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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17년 양회에서 중국은 경제성장률 6.5%, 도시 신규고용 1,100만 명 이상
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중립적인 통화정책을 기조
로 제시함.
- GDP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설정하는 한편 목표치 이상의 성과추진 가능성을
제시함.
- 도시 신규고용 목표치를 2016년보다 100만 증가한 1,100만 명 이상으로 설정하
여 고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됨.
- 재정적자율 3%, 재정적자 2.38조 위안의 목표를 제시하며 적극성과 효율성이 강
화된 재정정책을 시행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할 계획을 표명함.
- 총통화(M2) 목표증가율과 사회융자규모 목표증가율을 모두 전년도보다 1%p 낮은
12%로 설정하면서 안정과 중립(稳健中性)을 유지하는 통화정책 시행을 계획함.

▣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보고」는 각각 올해의 9대 중점 업무를 제시함.
- 「정부업무보고」는 △공급 측 구조개혁 △주요영역 개혁심화 △내수확대 △혁신을
통한 실물경제 업그레이드 △농업과 농민발전 △대외개방확대 △환경보호 △민생
보장강화 △정부개혁의 9가지를 제시함.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보고」는 △공급 측 구조개혁 △농업공급 측 개혁
△내수확대 △ 주요 영역 개혁 심화 △실물경제발전 △지역 협조발전 △대외개방
확대 △녹색발전 △민생개선을 제시함.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보고」는 「정부업무보고」를 더욱 구체화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점 업무영역도 대부분 중첩됨.

▣ 올해 중국은 공급 측 구조개혁의 심화 추진을 기본으로 안정적 경제성장과 고용
일자리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수요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재
정정책과 통화정책 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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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경제목표와 정책방향
■ 매년 3월 개최되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는 해당 연도의 거시경제정책 목표와 정부예산안
등을 발표하며 한 해 경제의 운영방향을 결정함.
- 양회는 우리나라 정기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국정자문회의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
회의(정협) 등 두 개의 정치회의로 구성됨.
◦ 2017년에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월 5일부터 15일
까지 각각 진행됨.

- 전인대에서 발표되는 중국경제관련 보고서는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1)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보고」,2) 재정부의 「정부예산보고」3) 등 3종류가 있음.
◦ 「정부업무보고」는 전년도의 중국경제 전반을 회고하고 금년도의 주요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함.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보고」는 경제 및 사회의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임무를 확정함.
◦ 「정부예산보고」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전년도 예산 집행결과를 발표하고 금년도 예산안 및 재정정책
목표를 확정함.

■ 2017년 양회에서 발표된 중국경제관련 보고서의 내용을 위주로, 금년도 중국정부의 경제 운용 목표 및
주안점을 검토하고 2016년 양회와 비교해 보고자 함.

■ 2017년 중국은 경제성장률 6.5%, CPI 증가율 3% 수준, 도시 신규고용 1,100만 명 이상(도시등기실업률
4.5%이내)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중립적인 통화정책을 기조로 제시함.

가. 안정적 성장

■ GDP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설정하고 실제 업무과정에서 더 좋은 결과를 추구한다는 문구4)를 덧붙임으로
써 목표치 이상의 성과추진 가능성을 제시함.

年政府工作报告」.
关于2016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与2017年国金经济和社会发展计划草案的报告」.
3) 「关于2016年中央和地方预算执行情况与2017年中央和地方预算草案的报告」.
4) “国内生产总值增长6.5%左右，在实际工作中争取更好结果.”
1) 「201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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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4년 7.5%, 2015년 7.0%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꾸준히 하향조정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최
초로 6.5~7.0%이라는 구간 형식으로 설정하였다가 올해는 6.5%로 더욱 낮춘 목표치를 제시함.
-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안정적 성장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민생보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
시하며 고용우선전략과의 연계를 강조함.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보고」에서는 6.5%의 목표치는 13.5규획의 전면적 샤오캉사회
완성목표에 부합하고, 신규고용 목표 및 사회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수치라고 표명함.
◦ 2016년부터 시행되는 13.5규획은 2020년의 중국 총 GDP를 2010년의 두 배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2016~20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5%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
다고 밝힘.
◦ 지속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하
며, 6.5%의 성장속도는 이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될 수 있음.

