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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17년 5월 14~1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이
하 <포럼>)」이 개최됨.
‒ 5월 14일 오전에는 개막식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각 실무진과 대표단이 참석하는
△정책 소통 및 전략 협의 △인프라 연결 가속화 △무역 원활화 추진 △자금융통
촉진 △민심상통 증진 △싱크탱크 교류 등 6개 주제별 회의가 동시에 진행됨.
- 5월 15일에는 29개국 정상 및 UN,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 총재가 참석하
는 원탁 정상회의가 오전과 오후 세션으로 나뉘어 개최됨.

▣ 주제별 회의 내용 및 성과는 다음과 같음.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주요 내용 및 성과 요약
회의 주제
성과 요약
‒ 18개 국가 및 8개 국제기구와 32개의
정책 소통 및 발전전략 협력과
정책 소통
양자·다자 간 협력 문건 및 기업 간 협력
혁신 메커니즘 및 공동발전
프로젝트를 체결
‒ 16개 국가와 7개 국제기구 등 총 50여
인프라 시설의 상호연결 및
인프라 연결
개의 양자·다자 간 협력 문건 및 기업 간
번영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
‒ 30개 국가와 60여 개 국가의 유관기관 등
원활화, 고효율, 공영, 발전, 심
무역 원활화
총 90여 개의 양자·다자 간 협력 문건 및
화의 '일대일로' 경제무역 협력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
‒ 30여 개 국가와 10여 개 국제금융기구 등
투·융자 다원화시스템 구축 및
자금 융통
총 50여 개의 양자·다자 간 협력 문건 및
'일대일로' 건설 촉진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
구분

민심 상통

민심 교량 공동 건설 및 번영
발전 공동 촉진

‒ 30여개 국가와 20여 개 국제금융기구 등
총 70여 개의 양자·다자 간 협력 문건 및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

싱크탱크

싱크탱크간 협력방안

- 40개 국가와 10개 국제기구 등에서 총
200여 명이 참석하여 싱크탱크간 협력을
위한 6개 공감대를 도출

▣ 이번 <포럼>은 중국이 제시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전 세계적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와 의의가 크다고 평가됨.
‒ 시진핑 국가주석은 15일 원탁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참여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확
인했으며, 2019년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포럼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중국 내 학자들은 이번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점과 향후 위안
화 국제화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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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2017년 5월 14~1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이하 <포럼>)」이
개최됨.
- 이번 회의는 2013년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일대일로’ 전략을 제시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국제회의임.
◦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체코, 라오스, 필리핀 등 29개국 정상1) 및 정부관계자가 참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학자 △기업가 △언론 △금융기관 등 130여 국가에서 1,500여명
의 대표가 참석함.
◦ 한국은 지난 5월 1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으로부터 대통령 당선 축하 전
화통화를 받을 당시 대표단 파견을 요청받았으며, 이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단을 <포럼>에 파견함.
◦ 또한 실무진에는 지난 5월 8일 중국 측으로부터 초청받은 김장수 주중대사와 주제별 회의에 참석하
는 한국문화교류재단 이시영 이사장(‘민심상통’ 회의),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싱크탱크 교류 회의)
이 참석함.

- <포럼>은 5월 14~15일 개최되었으며, 시진핑 주석의 개막사를 시작으로 주제별 실무회의, 원탁
정상회의 등이 진행됨.
◦ 5월 14일 오전에는 베이징 국가회의센터(北京国家会议中心)에서 시진핑 주석의 개막사를 시작으로
개막식이 진행되며, 오후에는 각 실무진과 대표단이 참석하는 △정책 소통 및 전략 협의 △인프라
연결 가속화 △무역 원활화 추진 △자금융통 촉진 △민심상통 증진 △싱크탱크 교류 등 6개 주제별
회의가 동시에 진행됨.
◦ 5월 15일에는 베이징의 옌치후 국제회의센터(雁栖湖国际会议中心)에서 29개국 정상 및 UN, IMF, 세
계은행 등 국제기구 총재가 참석하는 원탁 정상회의가 오전과 오후 세션으로 나뉘어 개최됨.

