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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兩會) 개요
‘14.5 규획’ 중장기 발전전략
2021년 경제정책 방향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2021년 3월 4~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
회의)에서 중국정부는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중장기 목표’와 ‘2021년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함.
▶ ‘14.5 규획(2021~25년)’의 핵심 내용은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중국이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미국의 견제에 대해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14.5 규획’ 기간 과학기술의 자주혁신과 함께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쌍순
환 전략이 제시되었고, 경제의 양적 성장, 체질 개선을 넘어 ‘경제 안보(식량, 에너지, 공급망, 금융)’를 강조한 점
이 특징임.
- ‘14.5 규획’에서는 최초로 5개년 규획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금융 리스크 증대, 중국 지방정부 부채 증가, 중국기업 디폴트 증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동시
에 경제의 양적 지표보다는 경제체질 개선과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글로벌 거버넌스(국제 규범, 표준, 체계) 주도를 대외전략으로 천명하여, 기후변화, 노동, 지재권, 국유기업 개혁
(보조금) 등의 이슈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개혁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의 중국 경제 운용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 경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동시에
‘14.5 규획’에서 제시한 중장기 전략 추진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예상치(8~9%)를 하회한 ‘6% 이상’으로 제시되어 양적 성장 목표에 대한 부담을 줄
이는 동시에 혁신 능력 제고, 공급측 구조개혁, 수요측 구조개혁 등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
로 해석됨.
- 2021년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경제성장률, 고용 등 중국 실물경제의 정상 수준 회복을 목표로 지속적인 경기 부
양책을 추진하되, 과도한 부양책으로 인한 부작용(지방정부 부채 급증, 부동산 거품, 국유기업 공급과잉 등)이 재
연되지 않도록 부양 강도를 점진적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정상화에서 재정정책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로의 전환보다는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실물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2020년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른 금융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고 운용할 전망임.

▶ 향후 중국의 발전전략은 한국에 기회와 위협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비하여 한국은 기술·무역·투자·국제협력 등의 분야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
요가 있음.
-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은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대에 기회 요인으로 보이지만, 핵심기술의
자주혁신과 국산화율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용한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에 따라 중간재·제조업 위주의 한·중 무역·투자 구조를 소비재·서비스업으로 확대·재편할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가 미국의 견제에 맞대응하여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경제 내실화를 통한 자립적인 경제체제 구
축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은 미·중 갈등의 심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중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주의 헤게모니 경쟁이 심화되며, 중국이 일대일로의
공동협력 수준을 제고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익을 고려한 원칙을 세워 중국과의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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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회(兩會) 개요
■ 2021년은 ‘14차 5개년 규획(2021~25)’(이하 ‘14.5 규획’)1)이 시작되는 해이자 중국이 사회주의 2단계로 진입하는
원년으로,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3대 신(新)발전방침’을 제시하고 2021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함.
- 2021년 3월 4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3기 4차 양회(兩會)2)에서 ‘제14차 5
개년 규획 및 2035년 중장기 목표’와 ‘2021년 중국의 거시경제 운용 방향’ 등을 확정함.
◦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정부업무보고」,3)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초안)」,4) 「2021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5) 「2021년 정부예산안 보고」6)를 심
의·인준함.

- 중국정부는 신(新)발전단계, 신발전이념, 신발전구도의 ‘3대 신발전방침’을 제시하고,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
운 가이드라인을 설정함.
◦ 신발전단계는 21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국가 발전단계를, 신발전이념
은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의 5대 발전이념을, 신발전구도는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제 대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双循环) 전략을 의미함.

-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한 ‘2021년 정부업무보고’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과학기술 자립자강’,
‘내수시장 중심의 쌍순환’의 키워드로 요약됨.
◦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2021년 거시경제 목표로 경
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설정하였고, 민생안정과 과학기술 혁신 및 내수시장 활성화의 내용을 강조함.

■ 2021년 양회에서는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함께 홍콩 선거제도의 개편이 핵심 의제로 논의됨.7)
- 전인대의 3번째 안건으로 논의된8) <전국인민대표의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에 대한 결정(초안)>이 전인
대 대표 2,896명 중 2,895명의 찬성을 받으며 통과됨.
- 개편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장관 선거인단 △입법 회의석 조정 △입법회 구성 △피선거권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1,2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 △선거인단 구
의원(117명)을 대신하여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홍콩 대표단 400명 추가 △입법 회의석을 70석에서 90석으
로 확대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 설치 등이 있음.
1) 중국정부는 1953년부터 발표해오던 ‘5개년 계획’을 2006년 ‘11차 5개년 규획’부터 ‘5개년 계획’에서 ‘5개년 규획’으로 바꾸고, 정부 주도의
행정계획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제시하기 시작함. 바이두 바이커.
2)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하는 것으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는 3월 4~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3월 5~11일에 개최됨.
3) 「政府工作报告」.
4)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草案)」.
5) 「关于2020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与2021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草案的报告」.
6) 「关于2020年中央和地方预算执行情况与2021年中央和地方预算草案的报告」.
7) 中国人大网(2021. 3. 11), http://www.npc.gov.cn/npc/kgfb/202103/d594abc2c8cf47a4b9c853e39f6c19ca.shtml(검색일: 2021. 3. 16).
8) 전인대에서 의결된 다른 2건의 안건은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조직법(개정초안)>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의사
규정(개정초안)>임. 中国政府网(2021. 3. 4), http://www.gov.cn/xinwen/2021-03/04/content_5590322.htm(검색일: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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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5 규획’ 중장기 발전전략
가. ‘14.5 규획’ 개요
■ 이번 전인대에서 심의·확정된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중장기 목표 강요」(이하 <강요>)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발전 2단계9) 목표인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전략 추진에 따른 ‘14.5 규획’ 및 2035년까지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함.
- <강요>에서는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5대 원칙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전략 추진에
따라 ‘14.5 규획’ 기간 달성해야 할 6대 목표와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10대 중장기 목표를 설정함.
- <강요>는 총 19편(篇) 65장(章) 102개의 중점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1편과 19편을 제외한 17개의
편에서 경제·사회 발전 임무를 제시하고 있음.

■ [6대 목표] <강요>에서는 ‘14.5 규획’의 6대 목표로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과 달성 △개혁개방의 새로운 전진 △사회문명
수준의 새로운 향상 △생태문명 건설의 새로운 진보 △민생복지의 새로운 수준 도달 △국가 거버넌스의 새로운
효율 제고를 설정함.
- <강요>의 6대 목표에는 모두 ‘새로운(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대외 불
확실성과 리스크에 대응하고 안정적·질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이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 전략
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반영함.10)

표 1. 2035년 중장기 목표 및 ‘14.5 규획’의 원칙과 목표
구분
2035년
10대
중장기 목표
5대
원칙
14.5
규획

6대
목표

주요 내용
·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
· △경제력·기술력·종합 국력의 도약 △혁신형 선두 국가 진입 △현대 경제 시스템 구축 △법치국가·법치정
부·법치사회 건설 △문화·교육·인재·스포츠 등 소프트 파워 향상 △녹색 생산·생활 방식 형성 △국제경제
협력 및 경쟁 참여의 신규 우위 강화 △도농지역 발전 격차 및 주민 생활수준 격차 축소 △국방 및 군대
현대화 실현 △인류의 포괄적 발전 및 공동부유(共同富裕)의 실질적 진전
· ‘14.5 규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5대 원칙
· △당의 전면적 리더십 △인민 중심 △新발전이념 △개혁개방 심화 △시스템적 관점11)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과
달성

·
·
·
·
·

연평균 GDP 증가율의 합리적 구간 유지, 각 연도별 상황에 따라 제시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GDP 증가율 상회, 국내시장 활성화, 경제구조 최적화
혁신능력 제고, R&D 투입 연평균 증가율 7.0% 이상 및 ‘13.5 규획’ 기간 투입 강도 상회
산업 기초의 선진화 및 산업 가치사슬 현대화 수준 제고, 농업 기초 공고화
도시·농촌 간 균형 발전 강화, 상주인구 도시화율 65% 달성, 현대 경제 시스템 구축의 진전

9)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전략 제1단계는 공산당 창단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제2단계는 신중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목표 달성을 제시하고 있음. KIEP(2020), 「중국 14차 5개년 규획(2021~25)
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10) ‘13.5 규획’ 기간에는 △중고속 성장 유지 △혁신주도 발전 △균형발전 강화 △민생수준 제고 △국민소양 및 사회문명 수준 제고 △생태환경의
총체적 개선 △제도의 성숙화 및 정형화 등을 목표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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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혁개방의
새로운 전진
사회문명
수준의
새로운 향상
생태문명
건설의
새로운 진보
14.5
규획

6대
목표
민생복지의
새로운 수준
도달

국가
거버넌스의
새로운 효율
제고

주요 내용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완비, 높은 수준의 시장 시스템을 위한 기본적인 구축
시장주체의 활성화, 지식재산권 제도 개혁과 요소시장 개혁
공평한 경쟁 시스템 완비,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를 위한 기본적인 체제 형성
인민의 사상과 도덕 소질, 과학·문화 소질 및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향상
공공문화 서비스 시스템과 문화산업 시스템 완비
중화문화의 영향력 제고와 중화민족의 응집력 심화
국토 공간 개발과 보호 구도의 최적화
생산·생활 방식의 녹색전환 성과 가시화, 에너지 자원의 합리적 배치 및 이용 효율 제고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13.5% 감축, 이산화탄소 배출량 18% 감축, 주요 오염물 배출량
지속 감소, 산림복개율 24.1% 이상 달성
· 생태환경 지속 개선, 생태 안전 장벽의 공고화, 도시·농촌 주민의 거주환경 개선
· 양질의 고용 실현을 위해 도시 조사실업률12)을 5.5% 이내로 통제
·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과 GDP 증가 속도의 동기화, 분배구조의 개선
· 기본 공공서비스의 평등화 수준 제고, 생산가능인구의 평균 교육연한 11.3년으로 증가
· 다층적 사회보장 시스템 완비, 기본양로보험13) 가입률 95%까지 제고, 위생건강 시스템 개선
· 1인당 기대수명 향상, 빈곤퇴치 성과 확대 및 농촌진흥 전략 전면 추진
· 사회주의 민주법치의 개선, 사회공평에 대한 정의 확대
· 국가 행정 시스템의 최적화, 행정 효율성 및 공신력 제고
· 사회 거버넌스 중 하위층에 대한 거버넌스 수준 제고
· 중대 리스크 예방 및 해결 시스템을 완비하고, 돌발적 공공사태에 대한 응급처리 능력 강화,
자연재해 대비 수준 제고
· 안보 발전, 국방 및 군대 현대화 추진
·
·
·
·
·
·
·
·
·

자료: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 강요」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나. ‘14.5 규획’의 주요 지표
■ [20개 경제·사회 발전 지표] <강요>에서는 향후 5년간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로 경제성장, 혁신주도 성장(创新驱动),
민생복지, 녹색·생태, 안보 등 5개 분야에서 총 20개의 지표를 제시함(표 2 참고).
- [경제성장] 5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 목표치를 밝히는 대신 성장의 합리적 구간 유지 및 매해의 상황에
따른 목표치 제시를 표명(‘13.5 규획’에서는 6.5% 이상의 달성 목표치를 제시)
- [혁신주도 성장] 혁신역량 제고 및 디지털 경제 육성에 의한 전면적 고도화와 질적 성장을 지향함.
◦ 5년간 R&D 투입 증가율은 연평균 7% 이상 혹은 ‘13.5 규획’ 기간의 실적을 상회하는 증가율 달성 목표
◦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을 10%로 확대(2020년 7.8%)

- [민생·복지] 소득증대, 고용안정, 사회보장, 의료·육아 환경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함.