표 1.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 및 실적 추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목표

7.5%

7.5%

7.5%

7.0%

6.5-7.0%

6.5%

실적

7.8%

7.7%

7.4%

6.9%

6.7%

-

주: 2013~17년 해당 연도 「정부업무보고」에 제시된 수치로, 최근 개선·수정된 자료를 근거로 한 [그림 1]의 수치와 차이가 있음.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 정리.

그림 1. 중국 GDP 총액 및 성장률 추이
(2013~17년)

그림 2. 2016년 중국 GDP 총액 및 성장률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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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우선 전략

■ 도시등록실업률 목표치는 전년도와 같은 4.5% 수준이나, 도시 신규고용 목표치를 2016년보다 100만
증가한 1,100만 명 이상으로 설정하여 고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됨.
- 2014년 이후 3년 동안 도시 신규고용 목표치는 1,000만 명이었으며 올해 100만을 추가한 것은
고용우선 전략의 강화를 의미함.
- 중국은 최근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꾸준히 시행하면서 도시 신규고용 1,300만 명 이상을 연속 4
년간 달성해왔으나 고용시장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올해 대학졸업자 수가 795만 명에 달하여 역사상 신고점을 경신할 예정이며, 500만 명 이상의 고등학
교 졸업자와 설비과잉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수십만 명의 노동력이 고용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됨.

- 리커창 총리는 창업과 취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통해 민간이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여 일자리
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겠지만, 취업 불능 및 생계 유지가 곤란한 계층에 대해서 정부는 기본생활
보장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힘.

표 2. 최근 중국 도시 신규고용 및 도시등록실업률 목표치 및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명, %)

목표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시 신규고용

900

900

1,000

1,000

1,000

1,100

도시등록실업률

4.6

4.6

4.6

4.5

4.5

4.5

도시 신규고용

1,266

1,310

1,322

1,312

1,314

-

도시등록실업률

4.1

4.05

4.09

4.05

4.02

-

자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다. 적극적 재정정책

■ 중국재정부는 「정부예산보고」에서 재정적자율 3%, 재정적자 2.38조 위안의 목표를 제시하며 적극성과
효율성이 강화된 재정정책을 시행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할 계획을 표명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으며 재정적자 규모도 조
금씩 증가함.
-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는 총 2.38조 위안(중앙정부 1.55조 위안, 지방정부 8,300억 위안)으로 전
년보다 2,000위안 증가하였으며, 재정적자율(재정적자액/GDP)은 전년도와 동일한 3% 수준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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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국 정부예산안(2016~17년)
(단위: 억 위안)

2016년
수입
지출
합계

전국
158,915
180,715
-21,800

중앙정부
71,855
85,855
-14,000

2017년
지방정부
145,060
152,860
-7,800

전국
171,063
194,863
-23,800

중앙정부
80,245
95,745
-15,500

지방정부
156,468
164,768
-8,300

자료: 중국 재정부.

■ 2017년도 재정정책은 효율성 강화를 더욱 강조하며 감세 및 수수료 인하, 재정세제 개혁, 재정지출구조
최적화, 재정자금관리 활성화, 재정리스크 관리를 주요 원칙으로 제시함.
- [감세 및 수수료인하]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새로운 감
세조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며, 기업 부담의 감소가 경제발전의 동
력이 될 수 있도록 함.
- [재정세제 개혁] 현대적 재정제도를 건설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 권한과 지출에 대한 책
임을 체계화함.
- [재정지출 구조 최적화] 지출규모를 적절한 수준에서 확대하는 한편 일반경비 등의 지출을 감축
하여 자금투입의 효율성을 강화함.
- [재정자금 관리 활성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자금 투입 및 관리를 강화함.
- [재정리스크 관리] 재정적자율을 합리적 수준에서 통제하고 정부채무 한도액 관리 및 예산관리를
강화하며,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응급관리기제를 수립함.

