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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난 20여 년간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이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
로 경제협력을 전개해왔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남남협력을 통한 개발
도상국간의 연대 강화라는 목적하에 무역, 투자, 개발금융, 공적개발원조,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국의 역내 영향력을 높여왔으며, 이러한 결과로 중
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
였다.
이른바 제3세계 중 동남아시아와 같은 인근 지역에 비해 중국의 경제적·지
정학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옅어 보이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적
극적인 경제협력을 전개하고 있는 데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는 중국이 경제협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각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결과가 각 지
역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가 어떻게 달라져왔으며, 이러한 대외정책 방향의 변화 및 국내외적 요인에 따
라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 전략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 살펴보았
다. 특히 중국의 대개발도상국 정책에서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를 주요 국면별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 간 수출입 추세, 중국의 대중
남미·아프리카 투자 추이, 개발금융 및 공적개발원조 공여 현황, 양측의 인적
교류 현황을 가용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협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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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징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부
터 비약적으로 증가해왔다. 2020년 기준 중남미 총 수입 및 총 수출에서 중국
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20%와 13%로 나타났으며, 2019년 기준 아프리
카의 대중국 수입 및 수출 비중은 각각 약 18%와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수입품목의 대부분은 천연자원으로, 중국은
중남미 국가로부터는 석유, 구리, 철광석, 납광석, 아연을 주로 수입하고 아프
리카 국가로부터는 석유, 알루미늄, 코발트, 다이아몬드를 주로 수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중국의 2005~20년 기간 대중남미·아프리카 투자 규모는 각각 연평균 약
90억 달러와 70억 달러 수준으로, 역내 주요 투자국에 비해 큰 규모는 아니었
지만 증가세는 201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이어져왔다. 중국의 투자는 두 지역
에서 모두 정부 소유 공기업의 주도하에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에 집중되어
왔으며, 중남미에서는 브라운필드 투자, 아프리카에서는 그린필드 투자의 비
중이 더 컸다.
중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은 2010년대
초반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중남미에 대한 금융지원은 2008~19년 연평
균 약 117억 달러 규모였으며,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
에 집중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동 기간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은 연평균
약 107억 달러 규모였으며, 중남미에서와는 달리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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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고르게 배분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는 아프리카에서 보다 높은 적극성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중남미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쿠바를 제외할 경우 미미한
수준이었던 반면, 중국의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000년대 중반부
터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0~14년 연평균 약 16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인의 유입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추세는 아프리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중남미 내 중국인
의 유입은 주로 남미 국가에서 증가하였으며, 아프리카 내 중국인의 유입은 주
로 중국이 대규모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의 대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은 대만과의 수교 관계
가 수립되어 있는 국가를 배제한 가운데 주로 의료용품 기증을 통해 전개되어
왔으며, 많은 중남미 국가가 중국으로부터 백신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
다. 아프리카에서도 중국은 의료용품 및 백신 기증을 통해 적극적인 보건의료
협력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가 구매를 통해 확보한 비교적 소량
의 백신 가운데서도 중국 백신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결정요인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각 지역에 미친 파급효과를 정량적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먼
저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 차관, 공적개발원조 유입 규모의 결정요인을 토빗 모
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중국은 두 지역 모두에서 경제 규모가 크고 천연자원
부존도가 높은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남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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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의 경제협력 규모가 큰 경향이 있었으
며, 대만과의 수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국가는 경제협력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프리카에서는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 수립 여부가 중국이 실
시하는 경제협력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륙국보
다는 해안국과의 경제협력 규모가 더 큰 경향을 보였다.
이후에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나타난 중국의 자금 유입에 따른 파
급효과를 동적 패널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 모두에서 중
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 규모가 커질수록 대중국 수입 규모와 대중국 부채 규
모 또는 GDP 대비 대중국 부채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중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대중국 수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이 우리나라의 이들 지역
에 대한 협력 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제력과 여러 협력 프
레임워크를 지렛대로 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가용
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 수
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가지는 역내 비교우위
를 바탕으로 이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차별되
는 목표와 전략적 수단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접근하고 있
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두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
황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협력 전략 수립에 있어 중국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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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활동을 추적·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역내 비교우위를 도출하는
것이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 수립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새로운 작업으로 등
장한 가운데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에 부합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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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혁·개
방 정책이 제안된 이래 20세기 말까지 중국은 자국의 평화로운 발전을 위해 기
존 국제질서에 대체로 순응하는 방어적인 기조의 대외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2001년 WTO 가입과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경제성장으로 중국의 국제무대
에서의 정치적·경제적 위상은 점진적으로 증대되어왔으며, 2010년 중국이 세
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21세기 초반부터 중국의 대외정책은 선진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
회가 마련한 질서에 순응하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요국의 우려와 견제를 최
소화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기조에서 점차 탈피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국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변모한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 중국은 미·중 경쟁 국면에서 새
로운 기존 국제사회 질서에 대항하는 새로운 국제 레짐(regime)을 마련해 세
계 여러 국가를 자국의 세력권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본격
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 대외전략 기조의 변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중국의
대개발도상국 경제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중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보여온 적극성은 주목할 만하다. 중남미와 아프리카는 중
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지 않아 직접적인 정치 및 군사 안보 이슈가 부재하고,
중국의 인접 지역인 동남아시아에 비해 중국과의 밸류체인(value chain)이 공
고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경제협력
에 유례없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른바 제3세계 중 동남아시아와 같은
지역에 비해 중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희박해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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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전개하고 있는 데에는 분
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이 경제협력이라는 수단을 통
해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각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결과가 각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서
남남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간의 연대 강화라는 목적하에1) 무역, 투자, 개발금융,
공적개발원조, 인적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국의 역내 영향력을 높여왔다. 이러
한 결과로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었
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등 자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를 적극적으로 편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 포럼(China-CELAC Forum),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등을 통한 다자 협력과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동반자 관계(partnership),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 포괄
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등을 통해 양자협력을 강화해왔다.
중국의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행으로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중국에서는 천연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중남
미와 아프리카는 높은 천연자원 부존도로 인해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
역이 되었다. 또한 두 지역은 중국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더해 21
세기 들어 미국을 위시로 하는 서방 국가 주도의 국제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의
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국제무대에서 같은 개발도상국인

1)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여전히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으며, 세계 최대의 개
발도상국이라는 국제적 지위는 불변”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2014년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리커창 총리
역시 중국은 ‘개발도상대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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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해졌다. 한편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
략의 일환으로서도 이른바 제3세계 국가인 중남미 및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
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에너지, 광업, 교통, 건설, 통신 등 인프라
부문에서 투자 부진을 겪고 있으며, 이와 함께 만성적인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
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투자, 금융지원,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 상황에서 중국은 투자를 통해 인프라 부문에 활발하게 진출함으로써 역
내에서 경제적 입지를 한층 넓히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금융지원을 통해 많은
국가에서 일종의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
히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수원국의 내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정치·경제
적 조건(conditionality)에서 자유로운 중국으로부터의 금융지원은 서구 주도
의 다자금융기구에서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많은 중남미와 아프
리카 국가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차관과 공적개발
원조는 파트너 국가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권위주의
정권하에 있거나 민주주의가 취약한 국가의 지지를 받아왔다. 따라서 중국과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 간의 경제협력은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제협력은 중국이 국제 정치·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전개
되고 있는 경제협력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미국, EU, 러시아, 일본, 인도 등
대개발도상국 외교에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제력을 지렛
대로 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가용한 자원이 상대적
으로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주
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의 방향
성과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효과적 정책 방안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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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의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외정
책을 주요 국면별로 살펴보고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이 중국의 대
외정책에서 차지해온 위상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가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해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
력의 현황 및 특성을 무역, 투자, 금융지원, 공적개발원조, 인적자원 교류의 단
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협력 현황을 분석하여 미·중 경쟁하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중국의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이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전개해온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의 특성을
통계분석을 통해 파악한 이후에는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중
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이 경제협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각각 어떤 목적
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수출시장 확대, 천
연자원 확보, 지정학적 요소 등 경제협력의 동인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경제협력의 지역별 파급효과를 살펴봄
으로써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경제
협력의 지역별 파급효과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투
자, 금융지원, 공적개발원조가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
와 대외부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 수립에서 중국이 매우 중요한 변
수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중국이 두 지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경제협력의 현황을 여러 단면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그 이면의 목적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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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 수립에 앞
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작업이 되었음이 자명하다. 이에 더해 본 연구를 통해
중국의 대개발도상국 경제협력이 지역별로 분명하게 차별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에
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중국의 대개발도상국 협력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아프리카 정책 수립과 보다 넓게는 중국의 대개발도상국 정책방향 파
악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 대외정책의 국면별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대전략(grand strategy) 차원에서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
책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이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전개
해온 경제협력의 주요 도구인 무역, 투자, 금융지원, 공적개발원조, 인적자원
교류에서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
19 발생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협력 현황 분석 역
시 제공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경제협력이 중국의 각 지역에 대한 전략적 방침을 투영하고 있
다는 가정하에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투자, 개발금융, 공
적개발원조의 동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중남
미·아프리카 경제협력의 특성을 도출하고 비교분석을 실시하겠다. 이후에는
실증분석을 통해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대중국 수출입
규모와 대외부채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대중국 경제협력의 지역별 파급
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남미
와 아프리카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협력이 한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에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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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중남미 또는 아프리카 한 지역에 한정하여 중국의 경
제협력 활동의 전반적 전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먼저 중남미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겠다. Wise and Ching(2017),
Blanchard(2019), Liang(2019)은 중국의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전반적 현황
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21세기 들어 중국과
중남미 국가의 경제관계가 빠르게 발전해온 것에 주목하여 무역, 투자 등의 단
면에서 중국의 역내 경제협력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중 Liang(2019)은
무역, 투자, 제도협력 부문에서 포괄적으로 중남미에서의 중국의 경제협력 전
개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동 연구는 같은 중남미 국가라 할지라도 국가별
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남미에서 경제 규
모가 가장 큰 두 국가인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경제협력
의 특성과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전반적 현황을 살펴보는 연구로는 Dollar
(2016)가 있다. 동 연구는 아프리카에서 21세기 들어 전개되고 있는 무역, 투
자, 차관 부문에서의 중국의 경제협력 활동 전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이 역내 노동 및 환경 부문에서 초래한
문제를 함께 다룸으로써 중국의 역내 경제협력 전개가 가져온 파급효과를 조명
하고 있다.
한편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진행하는 경제협력의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그 규모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
국의 경제협력 활동의 특성을 무역, 투자, 개발금융, 제도협력 등 부문별로 분
석하는 연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중국의 대중남미 무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대
표적인 연구로는 Jenkins(2012)가 있다. 동 연구는 중남미 국가의 수출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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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수출입 의존도 등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는데, 중국의 등장에 따라 2000년
대 초반부터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의 총 수출에서 천연자원이 차지하는 비중과
총 수입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Dollar
(2017)는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 현황을 국가 및 부문별로 살펴보고 투자 배분
결정요인을 식별한 대표적인 연구다. Martuscelli(2020)는 중국의 대아프리
카 무역 및 투자의 배분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선행연구를 요약하고 있어 본 연
구가 참고하기에 유용한 자료이다. 동 연구는 천연자원 부존도, 시장 규모, 제
도의 수준 등이 중국과의 무역 및 중국의 투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여러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중국 대중남미 차관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로는 Gallagher and
Irwin(2015)을 들 수 있다. 동 연구는 중국의 대중남미 차관이 World Bank와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이 중남미 국가에 제공
하는 차관의 규모를 앞서게 되었음에 주목하며, 중국의 차관은 다자은행이 제
공하는 차관과는 다른 배분결정요인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특히 동 연구는 중국의 대중남미 차관 배분요인을 경제적 목적과 국가 전략
차원의 지정학적 목적으로 나누어 정성분석하고 있다.
Kaplan(2016)은 중국이 제공하는 차관이 중남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
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와 같은
국가가 중국의 차관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 연구
는 서방 국가 주도의 다자금융기구와는 달리 정책 조건이 없는 중국의 차관은
중남미 국가의 재정 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면, 이와 반대로 집권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Dollar(2016)는 중
국이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하는 차관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동 연구
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차관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차관의 대부
분이 인프라 건설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차관은
서방 국가 주도의 다자금융기구와는 달리 수원국의 법치 수준과 재산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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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거버넌스(governance) 지표에 따라 차관 배분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 간 제도협력에 주목하는 연구 역시 존재한
다. Zhongping and Jing(2014)과 Li and Ye(2019)는 중국이 중남미와 아
프리카에서 구축하고 있는 동반자 관계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이를 수준별로 구
분하고 있다. Li and Ye(2019)는 중국의 동반자 관계 네트워크 구축의 주요
동기 중 하나로 미국 견제와 같은 지정학적 목적을 들고 있다. 한편 일대일로와
같은 중국의 대규모 국책 경제협력 사업이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전개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연구도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양평섭 외(2018)와
Zhang and Fang(2019)을 들 수 있다. 양평섭 외(2018)는 일대일로를 기반
으로 하는 중국의 대개발도상국 전략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별 일대일로
추진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각 지역의 국가가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한 경제협력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역시 분석하고 있다. Zhang and
Fang(2019)은 일대일로 사업이 끊임없이 수정보완을 거치고 있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채무 지속 유지 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
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사업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에 소개된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부문별 경제협력 현황 및 특성을 분
석하는 연구는 필연적으로 중국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
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적 목적(strategic objective)이 무엇인가
에 대한 물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는 중국이 지난 20여 년간 두
지역에서 공세적으로 전개해온 경제협력의 전략적 목적을 식별하기 위한 선행
연구를 소개하겠다. 중남미가 중국에 갖는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여 중국의
대중남미 경제협력을 국가 수준의 대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로는 대표적
으로 Yu(2015)를 들 수 있다. 동 연구는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중국의 대중남
미 협력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이익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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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동반자 관계와 중
국·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 포럼 창설은 중국의 대중남미 전략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Liang(2019)은 중국은 대중남미 정책의 주요 목표를 광물, 농산품 등의 천
연자원 확보, 수출시장 확대, 일대일로 확장,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 확산으로 식별하고 있다. Myers(2020)는 Liang(2019)에서 식별된
요인들에 더해 자국의 발전모델 확산을 중국 대중남미 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꼽
고 있다. 한편 동 연구는 중국이 역내에서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 활동
은 역내 패권국(hegemon)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의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Green, Nelson, and Washington(2020)은 아
프리카에서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경제협력이 중국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목표를 투영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대표적인 연구이다. 동 연구는 중
국이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를 자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테스
트 베드(test bed)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정부
주도하에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의 중점협력국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통신 등
의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진출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철현(2019)은 2006년 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문건(Policy Paper) 발표
가 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
다.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아프리카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중국의 인식
이 동 정책문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특히 동 정책문건이 EU의 대아
프리카 전략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중국이 아프
리카에 천연자원 확보와 같은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목적까지 가지
고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구연(2019)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이
해관계를 천연자원 확보, 수출시장 확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정당성 강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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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협력 연대 강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경제협력 활동에 대한 대부분
의 연구는 경제협력의 현황, 특성, 동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성적 기법을 동원하
였다. 하지만 최근 등장한 중남미에 집중하는 몇몇 연구는 정량적 기법을 사용
하여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협력의 특성 또는 동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동인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정량연구로는
Urdinez et al.(2016)과 Yang and Lee(2020)를 꼽을 수 있다.
Urdinez et al.(2016)은 2003~14년 기간 중남미 국가의 대중국 무역과 중
국의 대중남미 투자 및 차관의 배분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미국의 영향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중국과의 무역 규모,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및
차관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Yang and Lee(2020)는 중국의 대중남
미 투자와 개발금융이 일부 역내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정량
분석 결과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와 개발금융 배분 결정은 시장 규모와 양의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원국의 정치·경제 안정성은 투자
및 개발금융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이 큰 공기업의 투자 결정과 중국의 정책은행의 개발금융 배분 결정은 수원
국에서 미국이 가진 영향력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di(2018)는 정성분석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규모는 다른
주요 협력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큰 규모에 속하며, 중국의 원조가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동 연구는 중국의 투자
가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성장률, 고용시장, 기업 성장, 소비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소개하며 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인도 및 일본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규모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가져온 파급효과를 비교분석
하는 사실상 유일한 연구로는 Banik and Bull(2018)이 있다. 먼저 동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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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협력 전략은 상호호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
의 수행에 있어서도 기존 서구 세계의 파리협약에 의한 지원과는 궤를 달리하
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동 연구는 정성적 방법을 동원하여 중국의 대중
남미·아프리카 투자, 금융지원, 공적개발원조가 해당 국가의 정당성 및 역량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수원국
엘리트 계층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역량 향상은 엘리
트 계층의 의지와 인센티브에 달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기존 문헌에는 중남미 또는 아프리카 중 어느 한 지역
에 한정하여 역내에서 전개되는 중국의 경제협력을 특정 단면에서 파악하고 현
황 및 특성을 정성분석 또는 통계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중남
미 또는 아프리카 중 어느 한 지역에서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경제협력의 동인
이나 역내 파급효과를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동원하여 조명하는 연구가 일부
등장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성, 동인 및 역내 파급효과를 통계적·정량적 방법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변
수가 된 중국이 두 지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경제협력을 여러 단면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그 이면의 목적과 역내 파급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 정부
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 수립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작업으로, 우리
나라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 수립과 보다 넓게는 중국의 대개발도상국 정
책방향 파악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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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대외정책: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
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어떻게 달라져왔으며,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와 국내외적 요인에 따라 중국의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
전략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번 장에서는 주요 국면별로 중국의 대외정책 틀 안에서 대중남미·아프리카 정
책의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마오쩌둥(毛泽东) 주석은 이른바 빅 푸쉬(big
push) 전략으로 일컬어지는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 정책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삼았으며, 정치 측면에서는 급진적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를 주요 과제로 내
걸었다. 이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은 국제사회가 ‘혁명과 전쟁’의 시대에 놓여
있으며,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설계되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이 중
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1960~70년대에는 소련과
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소련 역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하기 시
작했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마오쩌둥 집권 기간 중국의 대외정책은 제한
적인 외교적 선택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협력은 대부
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독립 이후 사회주의를 채택한 국가가 대다수였던 아프리
카는 중국의 가장 자연스러운 외교적 선택지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1955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반둥회의에서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来) 총
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가 반제국주의·반식민주의 원칙에 따라 협력할
것이며 미국과 소련 양대 진영으로 나뉜 냉전 상황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
는 이른 바 ‘비동맹 그룹’에서 중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입장을 피
력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을 맞은 신생 국가와 함께 비동맹주의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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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으로 제3세계 국가라는 독자적 세력을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이들의 발언권
을 강화하고 중국의 ‘개발도상대국’ 지위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
는 대목이다. 반둥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1960년에는 국무원 직속 대외경제
연락총국이 설치되어 제3세계 국가를 원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대약진운동(1958~60년)과 문화대혁명(1966~76년)을 거치
며 식량 위기 등의 경제 위기와 정치 불안정이 겹치며 한동안 외국과의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 대외무역이 중국 GDP의 5%에 불과
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고립되어 있던 것이다.2) 하지만 중국이
1960~70년대에 대외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
다. 중국은 1971년 UN에 가입하였고, 마오쩌둥은 제3세계의 일원으로서 중국
이 제3세계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국제적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또한 1974년 마오쩌둥은 잠비아의 케네스 카운다(Kenneth Kaunda) 대통
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955년 반둥회의에서 저우언라이 총리가 제시했던 ‘제3
세계론’을 재차 강조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제1세계에 속하며, 일본, 유럽 국
가, 캐나다, 호주가 제2세계를 구성하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중남미
국가, 아프리카 국가 등 나머지 국가가 제3세계에 속한다는 이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아직까지도 이 ‘제3세계론’을 상당 부분 따
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잠비아 카운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특히 당시
중국과 소련 간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련의 패권주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제3세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마오쩌둥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
에 따른 후속조치로 1960년 설립된 대외경제연락총국이 대외경제연락부로 승
격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제3세계 대외원조와 협력외교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제3세계 국가 그룹의 맹주로서 반제국주의, 반
패권주의를 통해 다극화 세계(multipolar world)를 실현한다는 대외정책 개
2) 배리 노턴(2010), 이정구, 전용복 옮김, p.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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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성립된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개발도상대국’으로서의 입지는 더욱 공
고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야심찼던 대외정책 방향성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경제 부문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 정책이 실시되며 소비재 생산이 등
한시되자 1인당 가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
났고,3) 특히 대약진운동, 삼선건설,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정부의 중공업 주
도 경제개발 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시장경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邓小平)의 등장
으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된다.
중국경제는 덩샤오핑이 실권을 쥐고 있던 시기 실시된 대대적인 경제개혁에
따라 빠르게 세계에 개방되었다. 또한 이 시기 정부의 곡물 수매가격 인상, 농
가의 토지 경영권 인정 등 농촌 개혁이 시작되었다. 경제 전반에서 국가의 개입
을 줄이고 시장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시장경제를 표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 중국은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장려하기 시작하였고, 국제사회의
금융지원과 직접투자를 수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이러한 개혁·개방
의 결과 중국에서는 2차·3차 산업의 고용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가 자유로워지며 도시화가 진행되는 등 경제구조의 전환이 일
어났다.
경제개혁이 빠른 속도로 실시됨과 함께 대외정책 기조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덩샤오핑은 강대국간 새로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수립된
‘전쟁과 혁명’으로 대표되는 마오쩌둥의 대외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평화와 발
전’이라는 새로운 대외정책 기조를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소련과의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4)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
3) 배리 노턴(2010), 이정구, 전용복 옮김, pp. 104~105.
4) 박병광(2013),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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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79년 미국과의 수교 수립과 덩샤오핑의 미국 방문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덩샤오핑의 집권에 의해 마오쩌둥의 ‘제3세계론’이 폐기된 것은 결
코 아니었다. 오히려 1981년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의 ‘제3세계론’을 계승하여 대개발도상국 외교와 남남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점
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개방을 활발히 실시할 것을 강조
했다. 1990년 양상쿤(杨尚昆)이 중국 주석으로는 최초로 중남미 5개국을 방문
한 것 역시 이러한 중국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장쩌민 주석 집권 시기(1993~2002년)의 중국은 덩샤오핑이 실권을 쥐고
있던 때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 운용과 국제사회 참여를 시도했다. 특
히 장쩌민은 1989년 발생한 톈안먼 사건과 1991년 소련의 해체에 따른 냉전
체제의 종료로 인해 덩샤오핑 시기와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Shixue(2008)는 냉전체제 종료 이후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중국은 ‘평화와 개발’이라는 의제가 냉
전 시기의 대외정책 기조였던 ‘혁명과 전쟁’을 대신할 것이라고 다시금 확인하
였다. 둘째,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양극(bipolar) 국제질서가 다극 국제질서
로 변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셋째, 다극 국제질서에서 미국으로 대표되는 강대
국의 패권적 성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넷째, 이에 따라 중국과 개발
도상국이 연합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불공정한 국제사
회 질서에 대항해야 한다고 보았다.
장쩌민 집권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은 이러한 국제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수
립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대표되는 경제개혁과 냉전체제의
종료로 인해 자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을 의식하고, 소위 ‘중
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의 강화된 견제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한편 이와 동시에 책임 있는 ‘개발도상대국’으로서
제3세계를 대표하는 국가의 이미지 역시 제고해야 했다5). 지속적인 개혁을
5) 신종호(2016),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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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경제발전과 공산당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대외관계 조성
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장쩌민 집권 시기 중국은 이른바 ‘선린외교(Good
Neighbor Policy)’를 대외정책 기조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
은 미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
었으며, 이와 동시에 ‘다점다면(多点多面)’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베트남, 인
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와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다.
예컨대 1992년 열린 제14차 중국공산당대회에서 장쩌민은 “제3세계 국가
들과의 단합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외교정책의 기본 발판”이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2002년 열린 제16차 중국공산당대회에서는 다극 국제질서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장쩌민
집권 시기 후반부터 중국은 기업의 세계화를 장려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2001
년 중국의 WTO 회원가입이 완료됨에 따라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강화되
었다.
후진타오(胡锦涛) 주석 집권 시기(2003~12년) 중국은 전임 덩샤오핑의 대
외전략 기조인 ‘평화적 발전’을 유지하는 한편, UN이나 WTO 등의 국제다자
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시기부터 중국은 본격적으로 대세계 무역
및 투자를 늘려 나갔으며, 중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치기 시작했다. 중국
경제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중국의 대외정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중국의 역외외교가 본격화된
시기는 후진타오 집권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서의 외교적 성공을 기반으로 유럽의 주요 선진국과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의 개발도상국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은 주로 상품 무역과 관련되었다. WTO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옹호하기
시작했으며, 동남아 국가와는 자유무역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 중남미와 아프리
카 국가와의 관계 향상 역시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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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쳐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규모 2위를 달성하게 되자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적극성과 자신감은 더욱 커
졌다. 특히 중국의 이러한 적극성은 2013년 출범한 시진핑(习近平) 지도부에
서 더욱 커졌는데, 2012년 11월 열린 제18차 중국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중
심의 새 지도부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목표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걸맞고 국가안보와 자국의 이익에 상응하는 대외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6)
이를 토대로 마련된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평화적 발전’이라는
대외전략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전임 지도부와 궤를 같이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핵심이익’을 희생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강조한다는 점에
서는 전임 지도부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평화적 발전’과 ‘핵심이익
수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대외전략 기조
변화를 반영하여 시진핑은 이전 지도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하
기 시작했다. 특히 2018년 3월 중국 헌법에서 주석의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이 제거됨에 따라 시진핑 주석은 한층 더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대외정책
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에 부합하는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해온 시진핑 체
제에서도 저우언라이와 마오쩌둥의 ‘제3세계론’과 덩샤오핑이 주창한 남남협
력을 계승하는 대개발도상국 협력은 대외정책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취임 이후 나선 첫 해외순방과
2018년 임기 제한에 관한 조항이 제거된 후 실시한 첫 해외순방이 모두 개발도
상국이었다는 점이 중국 대개발도상국 정책의 중요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은 국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천연동맹군’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대한 강
한 의지를 보여왔다.
6) 신종호(2016),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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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대외정책 목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국책사업으로는 2013년 11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제시된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 내 공급과잉에 따른 경제발전 전략 전환 필요성이
라는 국내적 요인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the
Asia-Pacific) 전략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등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라는 대외적 요인
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다.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의 교통망을 잇는 육상실크로드(一帶)와 동남아
시아, 인도양, 아프리카, 중남미를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一路)를 동시에 구축
한다는 구상이다. 육상 실크로드는 도로와 철도 등의 인프라 정비, 해양 실크로드
는 각 지역의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정비를 통해 중국과 주변국의 교
역 및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경우 광
산개발 등 자원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Rolland(2017)에서 지적하고 있듯,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 지도부의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도 여겨진다. 따라서 일대
일로의 제시는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일대일로는 개발도상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계되
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중국은 일대일로에서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함으로써 책임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부각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간 연
대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2017년 제19차 중국공산당대회에서 일대일로 사업이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중국 대외정책의
전략적 지침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공산당 헌법에 일대일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2049년까지 패권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일대일로는 정책도구로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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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핵심적인 정책도구로 기능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국은 2014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후 같은 해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은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출연을 약속하는 등 일대일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본
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
카공화국과 함께 BRICS를 창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2014년에는 신개
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설립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BRICS
5개국이 운영하는 신개발은행은 IMF나 World Bank 등 서구 주도 다자금융
기구의 대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제 중국은 기존의 국제규범 및 기구에 참여하여 자국의 외교적 이익을 달
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국제규범과 국제기구를 제시·창설하여 본격적으
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냉전시대 마오쩌둥은 국제규
범 및 질서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냉전 종식 후 덩샤오핑 체제의 출범부
터 중국은 자국의 안정적 경제발전을 담보하고 서방세계의 선진국으로부터의
견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구 주도의 국제규범 및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
다. 하지만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증대되고 강대국으로서 부상하고자 하는 시진
핑 지도부의 의지가 강화됨에 따라 이제 중국은 새로운 국제규범 및 질서를 창
안하여 서구 주도의 기존 질서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게된 것이다.
앞서 기술한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중국·중남미 및 중국·아프리
카 관계도 변화해왔다.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협력 관계는 중화인민공화
국의 건립과 함께 시작되어 덩샤오핑의 등장과 더불어 진행된 중국의 개혁·개
방 정책, WTO 가입, 시진핑 주석의 등장 등 중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변화를 겪어왔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해 같은
제3세계에 속한 개발도상국으로서 남남협력이라는 틀에서 접근해왔다. 특히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 자국의 평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며 국제사회에
서 중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외전략에서 중남미와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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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의 협력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와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로 평가된다. 지리적 근접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와 아프리
카의 많은 국가가 이 시기부터 중국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었다. 중국에
서는 1980년대부터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원유, 석
탄, 철광석 등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따라서 중국은 안정
적인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와 아프리카
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했다.
중국·중남미 및 중국·아프리카의 경제관계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
후 무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해왔으며, 특히 중국의 자원 수입량이 급증
하며(그림 2-1 참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가 이에 수혜를 입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투자가 활성화되었고, 2000년
대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들 국가에 개발금융과 공적개발원조 배분이 시작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의 주요 경제협
력 파트너가 되었다.