11) ‘시스템적 관점’이란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적 개념으로, 사물의 본질과 발전규칙을 파악하여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논리적 사고방식을
의미하며, 중국은 ‘14.5 규획’에서 “시스템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국제적 발전 추세를 분석하고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는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中央纪委国家监委网站(2021. 2. 4), http://www.ccdi.gov.cn/lswh/lilun/202102/t20210204_235
347.html(검색일: 2021. 3. 22).
12) 중국에서 실업률을 조사하는 방식은 샘플링으로 통계를 내는 방식의 도시 조사실업률과 등록된 실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계를 내는 도시
등기실업률이 있으며, 2021년부터는 도시 등기실업률을 국가 거시경제 목표에 포함하지 않기로 함(지방정부는 상황에 따라 자율판단).
13) 기본양로보험은 근로자와 고용회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양로보험으로,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도시주민 기본양로보험, 신형
농촌사회 양로보험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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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과 GDP 증가 속도의 동기화
◦ 도시 조사실업률: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5.5% 이하로 유지(2020년 5.2% 달성)
◦ 사회보장: 기본양로보험 가입률을 2020년 91%에서 2025년 95%까지 제고
◦ 의료 환경 개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2020년 2.9명에서 2025년 3.2명으로 확대
◦ 육아 환경 개선: 인구 1,000명당 3세 이하 영유아 위탁기관 수를 2020년 1.8개에서 2025년까지 4.5개로
확대

- [녹색·생태]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의 감축과 대기질 및 수질 개선의 목표치를 제시함.
◦ 5년간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를 13.5% 감축하고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 역시 18% 감축
◦ Ⅰ·Ⅱ·Ⅲ 급수의 수질 비율을 2020년 83.4%에서 2025년 85%까지 제고
- [안보] 식량 및 에너지 종합 생산능력 제고를 통해 안정적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추진함.
◦ 2025년까지 식량의 총 생산량을 6억 5,000만 톤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에너지 총 생산량 역시 46억 톤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고

■ <강요>에서 제시하는 ‘14.5 규획’의 주요 지표는 이전의 ‘13.5 규획’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최초로 5개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매년 상황에 맞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13.5 규획’에서는 △경제성장 △혁신주도 성장 △민생·복지 △자원·환경의 4대 분야에서 25개 지표가 제시되었지
만,14) ‘14.5 규획’에서는 △경제성장 △혁신주도 성장 △민생·복지 △녹색·생태 △안보의 5개 분야에서 20개 지표가
제시됨.
◦ ‘13.5 규획’의 ‘자원·환경’ 분야는 ‘14.5 규획’에서 ‘녹색·생태’ 분야로 개편되어 자원보다는 환경 지표를 중시
하였으며, 식량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안보’ 분야의 지표가 5개년 주요 지표에 최초로 포함됨.
◦ ‘14.5 규획’은 ‘녹색·생태’(5개), ‘안보’(2개), ‘민생·복지’(1개) 분야에서 8개 제약 속성15)의 지표를 제시함.

- ‘13.5 규획’의 ‘GDP 대비 R&D 투입 비중’은 ‘14.5 규획’에서 ‘R&D 투입 증가율’로 변경되었고, 향후
매년 R&D 증가율을 7% 이상 혹은 ‘13.5 규획’ 기간의 실적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혁신형 경제로
의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임.
- ‘14.5 규획’ 기간 중국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가 GDP에
서 차지하는 비중’ 지표가 새롭게 포함됨.
- ‘14.5 규획’ 기간 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고용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도시 조사실업률’ 지표
가 새롭게 추가됨.

14) 中国政府网(2016. 3. 17), http://www.gov.cn/xinwen/2016-03/17/content_5054992.htm(검색일: 2021. 3. 11).
15)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하는 지표의 속성은 ‘예측’ 지표와 ‘제약’ 지표로 구분되며, ‘예측(预期)’ 지표는 정책 시행에 따른 기대 목표 수치를 나타내고,
‘제약(约束)’ 지표는 정부가 실현을 책임지는 목표로서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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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4차 5개년 규획의 주요 목표
지표

2020년

2025년

주요 목표
2021~25년
연평균 증가율

속성

‣ 경제성장
(1) 국내총생산액(GDP) 증가율(%)

2.3

-

(2) 노동생산성 증가율(%)
(3) 상주인구 도시화율(%)
‣ 혁신주도 성장

2.5
60.6*

65

(4) R&D 투입 증가율(%)

-

-

(5) 발명특허 보유건수(건/1만 명)
(6)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GDP(%)
‣ 민생·복지

6.3
7.8

12
10

(7)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

2.1

-

5.2
10.8
2.9
91
1.8
77.3*

(8) 도시 조사실업률(%)
(9) 생산가능인구 평균 교육연한(년)
(10) 집업(执业)의사·조리(助理)의사16) 수(명/1천 명)
(11) 기본양로보험 가입률(%)
(12) 3세 이하 영유아 위탁기관(托位) 수(개/1천 명)
(13) 1인당 기대수명(세)
‣ 녹색·생태
(14)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감축률(%)
(15)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률(%)
(16) 도시(地极 이상) 대기질 우량일수 비율(%)
(17)Ⅰ·Ⅱ·Ⅲ 급수 수질 비율(%)
(18) 산림복개율(%)
‣ 안보
(19) 식량 종합 생산능력(억 톤)
(20) 에너지 종합 생산능력(억 톤 표준 석탄)17)

합리적 구간 유지 및
매년 상황에 따라 제출
GDP 증가율 이상
>7, ‘13.5 규획’
기간의 실제 달성치
이상
-

예측
예측
예측
예측
예측
예측

11.3
3.2
95
4.5
-

GDP 증가 속도와
비슷한 수준
<5.5
[1]

예측
제약
예측
예측
예측
예측

87
83.4
23.2*

87.5
85
24.1

[13.5]
[18]
-

제약
제약
제약
제약
제약

-

>6.5
>46

-

제약
제약

예측

주: 1) [ ] 안의 데이터는 5년간 누적수치임. 2) * 표시 데이터는 2019년 수치임. 3) 에너지 종합 생산능력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비화석 에너지
생산 능력의 합임. 4) 2020년 도시(地极 이상) 대기질 우량일수 비율과 Ⅰ·Ⅱ·Ⅲ 급수 수질 비율 지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해(正常年份)보다 높게 나타남. 5) 2020년 노동생산성 증가율 2.5%는 예측치임. 6) ‘예측(预期)’ 지표는 정책 시행에 따른 기대 목표 수치
를 나타내고, ‘제약(约束)’ 지표는 정부가 실현을 책임지는 목표로서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치임.
자료:「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 강요」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다. ‘14.5 규획’의 임무 및 중점 프로젝트
■ ‘14.5 규획’에서는 △혁신주도 성장 △현대 산업 시스템 발전 △新발전구도 구축 △디지털 경제 발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녹색발전 △대외개방 확대 등 분야에서 주요 임무와 중점 프로젝트를 제시함(부표 1 참고).18)

16) 중국의 조리(助理)의사는 고등교육학교(대학) 전문과 졸업 이상 혹은 중등전문(의학 직업고등학교) 학교 졸업의 학력을 보유하고 자격취득 의사의
지도하에 1년의 의료·예방·보건기관 실습을 거친 자격시험 합격자로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단독 처방·시술 권한을 가진 집업(执业)의사와 달리
향진 보건기관에 한해 단독 처방이 가능하고 기타 의료기관에서는 집업(执业)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진료가 가능함.
17) 표준 석탄(标准煤)은 중국정부가 규정한, 매 킬로그램당 7,000칼로리의 열량을 함유한 석탄을 의미함.
18) 본고에서는 ‘14.5 규획’ 중 경제 및 산업 발전과 관련된 주요 임무와 중점 프로젝트 위주로 발췌 및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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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주도 성장] ‘14.5 규획’ 기간 동안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통해 혁신주도의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국가 혁신 시스템의 완비와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자 함.19)
◦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의 7대 분야로 △차세대 인공지능 △양자정보 △집적회로 △뇌 과학 연구 △유전자 및
바이오 기술 △임상의학 및 헬스 △심우주·심부 지하·심해·극지 탐사 등을 제시

- [현대 산업 시스템 발전] 현대화 산업 시스템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의 기초역량 및 제조업 핵심
경쟁력 향상을 중심으로 제조강국 전략의 추진을 심화하고,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산업 고도
화, 현대 인프라 시스템 건설에 집중할 계획임.
◦ 제조업 경쟁력 제고 프로젝트 8대 분야로 △첨단 신소재 △중요 기술 장비 △스마트 제조와 로봇 기술 △항공
엔진 및 가스터빈 △베이더우(北斗)20) 산업화 응용 △신에너지 자동차 및 ICV(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자동차 △첨단 의료장비 및 신약 △농업 기계 장비 등을 제시
◦ 전략적 신흥산업으로는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친환경
보호, 항공우주, 해양장비 등 9대 지주산업 육성 분야와 뇌 기반 인공지능, 양자정보, 유전자 기술, 미래 네트
워크, 심해·항공·우주 개발, 수소 및 에너지 저장 등 6대 미래 선도산업 육성 분야를 제시

- [新발전구도 구축] 국내·국제 대순환의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고, 소비·투자의 확대 및 고도화 추진 전략을
밝힘.
- [디지털 경제 발전] 디지털 기술과 실물경제의 융합 및 7대 중점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여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양호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경제의 디지털 전환 및 발전 가속화
를 추진하고자 함.
◦ 디지털 경제 7대 중점 산업으로는 △클라우딩 컴퓨터 △빅데이터 △IoT △산업인터넷 △블록체인 △AI △가
상·증강 현실(VR·AR) 등 제시
◦ 디지털화 응용 관련 10대 분야로는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제조 △스마트 농업 및 수리 △
스마트 교육 △스마트 의료 △스마트 레저 △스마트 사회 △스마트 홈 △스마트 정무 등 제시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시장주체를 육성하고 활동을 장려함과 동시에 고(高)표준의 시장 시스템과
현대화된 재무금융 체제를 완비하여 전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함.
- [녹색발전] 생태문명 시스템을 개선하고 친환경 경제·사회 발전 방식을 제시함.
◦ 환경보호·자원절약 관련 프로젝트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소 △수질오염 방지와 수(水)생태계 복원 △토
양오염 방지 및 안전한 이용 △도시 오수·쓰레기 처리시설 △의료·위험 폐기물 처리 및 고체 폐기물 종합 활
용 △자원 절약 활용 등을 제시

- [대외개방] 더 넓은 범위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위해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일대일
로 공동협력 수준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며,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
- [경제안보] <강요>에는 ‘발전과 안보의 종합적인 고려’ 부분이 처음으로 포함되었으며, 그중 ‘국가 경제 안
보 강화’와 관련하여 △식량 안보전략 △자원·에너지 안보전략 △금융 안보전략 등이 제시됨.

19) 中国政府网(2021. 3. 13), http://www.gov.cn/xinwen/2021-03/13/content_5592681.htm(검색일: 2021. 3. 15).
20) 중국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베이더우(北斗) 위성 항법 시스템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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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경제정책 방향
가. 주요 거시경제 목표
■ [경제성장률] 2021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함.
- ‘14.5 규획’ 시기의 경제발전 목표와 2020년의 낮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저효과 및 최근의 경제회복 상
황을 고려하여 설정함.

■ [고용]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100만 명, 도시 조사실업률은 5.5%로 제시함.
- 경제규모 확대, 서비스업 발전,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 증대, 고용활성화 정책의 효과 증대를 통하여
코로나19 이전(2019년)의 고용 수준으로 회복하고자 함.
- 도시 조사실업률은 2020년 목표(6%) 대비 하향 조정하여 고용우선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내외로 설정함.
-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3%로 설정함.

■ [국민소득 증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안정적 증가’ 도모함.
- ‘국민 모두가 부유한 삶을 향유’하는 장기적 목표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국제수지 균형] 수출입의 양적 증가와 질적 제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함.
-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산업 공급망의 점진적 회복, 수출상품의 경쟁우위 확보, 초국경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산업 형태의 발전을 통하여 대외무역의 양적 증가와 질적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생태·식량 안보] 2020년 거시경제 목표에 포함되었던 ‘녹색발전’을 생태환경 개선 및 식량안보로 더욱 구체화하여
제시함.
- [생태환경 개선]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을 3% 내외로 감축,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
이고자 함.
- [식량안보 강화] 식량 생산 1조 3,000억 근(斤)21) 이상 유지를 목표로 제시함.

21) 1근 = 0.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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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국 주요경제지표의 2020년 실적과 2021년 목표
2020년

지표

목표
미제시
3.5 내외
900 이상
5.5 내외
6 내외

실적
2.3
2.5
1,186
5.2

- 수출입의양적안정과질적제고
- 국제수지 기본적 균형

대외무역 및 외자유입 안정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도시 신규 취업자 수(만 명)
도시지역 등록실업률(%)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무역증가율

2021년
목표
6 이상
3 내외
1,100 이상
5.5 내외
- 수출입의양적안정과질적제고
- 국제수지기본적균형

자료: 「정부업무보고」;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거시경제정책 기조
■ 중국의 2021년 거시정책은 연속성·안정성·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구간’ 내에서 경제 운용을 추진할 계획임.
- 2021년에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특정 수치로 제시하지 않고 ‘6% 이상’이라는 구간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임.
◦ 합리적인 구간 목표를 정하고 이를 정확히 타기팅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확한 정책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6%의 GDP 성장률 하한선과 안정적인 주민 소득 성장의 목표를 제시하여 양적인 경제성장보다는 민생을 돌
보며 안정적으로 거시경제 성장을 이룰 계획임.
- 거시정책은 가계·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을 급선회하지 않으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거시정책을 조정하여 경제 펀더멘털을 확고하게 지키고자 함.