■ 2017년 재정정책의 주요 목표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재정지출 규모를 적절히 관리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정밀성을 향상시키며, 공급 측 구조개혁 및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임.
- 법인세 절감의 혜택이 소형기업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여 과세표준액 상한을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공제율을 50%에서 75%로 각각 상향조
정함.
- 감세 및 수수료 인하 정책을 통해 2017년 한 해 동안 기업 법인세 3,500억 위안, 수수료 비용
2,000억 위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공급 측 구조개혁, 유효수요 확대, 기본민생보장, 농업, 교육, 환경보호 및 생태문명 건설 등 주
요 영역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재정자금 투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기본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능력을 확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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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7년 주요 재정지출 예상 분야
분야

주요 내용

1. 교육

도시 및 농촌 의무교육, 학교개조사업, 취학 전 교육사업, 현대적 직업훈련, 산학협력
등 지원 등

2. 과학기술

주요 기초연구·사회공익연구 강화, 공익성 연구개발기구 안정적 지원 등

3. 사회보장 및 고용

퇴직자 양로금·양로보험제도 개혁, 사회보장기금 리스크관리, 장애인·아동 등 취약층 보
호정책 실시, 취업 및 창업지원 등

4. 의료위생

의료보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기본의료보장에 대한 재
정보조 기준을 30위안 상향조정(도시 450위안, 농촌 180위안), 기본공공위생서비스의
재정보조기준 5위안 상향조정(45위안에서 50위안으로) 등

5. 빈곤구제

지방빈곤구제 사업에 861억 위안 지원(전년대비 200억 위안 증가)

6. 농림업

「녹색생태위주 농업보조제도 개혁방안건립」5) 실시, 농업보조제도 완비하여 보조정책의
정밀성 제고, 농업혁신 발전 지원

7. 환경보호

대기·수자원·토양 오염 방지 등

8. 주택보장

판자촌 개조사업 대폭 지원, 공용임대주택 추진, 주택보조시설건설 지속 추진 등

9. 문화체육

국가 기본공공문화서비스 지도표준 실시, 문화유산 보호·이용 강화, 중화 우수전통문화
계승발전 공정 지원 등

10. 국방

국방 및 군대 개혁 심화

11. 기본민생보장

단계적인 재정보조규모 확대, 현급 기본재정보장기제 통합관리, 고 자금 이전지출 보조
통합관리, 재정곤란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기본 민생보장 강화, 소수민족 및 변경지역
지원 강화 등

12. 중앙인프라 건설

인프라 시설 투자에 5,076억 위안 안배, 지출구조 최적화

13. 일반경비

중앙 및 각급 기관의 일반성지출6) 대폭 감축, 회의비·훈련비·홍보비·자문비 등의 경비
지출 축소, 5% 수준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들 감축, 정책목표가 이미 실현된 항목
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배정 금지, 낭비 방지

자료: 중국 재정부.

라. 안정·중립적 통화정책

■ 2017년 총통화(M2) 목표증가율과 사회융자규모 목표증가율을 모두 전년도보다 1%p 낮은 12%로 설정하면
서 안정과 중립(稳健中性)을 유지하는 통화정책 시행을 계획함.

建立以绿色生态为导向的农业补贴制度改革方案」.

5) 「

6) 일반성지출이란 국가기관과 행정기관의 경비지출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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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면서 시장 자금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
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도함.
- 금융자원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여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삼농(三农)’ 및 소
형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위안화 환율제도의 시장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안화가 세계통화시스템에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비정상적인 국내외 자본이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표 5. 최근 중국 총통화(M2) 증가율 목표치 및 실적 추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목표

14%

13%

13%

12%

13%

12%

실적

13.8%

13.6%

12.2%

13.3%

11.3%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 정리.