그림 2-1. 중국의 원유 수입량 추이
(단위: 백만 톤)

자료: CEIC Global Database(검색일: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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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에너지, 광업, 교통, 건설, 통신 등 인프라
부문에서 투자 부진을 겪고 있으며, 이와 함께 만성적인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
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투자와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 상황
에서 중국은 투자를 통해 인프라 부문에 활발하게 진출하여 역내에서 경제적
입지를 한층 넓히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금융지원을 통해 많은 국가에서 일종
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등 자국이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중남미 및 아
프리카 국가를 적극적으로 편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중남미 및 카리브 국
가공동체 포럼,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등을 통한 다자 협력과 정상회담과
동반자 관계로 대표되는 양자협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펼친 활발한 정상외교 활동은 강화된 중
국·중남미 및 중국·아프리카 외교관계를 반증한다(그림 2-2 참고). 한편 아프
리카의 경우 중남미와 달리 독립 이후 중국과 수교한 국가가 많았기 때문에
2000년에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이 시작되었을 정도로 비교적 중국과의 외
교관계가 일찍부터 성숙되었다.
그림 2-2. 중국의 정상외교회담 추이
(단위: 횟수)

자료: 허재철(2017), p. 19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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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의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진출은 비단 천연자원 확보나 수출시장 다
변화와 같은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정치적·안보적·지정학적 동기도 내포하
고 있다(Sun 2014). 중국은 1989년 톈안먼 사건 이후 서방 국가의 제재와 고
립을 경험하면서 서방 국가를 제외한 타 대륙 국가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외교 협력을 확대해왔다. 중국이 목표
로 하는 국제질서의 점진적 변화를 위한 외교적 지지환경 구축에 중남미와 아
프리카 국가와 같은 제3세계 국가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 출범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본격적으로 신장되
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자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정학적 목적을 달성하
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시진핑의 중국은 새로운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목적을 내포하
는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도구는 역시 경제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력을 지렛대로 한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협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협력 기조는 더욱 공세
적으로 바뀌었다. 왕이(王毅) 외교장관은 2020년이 중국 외교에 있어 “중대한
전환적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의 장을 새롭게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남미와 아
프리카 국가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코
로나19로 인해 중국·중남미 및 중국·아프리카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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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약 10년간 중국과 중남미 간에는 의미
있는 상호 외교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1959년 쿠바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자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미주 대륙에서도 공산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중국은
쿠바 혁명이 완료된 직후인 1960년 쿠바와 국교를 수립하였다. 또한 중국은
1964년 파나마와 1965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미 시위에 대
한 공개적 지지를 표명하는 등 사회주의 국가 또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주 대륙
의 기존 질서에 반발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과 소련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이 중
국과 일정 거리를 두는 외교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중국·쿠바 관계가 획기적으
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다른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는 친
미·반공 성향의 우파 군부 독재정권이 집권하고 있었고, 미국이 먼로주의
(Monroe Doctrine) 원칙에 따라 빈번하게 이들 국가의 내정에 개입했기 때문
에 중국이 중남미에서 이렇다 할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문화대혁명(1966~76년) 기간 중국의 외교활동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1970년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주
의 정권이 들어서 있던 칠레와 수교 관계를 수립한 것 외에 중국은 대중남미 외
교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중
국 방문으로 중남미 국가에게 대중국 외교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처럼 보였지만, 미·중 관계의 개선은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중
남미 국가와의 과감한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
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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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부터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중국과 중남미 국가 간 관계
개선은 요원해 보였으나, 양측의 관계는 1990년대 양측이 동시에 경제자유화
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덩샤오핑은 제3세계에
대한 경제개방을 강조하였고, 1990년에는 양상쿤이 중국의 주석으로는 최초
로 중남미 5개국을 방문하였다. 이후 2000년대부터 양측의 무역이 폭발적으
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가 시작되며 양측의 경제적 상
호의존도가 높아지자 중국·중남미 협력관계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장쩌
민 주석 역시 재임 기간 3차례 중남미를 순방했다.
Paz(2006)가 지적한 것처럼 중국이 대중남미 협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
은 2000년대 초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4년 중국·중남미
관계의 3가지 원칙으로 전략적 관계 및 상호간의 정치적 신뢰를 강화할 것, 경
제협력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 단계를 밟을 것, 상호간의 이해를 증
진하기 위한 문화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남미 국가 역시 2000년
대 초반부터 미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지정학적 의존성에서 탈피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2004년 5월 미주기구(OAS)의 옵서버 지위
(observer status)를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의 정상으로는 이례적으로 후
진타오 주석이 12일간 브라질, 칠레, 쿠바, 아르헨티나 중남미 4개국을 순방하
였다. 후진타오는 중남미 4개국 순방 기간 중국·중남미 경제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순방 기간 중국은 이 국가들과 300억 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400건이 넘는 협약을 맺었다. 후진타오 주석의
순방 이후에는 부주석 쩡칭홍(曾慶紅)이 정부 관료 및 기업 관계자와 함께 중남
미 국가를 방문해 중국·중남미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이 기간 중국은 베
네수엘라와 석유 및 가스 탐사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고, 7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홍성우 외(2020)는 중국 최고 지도부의 적극적
인 중남미 방문은 중국과 중남미 국가 간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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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위층 회담을 통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제안들이 교환될 수 있
었다고 평가한다.
2008년에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최초의 정책문서(Policy
Paper 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7)가 발간되었다. 동 정책문서에
서 중국은 중남미 지역 접근에 있어 ‘평화적 공존’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5대 원칙으로는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상호 존중(mutual respect for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상호 비침략(mutual non-aggression),
내정 불간섭(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평등과 상호
이익(equality and mutual benefit), 평화적 공존(peaceful coexistence)이
제시되었다. 동 정책문서에서 중국은 5대 원칙, 개발도상국이라는 공통분모, 양측
의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동 정책문서는
중국의 대중남미 전략의 청사진이 정책문서의 형태로 체계적·구체적으로 제시되
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0년대 후반까지 중국·중남미 관계는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
며, 중국은 중남미가 미국에게 지정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뒷마당(backyard)’
이라는 점을 의식해 미국의 역내 패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활
동을 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하지만 2008년 미주개발은행 공여국 가입
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최초의 정책문서 발간을 계기로 중국의 중
남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시작되었으며, 미국이 중국의 역내 활동을 본격적
으로 의식하게 된 것 역시 이때부터로 보인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취임과 함께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
이했다고 평가받는다. 시진핑은 2014년 브라질에서 열린 제6차 BRICS 정상회
의에서 중국과 중남미 간 ‘1+3+6 협력 프레임워크(Cooperation Framework)’
7) “China’s Policy Paper 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2008. 11. 6), http://www.chinadai
ly.com.cn/china/2008-11/06/content_7179488_2.htm(검색일: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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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축을 제안했다. ‘1’은 중국과 중남미 국가 및 카리브해 국가 간 협력 계획
(2015-2019)을 나타내는 숫자로, 동 계획은 양측의 지속적 경제협력을 위한
청사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3’은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도구인 무
역, 투자 및 금융 협력을 나타내는 숫자이다. ‘6’은 에너지 및 자원, 인프라 건
설, 농업, 제조, 과학 및 기술 혁신, 정보 기술과 같은 6가지 협력 우선순위를
의미한다. 동 프레임워크는 2008년 발간된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문서에서 명
시된 중국의 중남미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협력 영역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동 프레임워크는 중남미 국가와
의 협력에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시진핑 지도부의 의지 표명으
로 보인다.
제6차 BRICS 정상회의 이후 시진핑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쿠
바를 차례로 순방했으며, 중국은 이들 국가에 차관 제공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에서의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제22차 APEC 정상회의가 중
국에서 개최된 것을 계기로 멕시코, 페루, 칠레와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주요
의제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부문과 인프라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였다.
한편 시진핑의 ‘1+3+6 협력 프레임워크’ 제안은 중국·중남미 및 카리브 국
가공동체 포럼(China-CELAC Forum) 설립이라는 중국·중남미 관계의 새로
운 장을 여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중국·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
포럼의 첫 번째 각료 회의는 2015년에 열렸다. Yu(2015)는 이를 “획기적” 행
사로 표현하며 양측의 협력관계가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지정학
적·전략적 영역으로 크게 확대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CELAC은 미국 주도의 미주기구와는 달리 미국을 회원국으로 두지 않는 중남미
지역공동체라는 점에서 중국이 CELAC과의 대화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회의 이후 발표된 베이징 선언(Beijing Declaration)은
중국과 중남미 국가 모두 미국이 지배하는 단극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가진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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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중국·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 포럼 주요 메커니즘
내용
장관급 회의
(Ministerial Meeting)

3년마다 개최

고위관료 회의
(Meeting of National

조정관 회의

Coordinators)
외교장관 회의
(Dialogue of Foreign
Ministers of China and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

the “Quartet” of CELAC)
농업장관포럼(Agricultural Ministers’Forum)
과학기술혁포럼(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Forum)
분야별 회의
(Subforums in Specific
Fields)

비즈니스서밋(Business Summit)
싱크탱크포럼(Think-Tanks Forum)
청년정치지도자포럼(Young Political Leaders' Forum)
인프라협력포럼(Infrastructure Cooperation Forum)
인적교류포럼(People-to-People Friendship Forum)
정당포럼(China-CELAC Political Parties Forum)

자료: China-CELAC Forum, http://www.chinacelacforum.org(검색일: 2021. 5. 26)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중국·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 포럼은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개최
되어 양측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표 2-1 및 표 2-2 참고). 특
히 2018년의 2차 회의에서는 일대일로에 대한 특별성명(Special Statement
on the Belt and Road)을 통해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 역시 시진핑 지도부의
핵심 대외정책인 일대일로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2016년에는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두 번째 정책문
서8)가 발간되었다. 동 정책문서는 중국이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중남미 지역에
접근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동 문서는 ‘1+3+6 협력 프레임워크’를 다시

8) “China’s Policy Paper 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fmprc.gov.cn/mfa_eng/zxxx_662805/t1418254.shtml(검색
일: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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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강조하면서 역량 협력을 위한 ‘3x3’ 모델을 탐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
다. 첫째, 물류, 전력, IT로 이루어진 세 개의 통로를 건설하여 중남미의 내수경
제를 진작하기로 하였다. 둘째, 자금, 대출, 보험으로 이루어진 세 가지 자금 조
달 채널을 확장하여 양자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셋째, 중국은
이 모델의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약속했다.

표 2-2. 역대 중국·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 포럼 주요 사항
개최연도 개최국

주요 사항
∙ 2015-2019 중국·CELAC 협력계획(Cooperation Plan) 발표

2015

중국

∙ 경제, 정치,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13개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계획 마련
∙ 중국·CELAC 포럼의 주요 메커니즘 마련
∙ 일대일로에 대한 특별성명(Special Statement on the Belt and Road) 발표

2018

칠레

∙ ‘1+3+6 프레임워크(1+3+6 Framework)’ 심화
∙ 2019-2121 중국·CELAC 공동행동계획(Joint Action Plan) 발표

자료: China-CELAC Forum, http://www.chinacelacforum.org(검색일: 2021. 5. 26)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중국은 제도적 틀을 통한 다자 차원의 협력 이외에도 개별 중남미 국가와의
양자협력에도 힘써왔다. 2006년에는 중국이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인 중국·칠레 FTA가 발효되었으며, 페루 및 코스타리카와의 FTA도 각각
2010년과 2011년 발효되었다. 한편 중국은 많은 중남미 국가와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표 2-3 참고). 다
양한 형태의 양자간 동반자 관계를 통해 중국은 이 국가들과 군사 문제를 포함
하여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해 보다 밀접하게 조율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과
중남미 국가 간 군사 협력은 미국이 서반구(Western Hemisphere)에서 유지
하고 있는 패권을 의식해 아직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2015년 발간
된 중국의 국방전략백서에서 중남미 국가와 우호적인 군사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인되는 등 향후 군사 영역에서도 양자협력이 진행될 여지가 있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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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중국의 경제력을 지렛대로 하는 양자·다자 차원의 대중남미 협력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가장 단적인 예는 파나마가 2017년, 도미니카공화국
과 엘살바도르가 2018년 대만과의 수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것
이다. 파나마는 수교를 시작하고 2년이 채 되지 않아 중국과 무역 및 인프라 투
자에 관한 20여 개의 양자협정을 맺었으며, 파나마 운하 관련 투자에 중국의
공기업인 중국원양운수집단(China Ocean Shipping Company)이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

표 2-3. 중국·중남미 간 동반자 관계
국가
∙ 브라질(2012)
∙ 멕시코(2013)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 페루(2013)

(Comprehensive Strategic

∙ 아르헨티나(2014)

Partnership)

∙ 베네수엘라(2014)
∙ 칠레(2016)
∙ 에콰도르(2016)

전략적 동반자 관계
(Strategic Partnership)

∙ 코스타리카(2015)
∙ 우루과이(2016)
∙ 볼리비아(2018)
∙ 콜롬비아
∙ 도미니카공화국
∙ 엘살바도르

동반자 관계 미체결

∙ 과테말라
∙ 온두라스
∙ 니카라과
∙ 파나마
∙ 파라과이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fmprc.gov.cn(검색일: 2021.
5. 26); Zhongping and Jing(20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2); Li and Ye(2019)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한편 중국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대일로 전략을 중남미 지역까지 확장
해 나가고 있으며(Schneider 2021), 이에 중남미 국가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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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응해 왔다. 한편 201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정부 내에서도 중남미로의 일대
일로 전략을 확장하는 데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으나, 2018년에 개최된
제2차 중국·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 포럼에서 중국과 중남미 간 해양 실
크로드 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등 중남미가 중국의 일대일로 전
략에 편입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에 관한 최초의 협정을
맺은 국가는 파나마였고, 이후 볼리비아,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공
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가 인프라 관련 투자
에 대한 기대로 잇따라 일대일로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등 역내에서 상대적으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는 아직 일대일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지 않았다.9)
중국의 대중남미 양자협력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는 2018년 아르헨티나
와의 통화스와프 확대 협정일 것이다. 이는 2009년에 양국이 맺었던 통화스와
프 협정을 확대한 것으로, 양국은 187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새로
이 체결하였다. 2009년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는 다시 한 번 외화준비금 감
소로 자금조달을 위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다. 이는 위안화를 글로벌 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중남미에서 일대
일로의 확대 역시 위안화의 위상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10)
이렇듯 중국의 대중남미 협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증대된 역내 협력 활동은 필연적으로 역내 패권국
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
다. 중국 역시 미국의 역내에서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대중
남미 전략은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한편 중남미 국가는 미국의 역내 영향
력을 견제하는 레버리지(leverage)로 삼고자 중국의 대중남미 협력에 적절히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념 성향이 비슷하다 할 수
9) Yang and Lee(2020), p. 608.
10) Ibid, p.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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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역내 좌파정권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높은 호응도를 보여 왔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
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중남미 국가에서 공세적인 보건
외교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중 4분의 1가량이 중남
미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중남미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실정인데,
중국은 중남미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방대한 의료품 지원
및 백신 공급을 통해 중남미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확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 초기부터 신속하게 진행된 중국의 대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은 중남미
국가의 요청에도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트럼프 정부의 자국우선주
의적 태도와 대비되었다.