■ [적극적 재정정책] 2021년의 재정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되 경제회복 상황에 따라 부양 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지속가능성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임.
- 2021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2% 내외를 목표로 하여 전년(3.6% 이상) 대비 하향 조정하였음.
◦ 재정적자 목표는 3조 5,7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900억 위안가량 삭감되어, 2021년에는 대수만관(大水漫
灌)22)식의 강력한 부양책은 없을 것이라는 당국의 입장을 반영함.

-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 특별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 반면, 일반 공공예산 지출 및 중앙예산 내
투자 관련 재정지출 규모를 전년대비 증액하여 ‘고용안정’과 ‘민생보장’을 중점 지원할 예정임.
◦ 2021년 지방정부 특수채권 발행한도는 3조 6,5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00억 위안 삭감하였으며, 이는 지
방정부 채무 리스크를 의식한 당국의 조치로 평가됨.

- 중앙재정자금을 지방 기업과 시민들에게 빠르게 지원해주는 직접전달기제23)에 2조 8,000억 위안 규모의
중앙정부 재정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22) 대수만관(大水漫灌)은 농경지에 물을 가득 대는 것으로, 재정·통화 정책 운영상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
23) 직접전달기제(直达机制)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재정자금을 시(市)·현(縣)급 지방정부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지방
기업과 시민들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재정자금 운용체계에서는 중앙재정자금의 지방 이전 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아 자금지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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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등 우대정책의 집행기한을 연장하고, 새로운 감세조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감세정책이 부분적으로 조정되더라도 영향이 상쇄되도록 함.
◦ 영세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징수기준을 월 매출액 10만 위안에서 15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함.
◦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의 연간 소득세 과세표준 중 100만 위안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우대정책하에 추가적으
로 50%를 감액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함.

표 4. 중국의 재정지출 2020년 실적 및 2021년 계획
구분

2020년

2021년

목표

실적

3.6 이상

3.6 이상

3.2 내외

① 재정적자 규모
(조 위안)

3.76조 위안
(중앙 2.78,
지방 0.98)

3.76조 위안
(중앙 2.78,
지방 0.98)

3.57조 위안
(중앙 2.75, 지방
0.82)

② 코로나19 대응
특별국채 발행

1조 위안

1조 위안

-

③ 지방정부 특수채
권 발행

3.75조 위안

3.75조 위안

3.65조 위안

2.5조 위안

2.6조 위안
(사회보험비
1.7조 위안
경감)

일정한 수준의
감세 및 비용절감
지속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④ 감세 및 비용경
감등

비고
· 0.4%p 이상 하향 조정
· 2020년 대비 1,900억 위안가량 삭감
· 2019년 대비 ’20년에 증액된 재정적
자 규모 1조 위안과 코로나19 대응
특별국채 발행액 1조 위안은 취업안정
및 민생보장 지원에 주로 사용됨.
· 코로나19 대응 특별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함.
· 2020년 대비 1,000억 위안 삭감

· 수치 목표 미제시

일반 공공예산 지출

24.79조 위안

24.66조 위안

25.01조 위안

· 재정지출 총규모를 전년대비 증가시켜
고용 및 민생 보장, 시장주체 지원, 국
가 중대 전략에 대한 자금지원에 사용
할 예정

중앙 예산 내 투자

6,000억 위안

6,000억 위안

6,100억 위안

· 100억 위안 증가
· 지역협동발전 및 ‘양신일중(两新一重)’24)
등 중점 프로젝트 건설 지원 지속

자료: 「정부업무보고」; 「2020년 정부예산안 보고」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온건한 통화정책] 실물경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하고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채무 증가, 기업 디폴트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통화 공급량은 기본적으로 명목GDP 증가 속도에 맞추어 조절하고, 합리적인 유동성 수준을 유지하여 거
시 레버리지 비율의 기본적인 안정을 지속하며,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고자 함.
- [영세기업 융자난 해결] 영세기업 대상 포용적 대출의 원금 및 이자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정책을 지속
하며, 재대출·재할인 확대 등 포용적 금융의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영세기업 융자난을 해결하고자 함.
◦ 영세기업의 융자담보 비용 인하 및 보조금 지급 연장, 대출 리스크 분담 및 보상 체계 보완, 대형 상업은행

의 영세기업 대상 포용적 대출 30% 이상 증가, 영세기업의 지급수수료 인하
24) 양신일중(两新一重)은 ’20년 5월 22일 리커창 총리가 ’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두 개의 新(신형 인프라 건설, 신형 도시화
건설)과 한 개의 重(교통, 수자원 사용 등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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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역량 강화] 과학기술 혁신 및 녹색발전과 같은 중점지원 분야, 영세기업, 자영업자,
농업경영주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중점지원 대상에게 정확하게 타기팅된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자 함.

표 5. 통화정책의 2020년 실적 및 2021년 목표
2020년

구분
M2
사회융자총액

중소·영세 기업
자금조달 지원

환율

목표
· 2019년보다 명확히 높은
증가율 수준으로 상향
· 제조업 분야에 대한 중장기
대출 대폭 확대

2021년

실적
전년대비 10.1% 증가
전년대비 13.3% 증가

· 통화 공급량은 기본적으로 명목GDP 증가
속도에 맞추어 조절
· 합리적인 유동성 수준을 유지하며 거시
레버리지율의 기본적인 안정 지속

· 국유상업은행의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적 대출 증가율
40% 이상
·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을
2021년 3월 말까지 연기
· 정책담보대출 확대 및
신청기준 하향 조정
· 영세기업 대상 특별채권 발행
확대

2020년 말 기준
영세기업 대상 포용적
대출 및 제조업 중장기
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각각 30.3%, 35.2%
증가

· 영세기업 대상 포용적 대출의 원금 및
이자 납부기한 연장
· 대형 상업은행의 영세기업 대상 포용적
대출 30% 이상 증가
· 영세기업 대상 지급수수료 인하

· 합리적 균형 수준에서 안정
· 합리적 외환보유고 유지

2020년 12월 기준
6.5423위안/달러

·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

자료: 「정부업무보고」와 「인민은행 2020년 4/4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10대 중점 업무
■ 2021년 중국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기술자립 △내수확대 ․ 공급과 수요 관리 △개혁 심화 △개방 확대 △농촌
진흥과 빈곤 탈피 △지역 균형 발전 △녹색경제 △민생복지 △국가안보의 10대 임무를 제시함(부표 3 참고).25)

■ [① 코로나19 방역]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체계적 이행과 방역성과 확산을 위해 △전염병 예방 ․ 통제 조치의 상시
이행 △공공위생 응급관리 시스템 완비 △국제 합동 방역 추진을 과제로 제시함.
-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의 상시 이행] 해외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냉동·냉장 유
통 식품 등 수입품에 대한 소독을 강화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백신 개발 및 접
종의 안정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조함.
- [공공위생 응급관리 시스템 완비] 공공위생 관련 방역·구호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 질병 예
방·통제 관련 체제 개혁과 의료자원 및 치료 역량의 배치를 최적화하는 데 주력하고자 함.
- [국제 합동 방역 추진] 세계보건기구(WHO)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백신 배분을 지지함과 동시에 전염병
대응 능력이 취약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최대 방역물자 공급국으로서
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25) 본고는 ‘정부업무보고서’의 8대 임무를 구체화한 ‘2021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10대 중점업무를 참고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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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술자립] 과학기술의 ‘자립자강(自立自强)’을 전면에 내세워 기술자립을 위한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산업의
핵심 경쟁력 업그레이드, R&D 투입 확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제시함.
- [과학기술 혁신역량 업그레이드]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혁신 등을 통한 사회 전반의 혁신역량 제고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 프로젝트 추진, 혁신 허브 지역 육성, R&D 투자 확대, 과학기술 인재 육성, 기초
연구 강화, 금융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 ‘기초연구 10년 행동방안’과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2021~35년)’ 수립 및 실시
◦ 인공지능(AI)·양자정보·뇌 과학·생물 육종 등의 분야에서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산업·공급 사슬에 기반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75% 추가공제 정책을 지속 실시하고, 제조기업의 추가 공제 비율을 100%까지 인상
◦ 기초연구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중앙정부의 기초연구 지출 10.6% 확대

- [실물경제 발전] 제조업 핵심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제조업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을 확대하며, 제조업 설비 업그레이드 및 기술 향상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실물경제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
- [디지털 발전] △디지털경제 발전 촉진 △디지털의 산업화와 산업의 디지털화 추진 △데이터 요소시장 육
성 △디지털정부 구축 △디지털 분야의 국제 규범과 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
- [독자적인 산업·공급 사슬 구축]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산업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핵
심기술 연구 프로젝트 및 산업 기초 재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함.
◦ 특히 자체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해 핵심기술을 수입에 의존하는 ‘치아보즈(卡脖子)’26) 문제를 조속히 해결
◦ 핵심 기초소재·기초부품·선진 기초공정·산업기술 기반·산업 기반 소프트웨어의 분야에서 혁신 능력 향상

■ [③ 내수확대·공급과 수요 관리] 내수 활성화와 동시에 공급측 개혁 및 수요 관리를 위해 △국내 소비 잠재력 발굴
△지속적인 투자 확대 △현대 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국내 소비 잠재력 발굴] 합리적인 임금 인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주민 소비력을 제고하고, 소비장려 정
책을 적극 시행하며, 서비스 소비·신소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함.
- [지속적인 투자 확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보장하고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자금 지원과 신형 인프라 관련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각종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임.
◦ 중앙예산 내 투자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100억 위안 증액한 6,100억 위안으로 배정
◦ 신규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규모를 3조 6,500억 위안으로 배정하고, 건설 프로젝트에 우선 지원
◦ 신형 인프라 건설(新基建)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5G 네트워크·데이터 센터·기초 소프트웨어·우주 인프라 등
의 개발 계획 수립

- [현대 유통 시스템 구축] △유통 관련 신기술·신업태·신모델 발전 △유통 분야의 규범 및 표준 정비 △국
가급 물류 허브 인프라 건설 확대 △복합운송 및 스마트 물류 발전 촉진 △항공 화물운송 및 글로벌 유통
서비스 네트워크 확충 등 전반적인 유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선진적인 물류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6) ‘두 손으로 목을 조르다’라는 뜻으로, 중국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지적한 ‘자체 기술력 부족’과 ‘핵심 기술의 수입 의존’ 문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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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개혁 심화] 핵심 분야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의 효율성과 정부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주요 난제를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해결할 계획임.
- [높은 표준의 시장 시스템 구축] ‘2021년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한 시장진입 편리화 조치와 반독점
법 및 데이터 보안 관련 법·규정 제정으로 높은 표준의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정부직능 전환의 지속적 추진] 정부서비스의 표준화 및 기업 설립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하여 경영환경의 시
장화·법치화·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기업의 생산·운영 비용 절감] 에너지·교통·통신 등 인프라 개혁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을 효율화하고,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지방정부가 기업들에 임대료 인하 등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장려함.
- [시장주체의 활력 증대] 국유기업 3개년 계획 추진을 지속하고, 정부와 기업 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영
세기업에 대한 포용적 금융서비스를 강화함.
- [재정·금융·가격 시스템 개혁] 예산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앙은행 제도를 현대화하며, 에너지·자원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가격 개혁을 지속함.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권한과 지출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소비세의 징수 권한을 점진적으로 지방에 이양
◦ 통화공급 조절기제 개선 및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의 신중한 추진, 금융기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직접금융 비중
제고

■ [⑤ 개방 확대] 무역 및 투자 편리화를 촉진하고, 거대한 시장규모의 우위를 활용하여 국제협력과 공동번영을 꾀하는
새로운 대외개방 경제체제를 마련하고자 함.
- [무역 및 외자 안정화] 국내시장 구조 최적화와 국제시장 내 포지셔닝을 위해 노력하고, 금융시장의 양방향 개
방을 확대할 계획임.
◦ 「외국인투자법」 등 외국인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위안화 사용 지원 시스템 개선

- [일대일로의 질적 발전] 공동협의·공동건설·공동향유의 원칙을 유지하고, ‘그린·개방·클린’ 가치를 지향하며,
일대일로 관련 실질적인 협력을 증대하도록 함.
◦ 보건·그린·디지털 실크로드 이니셔티브 발전 촉진, 철도·항구·에너지 등 상호연계 중점 프로젝트 추진, 지역
발전전략과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통합 심화

- [대외개방 촉진기제 마련] 자유무역시범구, 하이난자유무역항, 국경 지역 중점 개발개방시험구 및 서비스아웃
소싱 시범도시군 등 대외개방 시범 실시를 적극 확대하고, 제도적 혁신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
록 장려함.
-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적극 참여] WTO 등 다자무역체제를 계속해서 지지하는 한편, RCEP, 한·중·일 FTA,
CPTPP 등 자유무역시범구 업그레이드 전략을 적극 추진함.