1)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아르헨티나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칠레 대통령, 밀로시 제만(Milos Zeman) 체코 대통령, 조코 위도도
(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 우후루 케
냐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 알마즈벡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ye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분냥 보라
칫(Bounnhang Vorachith) 라오스 국가주석,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
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도리스 로이타르트(Doris Leuthard) 스위스연방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
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쯔
엉떤상(Truong Tan Sang) 베트남 국가주석,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 하일레마리암 데살렌(Hailemariam
Desalegn) 에티오피아 총리, 바이니마라마(Bainimarama) 피지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ras) 그리스
총리,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 파올로 젠틸로니(Paolo Gentiloni) 이탈리아 총리, 나집 라작
(Najib Razak) 말레이시아 총리, 에르데네바트 몽골 총리,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파키스탄 총리, 베아타 시
드워 폴란드 총리, 알렉산더 뷰시크(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총리 겸 대통령 당선인, 마리아노 라호이
(Mariano Rajoy) 스페인 총리, 라닐 위크레메싱게(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총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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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공식 일정
일시

5월 14일
(일요일)

시간

장소

오전

개막식

국가회의센터

오후

6개 주제별 회의
- 정책소통 및 전략 협의(加强政策沟通和战略对接) 회의
- 인프라 연결 가속화(加快设施联通) 회의
- 무역 원활화 추진(推进贸易畅通) 회의
- 자금융통 촉진(促进资金融通) 회의
- 민심상통 증진(增进民心相通) 회의
- 싱크탱크 교류(智库交流) 회의

국가회의센터

환영만찬

인민대회당

문화예술공연

국가대극장

저녁
오전
5월 15일
(월요일)

활동

정오
오후

원탁 정상회의(제1차)
단체사진촬영

옌치후(雁栖湖)
국제회의센터

오찬
원탁 정상회의(제2차)
기자간담회

자료: “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媒体手册 내용 참고.

2. 회의 주요 내용
가. 개막식
■ [개막사]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국제 협력 고위급 포럼 개막식에서 ‘일대일로 건설의 협력 추진(携手推进“一
带一路”建设)’이라는 주제로 약 40분간 6,000자 분량의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일대일로 정책 추진의 4년간
성과를 종합하여 발표함.
- [실크로드 정신] 실크로드의 정신은 △평화와 협력(和平合作) △개방과 포용(开放包容) △상호 학
습(互学互鉴) △상호 공영(互利共赢)임.
- [주요 성과] 2013년 최초로 제기된 이후 지난 4년간 일대일로 정책은 매우 큰 정책적 성과를 보임.
◦ 이미 100여 개의 국가 및 국제기구가 일대일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UN회의 및 UN
안보리 회의에 상정되기도 함.
◦ 국가간 정책 교류가 심화(政策沟通不断深化)되었고, 인프라 연계 강화(设施联通不断加强), 무역 원활
화(贸易畅通不断提升), 자금 융통 확대(资金融通不断扩大), 민간 상호교류 강화(民心相通不断促进) 등
‘5통(通)’의 성과가 뚜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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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목표 제시] ‘일대일로’를 △평화의 길(和平之路) △번영의 길(繁荣之路) △개방의 길(开放之路)
△혁신의 길(创新之路) △문명의 길(文明之路)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 [주요 사업 목표 소개] 중국이 현재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주요
사업을 소개함.
◦ 관련 국가의 철도 부서들과 중-유럽 간 철도 협력 협의 체결 강화
◦ 실크로드 기금에 신규로 1,000억 위안 증자
◦ 국가개발은행 및 수출입은행이 일대일로 건설 지원 부문과 관련하여 각각 2,500억 위안과 1,300억
위안 규모의 인민폐 특별 대출 실행
◦ 이번 포럼 기간 동안 30여 국가와 무역합작협의 체결 및 관련 국가들과 FTA 협상 추진
◦ 2018년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개최 예정
◦ 향후 5년 내 연간 2,500여 명의 청년 과학자 중국 초빙 및 단기 R&D 프로젝트 참여, 연간 5,000
여 명의 과학 기술 및 관리 인원 육성, 50여 개의 연합 실험실 설립 및 운영
◦ 향후 3년간 일대일로 건설 참여 개발도상국에 600억 위안 규모의 원조 실행
◦ ‘일대일로’ 연선 개발도상국에 20억 위안 규모의 긴급 식량원조 제공 및 남남협력원조기금에 10억
달러 지원
◦ ‘행복가정(幸福家园)’ 프로젝트 100개, ‘사랑의 빈곤구제(爱心助困)’프로젝트 100개, ‘의료 재활 원조
(康复助医)’ 프로젝트 100개 지원