3. 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
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은 1956년 이집트와의 수교 수립과 함께 시작되었
다.11)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와 정치 이데올로기를 고
려하였을 때 당시 아프리카는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유일한 외교적 선택지였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소련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국가의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전환을 우선으로 여
긴 소련과는 달리 마오쩌둥 지도부는 무기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역
내 무장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1960년대에는 아프리카 41개국이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이 중 19개
국이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다.12) 이후 1970년대에 접어들며 중국
은 적도기니, 에티오피아와의 수교 수립을 시작으로 19개국과 추가로 수교를
11) OECD(2006), p. 1.
1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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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었으며, 그 결과 1980년대 중반까지 중국과 수교를 맺은 아프리카 국가는
44개국에 이르렀다(Sun 2014).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과 수교를 맺은 국가
는 대부분이 사회주의 체제하에 있었으며, 중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은 이 국가
들 위주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아프리카 국가와의 정상회담은 콩고, 가봉, 기
니, 탄자니아, 소말리아, 모잠비크, 가나, 에티오피아, 말리, 콩고민주공화국과
북아프리카 국가인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 수단, 튀니지와 같은 사
회주의를 택하고 있던 국가와 이루어졌다.
하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협력에는 많은 제약
이 있었다. 문화대혁명(1966~76년)에 따른 중국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토착화
(indigenization) 물결 및 수입대체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로 대표되는 당시 아프리카의 정책적 노선으로 인해 양측의 협력관계는 답보 상태
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
대 초반까지 계속된 토착화 물결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우간다의 이디 아민(Idi
Amin) 대통령이 1972년 인도계를 비롯한 아시아인을 추방하고 재산을 몰수한
사건을 들 수 있다(Young 2004). 탄자니아, 가나,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주요국
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더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부룬디,
에티오피아,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수단, 탄자니아, 잠비아 등의 국가가 수입
대체산업화 모델을 채택함에 따라 무역 규제가 실시되어 이 국가들과 중국 간의
경제관계가 발전될 여지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의 내부적 혼란과 아프리카
국가의 폐쇄적 정책노선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반 탄자니아와 잠비아 간 철도
가 중국의 차관으로 건설되는 등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았다.
답보 상태에 있던 중국·아프리카 관계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된 이후
에도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된
계기는 장쩌민 주석의 1996년 아프리카 6개국 순방이었다. 이집트, 케냐, 에티오
피아, 말리, 나미비아, 짐바브웨를 순방하는 동안 장쩌민 주석은 중국·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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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5대 원칙으로 진실한 친선(sincere friendship), 평등(equality), 연대
와 협력(solidarity and cooperation), 공동 발전(common development),
미래지향(being oriented to the future)을 제시하였다. 한편 장쩌민 주석은 아
프리카연합(African Union)과의 협력 역시 강조하였다. 장쩌민의 아프리카 순
방 이후에는 주룽지(朱镕基) 총리, 리루이환(李瑞環) 중국인민정치협상회 주석,
후진타오 부주석이 잇따라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하며 외교 관계를 강화하였다.
정상 및 고위급 외교로 물꼬를 튼 중국·아프리카 협력관계는 경제협력이 본격
적으로 추진되며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중국은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돕기 위해 1995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에 합작투자 등
중국·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였다.13) 1999년에는 중국에서
고위급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아프리카 관계를 위한 21세기 개발
전략(21st Century Development Strategy for Sino-African Relations)’
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개최되며 중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전략에 대한 구상이
국가 차원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0년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의 개최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2004년 중국·아랍 국가 협력 포럼(China–Arab States
Cooperation Forum) 역시 함께 출범하며 중국의 아프리카·중동 협력 전략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2000년 1차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는 채무 탕감, 평
화 유지 활동, 저금리 차관을 통한 기반시설 개발, 군사협력, 남남협력이 논의되
었다. 이 밖에도 국제 다자기구에서 아프리카의 발언권 확대, IMF나 세계은행 등
과 같이 선진국이 주도하는 국제다자기구에 대응되는 국제기구 설립도 주요 의제
였다.14) 또한 중국은 동 포럼에서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자국 기업에 특별 지원을

13) Aiping and Zhan(2018), p. 89.
14) 중국의 주도하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2016년 출범했으며 현재 103개 회원국 중 알제리,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등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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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뜻을 다시 한 번 밝힘으로써 중국기업의 대아프리카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후 매 3년마다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는 채무 탕감, 인적교
류, 인력 양성, 농업개발 지원, 보건의료 강화 등 중국·아프리카 경제사회 전반
에 걸친 협력이 논의되어왔다(표 2-4 참고). 특히 2006년 열린 제3차 중국·아
프리카 협력 포럼을 계기로 중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 규모는 급격히 증가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3차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 발표된 2007-2009
베이징 행동계획(Beijing Action Plan 2007-2009)에서는 8개 아프리카 원
조계획의 실행을 약속하는 등 중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안에
합의하였으며, 33개국에서의 채무 탕감, 중국·아프리카 개발 기금(China-Africa
Development Fund) 조성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논의되었다.
2006년에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최초의 국가 차원의 정책문서15)(China’s
African Policy)가 발간되었다. 이는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중국 최초
의 정책문서보다 2년 더 빠른 것이었다. 동 정책문서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의 원칙으로 상호평등(equality), 상호호혜(mutual benefit), 공동발전(common
development)을 제시하였다. 한편 중국·아프리카 협력 분야로 정치, 경제,
교육·과학·문화·보건·사회, 평화·안보 4가지를 제시하였다. 동 정책문서는 중
국의 대아프리카 전략의 청사진이 체계적·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광범위한 분
야에서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중국은 2015년 시진핑의 제6차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참석을 계기로 두 번째 대아프리카 정책문서16)를 발간하였다.

15) China’s African Policy, http://www.fmprc.gov.cn/zflt/eng/zgdfzzc/t481748.htm(검색일: 2021.
6. 2).
16) China’s Second Africa Policy Paper, http://www.china.org.cn/world/2015-12/05/content_37
241677.htm(검색일: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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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역대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주요 사항
개최연도

개최국

주요 사항
∙ 아프리카 44개국 80명의 장관 참여
∙ 베이징 선언에서 중국·아프리카 간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2000

중국

통한 장기적인 상호이익 실현에 합의
∙ 중국은 아프리카 31개국에 걸쳐 109억 위안 규모의 부채 탕감과 7,000명의
아프리카 전문가 교육 실시 합의
∙ 또한 아프리카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중국기업에 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 제공
∙ 아디스아바바 계획(2004-2006) 발표를 통해 아프리카 전문가 교육, 아프리카

2003

에티오피아

28개국이 수출하는 190개 물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 발표
∙ 중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사업 협정 체결
∙ 아프리카 17개국 국민의 중국 관광 시 도착비자 허가
∙ 아프리카 48개국 외교 및 경제 장관이 참여하였으며 베이징 행동계획 발표
∙ 정치적 평등, 상호 신뢰, 경제적 윈윈(win-win) 협력, 그리고 문화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중국은 대아프리카 협력 규모를 2배로 늘리고 30억 달러 규모의 차관과 20억

2006

중국

달러 규모의 특혜 수출 구매자 신용 지원
∙ 또한 5억 달러 규모의 중국·아프리카 개발기금 조성, 33개국 154개 채무 탕감,
무관세 품목을 478개로 확대, 아프리카에 경제무역협력지대 건설 등 경제협력이
늘어남.
∙ 농업, 보건의료 분야 인력 양성 및 아프리카 내 농업기술센터와 병원 개소
∙ Sharm El Sheikh 선언과 Sharm El Sheikh 행동계획을 통해 중국-아프리카
간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 의지 확인
∙ 중국의 대아프리카 차관이 100억 달러로 증액되었으며 아프리카 내 중소기업에
약 10억 달러의 특별 차관 제공

2008

이집트

∙ 또한 고채무위험국의 채무 탕감, 아프리카 수출 물품의 60%에 대한 무관세 혜택
제공
∙ 중국은 아프리카에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농업기술센터, 말라리아 예방센터
건립 등을 지원
∙ 중국-아프리카 과학기술 파트너십 프로그램, 중국-아프리카 공동연구 및 교환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중국의 지원 확대
∙ 베이징 행동계획(2013-2015) 수립

2012

중국

∙ 식량안보, 농업 생산성 향상 등 농식품 관련 주제의 중요성 강조
∙ 농업, 투자, 인프라 건설, 무역, 금융, 에너지자원, 교통, 관광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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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개최연도

개최국

주요 사항
∙ 중국-아프리카 10대 협력계획
∙ 요하네스버그 행동계획(2016-2018)
∙ 농업·산업·인프라·에너지 및 자원·해양·관광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중국-아프리카
협력을 확대
∙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해 CAADP(Comprehensive Africa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 활용
∙ 농업기술 및 연구 협력 확대, 관개수로 건설 지원, 농산물 무역 확대, 중국기업의
아프리카 농업 투자 등 농업 부문 전반에 걸친 협력 확대

2015

남아공

∙ 1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아프리카 산업화 파트너십 협력, PPP·BOT(BuildOperate-Transfer) 등 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인프라 건설 사업 협력
확대
∙ 중국의 아프리카 철도 사업 형성, 중국-아프리카 간 해상 및 항공 운항 규모
확대, 항만 건설 및 선박 건조 등 해양 경제협력 확대, 에너지자원 협력 확대
등에 협의했으며 중국은 아프리카에 2020년까지 약 1,000억 달러로 투자 규모
확대
∙ 중국은 아프리카에 약 35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을 통해 상기 협력 분야에
대한 신용 제공
∙ 중국-AU 농업 협력위원회 설치, 중국-아프리카 녹색농업 개발 연구센터 설치
등을 통한 농업 분야 협력 확대
∙ 아프리카 면화, 설탕 수출국의 품질 제고 지원
∙ 초국경 인프라 건설, 아프리카 단일 항공 교통 시장 구축, 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인터넷 등 ICT 협력, 초국경 인터넷 연결
∙ 중국의 아프리카 에너지 무역 및 투자

2018

중국

∙ 해상 운송, 항만 건설, 해상풍력 발전 등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에 대한
투자 및 협력 확대
∙ 아프리카지역자유무역지대(AfCFTA) 지원 및 양자간 FTA 논의 지속, 중국의
아프리카 비자원 상품 수입 규모 확대, 무관세 품목 규모를 97%까지 확대
∙ 일대일로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 기존의 보건 및 교육 협력에 더해 중국의 빈곤 극복 경험 공유, 과학기술 협력
및 지식 공유 확대 규모 대폭 증가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fmprc.gov.cn(검색일: 2021.
5. 26)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2008년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4차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는 과학기
술협력 및 아프리카 중소기업 지원을, 2015년 남아공에서 열린 제6차 중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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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 협력 포럼에서는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와 민간이 참여하는
인프라 건설 사업 등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부 주
도의 인프라 건설 및 차관 중심의 경제협력에서 해양 분야, 민간 협력 등으로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가 수출하는 품목의
97%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중국시장 진출 장벽이 낮
아졌다.
중국은 2009년부터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 국가가 되었으며 2017년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역 규모는 1,700억 달러에 이르렀다.17) 또한 중국은 2017년까
지 아프리카 내 철로 6,200km, 도로 6,500km, 항만 20개, 교량 20개, 발전소
80개, 경기장 80개 등에 대한 투자 및 차관을 제공했을 정도로 아프리카 인프
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18)
2012년과 2015년에 개최된 5차 및 6차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는 평
화와 안보 협력 파트너십에 관한 이니셔티브가 강조되는 등 아프리카의 평화
유지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19) 2018년 중국에서 개
최된 제7차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은 아프리카 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
략이 본격화된 가운데 대만의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아프리카 53개국
이 참여하고 그중에 국가원수만 4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행사였다. 시진핑은 동 포럼에서 산업화
촉진, 인프라 연결, 교역 증대, 녹색발전, 역량 개발, 헬스 케어, 인적교류, 평화
와 안보 등 8대 분야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다.20) 이를 위해 약 600억 달러 규
모의 원조 및 투자를 약속하였고, 약속한 600억 달러 안에는 8대 분야 협력 증
17) Aiping and Zhan(2018), p. 10.
18) “Remarks by H. E. Ambassador Lin Songtian of China to South Africa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Conference 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China-Africa Industrial
Cooperation”(2018), http://za.china-embassy.org/eng/sgxw/t1567395.htm(검색일: 2021. 6. 2).
19) Aiping and Zhan(2018), p. 9.
20) “Elaboration on the Eight Major Initiatives of the FOCAC Beijing Summit”(2018. 9. 19),
http://english.mofcom.gov.cn/article/policyrelease/Cocoon/201809/20180902788698.
shtml(검색일: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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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위한 중국·아프리카 개발기금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동 포럼에서는 아프리카 국가의 대중국 수출의 대부분이 천연자원이라
는 점을 중국이 스스로 지적하며, 천연자원 중심이 되는 대아프리카 수입 구조
를 개선하기 위해 비자원 상품의 수입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는 중국이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 상품 다각화 요구에 일부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중국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던 기
술 및 직업훈련 교육 플랫폼인 루반 워크숍(Luban Workshop)을 아프리카에
도 도입하기로 했다.21)
한편 중국이 아프리카 개발을 위해 조성한 기금은 중국·아프리카 개발기금과
중국·아프리카 산업기금(China-Africa Fund for Industrial Cooperation)
이 대표적이다(표 2-5 참고). 2006년 제3차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계기로
조성된 중국·아프리카 개발기금은 조성 당시 5억 달러 규모에서 2018년 100억
달러 규모로 약 20배 증가하였다. 중국은 동 개발기금을 통해 2018년까지 36개
국에 46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파악된다.22) 중국·아프리카 개발기금은 지분형
투자 혹은 준지분형 투자(quasi-equity investment)를 기본적인 접근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23)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에 투자할 경우 10~50%의 지분을 갖는
방식인 것이다.
표 2-5. 중국·아프리카 협력기금
기금명

기금 규모

조성 연도

중국·아프리카 개발기금

100억 달러

2007

중국·아프리카 산업기금

100억 달러

2015

중국 측 담당 기관
∙ 중국개발은행(CDB)
∙ 수출입은행(Chexim)
∙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자료: Li(2020), p. 3.

21) ODI(2018. 9. 6), “FOCAC 2018: top takeaways from the China-Africa summit,” https://odi.org/
en/insights/focac-2018-top-takeaways-from-the-china-africa-summit/(검색일:2021. 5. 27).
22) 신화통신(2018), “CAD Fund reaches US$10 billion,” http://www.xinhuanet.com/fortune/201809/01/c_1123365524.htm(검색일: 2021. 5. 27).
23) Li(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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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은 중남미에서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국가와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표 2-6 참
고).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동반자 관계를 통해 중국은 양자협력 채널을 확보함
과 동시에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해 보다 밀접하게 조율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6. 중국·아프리카 간 동반자 관계
구분

국가
∙ 콩고공화국(2016)
∙ 에티오피아(2017)
∙ 가봉(2016)
∙ 기니(2016)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 모잠비크(2016)

(Comprehensive Strategic

∙ 나미비아(2018)

Partnership)

∙ 세네갈(2016)
∙ 시에라리온(2016)
∙ 남아공(2010)
∙ 우간다(2019)
∙ 짐바브웨(2019)
∙ 앙골라(2010)

전략적 동반자 관계
(Strategic Partnership)

∙ 지부티(2017)
∙ 나이지리아(2005)
∙ 수단(2015)

동반자 관계(Partnership)

∙ 탄자니아(2013)
∙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아공, 차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스와

동반자 관계 미체결

티니, 감비아, 가나, 기니비소,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
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리셔스, 니제르, 르완다,
소말리아, 토고, 잠비아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fmprc.gov.cn(검색일: 2021.
5. 26); Zhongping and Jing(20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2); Li and Ye(2019)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마지막으로, 중남미에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의 대아프리
카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보건외교 분야에서 중국
의 대아프리카 협력 활동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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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역내에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특히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병 당시에는 인민해방군, 공무원, 전문 인
력을 파견하고 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구호자금 및 의료시설 건설을 약속하
기도 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은 대아프리카 보건의료 협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2020년 5월 WTO 회의에서 시진핑은 국제협력 강화를 주장하며 특히 아프리
카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같은 해 6월에는
WTO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의 실질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아프리
카 전염병 방지 정상회담(China-Africa Unity Anti-Epidemic Summit)을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아프리카에 방대한 의료품
지원 및 백신 공급을 통해 공세적인 보건외교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56

•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특성 및 파급효과 비교

제3장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1. 중국의 대중남미 경제협력
2.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3.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코로나19
협력

이번 장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진 중국과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
가 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와 둘째 절에서는 양측의 무역,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투자, 개발금융 및 공적개발원조, 양측의 인적교류
현황과 특성을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마지막 절에서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협력 현황 분석
을 제공한다.

1. 중국의 대중남미 경제협력
가. 무역
중국은 2001년 WTO 가입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수출입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대중남미 수출입 규모 역시 커졌다. 특히 중국의 공산품
생산 확대와 함께 중남미 시장에서 중국 공산품의 점유율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2000년 약 66억 달
러 규모에 불과했지만 2019년 약 1,473억 달러 규모로 급증하였다.
[그림 3-2]에서 중국의 대중남미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수출
상품이 전자기기, 보일러, 기계류, 자동차 등의 공산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산업 발전에 따라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천연자원 부존
도가 높은 중남미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게 되었다. 중국이 중남미에서 수
입하는 품목은 사실상 대부분이 천연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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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국의 대중남미 수출(2001~19년)
(단위: 10억 달러)

자료: CEIC Global Database(검색일: 2021. 6. 21).

[그림 3-3]에서 나타나듯 2000년까지 중남미의 수출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미미하였다. 하지만 2001년을 기점으로 중남미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왔으며, 2020년 기준 중남미 총 수입 및 총 수출에서 중
국의 비중은 각각 약 20%와 13%에 육박한다. 이와 반대로 미국이 중남미 교역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대에만 해도 중남미 총 수입
의 약 45%가 미국에서 비롯되었으나, 2000년대부터 중남미 국가의 총 수입에
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는 30%대 초반에 머
무르고 있다. 중남미 국가의 총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60%에 근접했으나 이후 2010년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다. 중남미의 총 수출과 총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의 무역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축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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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중국의 품목별 대중남미 수출(2001~19년)
(단위: 10억 달러)

주: HS 코드 2단위 기준으로 분류.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이어서 중국의 대중남미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천연자원 수입 추
이를 살펴보겠다. [표 3-1]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자원
10가지의 HS코드이다. 중국이 중남미에서 수입하는 대표적인 광물자원은 석
유, 구리, 철광석, 납광석, 아연 등으로 이들의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그림 3-12 참고).
특히 중국의 대중남미 석유 의존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그림 3-4 참
고). 중국은 2002년부터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에서 석유를 수입하
기 시작했으며, 2019년 기준 300억 달러가 넘는 석유를 중남미에서 수입하였
다. 중국의 전체 석유 구매량 중 10% 이상이 중남미에서 조달되는 것이다. 중
국은 해외 석유 구매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중남미, 아프리카의 주요 산유국에
직접투자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남미에서는 앞서 설명한 중국의 베네수엘라 석
유 사업 투자와 대중국 석유 수출이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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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중남미 총 수출입 대비 중국 및 미국 의존도
(단위: %)

<중국 의존도>

<미국 의존도>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3-1.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주요 천연자원 품목별 HS코드
천연자원 품목

HS 코드

1

원유(crude oil)

2709

2

천연가스

2711

3

석탄

2701

4

알루미늄

7601, 2606

5

구리(copper)

2603, 7402

6

다이아몬드

7102

7

우라늄

2612

8

철광석(iron ores)

2601

9

코발트

2605

10

납광석(lead ore)

2607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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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는 전자, 교통, 건설 등 중국의 주요 산업에서 필수적인 원자재이나 중국
은 국내 구리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24)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구리 수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중국은 총 구리 수
입량의 70% 이상을 중남미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구리
생산량이 많은 칠레와 페루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표 3-2]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칠레, 페루, 멕시코 등 중남미 3개국은 2019년 기준 약 3,500만 톤의 부
존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부존량의 40%가량이다. 이 3개국은 연
간 광물 생산량에서도 전 세계 총 생산량 중 약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4. 중남미의 대중국 석유 수출

그림 3-5. 중남미의 대중국 알루미늄 수출

(단위: 10억 달러, %)

(단위: 10억 달러,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3-6. 중남미의 대중국 석탄 수출

그림 3-7. 중남미의 대중국 구리 수출

(단위: 10억 달러, %)

(단위: 10억 달러,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4) 김영호(2015),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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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은 철광석 총 수입의 20% 이상을 중남미에 의존하고 있다(그림
3-9 참고). 이는 중국의 철강 산업 발달과 연관이 깊다. 중국은 2015년과
2019년 사이 전 세계 총 생산량의 약 50%를 생산하고 있다(그림 3-8 참고).25)
하지만 국내 철광석 공급량이 적은 탓에 중국은 해외 철광석 광산 투자 및 수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브라질의 철광석 부존량은 전 세계 철광석 부존량의 약
19%인 340억 톤이며, 연간 생산량은 4억 톤으로 추산된다.26) 중국도 연간 약
3억 5,000만 톤가량의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으나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브라
질에서 철광석을 수입하는 등 공급 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납광석 4대 생산국은 중국, 호주, 페루, 미국이며 뒤를 이어 멕시코, 러시아,
인도 등도 상당한 규모로 납광석을 생산을 하고 있다. 아연을 생산하는 주요 4개
국 역시 중국, 호주, 페루, 미국이며 그 뒤를 인도, 멕시코, 볼리비아가 잇고 있
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의 납광석과 아연 수출량의 약 20%가량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이 페루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려온 것은 구리 외에
도 납광석과 아연의 매장량 및 생산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남미의 대중국 석탄, 알루미늄 및 천연가스 수출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3-2. 세계 구리 생산 및 부존량(2019년 기준)
(단위: 백만 톤)

국가

광물 생산량

정제 생산량

부존량

미국

1,260

1,030

48,000

호주

934

426

88,000

캐나다

573

281

9,000

칠레

5,790

2,270

200,000

중국

1,680

9,780

26,000

DR콩고

1,290

1,080

19,000

25) Worldsteel Association Database(검색일: 2021. 6. 28).
26) USGS(2021), p. 89, https://doi.org/10.3133/mcs2021(검색일: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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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단위: 백만 톤)

국가

광물 생산량

정제 생산량

부존량

독일

-

632

2,000

일본

-

1,500

-

562

512

20,000

카자흐스탄
한국
멕시코
페루

-

665

-

715

477

53,000

2,460

308

92,000

폴란드

399

566

32,000

러시아

801

1,050

61,000

잠비아
기타

797

262

21,000

3,100

3,640

200,000

자료: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2021), p. 53, http://www.usgs.gov(검색일: 2021. 6. 28).

그림 3-8. 국가별 선철 생산 규모 지도

자료: Worldsteel Association Database(검색일: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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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중남미의 대중국 철광석 수출

그림 3-10. 중남미의 대중국 납광석 수출

(단위: 10억 달러, %)

(단위: 10억 달러,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3-11. 중남미의 대중국 천연가스 수출

그림 3-12. 중남미의 대중국 아연 수출

(단위: 10억 달러,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단위: 10억 달러,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나. 투자
[그림 3-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중남미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
국으로, 2019년 기준 미국의 중남미 투자 잔존액은 약 2,600억 달러였다. 이
어서 스페인(약 1,500억 달러), 네덜란드(약 1,430억 달러), 룩셈부르크(약
1,060억 달러), 캐나다(약 730억 달러)가 뒤를 이었으며, 한국의 대중남미 투
자 잔존액은 약 380억 달러로 2019년 기준 9위에 해당한다.27) 반면 중국의 대
중남미 투자 잔존액은 아직까지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 UNCTAD(2021),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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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국가별 대중남미 투자 잔존액
(단위: 10억 달러)

자료: UNCTAD(2021), p. 56.