■ [⑥ 농촌 진흥, 빈곤 탈피] 2020년에는 ‘3대 난제 해결’27) 임무 중 하나로 빈곤 탈피를 제시했으나, 2021년에는
농촌 발전과 탈빈곤 문제를 별도의 업무로 배치하고 세부 조치를 언급함.
27) 2020년 양회에서 9대 중점 업무 중 하나로 ‘3대 난제 해결’을 제시하고, △빈곤 탈피 △오염 방지 △금융리스크 방지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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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빈곤 성과와 농촌 진흥 연계] 빈곤 구제와 탈빈곤 상태 유지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빈곤층을 대상으로 이주
및 안정적인 정착을 비롯하여 취업 및 소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빈곤층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자 구제

- [농지 관리·기술 응용을 통한 식량작물 생산전략 추진] 안정적인 수확량 증수를 보장하기 위한 농지 건설 계
획 실시, 우량종자 연구·제조 기지 건설, 농촌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 확대, 농기계 장비의 R&D 지원 및
농업의 기계화 추진을 강조함.
- [농촌산업 발전 가속화] 농촌 특색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농업의 전체 산업사슬 구축, 농촌의 1·2·3차 산
업 융합 발전, 농민의 수익 창출 확대방안 모색, 농촌지역의 물류 시스템 정비, 농산품 전자상거래 브랜드 육
성 등을 중점 계획으로 제시함.
- [향촌건설행동 실시] 농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 보전을 위한 농가의 현대화 수준 제고, 가축 및
가금류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의 자원화·사용, 농촌 화장실 혁명 추진, 농촌지역의 안전한 식수 공급 보장 및
수자원 보호 강화, 디지털 농촌 건설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자 함.

■ [⑦ 지역 균형 발전] 신형 도시화, 지역별 경제 협력, 산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지역별 질 높은 신발전동력을 생성하고
국토 공간배치의 최적화를 추진하고자 함.
- [신형 도시화 발전] 호적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농촌인구의 도시 편입을 추진하고, 도시군(群) 개발과 현대
도시 인프라 및 문화 조성을 통한 신형 도시화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중요 지역 발전] 베이징-텐진-허베이성(京津冀) 지역발전, 양쯔강 경제 벨트, 홍콩-마카오-광동성 9개 도
시(粤港澳大湾) 등 주요 지역의 경제 협력 및 발전을 심화하고자 함.
- [지역 균형 발전] 서부·동북·중부·동부 및 국경 지역과 과거 혁명 지역28)의 지역별 수요에 맞는 발전전략
을 실행하여 지역별 경제 벨트와 산업구조를 최적화할 예정임.

■ [⑧ 녹색경제] 개인별 생활 방식에서 산업 생산 및 국가 차원의 관리 시스템까지 다방면에서 생태환경 보호정책을
도입하여 친환경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탄소중립 프로젝트] 탄소배출 정점과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
지 발전전략과 신에너지 개발에 대한 국가적·국제적 협력을 추진할 예정임.
- [환경보호와 환경오염 방지] 환경보호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하수·해양·공기·토양 오염을 방지하
며, 폐자원을 자원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 [친환경 생산·생활 방식] 친환경적인 기업 운영환경을 조성하고, 녹색금융 및 산업생산 환경에 대한 평가
를 통하여 순환경제 발전방식을 격려하고자 함.
- [생태환경 개선] 생태보호 레드라인 등 환경 개선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국가공원 개설, 생태환경 복원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임.

28) 과거 중국 공산당의 혁명 근거지로 사용되었지만 산업이 노후화된 산시(陕西), 간쑤(甘肃), 닝샤(宁夏) 등의 지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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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민생복지] 국민의 성취감, 행복감, 안정감 추구를 출발점으로 민생복지를 확대하고, 전면적인 삶의 질 개선과 ‘국민
모두가 부유한 삶을 향유’하는 목표를 지향하고자 함.
- [주민 소득 개선] 양질의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중산층을 확대할 계획임.
- [교육사업 발전] 미취학 단계부터 의무교육에 이르기까지 포용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과 교육의
융합 및 새로운 응용형 학부 개설을 통해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임.
- [사회보장 강화] 통일된 사회보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의료보험 보장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도시 신규 이주민과 청년층의 대도시 주
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시장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사회 공공서비스 체제 수립] 의료보장 시스템을 정비하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사회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사회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 [⑩ 국가안보] 식량, 에너지·자원, 금융 분야의 안보를 통하여 국가적 경제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식량안보] 식량 생산·저장·유통 산업의 현대화와 필요한 규정의 입법을 추진하여 국내 식량안보를 확보
하고자 함.
- [에너지·자원 안보] 에너지 생산·공급·저장 시스템의 최적화를 통하여 에너지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마
련하고,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금융안보] 중국의 부채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리스크를 해소하고, 온·오프라인상 금융리스크 대
응을 위한 예방·경보·통제 시스템을 구축

4. 평가 및 시사점
가. ‘14.5 규획’에 대한 평가
■ ‘14.5 규획’을 통하여 중국은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여
미국의 견제에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됨.
- ‘14.5 규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술자립’, ‘내수확대’, ‘경제안보’로 요약되며, 이는 중국경제의 내실화를 통
해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여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 ‘14.5 규획’ 기간 중국은 자주혁신을 통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과 함께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였고, 경제의 양적 성장, 체질 개선을 넘어 ‘경제안보(식량, 에
너지, 공급망, 금융)’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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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가 과학기술의 자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은 미·중 갈등의 본질이 기술경쟁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술자립을 통해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겠다는 것과 동시에,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질적 발전을 추진하겠다
는 것으로 평가됨.
-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10년 동안 한 개의 검을 연마한다(十年磨一剑)’는 심정으로 핵심 분야
과학기술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29) 중국은 기술 자립자강(自立自强)을 통하여 자국 산업 밸류
체인의 취약점을 극복하여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고자 함.
- 중국정부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고도화를 통하여 ‘과학기술 개발→산업 고도화→고용 확대→중산층 확대
→소비 확대→첨단 제품 및 서비스 수요 확대→기술투자 확대 및 산업 고도화’의 총공급과 총수요의 선순
환 고리를 형성하고자 함.30)
- 중국은 ‘산업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의 산업화’라는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산업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 경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향후 중국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자 함.
그림 1. ‘14.5 규획’ 기간 목표 및 2021년 경제정책 키워드

주: ‘14.5 규획’ 기간의 중점 전략 분야는 <강요>에 제시된 17개 분야의 발전전략을 6대 목표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한 것임.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9) 中国新闻网(2021. 3. 5), https://www.chinanews.com/gn/2021/03-05/9425005.shtml(검색일: 2021. 3. 12).
30) KIEP(2020), 「중국 14차 5개년 규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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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순환 전략은 공급측 개혁과 내수전략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자립적인
경제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국의 중장기 전략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경제의 높은 해외시장 의존도가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중
국은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쌍순환 전략을 제시함.
- ‘국내 대순환’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기반으로 국내의 생산-분배-유통-소비와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생
성하고, 강력한 국내시장을 ‘중력장(引力场)’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자원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임.
- ‘국제 대순환’은 국내시장과 국내 생산력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주변국과
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밸류체인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임.
◦ 최근에 진행된 금융시장 개방,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커촹반(科创板)31)을 통한 투자유치 등의 시
장 개방과 일대일로 고도화 및 중·EU 투자협정 체결, RCEP 참여 등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는 국제 대
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행보로 보임.

■ 중국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연대 강화와 다자주의를 통한 압박에 대응하여 역내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제통상 규범 및 질서를 주도하는 등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RCEP 회원국 중 비준을 가장 빠르게 완료하였으며, 향후 한·중·일 FTA 체결, CPTPP 가입 타진
등 역내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WTO 개혁 등 국제통상 규범 및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기후변화, 노동, 지재권, 국유기업 개혁(보
조금) 등 중국과 관련된 글로벌 통상 이슈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향적인 개혁조치를 시행할 것
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경제의 녹색 전환을 통해 중국 내 환경오염 해결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하는 동시에, 글로
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기 위한 노
력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최초로 5개년 규획 기간의 구체적인 목표 경제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14.5 규획’ 기간 경제의 질적
성장과 체질 개선을 추구하며, 과도한 경제성장 목표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금융 리스크 증대, 중국 지방
정부 부채 증가, 중국기업 디폴트 증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경제의 양적 지표보다는
경제체질 개선과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시진핑 주석이 “2035년까지 중국의 GDP 또는 1인당 주민소득이 2배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은 향후 15년 동안(2021~35년) 연평균 4.73%의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
며,32) 이를 위해 ‘14.5 규획’ 기간에는 평균 5.6%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33)
31) 커촹반(科创板,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Board)은 2019년 중국정부가 상해증권거래소에 개설한 주식 거래시장으로,
주로 정보통신, 첨단설비, 신에너지, 바이오 등 과학기술 산업의 기업 주식 거래가 이루어짐. 바이두 바이커.
32) 4.73%의 연평균 성장률은 2021년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중국의 GDP 혹은 1인당 주민소득이 2배로 성장할 것을 가정하여 계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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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 2021년 정부업무보고의 주요 키워드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안정’, ‘성장’, ‘영세기업’ △중국의 새로운 발전단계
진입을 의미하는 ‘발전’, ‘개혁’, ‘개방’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혁신’, ‘안보’ 등이 관측됨.
- 중국이 신발전 단계에 진입하면서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안정’, ‘성장’, ‘발전’, ‘개혁’, ‘혁신’, ‘개방’,
‘안보’ 등의 키워드를 언급한 횟수가 2020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혁신’과 ‘안보’를 강조한 것이 특징임.
- ‘고용’과 ‘민생’이 2020년과 비슷한 횟수로 언급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021년에도 고용·민생 안정을
위한 ‘6개의 보장(六保)34)’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과 비교하여 새롭게 언급된 단어로 ‘신발전단계’(2회), ‘신발전구도’(3회), ‘녹색’(6회), ‘탄소’(7회),
‘기술자립(1회)’ 등이 있음.

표 6. 2020년과 2021년 「정부업무보고」 주요 키워드
연도

안정

2021

29

2020

16

발전
140
(9)
85
(1)

성장

개혁

혁신

개방

고용

내수

민생

빈곤
탈피

중소
기업

영세
기업

코로
나19

안보
(안전)

23

43

43

17

35

5

22

15

2

16

25

26

10

31

12

11

39

3

22

16

8

12

31

10

주: 키워드는 두 글자 이상 단어로 검색, 개혁 중 ( ) 안은 ‘신발전’의 언급 횟수임.
자료: 「2021년 정부업무보고」와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작성.

■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이 2021년 경제성장률을 시장 전망(8~9%)보다 낮은 ‘6.0% 이상’으로 제시한 것은 양적
경제성장보다는 개혁의 리스크 요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질적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35)
- 중국정부가 기저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잠재성장률을 목표치로 제시한 또 다른 이유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높은 경제성장률로의 회복을 강조하다가 심각한 후유증(지방정부 부채 급증, 부동
산 거품, 국유기업 공급과잉 등)을 겪은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음.
-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재정적자 규모(3.57조 위안)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3.2%)을 감안할 때, 중
국정부가 예상하는 2021년 명목GDP는 전년대비 9.8% 증가한 111.6조 위안으로 추산되며, 2019~20년
의 GDP 디플레이터(Deflator)36)를 적용하면 2021년 실질GDP 증가율은 8.6~9.1%로 전망됨.

KIEP(2020), 「중국 14차 5개년 규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p. 12.
33) 중국의 씽크탱크인 중국 국제경제 교류 중심(CCIEE: China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s)의 부수석 경제학자 장용쥔(张永军)
은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2035년까지 중국의 GDP 또는 1인당 주민소득이 2배 성장’의 목표를 수치로 환산해볼 때, ‘14.5 규획’ 기간에는
평균 5.6%, 2025~30년에는 4.5%, 2030~35년에는 4.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평가하였음. 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http://www.ccie
e.org.cn/cecc/Detail.aspx?newsId=18672(검색일: 2021. 3. 11).
34) 2020년 중국정부가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하여 제시한 6개 분야 경제 펀더멘털의 최저선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업 △기본적 민생
△시장주체 △식량, 에너지 안전 △산업 공급망 안정 △기층 운영에 대한 보장을 의미함.
35) 新浪财经(2021. 3. 8), https://finance.sina.com.cn/china/2021-03-08/doc-ikknscsh9321773.shtml(검색일: 2021. 3. 9).
36) 중국의 2019년과 2020년 GDP Deflator는 각각 1.24%와 0.67%임.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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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중국 경제 운용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 경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급선회하지 않는다’는 거시
기조 아래 확장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행하여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경기부양 강도를 낮출 전망임.
- 중국정부는 아직 코로나19 영향의 회복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2021년 경제발전 목표에서 코로나19 방역
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함.
- 2021년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경제성장률, 고용 등 중국 실물경제의 정상 수준 회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되, 과도한 부양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재연되지 않도록 부양 강도를 점진적으로 축
소할 전망임.
◦ 경제 정상화에서 재정정책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로의 전환보다는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2020년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른 금융 리스크 관리에 초점
을 두고 운용될 전망

- 중국이 자국민에 대한 백신 공급을 확대함에 따라37)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면서, 중국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도시 신규 고용, 도시 조사실업률, 거시 레버리지 비율, 기업 지원 등의 지표
들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함(부표 2 참고).