■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 목표치는 2015년 이후 3년째 3.0%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수준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 방지가 강조되기 시작함.
- 2016년 실제 물가상승률이 2015년보다 상당 폭 상승하였고, 특히 올해 1월의 CPI 상승률이 3
년 내 최고수준인 2.5%를 기록하였으며 생산자물가지수(PPI)는 6.9%를 기록함.

표 6. 최근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 목표치 및 실적 추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목표

4%

3.5%

3.5%

3.0%

3.0%

3.0%

실적

2.6%

2.6%

2.0%

1.4%

2.0%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 정리.

2. 2017년 주요 추진 업무
■ 「정부업무보고」는 2017년에 추진할 중점 업무로 △공급 측 구조개혁 △주요 영역 개혁 심화 △내수확대
△혁신을 통한 실물경제 업그레이드 △농업과 농민발전 △대외개방확대 △환경보호 △민생보장강화 △정부
개혁의 9가지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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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정부업무보고」의 중점업무 8가지와 대체로 중복되며 개혁 및 혁신 측면이 보다 세분
화·구체화됨.

표 7. 2017년 「정부업무보고」 중점업무
2017년

2016년 유사 중점업무

1. 공급 측 구조개혁
(三去一降一补)

과잉설비 해소, 재고소진, 디레버리징, 비용감축, 취약부문
지원

2. 공급 측 구조개혁 강화

2. 주요영역 개혁심화

재정세제개혁, 금융체제개혁, 국유기업개혁, 비공유제활성
화, 재산권 보호제도 강화, 생태문명 개혁 등

2. 공급 측 구조개혁 강화

3. 내수확대

소비성장 촉진, 유효투자확대, 지역발전최적화, 신형도시화

3. 내수확대

4. 혁신을 통한 실물
경제 업그레이드

과학기술혁신능력 향상, 신흥산업발전 육성, 전통산업 개
조 및 개선, 대중창업 만중혁신(双创) 등

2. 공급 측 구조개혁 강화

5. 농업과 농민발전

농업구조조정, 현대화농업건설, 농촌개혁, 농촌 공공시설건설

4. 농업과 농민발전

6. 대외개방확대

일대일로(一带一路)건설 추진, 무역성장 촉진, 외자유입에
유리한 환경조성,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촉진

5. 대외개방확대

7. 환경보호

대기오염(미세먼지)관리,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 생태보호

6. 환경보호

8. 민생보장강화

취업 및 창업 촉진, 고용정책 개선, 공평하고 수준높은 교
육, 의료위생 강화, 노인·아동·장애인 등의 민생보장, 사회
치안 강화

7. 민생보장

9. 정부개혁

법률입법 추진, 부패척결, 근면한 업무태도, 정부기능 효율
강화

8. 정부개혁

자료: 중국 국무원.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보고」는 △공급 측 구조개혁 △농업공급 측 개혁 △내수확대 △ 주요영역개혁
심화 △실물경제발전 △지역협조발전 △대외개방 확대 △녹색발전 △민생개선을 2017년 경제사회 9대
중점 업무로 제시함.7)
- 2016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보고의 9대 중점업무와 대체로 중복되며 세부 수치
등에서만 미세한 차이를 보임.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보고」는 「정부업무보고」를 더욱 구체화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
며 따라서 중점 업무영역도 대부분 중첩됨.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의 2016년 경제운용 방향 평가와 한국의 대응」, 「2017년 중국 경제운용 방향 및 전망」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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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17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중점업무
2017년

2016년 유사 중점업무

1. 공급 측 구조개혁

과잉생산설비 해소, 부동산재고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
원가 절감, 취약부문 지원