중남미 국가 중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가 큰 국가는 전통적으로 브라질, 멕시
코,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라고 할 수 있다.28) 그중에서도 멕시코, 브라질
의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각각 세계 9위와 11위로 상당한
수준이다. 한편 중남미에서는 역내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투자가 전체 투자의 약
12% 수준에 불과해 주로 역외 자본 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9)
중국의 2005~20년 평균 대중남미 연간 신규 투자액은 약 90억 달러 수준이
었으며, 연도별로 투자 규모의 편차가 큰 편이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연간
투자 규모가 대부분의 연도에서 100억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4 참고). 특기할 만한 점은 2015년부터 신규 투자의 많은 비중이 브라운필
드(brownfield)30)였다는 점이다. 2013년 일대일로 계획이 발표된 이래 중국은
28) UNCTAD(2021), p. 56.
29) Ibid., p. 33.
30) 현지에 설립되어 있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업과 합작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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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중국의 대중남미 신규 투자(2005~20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http://www.aei.org/china-globalinvestment-tracker(검색일: 2021. 7. 12).

중남미 시장에 새로운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설립된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
한 시장 진출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림 3-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의 역내 투자는 주로 에너지와 광물자원 부문에 집중되어왔으며, 이는 주
로 현지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통해 이루어졌다.
중국의 이러한 대중남미 투자 방법은 중남미의 주요 투자국이 보이는 일반
적 경향과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중남미 주요 투자국은 주로 그린필드31)
형태로 에너지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브라운필드 투자의 대부분은 서비스
부문을 향하고 있다.

31) 해외 진출 기업이 투자하는 국가에 직접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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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중국의 대중남미 분야별 신규 투자(2005~20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http://www.aei.org/china-globalinvestment-tracker(검색일: 2021. 7. 12).

이번에는 중국의 대중남미 신규 투자 규모를 국가별로 살펴보겠다(그림 3-16
참고). 중국은 2005~20년 사이 브라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베네
수엘라에 많은 자본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가들은 중남미에서 시장 규
모가 큰 축에 속할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이 풍부한 편으로, 이는 중국의 투자를
유인하는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국가들의 광석(ores) 및 금속(metal)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32)

32) Küblböck, Tröster, and Ambach(2019),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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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중국의 대중남미 국가별 신규 투자(2005~20년)
(단위: 10억 달러)

자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http://www.aei.org/china-globalinvestment-tracker(검색일: 2021. 7. 12).

특히 페루의 경우 2014년 중국의 우쾅그룹(Minmetals), 쑤저우궈신(Suzhou
Guoxin), CITIC그룹 등이 페루 구리 광산에 7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의 대중남미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이다. 이외에도 2018년 청
두 천제그룹(Chengdu Tianqi)이 칠레 리튬 광산에 약 41억 달러, 중롱신다
(Zhongrong Xinda)가 페루 철광석 광산에 약 24억 달러를 각각 투자했다.
브라질의 경우 철광석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아르헨티나는 리튬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 상위 3개국에 비
해서는 투자 규모가 작은 편이었다(표 3-3 참고).
한편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는 주로 정부 소유의 공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표 3-3 참고). 국가전망공사(国家电网公司)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중남미 국가의 에너지 부문에 총 164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시노펙(Siniopec)
은 162억 달러를 투자해 그 뒤를 이었다. 장강싼샤그룹(Three Gorges)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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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문에 108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 기업들은 주로 중남미의 에너지 부
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중남미 투자 규모로 4위
권에 위치하고 있는 우쾅그룹, 쑤저우궈신, CITIC그룹 등은 현지 광산에 직접
투자하는 그린필드 투자를 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중국의 중남미 내 5대 투자 기업
(단위: 10억 달러)

업체

분야

총 투자 규모 그린필드 여부

국가전망공사(国家电网公司)

에너지

16.4

x

시노펙(Sinopec)

에너지

16.2

일부

장강싼샤그룹(Three Gorges)

에너지

10.8

x

금속

7

o

에너지

5.7

일부

우쾅그룹(Minmetals), 쑤저우궈신(Suzhou Guoxin),
CITIC그룹
석유천연가스공사(CNPC)

자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http://www.aei.org/china-globalinvestment-tracker(검색일: 2021. 7. 12).

다. 금융지원
중국의 대중남미 금융지원 규모는 200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China’s Overseas Development Finance(2020)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재구성해 보면 중국의 2008~19년 대중남미 차관 규모는 연평균 약
117억 달러에 이른다. [그림 3-17]은 중국의 대중남미 차관 규모를 연도별로
보여주는데, 중국의 대중남미 차관은 2010년 352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
였지만 이후에는 증감을 계속하다 201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
여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중국의 차관 규모가 컸던 것은 베네수엘라에 203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해당 연도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은 공동기금 형성을 통해 베네수엘라 측에 에너지 부문 장기여신을 제공

70

•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특성 및 파급효과 비교

했으며, 이에 더불어 베네수엘라는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와 협력하에 오리노코(Orinoco) 초중질유(heavy
oil) 벨트 광구 개발에 합의했다.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는 투자의 대가로 합작
법인의 지분을 일부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석유 채굴, 천연자원 채굴 접근 등
의 혜택을 받는 조건에 합의하였다.33)

그림 3-17. 중국의 대중남미 차관(2008~19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hina’s Overseas Development Finance Database(검색일: 2021. 8. 1).

차관 제공기관별로 살펴보면 중국개발은행이 제공한 차관이 중국의 전체 대
중남미 차관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중국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China)이 그 뒤를 따른다(그림 3-18 참고).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공표하기 전인 2012년까지는 대부분의 대중남미 차관이 중국개발은행
을 통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2013년부터 중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차
관이 전체 대중남미 차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Vyas(2013. 9. 18), “Venezuela secures energy deals with China”; 김영식(2010. 6. 29), 「베네수엘
라, 오리노코(Orinoco)벨트 개발」(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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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중남미 차관이 정부 산하기관인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
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 기관의 차관 규모를 통해 중국의 대외경
제 협력 전략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기관은 설립 목적과 사업
방향성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중국개발은행은 중국 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중
국의 거시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주로 국내 도시화, 철도, 인프라,
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2001년 제10
차 5개년 계획에서 주출거(走出去) 정책을 통해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
기 시작하며 중국개발은행 중심의 해외 차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34)
한편 중국개발은행은 2007년 들어 정책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은행의 성격을
재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2015년 정책은행으로 다시 회귀하기 전까지 중
국개발은행은 상업적 성격을 띠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7~15년 사이 중
국의 차관이 상업적 대출의 성격을 보인 것은 앞서 기술한 정책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35)
반면 중국수출입은행은 인프라 투자보다는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기업의 해외 투자와 관련된 차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3년 중국의 일대일로 발표를 기점으로 중국의 대중남미 차
관에서 수출입은행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중남미 협력
에 있어 중국수출입은행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개발
은행이 제공하는 차관 역시 인프라 중심의 지원에서 기술 혁신 기업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36)

34) Friends of the Earth United States(2016), p. 16.
35) Saldinger(2021. 3. 31), “How does China lend? Insight from a study of 100 loans,”
https://www.devex.com/news/how-does-china-lend-insight-from-a-study-of-100-loa
ns-99550(검색일: 2021. 7. 22).
36) “China Development Bank will offer 300 billion yuan loans to support tech innovation”(2021.
4. 7), https://www.globaltimes.cn/page/202104/1220423.shtml(검색일: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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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중국의 대중남미 기관별 차관(2008~19년)
(단위: 10억 달러)

자료: China’s Overseas Development Finance Database(검색일: 2021. 8. 1).

이번에는 중국의 대중남미 차관을 수원국별로 살펴보겠다(그림 3-19 참고).
2008~19년 기간에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차관을 받은 국가는 베네수엘라
인 것으로 나타났다. Kaplan and Penfold(2019)37)가 2010~13년 사이 중
국이 중남미에 제공한 차관의 64%가 베네수엘라에 집중되었다고 추산한 것처
럼 중국의 대중남미 차관에서 베네수엘라의 비중은 상당하다. 베네수엘라는
2008~19년 기간 중국으로부터 약 582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받았으며
에너지 부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벨트 개발 사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가 컸으며, 트랑슈(Tranche)A, 트랑슈B 등 2007년과 2009
년에 체결된 공동 기금의 갱신에도 중국은 총 18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
하였다. 이 외에도 라스 크리스티나스(Las Cristinas) 금광 개발 사업 등 에너
지 및 자원 개발 부문에 대한 차관 규모가 컸다.

37) Kaplan and Penfold(2019),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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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중국의 대중남미 국가별 차관(2008~19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hina’s Overseas Development Finance Database(검색일: 2021. 8. 1).

브라질의 경우에도 에너지 부문에 차관이 집중되었다. 아르헨티나와 에콰도
르에서는 중국의 차관이 철도 및 댐 건설 등 에너지 외의 다른 부문을 위한 차
관도 많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Gallagher and Myers 2021). 이외에도 볼
리비아(34억 달러), 멕시코(10억 달러), 도미니카공화국(6억 달러) 순으로 중
국의 차관 규모가 컸으며, 이는 상위 4개국에 비해서는 미미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3-20]에서는 2008~19년 부문별 중국의 대중남미 차관
규모를 살펴보겠다. 전체 대중남미 차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다분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에너지 부문과 타 부문에 대한 지원이 복
합적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중남미에서 중국
의 차관은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뒤를 교통, 전
력 등 인프라 부문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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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중국의 대중남미 분아별 차관(2008~19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hina’s Overseas Development Finance Database(검색일: 2021. 8. 1).

라. 공적개발원조
중국정부는 자국이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
다. 따라서 중국의 공적개발원조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여기서는 AidData에서 2000~14년 사이 중국의 대개발도상
국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추정해서 발표한 자료를 이용하였다.38)

38) 중국의 ODA의 유무상 여부, 구속성 여부 등 자세한 속성은 물론이거니와 연간 분야별 ODA 규모 역시
실제와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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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중국의 대중남미 공적개발원조(2000~14년)
(단위: 백만 달러)

주: “ODA-like”라고 명시된 항목 총계를 기준. “OOF-like”와 “vague”라고 명시된 항목은 제외.
자료: AidData's Global Chinese Official Finance Dataset 2000-2014, http://www.aiddata.org/data/chineseglobal-official-finance-dataset(검색일: 2021. 9. 1).

중국의 대중남미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3-21 참고). 중국이 쿠바의 부채 탕감을 위해 공여한 약 6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외하면 예상과는 달리 2000~14년 사이 중국의 대중남미 공적개발원조 규모
는 역내 주요 공여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의 대중남미 공적개발원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8년 발간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에 대한 중국의
정책문서에 공적개발원조 전략이 명시되면서부터이다.39) 이에 따라 2009~12년
중국의 대중남미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이전에 비해 늘어났지만, 2013년에는 대
중남미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3억 3,000만 달러가량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
세는 2012년 원자바오 총리가 UN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방문을 계
기로 중국·중남미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 무색한 수준이다.
39) Maggiorelli(2017), p. 33.

76

•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특성 및 파급효과 비교

그림 3-22. 중국의 대중남미 분야별 공적개발원조(2000~14년)
(단위: 백만 달러)

주: “ODA-like”라고 명시된 항목 총계를 기준. “OOF-like”와 “vague”라고 명시된 항목은 제외.
자료: AidData's Global Chinese Official Finance Dataset 2000-2014, http://www.aiddata.org/data/chineseglobal-official-finance-dataset(검색일: 2021. 9. 1).

이번에는 채무 탕감을 제외한 중국의 대중남미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부문별
로 살펴보겠다. [그림 3-22]에서 나타나듯 2000~14년 사이 중국의 대중남미
공적개발원조는 주로 교통 및 저장(3억 3,000만 달러), 사회 인프라(2억 4,000만
달러)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수위생, 보건의료, 교육 등 일반적으로
선진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원조 부문은 중국의 대
중남미 공적개발원조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쿠바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남미에서 쿠바 다
음으로 중국으로부터 공적개발원조를 많이 받은 국가는 자메이카(4억 달러)와
도미니카(1억 달러)이다. 코스타리카와 볼리비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중국으로부터 의미 있는 규모의 공적개발원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자메이카와 도미니카는 다른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
지 않은 국가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그림 3-23 참고).

제3장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

77

그림 3-23. 중국의 대중남미 국가별 공적개발원조(2000~14년)
(단위: 백만 달러)

주: “ODA-like”라고 명시된 항목 총계를 기준. “OOF-like”와 “vague”라고 명시된 항목은 제외.
자료: AidData's Global Chinese Official Finance Dataset 2000-2014, http://www.aiddata.org/data/chineseglobal-official-finance-dataset(검색일: 2021. 9. 1).

마. 인적교류
중남미 내 중국인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2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남미 내 중국인은 1990년 5만 명 수준에서
2019년 약 14만 명 수준으로 3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는 주
로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났고, 중미 국가에 유입된 중국인의 총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그림 3-24 참고). 중국인 유입 상위 5개국은 브라질, 파나마, 베
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페루로 나타났는데, 이 국가들에는 중국의 투자 또는 금
융지원이 집중되어 있기도 하다(그림 3-25 참고).
한편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를 통한 물류 이동의 이점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인의 파나마 이주 규모가 중
남미에서 상당히 큰 편이다. 1977년 미국의 파나마 운하 점유가 끝난 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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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나마 운하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1999년에는 홍콩 기업인 허
치슨 왐포아(Hutchison Whampoa)가 파나마 운하의 대서양 및 태평양 항구
운영권을 획득했다.40) 이를 계기로 중국 해운사의 파나마 운하 이용량이 급증
했으며 중국 이주민의 증가로 이어졌다.
중국으로 유입된 중남미 출신 인구에 대한 공식 집계는 공개되고 있지 않다.
여기서는 China Power Project가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2011~16년 기
간 국별 유학생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 내 중남미 출신 인구 유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 내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
는 멕시코이며, 브라질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6 참고).

그림 3-24. 중남미 내 중국인 유입(1990~2019년)
(단위: 천 명)

주: UN에서 제공되는 국별 이주 통계는 5년 단위로 제공되고 있으며 그래프는 x축에 표시된 연도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UN Population Division, http://www.un.org/development/desa/pd/data-landing-page(검색일: 2021. 7. 24).

40) Ellis(2021. 4. 14), “China’s advance in Panama: An update,” https://theglobalamericans.org/2021
/04/chinas-advance-in-panama-an-update/(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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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중남미 국가별 중국인 유입(1990~2019년)
(단위: 천 명)

자료: UN Population Division, http://www.un.org/development/desa/pd/data-landing-page(검색일: 2021. 7. 24).

2011~16년 사이 중국에서 유학한 중남미 출신 국민은 5만 여명으로 나타
났는데, 멕시코 출신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브라질(8,716명), 베네수엘라(5,994명), 콜롬비아(5,664명) 순으로 중국
유학생 수가 많았다. 한편 브라질, 멕시코, 칠레의 경우 단기 유학생 수가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50%인 반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출신의 경
우 단기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30% 수준에 머물
렀다. 이렇듯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중남미 출신 국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나, 지리적·언어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으로의 유학에 대한 선호도
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 교육의 국제화를 표방하였고, 이때부터 유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41)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 정
책과 함께 실크로드 장학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특히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
41) Qi(2021. 5. 22), “Impact of rising international student numbers in China,” https://www.univ
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210521085934537(검색일: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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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신 국민들의 중국 유학생이 증가했는데, 2017년 기준 중국 내 유학생의
약 65%가 일대일로 참여국 출신이었다.42) 2018년 기준 중국 내 유학생의 약
60%가 아시아 출신이었으며 이어서 아프리카(16.6%), 유럽(15%), 미주
(7.3%) 출신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더라도 한국(50,600명), 태국
(28,608명), 파키스탄(28,023명), 인도(23,198명), 미국(20,996명) 순으로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으며, 상위 15개국에 아시아 13개국이 포진해 있어 중남미
국가 출신의 중국 유학생 수는 아직까지 다른 대륙 출신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43)

그림 3-26. 중국 내 중남미 국가별 유학생 수(2011~16년)
(단위: 명)

자료: China Power Project, http://chinapower.csis.org/data(검색일: 2021. 7. 12).

중남미 국가 출신 국민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이나 같은 언어권인 스페
인, 포르투갈 유학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4) 특히 경제
42) Ibid.
43) “Statistical report on international students in China for 2018”(2019), http://en.moe.gov.cn/
documents/reports/201904/t20190418_378692.html(검색일: 2021. 7. 30).
44) Casallas(2010. 3. 31), “Where Do Latin American Students Choose to Study?” http://www.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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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비교적 큰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3개국에서 해외 유학을 가장 많
이 가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 2016년 기준 연간 약 4만 명이 해외 유학을 떠났
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의 비율은 아직까지 미
미한 수준이며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외에도 독일, 프랑스, 호주 등의 서구권
국가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역내 국가로의 유학생 수가 더 많았다.45)

2.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가. 무역
무역에 있어 아프리카46)는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하지만 점차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2019년 기준 아프리카
국가의 대중국 수입 및 수출 의존도는 각각 18.1%, 10.5%에 이르렀다(그림
3-27 참고). 2000년 기준 아프리카 국가의 총 수입과 총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
하는 비율이 각각 3.6%, 1.9%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아프리카 내 영향
력이 눈에 띄게 확대된 것이다. 이에 반해 2000년 기준 아프리카 국가의 총 수
입 및 총 수출에서 각각 48%와 59% 이상을 점유했던 EU-28은 2019년 기준
아프리카 수입 총액 및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5.7%와 44.6%
로 나타났다.47) 여전히 무역에 있어 아프리카 내 유럽 국가의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com/latin-american-students-where-do-they-choose-to-study(검색일: 2021. 7. 30).
45) UNESCO, “Global Flow of Tertiary-Level Students,” http://uis.unesco.org/en/uis-student-f
low(검색일: 2021. 7. 30).
46) 본 절에서는 ‘아프리카’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로 한정하기로 한다.
47) 2020년 아프리카 수입과 수출 총액에서 유럽 비중은 각각 72%, 76%였으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
황이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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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아프리카 총 수출입 대비 중국 및 EU-28 의존도
(단위: %)

<중국 의존도>

<EU-28 의존도>

주: EU-28의 무역통상 자료는 2000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함.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총 수출은 2000년 60억 달러에서 2019년 1,13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3-28 참고). 한편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출 주요 품목은 중남
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자기기, 보일러, 기계, 자동차 등 공산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9 참고).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입 품목 역시 중남미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천연자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자원 수입은 품목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규모가 증가해왔으며, 각 품목별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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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출(2001~19년)
(단위: 10억 달러)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3-29. 중국의 품목별 대아프리카 수출(2001~19년)
(단위: 10억 달러)

주: HS 코드 2단위 기준으로 분류.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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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알루미늄, 코발트, 다이아몬드 등 주요 광물자원에 있어 아프리카 국
가의 총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하다(그림 3-30~3-39 참고).
특히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코발트는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다
이아몬드는 중국이 수입하는 물량의 50% 이상을 아프리카에서 공급받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구리와 아연이 중국의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0% 이상이다. 대중국 철광석 및 납광석 수출 역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의 석유, 알루미늄, 코발트, 다이아몬드 코발트
확보에 있어 아프리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리, 아
연, 철광석, 납광석에 있어 아프리카에 대한 의존도는 중남미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2014년 이후 아프리카로부터 석탄을 수입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프리카의 대중국 천연가스 수출은 석유와 마찬가지로 2015년을 기
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수
입하는 천연가스는 전체 수입량 중에서 5%에 그치고 있으나, 중국의 아프리카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국 내 아프
리카산 천연가스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시노펙,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등의
국영기업은 아프리카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는데, 투
자 규모로 보면 2019년부터는 BP, Royal Dutch Shell, Eni SpA에 이어 아프
리카에서 넷째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8) 특히 이 기업들은
나이지리아, 앙골라, 우간다, 모잠비크 등 4개국을 중심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업스트림(upstream)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의 대중국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48) “Understanding Chines Investment in African Oil and Gas”(2019. 10. 7), http://africa-oilweek.
com/Articles/understanding-chinese-investment-in-african-o(검색일: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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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아프리카의 대중국 석유 수출

그림 3-31. 아프리카의 대중국 알루미늄 수출

(단위: 10억 달러, %)

(단위: 10억 달러,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3-32. 아프리카의 대중국 석탄 수출

그림 3-33. 아프리카의 대중국 코발트 수출

(단위: 10억 달러, %)

(단위: 10억 달러,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3-34. 중남미의 대중국 철광석 수출

그림 3-35. 아프리카의 대중국 납광석 수출

(단위: 10억 달러, %)

(단위: 10억 달러,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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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아프리카의 대중국 천연가스 수출

그림 3-37. 아프리카의 대중국 아연 수출

(단위: 10억 달러, %)

(단위: 10억 달러,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3-38. 아프리카의 대중국 구리 수출

그림 3-39. 아프리카의 대중국 다이아몬드 수출

(단위: 10억 달러, %)

(단위: 10억 달러,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1. 6. 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나. 투자
[그림 3-40]은 2005~20년 중국의 대아프리카 신규 투자액울 보여준다.
2006~13년에는 전반적으로 전체 투자에서 브라운필드 투자의 비중이 높았
고, 2014년부터는 브라운필드의 규모가 감소하고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커
졌다. 특히 2019년부터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의 대부분이 그린필드로 이
루어졌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투자는 에너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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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교통 부문에 집중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41 참고). 2005~20년
사이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의 광물자원 및 에너지 부문에 각각 3,394억 달러와
3,292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부동산(854억 달러), 금융(585억 달러) 부문에 대
한 투자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 공기업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 분
야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크다. 시노펙,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중국해양석유총
공사 등이 석유화학산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노
펙은 2017년 남아공 케이프타운과 더반에 위치한 셰브론의 정유시설 구매절차
를 진행하는 등 아프리카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49)

그림 3-40. 중국의 대아프리카 신규 투자(2005~20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http://www.aei.org/china-globalinvestment-tracker(검색일: 2021. 7. 12).