■ 2021년 중국은 ‘14.5 규획’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과 내수시장 활성화, 시장 개혁 등 장기 프로젝트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정부는 2021년의 주요 업무로 △과학기술 개발 △내수전략 확대 △주요 분야의 시장 시스템 개혁 △
녹색발전 등의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계획 및 시스템 수립을 진행할 계획임.
◦ [과학기술 개발] R&D 예산 확대와 지역별 연구센터 설립 등의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기본 시스템 수립
◦ [내수전략] 농촌지역 소비, 자동차 소비, 서비스 소비, 전자상거래 확대를 통한 내수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추
진하는 한편,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
◦ [시장 시스템 개혁] 반독점 규제와 시장의 공평한 경쟁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
방침(2020~22년)’과 민영 기업과 정부의 유대관계를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녹색발전]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하여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방침 제정, 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초반 작업 추진.

다. 시사점
■ [미·중 갈등] 중국정부가 미국의 견제에 맞대응하여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경제 내실화를 통한 자립적인 경제체제
구축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은 미·중 갈등의 심화와 장기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미·
중 갈등 사안에 대해 적시에 한국의 경제·무역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사안별·분야별로 대응할 수 있는
산관학연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7) 3월 14일 기준 중국은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6,498만 도스의 백신 접종을 완료함. 网易(2021. 3. 24), https://www.163.com/dy/article/G552
NG380530I1ON.html(검색일: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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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부
전략과 정책이 기업의 체질 개선과 내실화에 실효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정책 전달 메커니즘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미·중 갈등이 통상 분야에서 기술, 금융, 공급망,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러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경제안보’ 전략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 [혁신]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은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대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 기술의 자주혁신과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함.
- 중국이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분야 핵심 부품·소재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이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주도하에 민간 및 외국 자본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도 관련 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음.

- 다만 ‘14.5 규획’에서 강조한 핵심 기술의 자주혁신과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은 차세대 반도체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을 통한 초격
차 유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선택적·집중적 육성을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한·중 간 분업체계가 구축되
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한·중 간 제조·생산 분업 관계를 넘어 과
학기술 개발협력 확대를 통한 혁신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을 타진함과 동시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한·중 지재권 보호체계’를 심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쌍순환]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용한 ‘쌍순환 전략’으로 ‘글로벌 공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간재·제조업 위주의 한·중 무역·투자 구조를 소비재·서비스업으로 확대·재편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따라 한국산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관광·문화콘텐츠·의료 등
서비스업 수출·투자가 확대될 전망임.
- 이를 위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에 대한 후속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산업의 발전
과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서비스업의 경우 중·홍콩 CEPA38)와 같이 지속적인 개정과 추가 협정이 가
능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녹색 전환] 중국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녹색경제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고 중산층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새롭게 확장되는 중국의 소비시장 진출을 모색해볼 수 있음.
38)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는 2003년 중국정부가 홍콩과 체결한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교역 무관세 혜택과
서비스시장 우선개방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루며, 중국과 홍콩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음. 중국 상무부,
http://tga.mofcom.gov.cn/article/zt_cepanew/(검색일: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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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언택트 산업의 발전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에 집중되었던 서비스 시장이 온
라인화 되면서 증가하는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음.
◦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문화 콘텐츠, 모바일 게임, 온라인 교육, 디지털 마케팅 등 클라우드 기반 언택트
서비스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중국경제의 디지털 전환은 한국의 중소업체들에 있어 기존에 접근성이 떨어졌던 3, 4선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소비시장에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 녹색경제 발전은 한·중 간 환경 분야의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제품의 대중국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함.
◦ 일반 소비재에서 도시화 건설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소비, 친환경 프로젝트, 친환경 건설 등의 분야에 대한
한·중 협력 기회와 새로운 수출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음.
◦ 다만 중국 진출 기업은 중국의 친환경 정책 시행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에 대비하고, 중국 내 환경 관련 법
규·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자주의] 미·중 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주의 헤게모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익을 고려한
원칙을 세워 중국과의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쌍순환 전략의 국제 대순환의 일환으로 주변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 과정에서 다자주의 틀하의 한·중 간 협력 논의가 확대될 전망임.
◦ 한·중·일 FTA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은 최근 중국과 주요국 간 체결한
무역·투자 협정(예: 중·EU 투자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합적이고도 개방도가 높은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
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함.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추진에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중 간 경쟁을 감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
민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미 서명된 RCEP의 조기 타결 이외에 CPTPP 가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
요가 있음.
◦ 또한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 강화와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대비하여 신남방 플러스 전략을
통한 협력 확대 및 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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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14.5 규획’기간 중국의 경제·산업 발전 임무 및 중점 프로젝트
분야
혁신주도
성장
(2편)

임무
국가전략
과학기술
역량 강화
(4장)

제조 강국
전략 심화
(8장)

주요 내용 및 중점 프로젝트
- 과학기술 자원 배치 통합 최적화, 원천·선도적 과학기술 공략 강화, 기초연구 지속 강화, 과학기술 혁
신 플랫폼 건설
- 과학기술 선도 분야 공략: △차세대 인공지능 △양자정보 △집적회로 △뇌 과학 연구 △유전자 및 바이
오 기술 △임상의학 및 헬스 △심우주·심부 지하·심해·극지 탐사
- 국가 중점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전략 주도형, 응용지원형, 미래선도형, 민생개선형 인프라 건설
- 산업 기초의 고급화 및 산업 가치사슬의 현대화 추진, 제조업 비중 안정화, 제조업 경쟁우위 강화, 제
조업 발전의 질적 제고 촉진
- 산업 기초역량 건설 강화, 산업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의 현대화 수준 제고, 제조업 최적화·업그레이드
촉진, 제조업 원가 절감 및 부담 경감 조치 실시
- 제조업 핵심 경쟁력 제고: △첨단 신소재 △중요 기술 장비 △스마트 제조와 로봇 기술 △항공 엔진
및 가스터빈 △베이더우(北斗) 산업화 응용 △신에너지 자동차 및 ICV(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자동차 △첨단 의료 장비 및 신약 △농업 기계 장비
- 선도적 지주산업 육성, 전략적 신흥산업의 △융합화 △클러스터화 △생태화(生态化) 발전 촉진

·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 17% 이상 달성(‘13.5 규획’ 기간 목표 15%)
전략적
신흥산업
(9장)

현대
산업
시스템
발전
(3편)

서비스
산업 발전
(10장)

현대
인프라
시스템
건설
(11장)
국내 대순환
원활화
(12장)
新발전
구도
구축
(4편)

국내·국제
쌍순환 추진
(13장)

- 신(新)지주산업 육성: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환경보호 및 항공우주, 해양장비 등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기술의
혁신 응용 가속화 및 요소 보장 능력 강화 △바이오 기술과 정보 기술의 혁신 융합 추진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발전 프로젝트 심화 추진
- 미래 산업의 선도적 계획: 뇌 기반 인공지능, 양자정보, 유전자 기술, 미래 네트워크, 심해·항공·우주
개발, 수소 및 에너지 저장 등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 변혁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 계획 시행과 배치 계획
- 산업의 전환 및 주민 소비 고도화 수요에 초점을 맞춘 유효한 서비스 공급 확대, 서비스 효율 및 품질
제고, 품질 및 구조의 최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산업 新체계 구축
- 생산형 서비스업의 전문화 및 가치사슬 상위 단계(高端)로의 확장 촉진

·
·
·
·

연구개발 설계, 공업 설계, 비즈니스 자문, 검사·검측·인증 등의 서비스 가속화
요소 배치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금융, 정보데이터, 인력자원 등의 서비스 혁신 발전 추진
현대물류, 구매배분, 생산통제, 운영관리, 사후서비스 등의 발전 수준 제고
스마트 제조 시스템 솔루션, 프로세스 재구축 등 새로운 형태의 전문화 서비스 기관의 발전 지원

- 건강, 양로, 위탁·양육, 문화, 여행, 체육, 물류 등 생활형 서비스업의 질적 발전 가속화

· 공공 및 기초 서비스 공급 확대, 스마트 커뮤니티 및 양로·보육 등의 융합 발전
· 비즈니스·유통의 경영방식 및 모델 혁신, 디지털화·스마트화 전환 및 크로스오버 융합 추진, 온·
오프라인 소비수요 충족, 양로 서비스 및 가정 서비스 등의 서비스 표준 정비 가속화
- 서비스 영역의 개혁개방 심화: 시장 진입 완화, 불합리한 규제 청산, 서비스 품질 표준체계 완비, 표준
의 집행과 보급 강화, 중점 서비스 영역의 관리감독 목록·절차·표준 제정 가속화, 효율적인 서비스 관
리감독 체계 구축, 서비스 산업의 개혁 시범사업과 개방 확대를 심화 추진
-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업그레이드, 혁신 융합 지원을 위한 정보 인프라, 융합 인프라, 혁신 인프라 등
신형 인프라 건설 가속화, 5G 네트워크 규모화 배치(56% 이상까지 보급률 제고)
- 교통 강국 건설 프로젝트: △전략 핵심 통로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권(都市圈) 및 도시군(城市群)
궤도교통 △고속도로 △항만설비 △현대화 공항 △종합 교통 및 물류 허브
- 현대 에너지 시스템 건설 프로젝트
· 저탄소, 안전·고효율의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에너지 공급 보장 능력의 제고 추진
· △대형 청정에너지 기지 △연해(沿海) 원자력발전 △전력 외부송출 채널 △전력 시스템 조절 △오일가
스 저장운송 능력
- 강력한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생산, 분배, 유통, 소비의 각 단계 연결, 수요의 공급 견인 및 공급의 수
요 창출이 가능한 동태적 균형을 통해 국민경제의 선순환 촉진
· 공급체계의 적합성 향상, 자원요소의 원활한 이동 촉진, 유통체계 지원 강화, 국내 대순환 촉진의 정
책체계 완비
- 수출입 합동 발전 추진
· 대내외 무역 일체화 통합 제어 시스템 정비, 수입 확대와 수입원 다원화, 수출 상품의 품질 및 구조
최적화, 국제시장 분포의 최적화
· 서비스 무역의 혁신 발전 및 시범 플랫폼 건설, 무역의 디지털화 수준 제고, 무역·투자 융합 프로젝트
실시,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수출입상품교역회·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등 전시회 활용
- 국제 양방향 투자 수준의 제고
· 통신·인터넷·교육·문화·의료 분야 등의 관련 업무 개방을 통해 더 많은 외자 유치 및 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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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임무

내수체계
육성 가속화
(14장)

디지털
발전 및
디지털
중국
건설
(5편)

高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6편)

녹색발전
(11편)

高
수준의
대외개방
실행
(12편)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우위 조성
(15장)

주요 내용 및 중점 프로젝트
· 투자 서비스 최적화를 통해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 강화, 중·고급 제조, 첨단기술, 전통 제조업 고
도화, 현대 서비스 등의 영역과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 지원
· 외자기업의 R&D 센터 설립과 국가 과학기술 계획 프로젝트 참여 지원, 이윤 재투자 장려
· 다자 및 양자 투자 협력 기제의 건설 추진
- 내수확대 전략으로 경제발전에 대한 소비의 기초적 역할과 공급구조 최적화에 대한 투자의 역할 강화
- 전면적 소비 촉진 및 소비 수준의 제고: 정보 소비·디지털 소비·녹색소비 등 신형 소비 육성과 새로운
모델 및 경영방식 장려, 서비스 소비 확대, 공공소비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중소득층 확대와 소비 잠재
력 지속 확충,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투자 영역의 확대: 투자 구조 최적화, 투자 효율 제고, 투자의 합리적 성장 유지
· 인프라, 농업농촌, 공공안정, 생태환경 보호, 공공위생, 물자비축, 재해방지, 민생보장 등에 대한 유효
공급(补短板) 확대 가속화, 기업의 설비 교체와 기술 개조 촉진, 전략적 신흥산업 투자 확대, 신형 인
프라·신형 도시화·교통·수리 등 중점 프로젝트 건설 추진
· 촨짱(川藏) 철도, 서부 육해 新통로, 국가 수로망, 브라마푸트라강 하류 수력발전 개발, 우주탐사, 베이
더우(北斗) 산업화 등 중대 프로젝트 실시
· 중요 과학연구시설, 중요 생태 시스템 보호 복원, 공공위생 응급보장, 홍수피해 방지, 송전·가스운송
등 기초 강화를 비롯한 기능 확대 및 중장기적 이익과 관련한 중대 프로젝트 건설 추진
· 투자·융자 체제 개혁 심화,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시장주도 투자의 내생적 성장 기제 형성
- 디지털 기술과 실물경제의 심층 융합 촉진, 전통 산업의 전환 및 고도화 촉진, 새로운 산업·경영방식·
비즈니스 모델의 조성 촉진,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 강화

