushing to
expand regional industries and supply chains to cope with the
reorganization of GVC.

4. Society and culture
The Chinese government’s centralized quarantine and economic
recovery response was successful in stabilizing the Covid-19 infection
crisis relatively quickl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but at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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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weakened the social safety net and expanded labor instability.
In addition, social discussions on the balance between personal
privacy and quarantine measures are expected in the future due to
the frequent restrictions placed on the privacy and rights of the
Chinese people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massiv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On the other hand, the prospect was raised at home
and abroad that the media environment in China will change due to
the Covid-19 outbreak. But as a result, media control was strengthened
and justified in the quarantine process instead of an increase in
freedom of speech.
At the same time, changes in China’s dietary culture as a whole
have been seen since the Covid-19 outbreak, with the culture of
using individual serving portions (分餐制) and serving chopsticks (公
筷) spreading in China, and social movements to reduce food waste.
Covid-19 is also attracting the older generations to Internet culture,
and has brought changes in the social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methods of Chinese people, representative examples being the
so-called “bullet comments” (弹幕) and “cloud” culture (云互动).

III. Implications
In line with these changes, we need to prepare for four aspects of
uncertainty.
The first is preparation for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after Covid-19. Second is
preparation for the uncertainty that will result from the deepening
and expanding of U.S.-China competition. The third is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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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new threats that will emerge dur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GVC after Covid-19. And fourth, we must prepare for the internal
medium- and long-term risks that China revealed in the Covid-19
recovery process.
Meanwhile, as China is expected to seek changes in it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to cope with the various impacts of the
Covid-19 outbreak, we need to analyze and utilize China’s strategic
changes. To this end,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 advance to
utilize China’s strategic changes, which will be included in the 14th
Five Year Plan (2021-25) of China.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cooperation with China in the digital economy sector,
which will lead the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after Covid-19.
Thir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changes in demand according
to China’s new culture and consumption patterns when establishing
business strategies toward China. Fourth, efforts should be strengthened
to explore China’s domestic market, especially in areas where the
transition of industries into domestic demand is expected to
proceed quickly after Covid-19. Fifth, it is necessary to devise ways
to use China’s newly formed Internet culture after Covid-19 as a
channel for public diplomacy and economic diplomacy with China.
At the same time, as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Asian region is expected to intensif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simultaneously promote cooperation on the Asian strategy of
the two countries. China also has a strategic goal of responding to
the trend of deSinicization through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achieving GVC stability. Therefore, while reviewing the
meaning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and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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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we should play a leading role for the current discussion on
economic integration to help expanding market opening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and creating a fair and free trade
environment. In particular, as the Democratic Party’s Biden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return to the CPTPP, so we must come up with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trategy in case the United States will change its
economic integration strategy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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