49) “China’s Sinopec buys first major refinery in Africa from Chevron”(2017. 3. 22), https://www.
reuters.com/article/us-chevron-m-a-sinopec-corp-idUKKBN16T16A(검색일: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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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중국의 대아프리카 분야별 신규 투자(2005~20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http://www.aei.org/china-globalinvestment-tracker(검색일: 2021. 7. 12).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남아공이 투자 규모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42 참고). 이 국가들
에서 2005~20년 사이 중국의 누적 신규 투자액은 1,200억 달러를 초과했으
며, 그 다음으로 투자 규모가 큰 기니, 니제르, 모잠비크 등과 비교해도 투자 규
모가 2~3배가량 크다. 남아공과 나이지리아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던 대표적인 국가이다. 특히 남아공에서는 중국기업의 부
동산 시장 투자가 증가했으며, 다른 역내 국가에 비해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것
도 중국기업의 적극적인 남아공 투자에 한몫하고 있다. 중국의 대나이지리아
투자는 도로 및 철도 건설에 주로 투입되었다(Butcher, Yuan, and Uppuluri
2019).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큰 투자 규모는 구리 광산에 대한 투자에서 비
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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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액의 72%가 구리 산업에 투입되고 있다(Butcher, Yuan, and Uppuluri 2019).
중남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역시 국영기업의 주도
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아프리카 투자를 이끌고 있는 주요 국영기업으로는 시
노펙,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중국해양석유총공사를 들 수 있다(표 3-4 참고).
이 기업들은 주로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실시해왔다. 한편 중국공
상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중국의 아프리카 5대 투자 기업 안에 포함되었으며
아프리카 금융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왔다.

그림 3-42. 중국의 대아프리카 국가별 신규 투자(2005~20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http://www.aei.org/china-globalinvestment-tracker(검색일: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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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중국의 아프리카 내 5대 투자 기업
(단위: 억 달러)

업체

분야

총 FDI

그린 필드

규모

여부

시노펙(Sinopec)

에너지

6.9

일부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에너지

10.4

일부

에너지

5.79

o

에너지

5.74

일부

금융

5.6

o

중국에너지 엔지니어링그룹(CEEC),
중국전력건설(Power Construction Corp.), 시노펙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중국공상은행(ICBC)

자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http://www.aei.org/china-globalinvestment-tracker(검색일: 2021. 7. 12).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건설부문 계약 수주 규모를 살펴보겠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건설부문 계약 수주 규모는 1998년 이래 2014년까지 지속
적으로 증가해오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중국의 대아프리카 건
설부문 계약 규모는 약 428억 달러였으며, 2019년 수주 규모도 357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중국의 아프리카 건설 시장 내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1998~2019년 사이 중국의 건설부문 계약 수주 규모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앙
골라(67억 달러), 나이지리아(46억 달러), 에티오피아(42억 달러), 수단50)(30
억 달러), 케냐(29억 달러)에서의 수주 규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잠비아, 우간다, 탄자니아, 수단,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적도기
니 등에서 중국은 100억 달러 이상의 건설 계약 수주를 했다(그림 3-43 참고).

50) 수단과 남수단 분리 전 통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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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중국의 대아프리카 건설 부문 계약 규모(1998~2019년)
(단위: 10억 달러)

자료: SAIS-CARI China-Africa Research Initiative: Other China-Africa Data, http://www.sais-cari.org/other-data
(검색일: 2021. 6. 28).

다. 금융지원
중국의 대아프리카 금융지원은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나, [그림 3-44]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2011년 차관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보다 본격화되었
다. 2013년에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발표와 함께 당해 연도 차관 규모가 176
억 달러로 급증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차관 규모의 증가는 아프리카
측 인프라 수요 증가와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는데,51) 아프리카개발은행
(African Development Bank)은 아프리카 인프라 수요에 따른 소요 예산을
1,300억~1,7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AfDB 2018). 중국의 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금융지원 확대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해양 및 육상 실크로드
의 확장이라는 목표뿐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의 수요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51) “Implications for Africa from China’s One Belt One Road Strategy”(2019. 3. 22), https://afric
acenter.org/spotlight/implications-for-africa-china-one-belt-one-road-strategy/(검색일: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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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중국의 대아프리카 차관(2000~19년)
(단위: 10억 달러)

자료: Chinese Loans to Africa Database(검색일: 2021. 5. 20).

예를 들면 동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지부티 항만, 케냐(나이로비-몸바사) 철
도, 수단-에티오피아 간 고속도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지부티 항만 간
철도 등 육상 교통의 확장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규모 차관이 투입되
었다.52) 이밖에 앙골라, 잠비아 등 남부 아프리카 국가 역시 일대일로 확장에
따라 금융지원의 수혜를 받게 되었다.
차관 제공기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아프리카에 제공한 총 차관에서 중국수
출입은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대부터는
중국개발은행의 역할도 확대되었다(그림 3-45 참고). 중국개발은행의 대아프
리카 차관 규모가 확대되자 국제사회는 중국개발은행을 채무상환유예 이니셔
티브(DSSI: 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에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였다.53) 저개발국을 위한 채무상환유예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
52) Eom, Brautigam, and Benabdallah(2018), p. 8.
53) Brautigam(2020. 8. 17), “China, the World Bank, and African Debt: A War of Words,” https:/
/thediplomat.com/2020/08/china-the-world-bank-and-african-debt-a-war-of-words(검
색일: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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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아시아 등의 고채무위험국의 채무 상황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채무상환
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
나 중국개발은행의 대아프리카 차관 규모가 확대되자 세계은행 중심의 채무상
환유예 이니셔티브 체계하에서 아프리카 고채무위험국의 실제 채무 규모를 파
악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불확실성 역시 커졌다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실제
로 중국개발은행은 일정 기간 동안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림 3-45. 중국의 대아프리카 기관별 차관(2000~19년)
(단위: 10억 달러)

자료: Chinese Loans to Africa Database(검색일: 2021. 5. 20).

이번에는 수원국별로 중국이 제공한 차관의 규모를 살펴보겠다(그림 3-46
참고). 2000~19년 사이 중국은 앙골라에 426억 달러 수준의 차관을 제공하였
으며, 에티오피아(137억 달러), 잠비아(98억 달러), 케냐(91억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앙골라는 나이지리아와 함께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산유국이며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이다. 앙골라에 대한 차관은 중국수출입은행보다
는 중국개발은행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앙골라에 투입된 차관(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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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억 달러) 중 약 258억 달러가 중국개발은행에서 제공되었다. 중국수출입은
행과 중국공상은행은 각각 약 84억 달러와 약 44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앙골라
에 제공하였다. 중국의 대앙골라 차관은 상업적 성격을 띠는 차관의 비율이 높
다는 것이 특징이다. 앙골라는 내전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해 광업(176억 달러),
전력(71억 달러), 교통(67억 달러) 등 중국으로부터 인프라 및 에너지 관련 분
야에 대한 대규모 차관을 제공받았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중국은 석유 등 앙
골라가 보유한 천연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54)

그림 3-46. 중국의 대아프리카 국가별 차관(2000~19년)
(단위: 10억 달러)

자료: Chinese Loans to Africa Database(검색일: 2021. 5. 20).

소위 앙골라 모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중국의 차관 방식은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중국의 자원 독과점을 부추긴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실제로 앙골라는 국가 채무 경감을 위해 자국의 유전
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을 일부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항만 조차
54) Begu et al.(2018),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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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취득 등의 형태로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55) 중국의 항만 조차권
취득은 케냐, 지부티 등 동아프리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렇
듯 중국의 차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동시에 중국의 대
규모 차관이 아프리카 각국의 경제발전과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56)

그림 3-47. 중국의 대아프리카 분야별 차관(2000~19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hinese Loans to Africa Database(검색일: 2021. 5. 20).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많이 제공받은 앙골라, 에티오피
아, 잠비아, 케냐와 같은 국가가 세계은행 채무상환유예 이니셔티브에서 고채
무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에서 채무 경감을 받는 38개
55) “Seeking debt relief, Angola opens door of oilfield holdings to China”(2020. 6. 17), https://ww
w.theafricareport.com/29991/seeking-debt-relief-angola-opens-door-of-oilfield-holdi
ngs-to-china/(검색일: 2021. 7. 31).
56) “Implications for Africa from China’s One Belt One Road Strategy”(2019. 3. 22), https://afric
acenter.org/spotlight/implications-for-africa-china-one-belt-one-road-strategy/(검색일: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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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총 채무 대비 중국정부 혹은 중국정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채무의
평균 비중은 21%였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 증가에 중국이 기여를 하
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57)
이번에는 중국의 대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차관을 분야별로 살펴보겠다. 중국
은 2000~19년 사이 교통, 전력, 광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차관을 제공했으며,
이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인프라 개선에 대한 수요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3-47 참고). 에티오피아, 잠비아,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차관은 교통, 채굴, 파이프라인, 전력 등 인프라 분야에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58)

라. 공적개발원조
이번에는 중국의 2000~14년 공적개발원조 규모 변화를 살펴보겠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자국이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통계를 공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남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idData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2000~14년 중국의 대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추이를
살펴보겠다. [그림 3-48]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의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
모는 2005년까지 크지 않은 편이었으나 2006년 개최된 제3차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해왔다.

57) Brautigam(2020. 8. 17), “China, the World Bank, and African Debt: A War of Words,” https://the
diplomat.com/2020/08/china-the-world-bank-and-african-debt-a-war-of-words(검색일:
2021. 7. 31).
58) 앙골라의 채무 대비 교통, 통신, 전력에 대한 차관 비율은 34% 수준이며 이는 중국이 광업 분야에 제공
한 차관 규모가 크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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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중국의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2000~14년)
(단위: 백만 달러)

주: “ODA-like”라고 명시된 항목 총계를 기준. “OOF-like”와 “vague”라고 명시된 항목은 제외.
자료: AidData's Global Chinese Official Finance Dataset 2000-2014, http://www.aiddata.org/data/chineseglobal-official-finance-dataset(검색일: 2021. 9. 1).

중국의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교통
및 저장(또는 비축)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식수위생, 통신, 채무
탕감 관련 활동 등이 뒤를 잇고 있다(그림 3-49 참고). 중국의 역내 공적개발원
조는 사회 분야보다는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인프라에 대한 원조
규모가 크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에 실시하는 투자와 금융지
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경제 분야에 집중되는 중국의 자본 유입은 2000년
부터 시작된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중국·
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타 공여국의 대개발도상국 공
적개발원조에서는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 축산업, 교육, 보건
의료 등에 대한 사업은 중국의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에서는 낮은 비중을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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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중국의 대아프리카 분야별 공적개발원조(2000~14년)
(단위: 백만 달러)

주: “ODA-like”라고 명시된 항목 총계를 기준. “OOF-like”와 “vague”라고 명시된 항목은 제외.
자료: AidData's Global Chinese Official Finance Dataset 2000-2014, http://www.aiddata.org/data/chineseglobal-official-finance-dataset(검색일: 2021. 9. 1).

한편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무상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탄자니아로
2000~14년 사이 총 수원금액은 약 26억 달러에 이르며, 카메룬(24억 달러),
에티오피아(19억 달러), 모잠비크(18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공적개발원조가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한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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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0. 중국의 대아프리카 국가별 공적개발원조(2000~14년)
(단위: 백만 달러)

주: “ODA-like”라고 명시된 항목 총계를 기준. “OOF-like”와 “vague”라고 명시된 항목은 제외.
자료: AidData's Global Chinese Official Finance Dataset 2000-2014, http://www.aiddata.org/data/chineseglobal-official-finance-dataset(검색일: 2021. 9. 1).

마. 인적교류
아프리카 54개국59)에 유입된 중국인은 10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되고 있으며 역내에서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시행을 위한 단기 계약 노동
자, 사업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0) [그림 3-51]에서 볼 수 있
듯 아프리카 내 중국인 근로자의 수는 연평균 약 15만~20만 명 수준으로 추산
59) 여기서부터는 ‘아프리카’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북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하는
아프리카 54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한다.
60) Park(2016. 5. 12), “One Milliion Chinese in Africa,” http://www.saisperspectives.com/2016i
ssue/2016/5/12/n947s9csa0ik6kmkm0bzb0hy584sfo; Yan(2020. 6. 5), “We wanted to know
if Chinese migrants in Africa self-segregrate. What we found,” https://theconversation.com/
we-wanted-to-know-if-chinese-migrants-in-africa-self-segregate-what-we-found-1388
29(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8. 2). 아프리카 54개국 내 중국인 이민자 통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으나 Park and Chen(2009)은 58~82만 명 수준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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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하지만 자료의 특성상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유입된 인구의 특성을 파악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림 3-51. 아프리카 내 중국인 근로자 수(2009~19년)
(단위: 천 명)

자료: The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검색일: 2021. 6. 28).

한편 [그림 3-5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중국 근로자
의 수는 해당 국가에서 중국이 수주한 건설 계약 규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중국의 건설 계약 수주 규모와 해당 국가 내 중국인
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알제리, 앙골라 등 중국이 수주한 건설
계약의 규모가 큰 국가는 중국 인구의 유입도 많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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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아프리카 국가별 중국의 건설 수주 규모와 중국인 근로자 수(2009~19년)
(단위: 천 명, 억 달러)

자료: The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검색일: 2021. 6. 2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국 내 아프리카 유입인구는 5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61) 그러
나 중국정부의 공식자료는 2011~16년 사이 중국에 입국한 아프리카 출신 유
학생 통계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아프리카 이주민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중국 내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은 2005년 2,757명에 불과
했으나, 2016년에는 약 6만 2,000여 명을 기록하면서 약 10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의 증가율은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다른
대륙 출신 유학생의 증가율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는 아
프리카 출신 유학생 수가 미주 출신 유학생 수를 추월하였다(그림 3-53 참고).

61) “The truth about Chinese migrants in Africa and their self-segregation”(2020. 6. 5), https://qz.co
m/africa/1865111/chinese-migrant-workers-in-africa-and-myths-of-self-segregation/(검
색일: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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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중국 내 아프리카 유학생 수(2005~16년)
(단위: 명)

자료: China Power Project, http://chinapower.csis.org/data(검색일: 2021. 7. 12).

출신 국가별로 중국 내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가나(5,552명),
나이지리아(4,746명), 탄자니아(3,520명), 잠비아(3,428명) 출신 유학생의 수
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54 참고). 특히 중국 내 유학생 수 상위권
국가 대부분이 중국과 활발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이 국가들은 중국의 투자 및 차관의 규모가 큰 편에 속하고, 대중국 채
무 역시 이 국가들 대부분에서 증가해왔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한 국가
가 인적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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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중국 내 아프리카 국가별 유학생 수(2011~16년)
(단위: 명)

주: 2011-2016년 총 유학생 수가 3,000명을 초과하는 국가만 포함.
자료: China Power Project, http://chinapower.csis.org/data(검색일: 2021. 7. 12).

한편 중국 내 아프리카 유학생 증가율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짐바브웨, 잠비
아, 르완다 등 영어권 국가의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확인할 수 있
다(그림 3-55 참고).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말라위 출신의 유학생 수
역시 증가하였으며, 이들 역시 영어권 아프리카 국가로 분류된다. 2017년 아
프리카 24개국의 유학생을 유치한 국가 순위는 프랑스(112,217명), 중국
(74,111명), 미국(46,737명), 영국(27,775명) 순이었다.62) 2011~17년 사이
프랑스가 유치한 연간 유학생은 약 2%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미국의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 수가 약 30%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면 아프리카 출신 학생의 유학
국가 선호도가 프랑스 또는 영미권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중국이 영
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규 유학생을 유치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
당할 것이다. 특히 중국 내 아프리카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의 소득 수준을 살펴
62) “China emerging as a major destination for African students”(2021. 4. 21), https://monitor.i
cef.com/2021/04/china-emerging-as-a-major-destination-for-african-students(검색일: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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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저소득국이 35%, 중·저소득국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국 출신 유
학생 비율이 각각 11%, 6%, 15%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는 프랑스, 영국,
미국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3-55. 중국 내 아프리카 국가별 유학생 수 변화율(2011~16년)
(단위: %)

자료: China Power Project, http://chinapower.csis.org/data(검색일: 2021. 7. 12).

프랑스어권 국가 중에서는 2017년부터 콩고가 유일하게 중국 유학을 더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랑스가 유치하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
의 유학생 수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에서
중국의 유학생 유치 전략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63) 한편 프랑스는 북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영국은 남부 및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학생을 유치하
는 데에 반해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언어 권역별 유학생 유치 비율이 비슷하게 나
타난다.64)
63) Ibid.
6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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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코로나19 협력
가. 중남미
2019년 겨울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중 4분의 1
가량이 중남미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중남미 국가에서 공세적인 보건의료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중남미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초기
부터 방대한 양의 의료품 지원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는 백신 공급을 통해 중남
미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신속한 대중남미 보건
의료협력은 중남미 국가의 요청에도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자국우
선주의로 일관한 트럼프 정부의 태도와 대비되었다.
2020년 여름부터 중남미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본격적으로 증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23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멕시
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쿠바 등 중남미 국가 외무장관과의 온라인 회
의에서 중국 백신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1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것을 약속
하였다.65) 이에 앞서 열린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왕원빈(汪文斌) 외
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중남미 국가가 함께 코로나19에 맞서 정치적 상호신뢰
를 다지고 다자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66) 이러한 발언은
당시 트럼프 정부 집권하에 있던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 태도와 대비되는 것이
었다. 한편 왕이 외교부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일대일로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찾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65) “China cleans up in Latin America as US flounders over coronavirus,” http://www.ft.com/co
ntent/741e72ed-e1db-4609-b389-969318f170e8(검색일: 2021. 8. 2).
66)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Wang Wenbin'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May 7, 2021,”
https://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11_665403/20211
0/t20211022_9613029.html(검색일: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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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중국은 2020년 10월 8일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면역연합
(GAVI), 감염병혁신연합(CEPI)이 운영하는 글로벌 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
실리티(COVAX Facility)에 가입했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COVAX에 가입하길
거부했고, 미국은 2021년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에야 COVAX에 가입했다.
[표 3-5]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의 대중남미 의료용품 기증 현황을 보여
준다. 중국은 중남미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발 빠르게 이른바 ’마
스크 외교‘를 전개하였다. 중국은 중남미 국가에 2021년 8월 9일 기준 400만
개 이상의 진단키트, 2,700만 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 200만 개 이상의
N-95 마스크, 2,200개 이상의 인공호흡기, 40만 개 이상의 방호복, 17만 개
이상의 고글, 170만 개 이상의 장갑을 기증하였고, 8곳의 야전병원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대중남미 코로나19 보건의료 협력은 중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
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중국은 대만과 수
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라과이에는 의료용품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여타 중남미 국가 및 최근 대만과 단교를 한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파나마에는 의료용품을 지원하였다.
또한 중남미 국가에 대한 의료용품 지원은 중국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
방정부, 기업, 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여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예를 들어 잭마 재단(Jack Ma Foundation)은 1,490만
달러 규모의 의료용품을 중남미에 지원했으며, 이외에도 체리자동차(Chery),
차이나 메헤코(China Meheco), 화웨이(Huawei), 유퉁자동차(Yutong Group),
중국해양석유총공사, 시노펙 등 다양한 민간·국영기업이 중남미 국가에 의료
용품을 기증하였다.67) 한편 중남미 국가별로 주요 공여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의 경우 대다수의 의료용품 지원은 중앙정
부에서 이루어졌지만, 브라질과 칠레의 경우에는 기업의 주도로 의료용품 지원
이 이루어졌다.
67) Telias and Urdinez(2021),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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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중국의 대중남미 의료용품 기증 현황

진단키트
아르헨티나

수술용

N-95

인공

마스크

마스크

호흡기

방호복

고글

53,500

643,520

2,256,000

2,338,500

1,000

20,000

3,232,200

334,000

3,500

3,721,650

콜롬비아

30,000

1,332,000

코스타리카

22,580

130,000

도미니카공화국

26,000

720,000

10,000

에콰도르

20,000

1,013,800

139,400

엘살바도르

10,080

533,000

65,000

50,000

372,500

40,000

8,072

500,000

페루

65,000

1,412,000

875,100

우루과이

41,200

1,439,500

31,000

5 27,230

3,060

베네수엘라

1,454,160 10,433,000

500,000

4 151,000

3,000

중남미 전체

4,060,092 27,821,670 2,086,500 2,218 447,120 170,834 1,713,700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81,000 1,221 134,485 105,200

장갑

19

1,000

2,500

201 15,000 13,000
515 16,000

10,000

2,800

야전
병원

32,500

2

2,000

1

81,000
265,000

1,000

120

5,500

500

23 27,705 17,774 1,210,200
5

1

7,000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25 50,100 10,000

니카라과
파나마

60

100

100,000

4

파라과이
20 12,000 12,000

12,000

11,000
8

주: 자료는 2021년 8월 9일 기준.
자료: “Aid from China and the U.S. to Latin America mid the COVID-19 Crisis,” http://www.wilsoncenter.org/
aid-china-and-us-latin-america-amid-covid-19-crisis(검색일: 2021. 8. 9).

이번에는 중국의 대중남미 의료용품 기증 현황을 미국의 대중남미 의료용품
기증 현황과 비교해 보겠다. [표 3-6]은 미국의 대중남미 의료용품 기증 현황을
보여준다. 미국은 중남미 국가에 20만 개 이상의 진단키트, 70만 개 이상의 수
술용 마스크, 7만 개 이상의 N-95 마스크, 3,000개 이상의 인공호흡기를 제공
하였고, 105곳 이상의 야전병원을 설치했다. 대중남미 의료용품 기증에 있어
미국이 중국과 보이는 차이점으로는 먼저 제공한 의료용품의 숫자가 중국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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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압도적으로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의료지원금을 거의 제공하지 않
은 중국과는 달리 미국이 제공한 대중남미 의료지원금은 약 3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었다. 셋째로는 국가별로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은 중
국과는 달리 역내 모든 국가에 의료용품을 기증하거나 의료지원금을 제공했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3-6. 미국의 대중남미 의료용품 기증 현황

진단키트

수술용

N-95

마스크

마스크

인공호흡기

아르헨티나

의료지원금

야전병원

(달러)
3

볼리비아

4,000,000

200

6,000,000

25,000

10,000

1,300

55,600,000

9,000

3,000

8

200

200

183,000

48,850
75

5

14,960,000

212,210

604

258

2

34,000,000

100,000

75,000

5,620

600

과테말라

2,500

28,600

온두라스

11,600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2,000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멕시코

2

40,000,000
11

66

55

4,000

2,100,000
750,000

170,000

파라과이

134,750

116

4,000

페루

23

18,089,000

2

33,026,830

2

5,315,000

105

302,092,530

280
4,000

우루과이

500

2,000

2,770,000

베네수엘라
중남미 전체

26,309,000
8,000,000

니카라과
파나마

5,600,700

30,000,000

210
34,900

1,872,000

13,700,000
288,100

706,460

76,274

3,813

주: 자료는 2021년 8월 9일 기준.
자료: “Aid from China and the U.S. to Latin America mid the COVID-19 Crisis,” http://www.wilsonc
enter.org/aid-china-and-us-latin-america-amid-covid-19-crisis(검색일: 2021. 8. 9).