1. 공급 측 구조개혁

2. 농업공급 측 개혁

농업구조 개선, 농촌 인프라 건설, 농기술 개발, 농촌 신사
업 개발, 개혁가속화

5. 농업기반구축 강화

3. 내수확대

소비촉진, 투자확대

2. 내수확대

4. 주요 영역 개혁 심화

개혁심화, 국유체제 개혁, 투자 개혁, 가격 개혁, 공평한 시
장경쟁 환경, 세수 및 금융 개혁

3. 주요 영역 개혁 심화

5. 실물경제발전

경제발전의 신동력 육성, 신흥산업의 지속적 발전, 전통산
업의 업그레이드, 서비스경제의 혁신발전

4. 혁신주도발전

6. 지역 협조발전

일대일로·징진지(京津冀)·창장(长江)경제벨트 전략의 효과적
추진, 지역발전구도 최적화, 신형도시화

6. 도시와 농촌의 협조발전

7. 대외개방

일대일로 효과적 추진, 대외무역 회복, 외자경영환경 개선,
대외투자 건전한 발전

8. 대외개방

8. 녹색발전

생태문명 체제개혁 심화, 주체기능구제도 개선, 자원 이용
효율성 제고, 환경관리와 생태보호 강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7. 녹색·저탄소·순환발전

9. 민생개선

빈곤퇴치 적극추진, 취업우선전략 전면 실시, 사회보험제도
개혁 심화, 기초 공공서비스 체계 완비

9. 민생개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 정리.

3. 평가
■ [안정적 성장]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전년도 보다 낮게 잡은 것은 시장의 예상과 대체로 일치하며
이는 공급 측 구조개혁 강화와도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음.
- 구주증권(九州证券) 글로벌수석경제학자 덩하이칭(邓海清)은 올해 성장목표치 6.5%는 정부가 주
동적으로 성장률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가능하며 실제 성장률은 약 6.7~6.8% 수준
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성장률 목표치를 낮춘 것은 경제성장 목표치에 구애받지 않고 공급 측 구조개혁의 추진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고용우선 전략] 고용우선 전략의 강조는 올해 양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 공급 측 구조개혁 강화와의
마찰과 같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경제구조 최적화 등의 노력을 통해 고용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취업은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근로자들이 국가경제발전의 성과를 함께 누리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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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간임.
◦ 리커창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고용은 경제발전의 기초이자 자산 증가의 근원으로 주민소득의 가장 중
요한 원천이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고 강조함.8)

- 중국경제주간(中国经济周刊)의 평론가 거펑(葛丰)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고용유발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 등 높은 고용창출력이 있는 산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이
추세를 지속할 수 있음.
◦ GDP 1%p 증가에 따른 신규고용 일자리 수는 11.5기간 중 100만 개, 12.5기간 중 170만 개에서
최근 190만 개로 증가함.9)

■ [적극적 재정정책] GDP 총액 증가에 따라 예상적자폭은 전년보다 2,000억 위안 증가했으나 목표 재정적자율
은 전년도와 동일한 3%로 정책강도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감세 및 수수료인하 정책에 의한 기업의 부담 경감액은 5,5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제도에 따른 감세액에 상당하는 규모임.
- 감세규모 증가, 빈곤구제 자금과 인프라건설 투자액 증가는 올해 재정정책의 적극성이 더욱 강
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됨.
- 그러나 GDP 총액대비 적자규모의 비율은 2016년과 동일한 3%이며, 이는 총수요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공급 측 구조개혁과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자폭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구주증권의 덩하이칭은 2009년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으로부터 정부가 확실한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함.

■ [안정·중립적 통화정책] 2017년 「정부업무보고」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통화정책의 안정(稳健)성을 언급하면
서 전년도에 없던 중립성(中性)을 추가하였으며 시장금리수준을 합리적 구간 내에서 인도할 것을 첨언함.
- 2017년의 경제성장목표율이 전년도보다 약간 하향조정되고 고용목표치가 증가하는 등 성장보다
안정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며, 이에 따라 통화정책에도 약간의 변화가 나타남.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디레버리징(去杠杆)과도 정책적 연계성이 있음.

李克强：不会也不允许出现大规模群体性失业」(2017), 『中国政府网』. (3月15日)
9) 「“促就业”与“调结构”并行不悖」(2017), 『中国经济周刊』. (3月10日)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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