- [‘일대일로’ 협력 범위 제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유라시아 대륙을 잇고, 동시에 우방국들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임.
◦ 아시아와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 모두가 일대일로 건설의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

■ [주요국 정상 개막사,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및 상하이협력기구(SCO), ASEAN 등의 국제협력기구와 총괄하여 ‘대유라시아 파트너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발언함.
- 푸틴은 유라시아 대륙의 각국 국민들이 고대부터 매우 빈번하게 상호 왕래해 왔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전통과 상호신뢰가 21세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가맹국들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함을 천명함.
- 또한 푸틴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제창이 참여국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발전의 자신
감을 불어넣었으며, 한층 강화된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포럼의 개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기적절(恰逢其时)한 것이라고 발언함.

■ [주요국 정상 개막사, 터키] 레제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일대일로’가 공동 번영의 길(共赢之路)이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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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제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역사에 한 획을 그을 큰 사건이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나아가 아메리카 대륙까지도 연결하는 초대형 이니셔티브임을 강조하는 한편,
터키가 제시한 ‘중간회랑(中间走廊)’ 프로젝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연계를 강조함.
- 또한 ‘일대일로’가 연선국가들에게 기초인프라 건설 및 기술 수준에 있어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에 터키는 전력으로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 및 지지함을 재차 천명함.

■ [주요 국제기구 정상 개막사, UN] 안토니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개막식에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전
세계 발전의 공통된 희망에 기초한 것이며, 유라시아 대륙에 그 초점이 있긴 하지만 그 성과는 전 세계
모두에게 미칠 것이라고 발언함.
- 안토니오 구테헤스 총재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지리적으로든 장기적인 발전 관점에서든 매
우 장대한 프로젝트이며,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었거나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모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 [축사] 국무원 장가오리(张高丽)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일대일로’ 핵심 이념인 ‘5통’ 및 상호교류와 상호협력을
강화해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자고 강조하고, 현재 중국은 ‘온중구진’을 기조로 한 △혁신 △협력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이념을 심화시켜 ‘뉴노멀’ 시대에 ‘공급 측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일대일로’는 4년 동안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 등의 참여와 지원을 통해 많은 성과
를 이룩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상호발전 △대화환경 조성 △협력관계 구축 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장가오리 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일대일로’전략은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향후 5년
간 중국은 8조 달러 규모의 상품수입, 6,000억 달러의 외자유치, 7,500억 달러의 대외투자, 해
외여행객 7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세계 각국이 중국의 발전이 가져오는 기회를 함께 누릴
것이라고 강조함.