제3장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

109

[표 3-7]에서는 2021년 8월 9일 기준 역내 국가별 백신 구매 현황을 살펴보겠다.
많은 중남미 국가는 중국으로부터 백신을 대량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
서는 자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거나 생산 파트너 계약을 하는 등 백신 개발 단계
에서부터 생산 단계까지 중국 백신 제조사인 시노팜(Sinopharm), 시노백
(Sinovac), 캔시노(Cansino)와 협력했다. 예를 들면 시노팜의 경우 임상시험 3상
을 페루, 아르헨티나에서 시행했고, 시노백도 임상시험 3상을 칠레, 브라질에서
시행했으며, 캔시노 역시 임상시험 3상을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에서 시행하였
다. 또한 브라질의 부탄탄연구소(Instituto Butantan)에서는 현재 시노백이 생산
되고 있고, 멕시코의 드러그멕스(Drugmex)에서는 캔시노 백신이 포장되고 있다.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중국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여러 차례 공개적
으로 표현한 바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시노백 7,000만 도스 이상을 구매하여
중국 백신이 전체 구매 백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상회한다.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둘째로 많은 양의 중국 백신을 구매한 국가로 중국 백신은 전체 구
매 백신 중 2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멕시코는 2021년 2월
전 세계 최초로 중국의 캔시노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하기도 했다. 중남미 국
가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 칠레와 우루과이에서도 전체
백신 구매량에서 중국 백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0%, 40%가량으로 나타
났다. 한편 2018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 관계를 수립한 도미니카공화
국은 전체 백신의 68%가량이 중국 백신일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앞서 언급했듯 대만과의 수교 관계에 있는 과테말라, 온두
라스, 니카라과, 파라과이는 중국 백신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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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중남미 국가별 백신 구매 현황
(단위: 도스)

양자·다자 채널

COVAX

미확인

전체 구매량

아르헨티나

8,859,735

1,944,000

아스트라제네카

2,588,800

1,944,000

스푸트닉V

3,270,935

3,270,935

3,000,000

3,000,000

22,070,407

32,874,142
4,532,800

모더나
시노팜
미확인

22,070,407

볼리비아

7,274,400

스푸트닉V

1,670,000

얀센

2,008,000

1,429,050

0

22,070,407
8,703,450
1,670,000

1,008,000

3,016,000

화이자

193,050

193,050

코비쉴드

228,000

228,000

시노팜

3,596,400

브라질

154,558,088

9,964,800

61,944,500

9,122,400

71,066,900

842,400

15,424,110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코비쉴드

3,596,400
0

1,801,550
14,581,710

164,522,888

1,801,550

4,000,000

4,000,000

시노백

72,230,328

72,230,328

칠레

18,695,371

489,600

아스트라제네카

204,000

489,600

캔시노

575,908

575,908

화이자

272,000

272,000

시노백

17,643,463

17,698,000

3,276,180

아스트라제네카

408,000

2,066,400

얀센

480,000

화이자

8,837,800

시노백

7,972,200

미확인

26,178,433
693,600

17,643,463

미확인
콜롬비아

6,993,462

6,993,462

6,993,462

5,718,582

26,692,762
2,474,400
480,000

1,209,780

10,047,580

5,718,582

5,71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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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계속
양자·다자 채널
코스타리카
아스트라제네카

COVAX

2,924,865

172,950

408,000

132,000

미확인

전체 구매량
0

3,097,815
540,000

화이자

2,516,865

40,950

도미니카공화국

8,407,670

278,400

아스트라제네카

475,000

278,400

화이자

644,670

644,670

20,000

20,000

코비쉴드
시노백

2,557,815
1,939,319

753,400

7,268,000

7,268,000

미확인
에콰도르

10,625,389

1,939,319

1,939,319

6,779,308

11,764,618

3,850,230

1,135,080

316,000

756,000

1,072,000

화이자

1,034,230

379,080

1,413,310

시노백

2,500,000

아스트라제네카

2,500,000

미확인
엘살바도르
아스트라제네카

4,974,380
204,000

모더나
화이자

250,380

코비쉴드

1,000,000

시노백

3,500,000
300,000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닉V

225,600

429,600

3,000,200

3,000,200

191,880

442,260
20,000

3,500,000
926,400

0

1,226,400
926,400
300,000

363,870

온두라스

스푸트닉V

120,660

3,658,140
445,100

6,000

모더나

•

8,392,060

926,400

아스트라제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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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417,680

300,000

화이자

화이자

6,779,308

20,000

시노팜
과테말라

6,779,308

114,660

0

3,778,800
445,100
6,000

3,000,100

3,000,100

212,940

32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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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계속
양자·다자 채널

COVAX

미확인

멕시코

65,151,200

4,336,740

아스트라제네카

21,716,100

3,304,800

전체 구매량
0

69,487,940
25,020,900

캔시노

8,100,000

8,100,000

스푸트닉V

4,100,000

4,100,000

화이자
코비쉴드
시노백
니카라과

18,365,100

1,031,940

870,000

12,000,000
0

12,000,000
269,400

아스트라제네카

134,400

코비쉴드

135,000

미확인
파나마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닉V
화이자
파라과이

페루

211,020

408,000

448,560
135,000

110,400

0

2,678,038
518,400

40,950

40,950

2,018,068

100,620

204,000

558,240

2,118,688
0

558,240

7,099,100

화이자

4,405,100

시노팜

2,694,000

204,000
1,716,150

1,800,000

4,932,271

13,747,521

888,960

888,960

827,190

5,232,290
2,694,000

미확인

아스트라제네카

762,240
558,240

204,000

아스트라제네카

우루과이

179,160

179,160
2,467,018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닉V

19,397,040

870,000

98,400

4,932,271

4,932,271

2,582,054

4,480,454

98,400

98,400

화이자

50,000

50,000

시노백

1,750,000

1,750,000

미확인
베네수엘라

880,000

스푸트닉V

880,000

0

305,264,717

2,582,054
3,500,000

2,620,000

2,620,000

53,814,563

392,961,510

880,000

미확인
중남미 전체

2,582,054
2,620,000

33,882,230

주: 자료는 2021년 8월 9일 기준.
자료: COVID-19 Vaccine Market Dashboard, http://www.unicef.org/supply/covid-19-vaccine-market-dashboard
(검색일: 2021. 8. 9)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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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표 3-8]에서는 중남미에서 각국이 얼마나 많은 양의 백신을 다
른 국가로부터 기증 형태로 확보하였는지 살펴보겠다. 중남미에서는 칠레와 멕
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기증 형태로 백신을 공급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미국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대중남미 백신 기증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는데, 2021년 8월 9일 기준 중남미 국가에 약 3,100만 도스를 기증 형
태로 공급했다. 한편 중국이 기증 형태로 중남미 국가에 공급한 백신은 100만
도스가 채 되지 않았다. 미국은 칠레,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베네
수엘라를 제외한 모든 역내 국가에 백신을 기증하였고, 특히 콜롬비아에 600만
도스, 역내 대만과의 수교국 중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라과이에 각각 450만
도스, 300만 도스, 200만 도스를 기증한 것이 눈에 띈다. 한편 중국은 볼리비
아,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에 소량의 백신을 기증 형태로 공
급하였다.

표 3-8. 중남미 국가별 백신 기증 수혜 현황
(단위: 도스)

수령국

기증국

기증방법

백신

아르헨티나

미국

양자간

모더나

중국

양자간

시노팜

미국

COVAX

얀센

1,008,000

미국

양자간

얀센

3,000,000

미국

양자간

모더나

3,500,000

미국

양자간

얀센

2,500,000

미국

양자간

화이자

500,000

중국

양자간

시노팜

50,000

인도

양자간

코비쉴드

미국

양자간

화이자

칠레

양자간

시노백

20,000

중국

양자간

시노백

150,000

미국

COVAX

모더나

3,000,200

볼리비아
브라질

기증 완료량
3,500,000
200,000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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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2,000,000

표 3-8. 계속
수령국

백신

기증 완료량

기증국

기증방법

미국

양자간

모더나

인도

양자간

코비쉴드

미국

COVAX

모더나

인도

양자간

코비쉴드

노르웨이

COVAX

아스트라제네카

36,480

미국

양자간

화이자

503,100

미국

양자간

화이자

2,000,000

칠레

양자간

시노백

20,000

페루

미국

양자간

화이자

2,000,000

우루과이

미국

양자간

화이자

500,000

베네수엘라

중국

양자간

시노팜

500,000

과테말라
온두라스

4,500,000
200,000
3,000,100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중남미 전체

200,000

32,917,880

주: 자료는 2021년 8월 9일 기준.
자료: COVID-19 Vaccine Market Dashboard, http://www.unicef.org/supply/covid-19-vaccine-market-dashboard
(검색일: 2021. 8. 9)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나. 아프리카
[표 3-9]는 중국의 아프리카 주요국에 대한 의료용품 기증 현황을 보여준다.
중남미와는 달리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의료용품 기증 수혜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다. 따라서 모잠비크, 세네갈, 수단, 에티오피아,
카메룬에 한정하여 중국 및 해당 국가 정부기관의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 등을
취합하여 국가별 의료용품 지원 현황을 추산하였다. 중국은 이 5개 국가에
2021년 8월 9일 기준 150만 개의 진단키트, 660만 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
300만 개 이상의 마스크, 800개 이상의 인공호흡기, 40만 개 이상의 방호복,
9,500개의 고글, 10만 개 이상의 장갑, 2만 개의 체온계를 기증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이들 5개 국가에 대한 의료용품 지원의 대부분은 에티오피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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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었다. 한편 미국은 이 5개 국가에 의료용품 지원보다는 미국국제개발처
(USAID)를 통한 재정지원을 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표 3-9. 중국의 대아프리카 의료용품 기증 현황

진단키트

수술용
마스크

모잠비크
세네갈

마스크

방호복

고글

장갑

체온계

500,000

600

3,000

6,250

6,500

6,500

2,661,120

892 420,600

100,000 20,000

892 427,700

9,500 109,750 20,000

2,000

수단

인공
호흡기

9,750

800,000

에티오피아

1,500,000

5,877,000

카메룬

10,000

5개국 전체

1,500,000

6,679,000

3,177,370

주: 자료는 2021년 8월 9일 기준.
자료: Ministry of Fi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Xinhua News Agency; ChinaZ; The Ethiopian Press Agency; Ethiopian News Agency; Cameroon
Tribune(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8. 9)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중남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의료용품 지원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기업, 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여주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잭마 재단과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은 에티오피아
를 거점으로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 의료용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
젠그룹(Huajian Group) 역시 에티오피아에 대량의 마스크를 기증했으며, 둥
관시 정부와의 협업으로 추가 의료용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표 3-10]에서는 2021년 8월 9일 기준 역내 국가별 백신 구매 현황을 살펴
보겠다. 먼저 아프리카 국가68) 대부분이 중남미 국가에 비해 백신 확보에 있어
미진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남
아공, 짐바브웨 등 일부 국가가 다른 역내 국가에 비해서는 많은 수의 백신을
확보했지만 인구 대비 백신 확보율은 낮은 편이다. 또한 중남미에서는 많은 국
6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로 한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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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중국으로부터 백신을 대량 구매한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확보한 비교
적 소량의 구매 백신 가운데서도 중국 백신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나
타났다.

표 3-10. 아프리카 국가별 백신 구매 현황
(단위: 도스)

양자·다자 채널

COVAX

미확인

앙골라
스푸트닉V

전체 구매량
3,989,738

40,000

화이자

40,000
100,620

코비쉴드

100,620

1,119,000

미확인

1,119,000
2,730,118

베닌

2,730,118
619,400

얀센

302,400

302,400

코비쉴드

114,000

114,000

시노백

203,000

203,000

보츠와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261,316
100,800

100,800

19,890

미확인

19,890
140,626

부르키나파소

140,626
417,600

아스트라제네카

115,200

115,200

얀센

302,400

302,400

얀센

303,050

303,050

코비쉴드

391,200

391,200

카메룬

694,250

중아공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코비쉴드

436,160
53,760

53,760

302,400

302,400

80,000

80,000

차드
화이자

100,620
100,620

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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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계속
양자·다자 채널

COVAX

미확인

전체 구매량

콩고민주공화국

307,170

코비쉴드

271,000

271,000

미확인

36,170

코트디부아르

36,170
973,420

아스트라제네카

268,800

268,800

화이자

100,620

100,620

코비쉴드

604,000

604,000

지부티

275,200

얀센
코비쉴드
시노백

151,200

151,200

24,000

24,000

100,000

100,000

적도 기니

11,778

미확인

11,778

에스와티니

11,778
340,800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코비쉴드

14,400

14,400

302,400

302,400

24,000

24,000

에티오피아

4,239,350

아스트라제네카

391,200

391,200

얀센

1,664,150

1,664,150

코비쉴드

2,184,000

2,184,000

가봉

3,820

미확인

3,820

감비아

338,400

얀센

302,400

코비쉴드

302,400

36,000

36,000

가나

2,006,393

스푸트닉V

21,000

코비쉴드

2,000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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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393

표 3-10. 계속
양자·다자 채널

COVAX

기니
스푸트닉V

전체 구매량
534,400

40,000

코비쉴드
시노백

미확인

40,000
194,400

300,000

194,400
300,000

기니비사우
코비쉴드

28,800
28,800

케냐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1,274,400
182,400

182,400

1,092,000

1,092,000

레소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코비쉴드

374,400
36,000

36,000

302,400

302,400

36,000

라이베리아
얀센
코비쉴드

28,800

36,000
398,400

302,400

302,400

96,000

96,000

마다가스카르

552,750

얀센

302,750

302,750

코비쉴드

250,000

250,000

말라위

856,350

아스트라제네카

192,000

192,000

얀센

304,350

304,350

코비쉴드

360,000

360,000

말리

447,200

얀센

151,200

151,200

코비쉴드

296,000

296,000

모리타니

477,600

아스트라제네카

105,600

105,600

얀센

302,400

302,400

69,600

69,600

코비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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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계속
양자·다자 채널

COVAX

미확인

모리셔스

1,138,473

아스트라제네카
코백신

전체 구매량

100,800

100,800

200,000

200,000

스푸트닉V

60,000

60,000

코비쉴드

100,000

100,000

미확인

677,673

모잠비크

677,673
794,400

아스트라제네카

108,000

108,000

얀센

302,400

302,400

코비쉴드

384,000

384,000

나미비아

317,200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67,200
250,000

67,200
250,000

니제르

657,600

얀센

302,400

302,400

코비쉴드

355,200

355,200

나이지리아

7,924,080

모더나

4,000,080

4,000,080

코비쉴드

3,924,000

3,924,000

르완다

691,180

아스트라제네카

117,600

117,600

화이자

203,580

203,580

코비쉴드

370,000

370,000

세네갈

1,011,200

아스트라제네카

184,800

184,800

얀센

302,400

302,400

코비쉴드

324,000

324,000

시노팜

200,000

200,000

시에라레온
코비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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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0

표 3-10. 계속
양자·다자 채널

COVAX

미확인

소말리아

전체 구매량
710,400

아스트라제네카

108,000

108,000

얀센

302,400

302,400

코비쉴드

300,000

300,000

남아공
얀센
화이자
코비쉴드

8,458,020
80,000
325,260

80,000
7,052,760

7,378,020

1,000,000

1,000,000

남수단

1,494,700

코비쉴드

60,000

60,000

수단

1,434,700

얀센

606,700

606,700

코비쉴드

828,000

828,000

토고

426,620

화이자

100,620

코비쉴드

326,000

100,620
326,000

우간다

1,325,280

아스트라제네카

461,280

461,280

코비쉴드

864,000

864,000

잠비아

758,400

아스트라제네카

228,000

228,000

얀센

302,400

302,400

코비쉴드

228,000

228,000

짐바브웨

4,844,000

시노팜

644,000

시노백

4,200,000

합계

7,765,260

644,000
4,200,000
38,208,430

4,633,578

104,083,936

주: 자료는 2021년 8월 9일 기준.
자료: COVID-19 Vaccine Market Dashboard, http://www.unicef.org/supply/covid-19-vaccine-market-dashboard
(검색일: 2021. 8. 9)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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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에서는 아프리카 각국이 얼마나 많은 양의 백신을 다른 국가로부
터 기증받았는지 살펴보겠다. 아프리카에서는 기니비사우, 말리, 남수단을 제
외한 모든 국가가 기증 형태로 백신을 공급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9일 기준 중국은 21개의 아프리카 국가에 약 500만 도스 이상의
백신을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남미에 기증 형태로 공급한 백신이
100만 도스가 채 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아프리카에
약 1,800만 도스 이상을 기증의 형태로 공급했는데, 특히 에티오피아, 나이지
리아, 남아공에 각각 약 160만 도스, 400만 도스, 560만 도스를 기증한 것이
눈에 띈다.

표 3-11. 아프리카 국가별 백신 기증 수혜 현황
(단위: 도스)

수령국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기증국

기증방법

백신
시노팜

중국

양자간

포르투갈

양자간

중국

양자간

미국
중국

기증 완료량
200,000
50,000

시노백

100,000

COVAX

얀센

302,400

양자간

시노백

200,000

인도

양자간

코백신

30,000

프랑스

COVAX

아스트라제네카

172,800

미국

COVAX

얀센

302,400

중국

양자간

시노팜

200,000

미국

COVAX

얀센

303,05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미국

COVAX

얀센

302,400

차드

중국

양자간

시노팜

200,000

콩고

중국

양자간

시노팜

100,000

프랑스

COVAX

아스트라제네카

624,000

인도

양자간

코비쉴드

50,000

중국

양자간

시노팜

300,000

미국

COVAX

얀센

165,600

인도

양자간

코비쉴드

50,000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콩고민주공화국

122

•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특성 및 파급효과 비교

표 3-11. 계속
수령국
적도 기니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기증국

기증방법

백신

중국

양자간

시노팜

기증 완료량
200,000

중국

양자간

시노팜

100,000

프랑스

COVAX

아스트라제네카

14,400

인도

양자간

코비쉴드

20,000

미국

COVAX

얀센

302,400

중국

양자간

시노팜

300,000

프랑스

COVAX

아스트라제네카

2,683,200
1,664,150

미국

COVAX

얀센

가봉

중국

양자간

시노팜

100,000

감비아

미국

COVAX

얀센

302,400

가나

인도

양자간

코비쉴드

50,000

중국

양자간

시노팜

200,000

시노팜

200,000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중국

양자간

포르투갈

양자간

덴마크

양자간

아스트라제네카

358,700

프랑스

COVAX

아스트라제네카

1,355,040

인도

양자간

코비쉴드

프랑스

COVAX

아스트라제네카

36,000

미국

COVAX

얀센

302,400

미국

COVAX

얀센

302,400

24,000

100,000

미국

COVAX

얀센

302,750

프랑스

COVAX

아스트라제네카

671,040

인도

양자간

코비쉴드

50,000

중국

양자간

시노팜

50,000

프랑스

COVAX

아스트라제네카

435,840

UAE

양자간

화이자

미국

COVAX

얀센

302,400

중국

양자간

시노팜

100,000

인도

양자간

코비쉴드

100,000

말리

모리타니

모리셔스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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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계속
수령국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시에라레온

기증국

기증방법

백신

중국

양자간

시노팜

기증 완료량
60,000

중국

양자간

시노팜

200,000

프랑스

COVAX

아스트라제네카

499,200

인도

양자간

코비쉴드

100,000

포르투갈

양자간

미국

COVAX

얀센

302,400

중국

양자간

시노백

100,000

인도

양자간

코비쉴드

30,000

중국

양자간

시노팜

400,000

인도

양자간

코비쉴드

25,000

미국

COVAX

얀센

302,400

인도

양자간

코비쉴드

100,000

50,000

미국

COVAX

모더나

프랑스

COVAX

아스트라제네카

4,000,080
117,600

인도

양자간

코비쉴드

50,000

중국

양자간

시노팜

300,000

프랑스

COVAX

아스트라제네카

464,160

인도

양자간

코비쉴드

25,000

미국

COVAX

얀센

302,400

중국

양자간

시노팜

200,000

중국

양자간

시노팜

200,000

프랑스

COVAX

아스트라제네카

449,760

미국

COVAX

화이자

5,660,460

수단

중국

양자간

시노팜

250,000

탄자니아

미국

COVAX

얀센

토고

중국

양자간

시노백

200,000

중국

양자간

시노백

300,000

프랑스

COVAX

아스트라제네카

인도

양자간

코비쉴드

노르웨이

COVAX

아스트라제네카

소말리아
남아공
남수단

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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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450

1,449,600
100,000
1,449,600

표 3-11. 계속
수령국
잠비아
짐바브웨
합계

기증국

기증방법

백신

프랑스

COVAX

아스트라제네카

기증 완료량
467,200

미국

COVAX

얀센

302,400

중국

양자간

시노팜

400,000

인도

양자간

코비쉴드

35,000
34,235,480

주: 자료는 2021년 8월 9일 기준.
자료: COVID-19 Vaccine Market Dashboard, http://www.unicef.org/supply/covid-19-vaccine-market-dashboard
(검색일: 2021. 8. 9)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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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결정요인
및 파급효과

1. 중국의 경제협력 결정요인
2. 대중국 경제협력의 파급효과

이번 장에서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결정요인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각 지역에 미친 파급효과를 정량적 방법을 통해 파악하려 한다. 먼
저 중국이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투자, 차관, 공적개발원조를 투입하는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이 경제협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중남미와 아
프리카에 접근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에
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대중국 수출입 규모와 대외부채 규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역내 경제적 영향력 강화가 지역별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중국의 경제협력 결정요인
가. 분석모형 및 자료
본 절에서는 중남미 18개국과 아프리카 45개국69)에 중국의 대표적 경제협
력 수단인 투자, 차관, 공적개발원조가 유입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앞서, 특정 국가의 경우 중국의 투자, 차관, 공적개발원조가 전혀 유입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남미와 아프리
카 국가 중 대만과의 수교국은 무역을 제외하고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국가들의 경우 중국의 투자, 차관, 공적개
발원조가 0으로 기록되므로, 이 국가들을 분석식에 포함할 경우 중국의 경제협
력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편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자금 유입이 0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해당 관측치를 제
외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중도절단회귀모형인

69)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한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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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빗(Tobit)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 식은 다음과 같다.
ln         ′           

[식 4-1]

[식 4-1]에서 종속변수인 ln   는 중남미 또는 아프리카 국가의 투자, 차
관, 공적개발원조 유입 규모의 자연로그 형태이며, 중국의 자금 유입 규모가 0
보다 클 때에만 집계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or    
 for   ≤ 

1단계에서   값에 따라 중도절단된 자료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회귀분
석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본 절에서의 종속변수인 투자, 차관, 공적개발원조
에 대한 자료의 연도 범위(coverage)는 각각 2005~19년, 2000~19년,70)
2000~14년이다. 한편 독립변수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는
중국과의 협력여건을 나타내는 변수라고 할 수 있는 GDP의 자연로그, 1인당
GDP의 자연로그, 천연자원 지대(natural resource rents), 내륙국 여부, 국
가 취약성 지수(State Fragility Index)이다.   는 중국의 해당 국가에 대한 지
정학적 관심을 나타내는 동반자 관계 존재 여부71)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
함하고 있다(표 4-1 참고). 연도 고정효과는  로 표현된다.