· 핵심 디지털 기술의 혁신 응용 강화, 디지털 산업화 가속화, 산업 디지털화 전환 추진

발전 방식의
녹색 전환
가속화
(39장)
개방형 경제
新체제 건설
(40장)

- 디지털 경제의 중점 산업: △클라우딩 컴퓨터 △빅데이터 △IoT △산업인터넷 △블록체인 △AI △가
상·증강 현실(VR·AR)
- 디지털 사회 건설 추진 가속화: 스마트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 스마트 도시 및 디지털 농촌 건설
등 전 국민의 디지털 라이프 향유 촉진
- 데이터 요소시장 규칙 정비, 규범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환경 조성, 네트워크 보안 강화, 사이버 공간 운
명공동체 구축 추진
- 디지털화 응용 분야: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제조 △스마트 농업 및 수리 △스마트
교육 △스마트 의료 △스마트 레저 △스마트 사회 △스마트 홈 △스마트 정무
- 공유제 및 비공유 경제의 발전과 지원을 통해 각종 시장주체의 육성 및 활성화 유도
· 국유경제 구도 최적화 및 구조 조정 가속화, 국유기업의 중국 특색 현대 기업제도 개선 촉진, 자본 관
리 위주의 국유자산 관리감독체제 정비, 민영기업의 발전환경 개선 및 질적 제고 촉진
- 시장 시스템 기초 완비, 평등한 시장 접근, 공정한 관리감독, 개방적 질서, 성실한 준법체계 등을 견지
하는 규범적이고 평등한 경쟁의 시장 구축
· 소유권 제도 개선, 생산요소의 시장화 개혁 추진, 경쟁정책 기초지위 강화, 사회신용 체계 정비
- 금융서비스의 실물경제 능력 강화 및 질적 개선 요구에 부합하는 현대 재무·금융 시스템 구축
· 현대 재정제도 수립 가속화, 현대 세수제도 개선, 금융의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 환경 관리 시스템 정비, 정밀·과학·준법·시스템적 오염 처리, 오염 감소 및 탄소 감축 추진, 공기·물
환경 및 수질 개선, 토양오염 리스크의 효과적 관리·통제
· 오염방지 관련 조치 심화 전개, 환경 인프라 수준의 전면적 제고, 환경 리스크 방지 및 통제, 기후변
화 적극 대응, 현대 환경관리 체계 정비
- 자원이용 효율 제고, 자원순환이용 시스템 구축, 녹색경제 발전 추진, 녹색발전 정책 시스템 구축
-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프로젝트: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소 △수질 오염방지와 수(水)생태계 복원 △토
양오염 방지 및 안전한 이용 △도시 오수·쓰레기 처리시설 △의료·위험 폐기물 처리 및 고체 폐기물
종합 활용 △자원 절약 활용
- 대외개방 수준의 전면적 제고,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추진, 상품 및 요소 이동형 개방 지속
심화, 규칙·규제·관리·표준 등 제도형 개방의 확대
- 제도형 개방 가속화, 대외개방 플랫폼 기능 향상, 지역개방 구도 최적화, 개방 안보체계 정비

일대일로
공동건설
(41장)

- 실무 협력 심화, 안전보장 강화, 공동 발전 촉진
- 발전 전략과 정책의 연계 강화, 상호 인프라 연계(互联互通) 추진, 경제무역 및 투자의 실무 협력 심화,
상호 문명교류의 통로 구축

디지털
생태계
조성
(18장)
시장주체의
활성화
(19장)
높은 표준의
시장 시스템
건설
(20장)
환경의 질
지속 개선
(38장)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42장)

- 다자 경제 거버넌스 기제의 수호
- 높은 표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
- 양호한 외부환경 조성

자료:「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 강요」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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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최근 3년간 정부업무보고의 거시정책 지표

거시
경제

통화
재정
정책

정부
투자
기업
지원

지표

2019년

2020년

2021년

GDP 성장률

6.0~6.5%

-

6.0% 이상

주민 소득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성장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성장

안정적 성장

소비자 물가 상승률

3.0%

3.5%

3.0%

도시 신규 고용

1,100만 명 이상

900만 명 이상

1,100만 명 이상

도시 조사실업률

5.5%

6.0%

5.5%

거시 레버리지 비율

기본 안정

-

기본 안정

통화정책

적당한 긴축(松紧适度)

적당히 합리적(合理适度)

유연정확(灵活精准),
적당히 합리적(合理适度)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2.8%

3.6%

3.2%

재정 지출

재정적자 규모 2.76조 위안

재정적자 규모 3.76조 위안,
방역채권 1조 위안 발행

재정적자 규모 3.57조 위안,
방역채권 발급 중지

지방정부 특별 채권

2.15조 위안

3.75조 위안

3.65조 위안

감세 혜택

부가가치세율 개혁:
제조업 16%→13%;
교통 및 건축업 10%→9% 등

부가가치세율 지속 하향조정,
신규 감세 및 수수료 규모
5000억 위안

제도적 감세정책 지속 실행,
소액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기한 연장

중앙 예산 중
투자 규모

5,776억 위안

6,000억 위안

6,100억 위안

중점 프로젝트

철도 투자 8,000억 위안,
도로, 수운(水运) 투자
1.8조 위안 등

‘양신일중(两新一重)’ 프로젝트

‘양신일중(两新一重)’ 프로젝트

대형 상업은행의
영세기업 대출 증가율

30% 이상

40% 이상

30% 이상

자료: 国盛证券(2021. 3. 5), 「有底线有余地——2021“两会”9大信号」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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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2021년 경제운영 10대 중점 업무
중점업무
전염병
예방 ․ 통제
조치
상시 이행

1

코로나19
방역

공공위생
응급관리
체계 완비

국제 합동 방역
적극 추진

과학기술
혁신역량
업그레이드

2

기술자립

실물경제
발전

디지털
발전

주요 내용
-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 차단, 해외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전면 실시
- 콜드체인(냉동 ․ 냉장 유통) 식품 등 수입 상품에 대한 전면 소독 강화, 주요 시설 작업자 ․ 환경 ․
물품 등에 대한 전수조사 확대, 전국 단위의 수입 콜드체인 식품 추적 관리 플랫폼 및 성급 플랫폼
구축
- 핵산 검측역량 강화, 전염병 예방 및 통제의 상시화 시스템 마련
- 백신 개발 ․ 생산 ․ 접종 사용의 안정성 및 효과 보장
- ‘조기진단 ․ 조기격리 ․ 조기치료 ․ 조기발견(四早)’을 철저히 이행, 관련 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
- 공공위생 관련 비상대비 물자 보장 시스템 실시방안과 공공위생 방역 ․ 구호 역량 구축방안 완비
및 이행
- 공공위생 인프라 건설 강화, 돌발 공공위생 사건에 대한 대응 ․ 예방 체계 완비
- 질병 예방 ․ 통제 관련 운영 체제 개혁
- 의료자원 및 치료역량 배치 최적화, 단계별 ․ 지역별 중대 전염병 의료 ․ 구호 시스템 구축
-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지원
- 세계보건기구(WHO)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백신 배분 지지
- 전염병 대응 능력이 취약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원조 지속 확대
- 전 세계 최대 방역물자 공급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 사회 전체의 R&D 투자 7% 이상 증가
- 국가실험실 건설 및 국가중점실험실 체계 개편 추진, 기초연구 10년 행동방안 제정 및 실시
- ‘과학기술 혁신 2030-중대 프로젝트’의 심층 계획 수립, ‘연구수행 능력에 따른 권한부여(揭榜
挂帅)’ 등의 제도 확산
-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규획(2021~2035년) 수립 및 실시
- 신형 인프라 건설 추진, 인공지능(AI) ․ 양자정보 ․ 뇌 과학 ․ 생물 육종 등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 베이징, 상하이,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에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 추진 가속화; 화이
러우(怀柔), 장지앙(张江), 허페이(合肥),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에 국가종합과학센터 건설
추진; 청위지역(成渝地区)에 전국적 영향력을 가진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 계획 수립
- 국가자주혁신시범구, 첨단기술산업개발구, 경제기술개발구 등의 혁신 발전역량 강화; 국가산업혁
신센터, 기술혁신센터, 제조업혁신센터, 공정연구센터, 기업기술센터의 배치 최적화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원 ․ 시나리오 ․ 애플리케이션 ․ 혁신수요를 개방하도록 장려, 산업 ․ 공급 사슬
에 기반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 세제 혜택으로 기업의 R&D 투자 확대 장려
-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75% 추가공제 정책을 지속 실시하고, 제조기업의 추가 공제 비율을
100%까지 인상
- ‘대중창업 ․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 지속 추진
- 투철한 직업의식, 실패에 대한 관용 등에 기반한 혁신 창업문화 선도
-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동기부여 및 과학기술 평가 시스템 완비, 청년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 전면적인 혁신 개혁 추진, 기초연구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중앙정부의 기초연구
지출 10.6% 증가
- 금융지원 혁신 시스템 정비, 기초연구 ․ 자체 연구개발 ․ 성과전환 등의 분야에 대한 자금 투입 확대
- 새로운 제조업 핵심 경쟁력 향상 5년 행동 계획 실시, 선진제조업 클러스터 발전 전문 행동 실시
- 선진제조기업 대상 부가가치세 증가분에 대한 이월공제세액을 월 단위로 전액 환급
- 제조업 부문에 대한 대출 비중 확대, 제조업 설비 업그레이드 및 기술 향상 관련 투자 확대
- 중점 업종의 구조조정 및 친환경화 가속화,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발전 프로젝트 지속 추진
- 새로운 시기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 추진
- 산업 관리 강화,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 촉진, 스마트 자동차 인프라 ․ 산업 생태 등 지원 시스템 구축
- 신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 가속화
- 바이오 경제(生物经济) 육성, 바이오 기술 융합 발전 추진
- 임상 긴급 약품, 첨단의료장비 개발 및 산업화 촉진
- ‘베이더우(北斗)’ 응용 및 산업화 발전 추진, 항공산업사슬의 현대화와 국제화 수준 제고
- 선진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의 융합 시범사업 지속 추진
- 산업용 인터넷 ․ 소프트웨어 등 차세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제조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 폐가전제품의 회수 처리 시스템 완비
- ‘2021 중국 브랜드 데이(中国品牌日)’ 행사 개최
- 디지털 경제 발전,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 디지털화 추진, 국제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산업 클러
스터 조성
- 데이터 요소시장 육성, 데이터 요소의 핵심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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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업무