나. 주제별 회의 내용

■ 개막식이 끝난 후 5월 14일 오후 국가회의센터(国家会议中心)에서 △정책 소통 및 전략 협의 △인프라
연결 가속화 △무역 원활화 추진 △자금융통 촉진 △민심상통 증진 △싱크탱크 교류 등 6개 주제별로 동시에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5월 15일에는 원탁 정상회의가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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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소통 및 전략 협력(政策沟通和战略对接)’
■ <발개위>와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주관하고, 70여 개 국가와 40여 개 국제기구 등 총 360여 명이 참석한
‘정책 소통 및 전략 협력’ 회의는 「정책 소통 및 발전전략 협력과 혁신 메커니즘 및 공동발전(政策沟通和发展战
略对接创新机制、共谋发展)」이라는 주제로 진행됨.
- <발개위> 허리펑(何立峰) 주임은 ‘정책 소통’은 각 방면 실무협력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일대일
로’ 공동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 양자·다자 간 정책소통을 통해 △발전전략
강화 △발전규획 △메커니즘과 플랫폼 △구체적인 프로젝트 추진 등 4개 부문에 대한 전략적 협
력 필요성을 강조함.
-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리웨이(李伟) 주임은 현재 세계는 ‘역세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새
로운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일대일로’ 구상이 추구하는 개방과 포용을 바
탕으로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함.
- UN 안토니오 구테헤스(安东尼奥·古特雷斯) 사무총장은 2030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관련 국가간 △경제
△사회 △인문 등 영역의 교류를 촉진시키며, 각 국가는 자국 상황과 특징에 맞춰 ‘일대일로’ 건
설 중점영역을 합리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프랑스 대표로 출석한 라파랭(拉法兰) 전 총리는 전 세계의 개방과 안정, 번영을 위해 정책 소통
및 발전전략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일대일로’가 중국과 유럽 간 협력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성과] ‘정책 소통 및 전략 협력’ 회의에서 18개 국가와 8개 국제기구와 32개의 양자·다자 간 협력 문건
및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둠.
- 중국정부는 △몽골 △파키스탄 △네팔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
바니아 △동티모르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정부와 「‘일대일로’ 협력 MOU(“一带一路”
恶化做谅解备忘录)」를 체결함.
◦ 또한 △UN개발계획(UNDP) △UN공업개발기구(UNIDO) △UN인간주거계획(UN-HABITAT) △UN
아동기금(UNICEF) △UN인구기금(UNFPA) △UN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보건기구(WHO)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등의 국제기구와 ‘일대일로’ 협력 문건에 서
명함.

- <포럼>기간 '정책 소통 및 전략 협력'에 관한 추가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음(표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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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책 소통 및 전략 협력’ 회의 성과
중국 기관

성과 내용

정부

‒ △UN유럽경제위원회(UNECE) △세계경제포럼(WEF) △국제도로운수연맹(IRF) △국제무
역센터(ITC) △국제통신연합(ITU) △국제민항기구(ICAO) △UN문명연합(UNAOC) △세
계기상기구(WMO)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국제기구와 ‘일대일로’ 협력 문건 체결

정부 및 유관기관

<발개위>

재정부

‒ 「‘일대일로’ 공동건설: 이념, 실천 및 중국의 공헌(共建“一带一路”：理念、实践与中国的贡
献)」발표
‒ 「‘일대일로’ 에너지협력 비전과 행동 추진(推动“一带一路”能源合作的愿景与行动)」 발표
‒ 「‘일대일로’ 농업협력 비전과 행동 공동추진(共同推进“一带一路”建设农业合作愿景与行动)」
발표
‒ 「녹색 ‘일대일로’ 건설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进绿色“一带一路”建设的指导意见)」 발표
‒ 「‘일대일로’ 해상건설 협력 구상(“一带一路”建设海上合作设想)」 발표
‒ 그리스 경제발전부와 「중-그리스 중점영역 2017~2019년 협력계획(中希重点领域2017~
2019年合作计划)」 체결
‒ ‘일대일로’ 건설촉진센터(“一带一路”建设促进中心) 설립 및 ‘일대일로’ 인터넷 홈페이지
(“一带一路”官方网站) 개설
‒ ‘일대일로’ 관련국 재정부와 공동으로 「‘일대일로’ 융자 지도원칙(“一带一路”融资指导原
则)」 발표

자료: 『全球关注的“一带一路”高峰论坛成果都在这份清单里』, 『经济日报』(2017年5月16日).