70) 중남미 지역에 대한 중국의 차관 자료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만 유효하다.
71) 동반자 관계의 수준별 상이성이 모호하고, 중국정부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떤 형
태로든 동반자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더미 변수에서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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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주요 변수 설명
변수

설명

자료

GDP

국별 총 GDP 규모

Penn World Table 10.0

1인당 GDP

1인당 연간 실질 GDP

Penn World Table 10.0

천연자원지대

GDP 대비 천연자원 지대 비중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내륙국

내륙국 더미

국가 취약성

각국에 대한 취약성 지수
연도별로 각국이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건략적 동
반자 관계 중 하나가 존재할 경우 1,
그렇지 안을 경우 0

중국의 투자 유입

각국에 대한 중국의 연간 투자 규모

Polity IV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
(https://www.fmprc.gov.cn),
Zhongping and Jing(2014),
Li and Ye(2019)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AEI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China’s Overseas

중국의 차관 유입

각국에 대한 중국의 차관 규모

Development Finance
Chinese Loans to Africa
Database
AidData’s Global Chinese

중국의 공적개발원조 유입

각국에 대한 중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 Official Finance Dataset
2000-2014

나. 분석 결과
[표 4-2]와 [표 4-3]은 각각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중국의 투자, 차
관, 공적개발원조 유입 규모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각 표의
(1)~(3)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각국의 상황과 협력여건을 포함한 분석 결과이
며 (4)~(6)항은 중국의 해당 국가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을 나타내는 동반자 관
계 더미변수를 추가적으로 포함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중남미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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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내륙 국가는 볼리비아가 유일하므로 내륙국 더미는 회귀식에 추가하지 않
았다. 또한 대만과의 수교 관계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도 회귀식에 추가하
지 않았는데, 이는 대만과의 수교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사실상 전
무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 차관, 공적개발원조 유입 규모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
석 결과는 [표 4-2]와 같이 나타난다. 첫째, (1)~(3)항을 보면 GDP 규모와 중
국의 투자 및 차관 규모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가 1% 높아질 경우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와 차관 규모는 각각 약 1.06%
와 약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 수립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추가하면 경제 규모는 투자의 경우에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공적개발원조의 유입 규모는
국가 경제 규모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천연자원 부존도가 높을수록 중국의 투자, 차관, 공적개발원조 유입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관측된다. 특히 차관 규모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
다. (1)~(3)항을 보면 GDP에서 천연자원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1% 높아질수
록 중국의 투자 규모가 약 0.06%, 차관 규모가 약 0.10%, 공적개발원조 규모
가 약 0.01%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남미는 크게 천연자원 부존도가 높은
남미 국가와 천연자원 부존도가 낮은 중미 국가로 나눌 수 있다(그림 4-1 참
고). 앞서 기술하였듯이 중국은 남미에서도 천연자원 부존도가 높은 국가 위주
로 경제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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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중국의 대중남미 경제협력 규모 결정요인

ln(GDP)
ln(1인당 GDP)
천연자원지대
국가 취약성

(1)

(2)

(3)

(4)

(5)

(6)

투자 규모

차관 규모

ODA 규모

투자 규모

차관 규모

ODA 규모

(2005~19)

(2008~19)

(2000~14)

(2005~19)

(2008~19)

(2000~14)

1.062***

0.450***

-0.037

0.718***

0.187

0.001

(0.143)

(0.142)

(0.029)

(0.184)

(0.183)

(0.043)

-0.765

0.099

-0.009

-0.550

0.265

-0.047

(0.481)

(0.476)

(0.103)

(0.479)

(0.477)

(0.107)

0.057*

0.104***

0.012*

0.007

0.066*

0.015**

(0.035)

(0.034)

(0.006)

(0.038)

(0.038)

(0.007)

-0.057

0.099

-0.003

0.038

0.171**

-0.010

(0.067)

(0.066)

(0.012)

(0.013)

동반자 관계
상수
연도 더미
관측치
Pseudo R2

(0.073)

(0.073)

1.488***

1.140**

-0.146

(0.507)

(0.505)

(0.120)

-4.639

-7.571*

0.928

-3.489

-6.690*

0.529

(3.998)

(3.958)

(1.407)

(3.954)

(3.940)

(0.828)

Yes

Yes

Yes

Yes

Yes

Yes

265

265

270

265

265

270

0.068

0.048

0.113

0.075

0.052

0.117

주: *** p<0.01, ** p<0.05, * p<0.1

셋째, (4)~(6)항을 보면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서 다른 국가
에 비해 중국의 투자와 차관 규모가 큰 경향이 나타난다. 해당 국가에 대한 중
국의 지정학적 관심을 투영한다고 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
우 중국으로부터 더 큰 규모의 투자와 차관이 유입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경
제협력을 중남미에서 자국의 역내 지정학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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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중남미 국가별 GDP 대비 천연자원지대
(단위: %)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wdi.worldbank.org(검색일: 2021. 5. 12).

마지막으로 (5)항에서는 국가 취약성이 높을수록 차관 형태의 자금 유입 규
모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분적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국
가 취약성이 높은 편인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에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차관이 집중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국가들은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World Bank, IDB 등 미국 주도의 다자개발
은행에서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내정불
간섭의 원칙에 따라 수원국의 내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중국이 이들 국가에
서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중국의 투자, 차관, 공적개발원조 구모 결정요인에 대
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표 4-3 참고). 여기에서도 대만과의 수

제4장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결정요인 및 파급효과

•

133

교 관계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는 회귀식에 추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만
과의 수교국이 아프리카에서는 에스와티니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1)~(3)항을 보면 먼저 GDP 규모와 중국의 투자, 차관, 공적개발원조 유입
규모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가 1% 커질수록 투자,
차관,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각각 약 0.51%, 0.69%, 0.35% 커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큰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선호하는
것이다. 반면 1인당 GDP가 1% 커지면 투자와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약 0.35%,
0.62%만큼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천연자원 부존도가 높을수록 중국의 자금 유입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관측된다. GDP에서 천연자원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1% 높아질 때 중국의 대
아프리카 투자, 차관,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각각 0.02%, 0.03%, 0.02% 커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프리카 각국의 GDP
대비 천연자원지대 비중에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중국이 천연자원 부
존도가 높은 국가를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중국의
경제협력에 있어 천연자원 확보라는 목표는 아프리카에서보다는 중남미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프리카에서는 내륙 국가의 경우 중국의 자금 유입 규모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내륙국보다는 해안국과의 경제협력을 선호하는 것이
다. 중국의 해안국과의 경제협력 선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중
국의 해양 실크로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아시아를 넘어 아프
리카까지의 해양 실크로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동
남부 해안 국가인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과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전개하
고 있으며, 해양 광케이블 건설 사업 지원, 지부티 군사기지 건설 등 다양한 프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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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규모 결정요인

ln(GDP)

(1)

(2)

(3)

(4)

(5)

(6)

투자 규모

차관 규모

ODA 규모

투자 규모

차관 규모

ODA 규모

(2005~19)

(2000~19)

(2000~14)

(2005~19)

(2000~19)

(2000~14)

0.512***

0.692***

0.351***

0.455***

0.794***

0.408***

(0.073)

(0.066)

(0.063)

(0.083)

(0.072)

(0.073)

-0.346**

0.205

-0.615***

-0.377***

0.297**

-0.618***

(0.140)

(0.129)

(0.131)

(0.143)

(0.130)

(0.130)

천연자원

0.018*

0.029***

0.016**

0.018*

0.029***

0.017**

지대

(0.009)

(0.008)

(0.007)

(0.009)

(0.008)

(0.007)

-0.357*

-0.327*

-0.123

-0.303

-0.428**

-0.100

ln(1인당
GDP)

내륙국

(0.190)

(0.167)

(0.157)

(0.193)

(0.167)

(0.157)

국가

-0.010

0.037

-0.085***

-0.014

0.048**

-0.084***

취약성

(0.027)

(0.024)

(0.024)

(0.027)

(0.024)

(0.024)

동반자

-0.016

0.475

-0.537

관계

(0.529)

(0.501)

(0.344)

상수

-2.385*

-8.573***

3.187**

-1.554

-10.313***

2.625**
(1.327)

(1.335)

(1.265)

(1.280)

(1.402)

(1.305)

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관측치

629

834

624

629

834

624

0.031

0.068

0.032

0.032

0.074

0.048

Pseudo R2

주: *** p<0.01, ** p<0.05, * p<0.1.

넷째, (4)~(6)항의 결과는 아프리카에서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 수립은 경제
협력 규모와 무관함을 보여준다. 즉 해당 국가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관심을
투영한다고 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가 수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남
미에서와 같이 중국과의 더 큰 규모의 경제협력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이 중남미에서는 경제협력을 자국의 역내 지정학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에서는 비슷한 경향이 관측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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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아프리카 국가별 GDP 대비 천연자원지대
(단위: %)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wdi.worldbank.org(검색일: 2021. 5. 12).

2. 대중국 경제협력의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및 자료
이번 절에서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이 각국의 대중국 수출입
과 대외부채 규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Arellano and Bond(1991)가
제안한 국가고정 효과(country-fixed effects)가 포함된 동적 패널모형
(dynamic panel model)을 사용하고자 한다(식 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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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2]

[식 4-2]에서    는 번째 국가의 년도의 대중국 수입, 대중국 수출, 총 양
자 대외부채이며,      은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로   년도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와 총 양자 대외부채 규모를 의미한다.    는 번째 국가의 년도의 독립
변수 벡터이다. 독립변수는 중국이 각국에 제공한 차관, 투자, 공적개발원조 규
모를 나타내는 변수와 천연자원지대, 국가 취약성 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는   년도의 독립변수이다.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의 조사시기
가 상이하기 때문에 결측치를 제외한 중국의 각국에 대한 투자, 차관, 공적개발
원조와 각국의 대중국 수출입, 총 양자 대외부채 자료는 2005~14년 사이 10
년 치 자료만 존재한다.
한편 종속변수와 주요 독립변수인 자금 유입(투자, 차관, 공적개발원조) 규
모는 로그항이며, 이에 따라 계수인 는 독립변수가 1% 변할 때 종속변수의
변화율이 몇 %인지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 고정효과는  로 표현되며    는
  인 오차항을 나타낸다.
[식 4-2] 에서 의 계수는 중국의 자금 유입 규모의 연간 변화가 대중국 수출
입 및 총 양자 대외부채(total bilateral external debt) 규모의 연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즉 중국의 자금 유입 정도(level)가 장기적 측면에서
대중국 수출입 및 대외부채 규모에 미치는 효과는  계수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즉 년과   년도 사이의 단기적 효과에 대한 추정은  계수로 분석
이 가능하나 기존에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컸거나 채무 규모가 이미 충분히 컸
던 국가에 해외자금 유입이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식 4-2]가 충분
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절에서의 종속변수이자 설명변수인 대중국 수입, 대중국 수출, 총 양자 대
외부채, 총 대중국 부채, 총 대외부채 대비 중국의 비중과 독립변수인 천연자원
지대, 국가 취약성 지수에 대한 설명은 [표 4-4]에 제공되어 있다.

제4장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결정요인 및 파급효과

•

137

표 4-4. 주요 변수 설명
변수

설명

천연자원지대

GDP 대비 천연자원 지대 비중

국가 취약성

각국에 대한 취약성 지수

중국의 투자 유입

각국에 대한 중국의 연간 투자 규모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Polity IV
AEI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China’s Overseas

중국의 차관 유입

각국에 대한 중국의 차관 규모

Development Finance
Chinese Loans to Africa
Databas
AidData’s Global Chinese

중국의 공적개발원조 유입

각국에 대한 중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

Official Finance Dataset

대중국 수입

각국의 대중국 총 수입

UN Comtrade

대중국 수출

각국의 대중국 총 수출

UN Comtrade

대외부채

각국의 총 양자 대외부채

2000-2014

대중국 부채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국의 총 대중국 부채

Horn, Reinhart, and

각국의 총 대외부채 대비 중국의 비중

Trebesch(2019)

나. 분석 결과
[표 4-5]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중국의 자금 유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항에서 중남미 국가의 대중국 수입 규모는 전년도의 중국 차관 유입 규모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중국으로부터 차관이 1% 더 유입되
면 당해 연도 대중국 수입 규모는 약 0.02% 커지는 것인데, 중국산 상품의 수
입이 차관의 도입과 함께 이뤄졌을 확률이 높다. 또한 당해 연도 중국의 투자
규모의 증가는 중남미 국가의 대중국 수입 규모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관측된
다. 중국으로부터 투자 유입이 1% 증가할수록 같은 연도의 대중국 수입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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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커지는 것인데, 중남미에 진출해 있는 중국기업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수요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어떤 종류의 상품에서 대중국 수입 규모
의 변화가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항에서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입 규모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중국으로부
터의 투자와 차관 유입 규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전년도에
제공한 투자와 차관 규모가 1% 증가하면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입은 각각 약
0.02%, 0.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이 당해 연도 제공한 투자
와 차관 규모가 1% 증가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입은 약 0.02%
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으로 인해 중국의 자금이 아
프리카에 유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 규모도 덩달아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남미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중국산 소비재의 수입이 증
가했다기보다는 아프리카 국가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이 아프리카 현지보다는
중국에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상품을 조달하는 것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
다. 특히 투자보다는 차관 규모의 증가에 따라 중국산 상품의 수입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이 차관을 제공하면서 중국 제품의
구입을 유도했을 수 있다. 한편 공적개발원조의 유입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
가의 대중국 수입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항과 (5)항에서 볼 수 있듯,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자금 유
입이 대중국 수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3
장에서 기술하였듯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천연자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장에서의 분석 결
과는 중국의 자금 유입은 단기적으로는 중남미 및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 규
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들이 중국의 대개발도상국 경제협력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부분은 중국의 경제협력이 수원국의 대외부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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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차관과 원조 사업의 경우 수원국이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구속력이 강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따라 본 절에
서는 중국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한 자금이 각국의 총 양자 대외부
채 규모의 증가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3)
항과 (6)항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자금 유입에 따른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의 총 양자 대외부채 규모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유의성이 약하긴 하나 전년도 중국으
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유입은 아프리카 국가의 총 양자 대외부채 규모의 감소
를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개발원조 규모의 증가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들의 대외부채 감소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전년도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1% 커질수록 당해 연도 대외부채 부채 규모는 약 0.0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의 공적개발원조 자금 일부가
이 국가들의 부채 탕감에 사용되었을 가능성과 중국이 애초에 부채 규모가 작은
국가에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했을 가능성이다. 앙골라,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등 절대적인 대외부채 규모가 큰 국가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내에서 경제선도국
이라 할 수 있으며, 부채 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가 대부분이
다. 중국이 소득 수준과 절대적인 부채 규모 역시 낮은 국가에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공적개발원조를 더 지원받았을 가
능성이 있다. 이러한 역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의 형성에 대해서는 그랜저
인과성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등을 사용한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추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취약성 지수가 높을수록 대외부채 규모가 작아
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아프리카 국가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낮
은 국가신용도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의 금융지원 유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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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중남미 국가의 대중국 부채
(단위: 10억 달러)

자료: Horn, Reinhart, and Trebesch(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마지막으로 Horn, Reinhart, and Trebesch(2019)가 제공하는 국가별 대
중국 부채 자료를 참고하여 중남미 11개국72)과 아프리카 38개국73)을 대상으
로 중국의 자금 유입이 각국의 대중국 부채 및 GDP 대비 대중국 부채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의 대중국 부채는 규모면에
서나 GDP 대비 비중 측면에서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그림 4-3~4-6
참고).

72)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 베네
수엘라.
73)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공화국, 코트
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기니, 케냐, 레소토, 라이베
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
갈, 시에라리온, 남아공,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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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아프리카 국가의 대중국 부채
(단위: 10억 달러)

자료: Horn, Reinhart, and Trebesch(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그림 4-5. 중남미 국가의 GDP 대비 대중국 부채 비중
(단위: %)

자료: Horn, Reinhart, and Trebesch(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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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아프리카 국가의 GDP 대비 대중국 부채 비중
(단위: %)

자료: Horn, Reinhart, and Trebesch(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표 4-6]의 (1)항과 (3)항은 각국의 대중국 부채 규모를 로그화한 값을 종속
변수로 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2)항과 (4)항은 각국의 총 GDP 대비 대중국
부채 비중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이다. 먼저 중남미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입과 공적개발원조 유입이 GDP 대비 대중국 부채 비중 증가에 기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전년도 대중남미 투자와 당해 연도 공적개발
원조를 각각 1% 늘릴 경우, 중남미 국가의 GDP 대비 대중국 부채 비중이 각각
0.07%와 0.26%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GDP 대비 천연자원지대가 1% 높
아질수록 대중국 부채가 0.18% 낮아지며, GDP 대비 대중국 부채 비중 역시
0.1%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 천연자원 부국은 중국과의 차관 협의 시에 석
유 또는 자원 개발과 연관된(Oil-backed loans/Resource-backed loans)
형태로 차관을 제공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차관을 갚을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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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없으나 부존자원의 미래가치를 고려했을 때 천연자원 채굴을 통해 채무
를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74) 중국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상대국의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커지면 석유 또는 자원 개발이 연관된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자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천연자원 부존도가 높을수록 대중국 부채
규모와 GDP 대비 대중국 부채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아프리카에서는 당해 연도 차관 규모가 1% 높아질수록 대중국 부채 규모와
GDP 대비 대중국 부채 비중이 각각 0.18%와 0.6% 만큼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
되었다. 한편 당해 연도 중국의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1% 높아지면
아프리카 국가의 대중국 채무 규모 역시 약 0.0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남미에서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어떠한 경로로 GDP 대비 대
중국 채무 비중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며, 이에 대
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에서 중국이 공여하는 공적개발원조의 유입이 역내 국가의 대중국 부채 규모나
GDP 대비 대중국 부채 비중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에도 해당된다.
중국의 공적개발원조가 OECD DAC 국가가 공여하는 공적개발원조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점을 고려하여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공
적개발원조가 어떠한 목적하에 실시되어왔는지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74) Mihalyi, Adam, and Hwang(2020),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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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차관 규모)

ln(투자 규모)

ln(공적개발원조 규모)[t-1]

ln(차관 규모)[t-1]

ln(투자 규모)[t-1]

ln(대외부채)[t-1]

ln(대중국 수출)[t-1]

ln(대중국 수입)[t-1]

-0.005

(0.011)

(0.007)
0.004

0.005

0.018**

-0.018
(0.019)

0.029
(0.024)

0.022
(0.013)

(0.005)

(0.010)

(0.004)
0.019***

0.003

-0.003

0.041

(0.032)

-0.013

(0.048)

0.024

(0.021)

0.032

(0.030)

0.019**

(0.008)

0.017**

(0.011)

0.008

(0.006)

0.033***

(0.007)

0.010

(0.010)

0.014

(0.018)

-0.006

(0.016)

0.027

(0.021)

0.031

0.026

(0.023)

0.031

(0.020)

-0.051**

(0.026)

0.028

(0.026)

-0.018

(0.067)
0.016**

(0.112)
0.005

0.479***

(0.073)

ln(대외부채)

(6)

0.334***

0.625***

(0.064)

ln(대중국 수출)

(5)

아프리카

0.664***

(0.049)

ln(대중국 수입)
0.638***

ln(대외부채)

(4)

(0.035)

ln(대중국 수출)

ln(대중국 수입)

(3)

0.757***

(2)

(1)

중남미

표 4-5. 중국 자금 유입의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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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국가 수

162
18

0.649

주: 1) 분석 결과는 2006~14년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2011년에 독립한 수단은 4개년 자료만 포함됨.
2) *** p<0.01, ** p<0.05, * p<0.1.

162
0.843

관측치

Yes

(0.634)

(0.334)
Yes

3.004***

(0.043)

1.951***

-0.139***

-0.028

(0.015)

(0.006)
(0.019)

0.024

(0.020)

0.032***

(0.010)

(0.015)

(0.011)
-0.025

ln(대중국 수출)

ln(대중국 수입)
-0.083***

(2)

중남미
(1)

국가 더미

상수

국가 취약성

천연자원지대

ln(공적개발원조 규모)

표 4-5. 계속

0.743
44

15

390

Yes

(0.602)

2.830***

(0.023)

-0.051**

(0.008)

-0.002

(0.007)

0.001

(0.007)

ln(대중국 수입)

(4)

0.188

135

Yes

(0.536)

2.466***

(0.045)

0.038

(0.024)

-0.021

(0.077)

-0.051

(0.049)

ln(대외부채)

(3)

44

0.550

390

Yes

(0.924)

3.080***

(0.056)

-0.099

(0.009)

0.014

(0.016)

-0.021

(0.015)

ln(대중국 수출)

(5)

아프리카

41

0.262

369

Yes

(0.575)

2.479***

(0.037)

-0.077**

(0.014)

-0.002

(0.028)

0.006

(0.027)

ln(대외부채)

(6)

표 4-6. 중국 자금 유입이 대중국 부채에 미치는 영향
(1)
ln(대중국
부채)

(2)
GDP 대비
대중국 부채
비중 (%)

(3)
ln(대중국
부채)

중남미
ln(대중국 부채)[t-1]

ln(차관 규모)[t-1]
ln(공적개발원조 규모)[t-1]
ln(투자 규모)
ln(차관 규모)
ln(공적개발원조 규모)
천연자원지대
국가 취약성
상수

GDP 대비
대중국 부채
비중(%)

아프리카

0.349***

0.531***

(0.105)

(0.043)
0.937***

GDP 대비 대중국 부채 비중 [t-1]
ln(투자 규모I)[t-1]

(4)

0.738***

(0.076)

(0.051)

0.007

0.072*

-0.017

0.153

(0.058)

(0.040)

(0.022)

(0.094)

0.024

-0.033

0.009

0.074

(0.067)

(0.052)

(0.024)

(0.099)

0.136

0.079

0.036

0.022

(0.224)

(0.154)

(0.025)

(0.108)

-0.009

0.061

0.032

0.034

(0.062)

(0.043)

(0.021)

(0.088)

0.061

0.072

0.181***

0.602***

(0.064)

(0.045)

(0.022)

(0.096)

0.209

0.261*

0.052**

0.066

(0.221)

(0.152)

(0.024)

(0.105)

-0.184**

-0.110**

0.004

0.010

(0.075)

(0.052)

(0.012)

(0.050)

-0.226

-0.065

0.041

-0.030

(0.205)

(0.141)

(0.041)

(0.175)

3.779***

0.451

1.240

-2.625

(1.079)

(0.684)

(0.907)

(3.884)

국가 더미

yes

yes

yes

yes

관측치

99

99

360

360

0.891

0.934

0.908

0.785

R2

주: 1) 분석 결과는 2006~14년 자료를 바탕으로 함.
2) *** p<0.01, ** p<0.05, * p<0.1.