독자적인
산업 ․ 공급
사슬 구축

-

국내 소비
잠재력 발굴

3

내수 확대
․
공급측
개혁 및
수요 관리
지속적인
투자 확대

현대 유통
시스템
구축

-

-

높은 표준의
시장 시스템
구축 가속화
4

개혁
심화

정부직능
전환의
지속적 추진
개혁을 통한
기업의 생산·운
영 비용 절감

-

주요 내용
디지털 정부 구축, 국가 업무의 정보화 추진, 비즈니스 환경의 디지털화 추진
전국적으로 통합된 빅데이터 센터 구축, 데이터 자원의 질서 있는 유통과 혁신적인 활용 촉진
디지털 분야의 국제 규범과 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
‘산 ․ 학 ․ 연 ․ 응용(产学研用)’의 융합 심화, 기업이 혁신연합체 구성을 선도하도록 지원
제조업과 공급사슬 강화 계획 추진
산업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기술 연구 프로젝트 시행, ‘치아보즈(卡脖子)’ 문제39)를 조속
히 해결
산업 기초 재건 프로젝트 시행, 핵심 기초소재 ․ 기초부품 ․ 선진 기초공정 ․ 산업 기술 기반 ․ 산업
기반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서 자주 혁신 능력 향상
국제 산업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산업 ․ 공급 사슬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 산업사슬의 안정성과 다변화 촉진
합리적인 임금 인상 메커니즘 구축, 주민 소비력 제고
소비 ․ 구매에 대한 일부 행정적 제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철폐,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제거,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 비중을 확대하고 주차장 ․ 충전소 등의 시설 확충, 동력 배터리 회수 이용 시스템
구축, ‘농촌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지원정책(汽车下乡)’과 ‘자동차 ․ 가전 ․ 가구의 신제품 교체 시 보조
금 지급정책(以旧换新)’ 장려
건강 ․ 문화 ․ 관광 ․ 스포츠 등 서비스 소비 발전, 온라인 진료 ․ 온라인 교육 ․ 체외 진단 ․ 원격 근무 ․
통용 항공(通用航空) ․ 스마트 스포츠 등 신소비 발전 추진, 온오프라인 소비 융합 발전 촉진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
현향(县乡) 지역의 소비 잠재력 발굴, 도농간 공산품 및 농산품의 상호 유통 채널 활성화, 농산물
콜드체인 인프라 보완, 농촌 제품 및 서비스의 브랜드화 ․ 표준화 ․ 디지털화 ․ 산업화 개조 추진, 도
시주민의 농촌 내 소비 유인
친환경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
국제소비중심도시 육성
신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양호한 소비환경 조성
국가 중점 전략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중대 프로젝트의 자금 및 부지 확보 등의 요소 보장
중앙예산 내 투자 관련 예산을 6,100억 위안 배정(전년대비 100억 위안 증액)
신규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규모를 3조 6,500억 위안으로 배정하고, 건설 프로젝트 우선 지원
사회 전체의 투자 활력 제고, 투자 심사제도 개혁 추진
신형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5G 네트워크 ․ 데이터센터 ․ 기초 소프트웨어 ․ 우주 인프라 등 개발
계획 수립
도시의 홍수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건설 지원
촨짱 철도(川藏铁路), 서부육해신통로(西部陆海新通道) 등 중대 프로젝트 건설의 안정적 추진
국가 수로망 및 항로망(航道) 프로젝트 시행, 오일가스 및 전력 등 중대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인프라 분야 부동산투자신탁기금(REIT) 시범사업 추진, 유휴 자산 활성화, 투자의 선순환 구조 형성
정부 및 사회자본 협력(PPP, 민관협력사업) 방식 확대, 민간자본의 참여 확대
유통 시스템의 소트프웨어 ․ 하드웨어 건설 추진 가속화, 유통 인프라 네트워크 최적화, 유통 관련
신기술 ․ 신업태 ․ 신모델 발전, 유통 분야의 규범 및 표준 완비
국가급 물류 허브, 국가 중점 콜드체인 물류기지 등 물류 인프라 건설 확대
철도 및 수운 간선 물류 통로 정비, 화물 운송 구조 최적화, 복합운송 ․ 스마트 물류 적극 발전,
‘택배의 농촌 진출(快递进村)’ 프로젝트 가속 추진
현대 유통기업 육성, 국제 항공 화물 운송역량 강화, 글로벌 유통 서비스 네트워크 확충,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대 국제 물류 공급망 체계 구축
높은 표준의 시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액션플랜 실시
경쟁정책 체계 및 공정한 경쟁 심사기제 마련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분을 위한 전반적인 개혁 시범실시
인재 및 전체 노동력의 사회 이동경로 개방 및 인력 관리 시스템 개혁 심화
재산권,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데이터 요소시장 육성 가이드라인, 안전한 온라인 데이터 처리 등 국가 표준, 데이터 보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경영환경의 시장화·법치화·국제화 지속
정부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관련 절차를 구축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중국기업 경영환경 및 평가기제 개선

- 에너지·교통·통신 등 인프라 개혁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화 및 수수료 절감
- 코로나19로 치명적 피해를 입은 지방의 정부가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도록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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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업무
시장주체의
활력 증대

재정·금융·가격
시스템 개혁

무역 및 외자
안정화

-

일대일로의
질적인 발전
5

개방
확대
대외개방
촉진기제
마련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적극 참여

-

탈빈곤 성과와
농촌 진흥
연계

농지 관리 ․
기술 응용을
통한
식량작물
생산전략
지속 추진
6

-

농촌 진흥,
빈곤 탈피
농촌산업
발전
가속화

향촌건설행동
실시

-

주요 내용
국유기업 개혁 3개년 계획 추진 지속
정부와 기업 간 우호적인 관계 형성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적 금융서비스 강화
에너지, 철도, 통신 등 분야의 시장화 개혁 추진
예산 관리 시스템 개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 권한과 지출 책임을 명확히 구분; 소비세
(excise tax)의 징수 권한을 점진적으로 지방에 이양
중앙은행 제도의 현대화, 통화공급 조절기제 개선,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의 신중한 추진; 금융기
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
에너지, 자원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가격 개혁 지속적 추진
대외무역 정책 지원 강화; 위안화 사용 지원시스템 개선 및 금융시장의 양방향 질적 개방 확대
외국인투자법 시행 및 설립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을 통한 관리 시스템 개선,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심사 시스템 개선;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항목의 추가적 축
소 및 2020년판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시행, 외국인기업의 선진제조업·첨단기술·에너지보전·
환경보호 산업 및 중서부 지역 투자 장려
보건, 그린 및 디지털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의 발전 촉진
생산능력 협력 증진을 위한 개발 계획 관련 주요 국가 및 지역과 협력 강화; 해외 경제·무역 협력
지대의 개발을 질서 있게 추진; 철도·항구·에너지 등 상호연결(互联互通) 중점 프로젝트의 추진
리스크 방지·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 및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시 합법적 권익의 효과적 보장
신장 및 푸젠 각 지역의 고유한 강점에 집중하여 일대일로 핵심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장강경제
벨트 등 지역발전 전략과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통합 심화
자유무역시범구의 더 많은 제도적 혁신 성과가 다른 지역에 복제 적용될 수 있도록 장려
하이난자유무역항 건설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초기의 정책과 계획을 질서 있게 시행
국경 지역의 개발과 개방을 촉진하고 중점개발개방시험구 건설 지지
서비스무역혁신발전 시범 실시 심화 및 서비스 아웃소싱 시범도시군 신규 지정
다자무역체제를 계속해서 지지하며 글로벌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G20의 노력을 지원하고
WTO 개혁에 적극 참여하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개혁 촉진에 동참
자유무역시범구 업그레이드 전략 시행, 글로벌 높은 표준의 자유무역시범구 네트워크 구축;
RCEP의 조기 발효와 시행 추진; 중·EU 포괄적 투자협정 체결 및 시행, 한·중·일 FTA 체결 협
상 가속화, 아프리카 FTA 지원 확대; CPTPP 가입 적극 고려
빈곤 탈피 현(县)에 대해 탈빈곤의 날로부터 5년의 과도기를 설정하고, 해당 기간 주요 지원정
책을 안정적으로 유지
빈곤 상태로의 복귀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지원 체제 완비
빈곤층에 대한 이주 및 안정적인 정착 ․ 취업 ․ 소비 지원 확대
농업 ․ 농촌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자 구제,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취업 확대
높은 수준의 새로운 농지 건설 계획 실시, 수자원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높은 수
확량을 보장하는 1억 묘(亩)의 농지 건설
국가 흑토지(黑土地) 보호 공정 실시
현대 종자산업 업그레이드 사업 실시, 생물육종의 산업화 응용 추진, 우량종자 연구 ․ 제조 기지
및 우량종 번식 체계 구축
농업 관련 핵심 기술 연구 프로젝트 수행, 농촌 진흥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 확대, 첨단 스마트
농기계 장비의 제조 지원 및 R&D 투자 확대, 농업의 기계화 적극 추진
동물 방역 및 농작물 병충해 방지 체계 구축
농촌 특색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 전체 산업사슬 구축
농촌 1 ․ 2 ․ 3차 산업 융합 발전 시범단지 ․ 과학기술 시범단지 ․ 현대 농업 산업단지 ․ 특화산업 클
러스터 건설, 이익 연계 시스템을 완비하여 농민의 수익 창출 확대
농촌 재산권 제도 및 요소 시장화 배치 메커니즘 정비
농촌 산업화 선도기업의 혁신 발전과 성장 지원
농산품의 선별 ․ 가공 ․ 포장 ․ 예랭(预冷) 등과 관련된 일체화 시설 건설 지원 확대
농촌지역의 물류 시스템 정비
농촌 관광 등 다양한 업태 발전, 농산품 전자상거래 브랜드 육성
농촌 생활 서비스업 지원정책 완비
농가 설계 및 시공 품질 향상, 농가의 현대화 수준 제고
가축 ․ 가금류의 폐기물을 자원 재활용에 적극 활용, 농업용 비닐 및 농약 포장재 재활용 추진
농촌 화장실 혁명 추진, 농촌 생활 폐기물 수거 처리 시스템 정비, 아름다고 살기 좋은 마을 만
들기 사업 전개
농촌의 전반적 인프라 정비, 농촌지역의 안전한 식수 공급 보장, 수자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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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업무
-

-

신형도시화
발전

-

7

-

지역
균형
발전
주요 지역
발전

-

-

지역 균형
발전

-

-

탄소중립
프로젝트

-

8

-

녹색경제

-

환경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

주요 내용
디지털 농촌 건설 프로젝트 실시, 농촌의 전력 보장 수준 제고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도시와 농촌의 공공자원 균형 배치 기제 마련
현(县) 지역 내 도농 융합 발전 심화
「국가 신형 도시화 계획(2021~2035년)」 발표
호적제도 개혁 심화: 도시 신규 건설부지 및 농업 이전 인구의 시민화 정책과 재정정책 사이의
연계성 완비, 도시 이주 농민과 도시 편입 농촌 지역의 권리와 이익 보호, 농업 이전 인구에 대
한 보장성 주택·직업 훈련·자녀 의무교육 등의 도시 기본 공공서비스 제고
도시군(群) 개발: 도시군(群) 건설 규획과 일체화 발전 시스템 추진, 중점 도시권의 교통 네트워
크 구축, 중심도시(中心城市)의 도시군과 도시권(圈)을 주도적으로 건설 추진, 초대형 도시의 거
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대·중형 도시 기능 향상, 현(县) 지역의 취약점 보완 및 지역 종합
서비스 수준 제고
지역별 특색 개발 및 발전: 지역 특색에 따른 도시 개선, 노후지역의 거주단지, 공장지구, 거리,
도심 속 촌마을에 대한 리모델링 진행, 5만 3,000개의 노후 단지 리모델링 진행
현대화 도시 건설: 현대화 도시 시범사업 진행, 도시의 구조·기능 및 수준 향상, 주거편리성이
향상되고 친환경·스마트한 도시 시스템 및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에 강한 도시 건설
친환경 도시 및 문화 건설: 도시 생태계 복원, 도시 기능의 보완 사업 추진, 역사문화에 대한
보존, 도시 풍경 조성, 사회 관리 서비스 기능 강화, 해면(海绵)도시40) 건설
도시 거버넌스의 정밀화·스마트화 추진,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 시스템 정비, 도시와 농촌 융
합발전 시범지역에 대한 선제적 개혁 추진
‘14.5 규획’ 실행방안에 따른 중요 지역 발전전략 실행
베이징-텐진-허베이성(京津冀) 지역발전, 양쯔강 경제벨트의 발전과 생태환경 관리 시스템 강화,
홍콩-마카오-광동성의 9개 도시(粤港澳大湾) 지역 발전, 양쯔강 삼각주 지역의 일체화 발전, 황
하강 유역의 생태 보호 및 높은 수준의 지역 발전, ‘1+N+N 계획’41)과 정책 체제 형성
서부지역 개발: 서부 개발의 ‘14.5 규획’ 기간 실행방안 출시, 서부대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소
득세 우대정책 실시, <서부지역 장려 산업 목록> 개정, 청위(成渝)지역의 경제지구 건설, 관중
평야 도시군 건설수준 개선, 서북과 서남 지역의 지역협력 촉진
동북지역 개발: 동부지역 진흥의 ‘14.5 규획’ 기간 실행방안 출시, 동북지역의 산업구조 최적화,
동북지역의 개방협력 확대
중부지역 개발: 「신시대의 중부지역 고품질 발전 지도의견」 출시, 허베이성 경제사회 발전 지원
동부지역 개발: 산동성의 새로운 성장동력 도입, 푸지엔성(福建省)의 발전과 평탄(平潭) 지역의
종합 시범지구 건설, 환발해 지역의 지역 협력 촉진, 화이허(淮河)의 생태환경 경제벨트 건설
과거 혁명지역 발전 지원, 「신시대 과거 혁명지 진흥발전에 대한 의견」 실행, 민족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 추진, 국경지역의 건설 강화, 지원형(资源型) 지역 개발, 노화된 공업기지 발전 및 산
업 이전 지원
‘14.5 규획’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감축의 종합 방침 실행: 에너지 총 사용량과 강도에 대
한 2중 관리 시스템 개선, 주요 산업의 에너지 절약 강화, 에너지 사용권 거래 시장 조성
탄소배출 관련 프로젝트 진행: 2030년 탄소배출 정점과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지도의견 제시,
국가 탄소 배출권 등록, 정산 및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에 대
한 거래 시스템 개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국제적 협력 추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가 중장기 목표 실행,
기후변화 대응책 시범적 실행, 기후변화와 관련된 투자와 융자에 대한 지방 시범사업 가동, 기
후변화에 대한 다자·국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남남협력(南南合作) 추진
「중장기 에너지 발전 규획 강요」 제정, 에너지 저장능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전력 시스템의 조정 능력 향상
신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추진: 서부 에너지 생산기지의 외부 전력수송 채널 건설, 수력발전, 풍
력발전, 태양광 발전, 정크 발전, 수소 에너지 등의 신에너지 개발사업 추진,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원전 발전,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제고
하수, 해양과 만(湾)의 생태환경 보존: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등 오염물질의 배출 통제,
북방지역에서 청정에너지를 사용한 난방 비율 70% 달성, 노화된 디젤트럭의 폐기 추진, 대기오
염 방지를 위한 지역협력 강화, 양쯔강과 황하강 등의 환경보호 중점지역과 해만을 중심으로 환
경보호 추진
토지오염 방지 추진: 농지 사용과 건설부지로 인한 환경오염의 리스크 관리 강화, 농업으로 인
한 오염 방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 감량
환경보호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합법적인’ 환경보호 요구사항 실행, 현대
화 환경보호 시스템의 3개년 업무방안 제정, 오염물질 배출 허가제를 중심으로 고정 오염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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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업무