제4장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결정요인 및 파급효과

•

147

제5장
한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에 대한 시사점

1. 결론
2. 한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에 대한
시사점

1. 결론
이번 장에서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어떻게 달라져왔으며,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와 국내외적 요인에 따라 중국의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 전략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 살펴보았다.
마오쩌둥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은 국제사회가 ‘혁명과 전쟁’의 시대에 놓여
있으며,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설계되었다. 특히 중국은 대약진운동
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실상 외국과의 교류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영
향력 아래에 있던 중남미와의 교류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아프리카
의 사회주의 국가에 한정하여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중국
이 1960~70년대에 대외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니
었다. 마오쩌둥은 집권 기간에 제3세계의 일원으로서 제3세계 국가와의 연대
를 통해 중국의 국제적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으며, 중국의 대외
정책은 아직까지도 이 ‘제3세계론’을 상당 부분 따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덩샤오핑이 실권을 쥐면서 대대적인 경제개혁이 실시되자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덩샤오핑은 ‘혁명과 전쟁’으로 대표되는 마오
쩌둥의 대외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평화와 발전’이라는 새로운 대외정책 기조
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는 개혁·개방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발전
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하지만 덩샤오핑 집권 시기의 중국이 마오
쩌둥이 주창한 ‘제3세계론’을 폐기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오히려 덩샤오핑
은 이를 계승하여 대개발도상국 외교와 남남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덩샤오핑 집권 시기에도 중남미와 아프리카는 중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요원해 보였던 중국·중남미 및 중국·아프리카 관계의 개선은 1990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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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이 중국의 주석으로는 최초로 중남미 5개국을 방문하고, 장쩌민이 1996년
아프리카 6개국을 순방하며 본격화되었다. 장쩌민 집권 시기의 중국이 이른바
‘선린외교’ 노선을 통해 강대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장쩌민 집권 시기 후반부터 중국은 기
업의 세계화를 장려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2001년 중국의 WTO 회원가입이
완료됨에 따라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세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한 때는 후진타오
집권 시기이다. 중국경제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중국의 대외정책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역외외교가 본
격화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이 시기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외교적
성공을 기반으로 중남미 및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규모 2위를 달성하게 되자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적극성과 자신감은 더욱 두
드러졌다. 특히 중국의 이러한 적극성은 2013년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에서 더
욱 커졌다. 시진핑의 중국은 기존의 대외전략에서 ‘평화적 발전’이라는 가치와
‘핵심이익 수호’라는 새로운 가치를 함께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외전략
기조 변화에 따라 이제 중국은 기존의 국제규범 및 기구에 참여하여 자국의 외
교적 이익을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국제규범과 국제기구를 제시·창
설하여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냉전시대 마오쩌둥은 국제 규범 및 질서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냉
전 종식 후 덩샤오핑 체제의 출범부터 중국은 자국의 안정적 경제발전을 담보
하고 서방세계의 선진국으로부터의 견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구 주도의 국제
규범 및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증대되
고 강대국으로서 부상하고자 하는 시진핑 지도부의 의지에 따라 이제 중국은
새로운 국제 규범 및 질서를 창안하여 서구 주도의 기존 질서에 대한 대안을 적
극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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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국과의 협력이 이러한 구상을 현실화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의 대외정책 목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국책사업으로는 2013년 제시
된 일대일로를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의 제시는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개발도상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에 부합하
는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해온 시진핑 체제에서 ‘제3세계론’과 남남협력을
계승하는 대개발도상국 협력은 대외정책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술한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중국·중남미 및 중국·아프리
카 관계도 변화해왔다.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협력관계 역시 중화인민공
화국의 건립과 함께 시작되어 덩샤오핑의 등장과 함께 실시된 중국의 개혁·개
방 정책, WTO 가입, 시진핑 주석의 등장 등 중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변화를 겪어왔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같은 제3세계에 속한 개발도상국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서 남남협력이라는 틀을 통해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접근해 왔다. 2000년대 후
반까지 중국·중남미 관계는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중국은 중남
미가 미국에게 지정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뒷마당(backyard)’이라는 점을
의식해 미국의 역내 패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
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하지만 2008년 미주개발은행 공여국 가입과 중남미 지
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최초의 정책문서 발간은 중국의 중남미에 대한 외교적·
제도적 접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미국이 중
국의 역내 활동을 본격적으로 의식하게 된 것 역시 이때부터로 보인다. 특히
2015년 중국·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 포럼의 설립은 중국·중남미 관계
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대일로 전략을 중남미 지역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많은 중남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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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적극적인 호응을 보였다. 2018년에 개최된 제2차 중국·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 포럼에서 중국과 중남미 간 해양실크로드 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
가 시작되는 등 중남미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편입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아프리카 관계는 경제 영역에서 먼저 관계가 증진되고 이후 외교적·제
도적 협력이 이루어진 중국·중남미 관계와는 달리 경제 영역과 외교적·제도적
영역에서 동시에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의 개최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중
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매 3년마다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는
채무 탕감, 인적교류, 인력 양성, 농업개발 지원, 보건의료 강화 등 중국·아프
리카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협력방안이 논의되어왔다. 특히 2006년 열린 제3
차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계기로 중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 규모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18년 중국에서 개최된 제7차 중국·아프리
카 협력 포럼은 아프리카 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본격화된 가운데 대
만의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아프리카 53개국이 참여하고 그중에 국가
원수만 4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단편적
으로 보여준 행사였다.
제3장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진 중국과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
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양측의 무역,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투
자, 개발금융 및 공적개발원조, 양측간 인적교류의 현황과 특징을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중국의 대중
남미·아프리카 협력 현황 분석을 제공하였다.
2000년까지 중남미의 수출입에 있어 중국의 비중은 미미하였다. 하지만
2001년을 기점으로 중남미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
어왔으며, 2020년 기준 중남미 총 수입 및 총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각각 약
20%와 13%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이 중남미에서 수입하는 대표적인 광물자
원은 석유, 구리, 철광석, 납광석, 아연 등으로 이들의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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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투자 규모는 2005~20년
연평균 약 90억 달러 수준으로, 역내 주요 투자국에 비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증가세는 201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이어져왔다. 중국의 역내 투자는 주로 정
부 소유 공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너지와 광물자원 부문에 집중
되었다. 이는 주로 현지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중남미 금융지원 규모는 2010년대 초반부터 눈에 띄게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08~19년 연평균 약 117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중남미
에 대한 차관 제공은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이에 반해 중국의 대중남미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쿠바를 제외할
경우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인적교류 측면에서는 중남미 내 중국인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나,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으로 유
입되는 유학생 인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무역에 있어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점차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2019년 기준 아프리카 국가의
대중국 수입 및 수출 의존도는 각각 18%와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기준 아프리카 국가의 총수입과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3%, 1.3%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아프리카 내 영향력은 눈에 띄
게 확대된 것이다. 특히 중국의 대아프리카 자원 수입은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
가해왔으며, 각 품목별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석유, 알루미늄, 코발트, 다이아몬드 등 주요 광물자원에 있어 아프리카
국가의 총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투자는 지난 20여 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5~20년
연평균 약 7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으며, 주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에 집
중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사하라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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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투자 역시 국영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금융지원은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어 2008~19년
연평균 107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차관은 중남미에서와
는 달리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 고르게 배분되어온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중국의 공적개발원조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사회 분야보다는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
며, 특히 인프라에 대한 원조 규모가 컸다.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의 인적교
류는 중남미 국가에 비하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아프
리카 국가를 포함한 아프리카 54개국에 유입된 중국인은 10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중국의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 증가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
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의료용품 지원 및 백신 공급을 통해 공세적인 보건
외교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대중남미 코로나19 보건의료 협력은 중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
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에 대한 의료
용품 지원은 중국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기업, 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여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한편 중국은
미국에 비해 훨씬 더 방대한 양의 의료용품을 중남미 국가에 기증했으며, 미국
과는 달리 의료지원금은 거의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내 국가별 백
신 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많은 중남미 국가가 중국으로부터 백신을 대량 구매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거나 생산 파
트너 계약을 하는 등 백신 개발 단계에서부터 생산 단계까지 중국 백신 제조사
와 협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중국이 기증 형태로 중남미 국가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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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백신은 100만 도스가 채 되지 않았다.
중남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의료용품 지원 역시
다양한 공여주체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남미에서는 많은
국가가 중국으로부터 백신을 대량 구매한 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가
확보한 비교적 소량의 구매 백신 가운데서도 중국 백신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
이었다. 한편 중국은 21개의 아프리카 국가에 약 500만 도스 이상의 백신을 기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남미에 기증의 형태로 공급한 백신이 100만 도
스가 채 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결정요인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각 지역에 미친 파급효과를 정량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중국
의 대중남미 투자, 차관, 공적개발원조 유입 규모의 결정요인을 토빗 모형을 활
용해 분석한 결과,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천연자원 부존도가 높은 중남미 국
가와의 경제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과 어느
형태로든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역내 국가에 비해 중
국의 경제협력 규모가 큰 경향이 있었다. 한편 대만과의 수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국가는 중국의 경제협력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남미에서
중국은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이라는 역내
패권국의 존재와 일국양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큰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중국이 천연자원 부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국가를 경제협력 파트
너로서 선호하는 경향이 관측되기는 했으나, 중국의 경제협력에 있어 천연자원
확보라는 목표는 아프리카에서보다는 중남미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내륙국보다는 해안국과의 경제협력을 선호하는 것
이 드러났는데, 이는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서는 중남미에서와 달리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 수립 여
부가 중국이 실시하는 경제협력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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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중남미와는 달리 아프리카에는 명확한 패권국이 존재하지 않고, 에스
와티니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중국과 수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나타난 중국의 자금 유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동적 패널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중남미 국가와 아프리카 국
가 모두 대중국 수입 규모가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 규모의 영향을 일부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자금 유입이 대중
국 수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중남미 11개
국과 아프리카 40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의 자금 유입이 각국의 대중국 부채 규
모와 GDP 대비 대중국 부채 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이 국가들의 대중국 부채 규모 또는 GDP 대비 대
중국 부채 비중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관측되었다.

2. 한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에 대한 시사점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보여온 적극성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서 남남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간의 연대를 강화한다
는 수사와 함께 무역, 투자, 개발금융, 공적개발원조, 인적교류 등 다양한 영역
에서 자국의 역내 영향력을 높여왔다. 이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
은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대중남미·아프리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의 주요 협력 파트너이며, 이러한 상황
에서 한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협력 전략 수립에 있어 중국이 매우 중요한 변
수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 수립과 보다 넓게는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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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발도상국 정책방향 파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
로 활용가치가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변수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
국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차별되는 목표와 전략적 수
단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명확해졌다. 특히 중국이 역내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경
제협력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전개하고 있는 중국의 무
역, 투자, 차관, 공적개발원조, 인적교류 영역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의 경우 최근 연이어 좌파정부가 탄생하며 2000년대 초반부터 2010
년대 초반까지 관측되었던 핑크 타이드(pink tide)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역내 좌파정부의 확산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대중남미 협력 여건은 더욱 향상될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이 더욱 공세적으로
중남미에 접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프리카의 경우 중남미와 달리 역
내 확실한 패권국이 부재하고 권위주의 정권이 많아 중국이 다양한 협력 사업
을 전개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아
프리카에서 중국의 협력 활동은 더욱 공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협력 전개 양상을 추적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각 지역에 대한 정책문서를 발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 포럼과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이
라는 강력한 제도적 협력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협력 포럼(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과 한·아프리카 포럼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프레임워크를 갖추
고 있으나, 이러한 협력 채널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역내 경제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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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적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및 사무소 한국 유치는 환영할 만
한 일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존재하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채널
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협력 채널 역시 마련하여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협력
수준을 격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력을 지렛대로 한 중국의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확대
가 가용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 수립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협력정책 수립 시 우리나라의 역내
비교우위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중남미 경제협력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만 수교국은 경제협력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으며, 차관의 경우 규모는 크지만 경제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공적
개발원조와 인적교류는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대중남미 개발금융
및 공적개발원조 사업 계획 수립 시 고려할 수 있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차관과
공적개발원조는 중남미와 비교했을 때 그 규모는 훨씬 크지만, 이 역시 사업이
선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아프리카에
서 중국의 경제협력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내륙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가용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
이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제협력이라는 수단을 활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관과 공적개발원조와 같은 협력 활동에서는
가용한 자원으로 수원국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
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계획·실시하되,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합치하는 국제적 어젠더에서의 리더십 제고, 양자간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확대 등을 통해 역내 소프트 파워(soft power) 강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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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China’s Economic Engagement in Latin America
and Africa: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Seungho Lee and Munsu Kang

Over the past 20 years, China has become increasingly active in
engaging Latin America and Africa. Starting from the early 2000s,
China has increased its regional influence in various areas such as
trade, investment, policy lo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people-to-people exchange. It has done so under the banner of
strengthening solidarity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South-South cooperation, and has now become a major economic
partner in the majority of countries across Latin America and Africa.
We assume that there are underlying objectives behind China’s
economic engagement in Latin America and Africa, given that the
two regions are characterized by relatively low degrees of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China and present less direct geopolitical
interests to China. Against this backdrop, we aim to offer a
comparative analysis of what has driven China to engage Latin
American and African countries with economic instrume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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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ts economic engagement has materialized in these regions.
We first examine in Chapter 2 how Chinese foreign policy has
changed its course in general since the foundation of PRC in 1949.
We then delve into how its approach to Latin America and Africa
has evolved over time, depending on its foreign policy objectives
and external conditions.
Chapter 3 shows some main trends in China-Latin America and
China-Africa trade and some characteristics of Chinese investment,
lending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Latin America and
Africa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between the two regions. In
addition, we also explore how China has been strengthening its
efforts for cooperation with Latin America and Africa amid
COVID-19.
We find that China’s share in Latin American and African exports
and imports has rapidly increased since the early 2000s. In 2020,
China’s share in total exports and imports of Latin American
countries was around 20% and 13%, respectively. In Africa, exports
to China captured about 18% share in the region’s total exports and
10% in its total imports in 2019. China’s imports from the two
regions are comprised mostly of natural resources. We find that
China has relied significantly on a number of Latin American
countries for petroleum, copper, iron ore, lead ore and zinc, and a
few African countries for petroleum, aluminum, cobalt and
diamonds.
China’s average yearly investments to Latin America and Africa
recorded around $9 billion and $7 billion between 2005 an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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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Chinese investments are still dwarfed by those from major
investors in these regions, it is noteworthy that their increasing
trend has continued until the mid-2010s. Chinese investments have
stemmed mainly from state-owned enterprises in both regions.
Investments in Latin America have been primarily through
brownfield investments, whereas a large proportion of Chinese
investments in Africa have been greenfield investments.
Chinese policy banks such as the China Development Bank and
Export-Import Bank of China have acted as major providers of loans
to several Latin American and African countries since lending to the
region took off in the early 2010s. Between 2008 and 2019, China
provided $11.7 billion on a yearly average to Latin American
countries, with a tendency to allocate most of its resources to the
extractive sector of a small number of countries. Over the same time
period, China provided a yearly average of $10.7 billion to African
countries. In Africa, policy loans have been directed to a larger set
of countries in the region, while focusing on infrastructure.
In terms of execu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hinese
activities have been far more pronounced in Africa than in Latin
America. Indeed, Chinese aid flows to Latin America were almost
negligible between 2000 and 2014 with the exception of the case of
Cuba. In contrast, aid flows from China to Africa recorded a yearly
average of $1.6 billion over the same time period, largely due to a
dramatic increase beginning from the mid-2000s, mostly in the area
of infrastructur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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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realm of human-to-human exchanges, we observe that
immigrant flows from China to Latin America and Africa have
continuously increased. However, they have been more dramatic in
Africa. Across Latin America, it is primarily a small number of South
American countries that have witnessed notable immigrant inflows
from China. Across Africa, the inflow of Chinese immigrants has
particularly been significant in the countries with ongoing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by Chinese firms.
With the outbreak of COVID-19, China’s cooperation with Latin
America and Africa has entered a new phase. China has engaged
Latin America through donations of medical supplies, excluding
countries with diplomatic ties with Taiwan. Also, many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purchased large amounts of vaccines from
China. Its activism has also been witnessed in Africa, where China
has donated significant amounts of medical supplies and vaccines.
However, among the relatively small amounts of vaccines secured by
African countries through purchases, the proportion of Chinese
vaccines was found to be very low.
Chapter 4 provides a quantitative analysis of what determines the
scale of China's economic engagement in Latin America and Africa,
and the outcomes of this economic cooperation in the two regions.
First, our Tobit estimation results find evidence that China prefers
to allocate more economic resources in the form of investments,
policy loans or official development aid to those with higher levels
of GDP and natural resource abundance in both regions. We also
find that China tends to reward those with a partnership statu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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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n Latin America, whereas the presence of the partnership
status does not necessarily serve as an advantage in Africa. Access to
sea is also foun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attracting Chinese
economic resources in Africa.
Second, the results from dynamic panel estimation suggest that, in
both regions, China’s economic engagement tends to increase
imports from China and the level of indebtedness to China, either in
terms of the absolute level or the ratio of debt from China to GDP.
However,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scale of China’s economic engagement and exports to China
from Latin American or African countries.
In Chapter 5, we examine the implications of China’s economic
engagement in Latin America and Africa for Korea’s cooperation
strategy in each region. China’s growing influence in these regions,
backed by economic instruments and various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s, clearly presents challenges to
Korea’s foreign policy, which remains relatively limited in resources
that can be employed for geopolitical purposes in these regions. In
this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 engages Latin America
and Africa by fully exploiting its comparative advantage in each
reg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China has been systematically
approaching Latin America and Africa with disparate strategic
objectives through different means to achieve them, under the
grand strategy of expanding its sphere of influence across the globe.
Given China’s growing influence in the two regions, it is har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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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y that China has become an important variable to consider when
Korean policymakers design cooperation strategy in Latin America
and Africa. The findings of this paper should help to analyze
Chinese economic activities in the region and identify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for each region, these being a high priority
task in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176

•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특성 및 파급효과 비교

<책임>
이승호
University of Warwick 경제학 학사
University of Oxford 중남미학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seungho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공저, 2020)
「페루 대선 결과 평가와 신정부의 정책방향 전망」(2021) 외

<공동>
강문수
한동대학교 도시환경공학, 건설공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캔자스주립대학교 농업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kangms@kiep.go.kr)

저서 및 논문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공저, 2020)
「아프리카 코로나19 백신 공급 현황과 시사점」(공저, 2021) 외

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자료 목록

￭ 2021년

21-01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특성 및 파급효과 비교 /
이승호·강문수

￭ 2020년

20-01 미·중 경쟁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홍성우·윤여준·김진오·임지운·남지민

20-02 인도 한류 분석과 문화협력 확대방안:
음악 및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 김정곤·이정미·윤지현
20-03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 분석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연구 /
강택구·이상윤·심창섭·장훈·이정석

20-04 한·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 /
김종섭·이승호·이준희·김민정·김세원·김희라

20-05 신남방 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이충열·이종하·이선호·강성범

20-06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지역사회 개발협력 사례 중심으로 /
전제성·정연식·정법모·김희숙·백용훈·박희철·김다혜·김현경

20-07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 /
이훈기·김희경·이현정·정승환

20-08 포스트 코로나 시대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시사점 /
장윤희·손성현·유광호

20-09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 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 장영신·강구상·나승권·김제국·최재필·김수련
20-10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 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 라미령·박나연·정민지·이효진·문수현·정재욱
20-11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 강문수·정민지·문수현·박규태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2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시장분석 및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
장용규·배유진·최두영·김경하·조준화

20-1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 협력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 / 최영출·김태성·권유경
20-1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남미 협력방안: 의료 및 방역 부문을
중심으로 / 최금좌·오삼교·설규상·최윤국
20-15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방안 /
최진우·김새미·김지윤·모춘흥·서지원·진달용·한준성

￭ 2019년

19-01 인도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마하라슈트라 주를 중심으로 / 류한별·윤지현·송영철
19-02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
정재욱·유광호·김상훈

19-03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
김정곤·이재호·김도연·신민이·김제국

19-04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방안 연구 /
정경원·하상섭·장수환·장유운

19-05 한국과 메콩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
김태윤·안동환·지성태·윤태연·Phumsith Mahasuweerachai·
이용은·김범석·김나리

19-06 EU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
정재욱·정민지

19-07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 사례를
중심으로 / 장은하·김은경·윤지소·김정수·박윤정·장영은
19-08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 김영석·권기수·강정원·김유경
19-09 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
문진영·한형민·류한별·박나연·윤지현·김미림·오윤아

19-10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수립 연구 /
허장·전형진·김상현·이효정·이병훈·이대섭·이수환·최정만

19-11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
이재훈·김경하·김은경·서상현

19-12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실태와 수요 분석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안 연구 /
문무경·구자연·김혜진·Nguyen Thi My Trinh·
Nguyen Thi Lan Phuong

19-13 한-인도 항공·우주와 4차 산업 협력 연구 /
김봉훈·박정웅·유나래·권혁민

19-14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와 한·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
정재욱·손성현·장윤희·유광호·정준환·이소영·이승문

19-15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박영호·정민지·문수현·김예진·최영출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A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담당자
연락처

우편번호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개 인 회 원□
연구자회원□
* 회원번호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Studies in Global and Regional Strategies 21-01

China’s Economic Engagement in Latin America and Africa: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Seungho Lee and Munsu Kang

본 연구는 중국이 지난 20여 년간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전개해온 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결정요인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각 지역에 미친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 수립에서 중국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본 연구는 두 지역에
대한 협력에서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갖는 비교우위를 도출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94320

9 788932 290317
ISBN 978-89-322-9031-7

ISBN 978-89-322-9031-7
978-89-322-9000-3(세트)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정가 7,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