친환경 생산
및 생활 방식

생태환경
개선

주민소득
개선

교육사업
발전

9

민생복지
사회보장
강화

주거 안정

사회 공공
서비스 체제

주요 내용
- 도시지역의 환경보호 강화: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 친환경 택배 포장 사용, 도시 환경 인프라
건설 촉진, 위험 폐기물에 대한 처리능력 향상
- 오염된 수자원 자원화·사용: 오염된 수자원 활용의 ‘1+N’ 정책 체계 구축, 오염된 수자원의 자
원화·이용을 위한 중점 프로젝트 추진, 도시 생활하수 처리시설의 취약점 보완, 양쯔강 지역 경
제벨트와 황하강(黄河) 유역의 오수 처리시설 건설 및 자원화 이용 추진.
- 소음에 대한 종합적 방지 강화, 철도를 사용한 화물운송 확대
- 순환경제 발전: 국가 생태문명 시범지구 건설, 폐자원의 순환 사용 시스템 구축
- 친환경 기업 운영 추진: 환경보호, 에너지와 수자원 절약 등의 부문에서 기업 소득세에 대한 혜
택 범위 확대, 새로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설비·상품 개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와 관
련된 산업 육성
- 산업 녹색화 추진: 녹색금융 발전, 친환경 생산에 대한 평가와 인증 실시, 중점 산업과 공단의
친환경 생산 환경 수준 제고, 친환경적인 건설 추진
- 자원절약과 자원의 집약적 사용 및 사용 효율성 개선: 대형 고체 폐기물의 자원화·사용, 쓰레기
분리수거 진행, 쓰레기 배출량 감축 및 자원화·재사용 추진
- 환경 리스크 관리: 위험 폐기물로 인한 환경 리스크 조사, 환경오염 리스크 평가 및 관리 강화
- 쓰레기 없는 도시와 수자원 절약형 도시 건설, 해수 담수화의 규모화 사용 시범 실행, 친환경
커뮤니티 건설, 환경보호를 추구하는 사회문화 형성
- 생태보호 관련 규정 제정: 생태보호 레드라인 제정, 생태보호 보상조항 제정,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 개혁 추진
- 국가 생태안전 보장 시스템 최적화: 산수임전(山水林田) 및 호수와 초원에 대한 시스템화·관리,
생태 시스템 보존과 복원 추진, 국토 녹화사업 추진, 사막화와 토양유실에 대한 과학적 관리 진
행, 중요 습지 지역 보호, 해안지역의 생태환경 보전과 복원
- 국가공원 배치 최적화: 국가공원을 위주로 자연보호지 체계 구성, 자연보호지의 생태환경 감독
강화,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호 강화, 「생물 다양성 협약」의 제15차 회의 개최
- 고용을 통한 소득개선: 고용의 질적 향상 추진, 인적자본 강화, 사회유동성 증진과 생산요소 활
성화의 방식을 통하여 소득 개선의 가능성 제공
- 소득분배 제도 개선: 소득분배의 중점 영역 개혁, 임금 가이드라인과 기업 임금 조사제도 정비,
소득재분배의 조정 강도와 정확도 개선
- ‘국민 모두가 부유한 삶을 향유’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 방안 제공: 공동부유를 위한 탑 레벨에
서의 계획 수립, 공동부유 시범지구 건설, ‘14.5 규획’ 기간 중산층 확대방안 연구
- 포용적 교육자원 공급을 확대하고 미취학 교육 보장제도 개선
- 의무교육 개선: 도농지역의 의무교육 균형적 발전 추진, 고등학교 교육의 보급 수준 향상
- 학부교육 개선: ‘쌍일류(双一流)’42) 건설, 응용형 학부 추진, 신(新)공과·농과·의과·문과 개설
- 교사인력 보강: 중서부 지역 교사 양성, 교사 임금보장 시스템 완비, 농촌지역 교사 대우 개선
- 산업과 교육의 융합 추진: 국가 산업과 교육 융합형 기업의 시범도시 건설
- 직업 교육 수준 제고: 고등 직업대학의 ‘분류전형’ 제도 개선, 일반고와 직업 고등학교의 융합제
도 개선, 다양화된 직장인 교육과 평생교육 제공
- 퇴직자의 기본연금과 유공자에 대한 생활 보조금 지급 수준 향상
- 전국적으로 통일화된 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전국적 기본 양로보험 추진, 성(省)에서
실업 및 산재 보험 총괄, 시(市)에서 기본 의료보험 총괄(일부 성(省)에 대하여 성급 총괄 추진)
- 의료보험 제도 개선: 1인당 의료보험과 기본 위생 서비스 경비에 대한 재정지원 실행, 중증 질
병에 대한 의료보험과 구제제도 정비, 타 지역의 의료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의료결제 시스템 개
선, 안정적인 장기 간병보험 제도 시범 시행, 외래진료 비용의 청구 가능 범위 확대
- 의료보장 리스트 완비: 의료보험이 가능한 약품 목록의 유동적 조정, 약품 대량구매에 대하여 정
상화·제도화 추진
- 고용보험 정비: 신규 취업 인원에 대한 산재보장 시범 추진, 퇴역 군인의 근무·보장 제도 완비
- 사회 구제제도 완비, 자발적인 사회 구제제도 시스템 수립
- 부녀자에 대한 합법적 권익 보장, 미성년자 보호망 완비, 고아·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 개선
- 부동산 투기 제재: 부동산 가격 안정, 집값 안정, 부동산 가격 추세 안정 추진
- 대도시의 거주문제 해결: 토지공급 확대와 부동산 특별 자금 투자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장성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도시 신규 이주민과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
- 장기 임대주책 정책 개선: 주택 임대와 구매 시 공공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장, 장기 임대
주택 시장 발전 규범화, 임대주택의 세금 부담 축소
- 주택 임대시장의 금융지원 확대, 전문화 및 규모화된 주택 임대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건강한 중국’ 프로젝트 진행: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 국가 의학센터 건설, 의료
보장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도농 의료서비스망 정비, 중의학 진흥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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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식량안보

10

국가
안보

에너지 자원
안보

금융안보

주요 내용
- 인구 노령화를 대비한 국가전략 실행: 포용성 출산정책 강화, 양로서비스 발전, 포용성 위탁서비
스와 가사도우미 서비스 발전
- 중화 문화 아이콘 조성: 양쯔강, 대운하, 황허강 등에 국가 문화공원 건설, 문화 보존·전승·활용
사업 추진, 중요 문화지와 자연유산 보존 강화, 중요 문화시설 건설
- 문화와 관광의 융합적 발전 추진: 「국민 레저(休闲) 강요(2021~2035년)」 실행, 유급휴가 확대
- 베이징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기획 및 운영 추진
- 사회복지와 사회 거버넌스 강화: 아동복지 시설과 장애인 재활보육 시설 지원, 퇴역군인에 대한
인프라 확충, 공공 법률서비스 체계 구축, 안전한 생산 관리 규정 집행
- 바이오 안보 강화: 국가 생물 데이터 센터와 고급 생물 안전 실험실 건설, 식의약품 안보 강화,
인터넷 식품안전 감독 관리 강화 등
- 식량안보의 입법화 추진: 중요 농산품에 대한 보장전략 실행, 식량안전에 대한 성장(省长) 책임
제를 실행하여 식량, 기름, 설탕, 육류 등에 대한 공급망 안전 확보
- 농경지 보호제도: 황폐지를 개량하여 식량생산에 사용, 곡물 파종면적 안정화 및 생산능력 향상
- 식량의 ‘생산·구매·저장·판매’ 보장제도 강화: 주요 식량 생산지의 이익 보장제도 개선, 식량 생
산 기능지역과 주요 농산품 생산 보호지역을 건설하여 국가 식량 안전의 산업 벨트 건설
- 식량 품질 개선 프로젝트와 식량 산업의 고도화 추진
- 식량 생산 장려: 벼와 밀에 대한 구매가격 개선, 옥수수와 콩에 대한 생산 보조금 정책 개선
- 농업 구조조정 진행: 옥수수 재배 면적 확대, 콩 생산량의 안정화 추진, 유채·땅콩 등의 유료(油
料) 작물 개발, 친환경·고품질·고효율 농업 기술 모델 보급
- 육류 생산의 안정화: 돼지고기 생산량 회복, 소·양과 관련된 산업 발전, 유제품 산업 진흥
- 식량 생산의 현대화: 식량 생산 감독·경보 시스템 완비, 비축 조절 효과를 발휘하여 재고관리
및 긴급 공급 능력 향상, 식량 유통 시스템의 현대화 추진
- 농산품 수입 구조 다변화: 다국적 농업기업 육성, 식량과 주요 농산품의 국외 공급망 건설
- 에너지 생산·공급·저장 시스템 구축: 에너지 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계획적인 생산기지 건설·운
영·관리 및 에너지 조달 시스템에 대한 관리 강화
- 석탄 생산 개발 및 생산 능력 최적화, 석탄 공급 보장능력 제고
- 전력 운영 수준 제고: 풍력·태양광·수력·화력·원자력 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의 저장 일체화 추진
- 가스 탐사·개발 역량 향상: 천연가스 수송관 상호 연결 프로젝트 추진, 가스공급 기반 강화
- 에너지 생산 채널 건설, 에너지 비축능력 향상
- 리스크 대응: 비상시에 대한 예비책 보완, 리스크 대응과 에너지 공급의 응급 조절능력 제고, 에
너지 안전성 강화
- 광산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동방침 실행: 광산자원의 비축 공정 실행, 광업권의 경쟁적 양
도 추진, 광산자원의 개발·관리·보호 강화, 전략적 광산자원의 비축 안보 능력 향상, 광업 글로
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인 광업 협력 강화
-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관련 규정 실행, 음성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적극적으로 음성채무 해소
- 현대화 금융감독 체제 완비, 금융감독 능력 제고, 금융 혁신에 대한 감독 강화
- 중점 분야의 리스크 대응 및 금융 리스크 예방·경보·해결·문책 제도 완비
- 예금보험제도 개선, 조기개입·조기경보·조기처분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온라인 안전 보장 시스템과 보장 능력 강화

자료: 「2021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9) 자체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핵심 기술을 수입에 의존하는 문제를 지칭함. 오윤미, 조고운(2021), 「2021년 중국의 경제정책 운영 방향과 시사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중심으로」,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4, No. 4.
40) 해면도시는 환경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강우량의 변화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도시를 의미함. 바이두
바이커.
41) ‘1+N+N 계획’에서 1은 ‘14.5 규획’을, 첫 번째 N은 ‘14.5 규획’하의 도시계획과 농촌계획 등의 지역 발전계획을, 두 번째 N은 이와 관련한
전문 프로젝트를 의미함.
42) 세계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를 건설하여 세계 일류의 대학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교육정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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