2) ‘인프라 연결 가속화(加快设施联通)’
■ <발개위>와 교통운수부가 주관하고, 48여 개 국가와 11여 개 국제기구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인프라
연결 가속화’ 회의는 「인프라 시설의 상호연결 및 번영(互联互通 走向繁荣)」라는 주제로 진행됨.
- 교통운수부 리샤오펑(李小鹏) 부장은 ‘일대일로’ 건설 협력발전의 기초인 ‘인프라 연결’은 △중점
도시 △주요 도로 △관련 프로젝트에 ‘육·해·공 및 온라인(陆海空网)’의 ‘4위 일체(四位一体)’를
목표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시설의 상호연결(互联互通)’을 위해 추진하는 것
이라고 언급함.
- 교통운수부 규획과학연구원 천셩잉(陈胜营) 원장은 ‘일대일로’ 추진 4년간 인프라 건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포럼>을 계기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평화의 길 △
번영의 길 △개방의 길 △혁신의 길 △문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 러시아 에너지부 알렉산더 누오와커(亚历山大·诺瓦克) 부장은 러시아가 구상한 ‘대유라시아 이시
셔티브’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철도와 항만을 포함한
‘인프라 연결’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함.
◦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베리아 천연가스관 사업이 지역협력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전망, 향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에너지 이용 수준 제고 및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청정에너지 소비 비중 확대 및 신에너지 개발을 위해 중국과 정책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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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인프라 연결 가속화’ 회의에서 16개 국가와 7개 국제기구 등 총 50여 개의 양자·다자 간 협
력 문건 및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함.
- 중국정부는 △우즈베키스탄 △터키 △벨로루시 정부와 「국제운수 및 전략 협력 협정(国际运输及
战略对接协定)」을 체결하고, ‘일대일로’ 관련국가와 △환경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
각 부문에 대한 MOU에 서명함.
- 또한 중국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 협력기구는 △UN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UN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아랍국가연맹(LAS) △걸프만협력위원회(GCC) 등과 「에너
지 영역 협력 MOU(能源领域合作备忘录)」를 체결함.
- <포럼>기간 '인프라 연결 가속화'에 관한 추가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음(표 3 참고).

표 3. ‘인프라 연결 가속화’ 회의 성과
중국 기관
정부

성과 내용
‒ 태국 정부와 「원자력에너지 평화 이용 협정(和平利用核能协定)」 체결
‒ 말레이시아 정부와 「수자원 영역 MOU(水资源领域谅解备忘录)」 체결

<발개위>

‒ 파키스탄 발전개혁부와 「중-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 파키스탄 1호선 간선철도 보수
및 하웨이롄루항 프로젝트 건설에 관한 MOU(关于 中巴经济走廊项目下开展巴基斯坦 1号
铁路干线升级改造和新建哈维链路港项目合作的谅解备忘录)」 체결

상무부

‒ 캄보디아 공정운수부와 「기초인프라 시설 영역 협력 강화에 관한 MOU(关于加强基础设
施领域合作的谅解备忘录)」 체결

공업정보화부
교통운수부
수리부

‒ 아프가니스탄 통신정보기술부와 「정보기술협력 MOU(信息技术合作谅解备忘录)」 체결
‒ △캄보디아 △파키스탄 △미얀마 유관기관과 「‘일대일로’ 교통운수 영역 협력 문건(“一带
一路”交通运输领域合作文件)」 체결
‒ 폴란드 환경부와 「수자원영역 협력 MOU(水资源领域合作谅解备忘录)」 체결

국가에너지국

‒ 스위스 △교통 △환경 △에너지 △통신 등 유관기관과 「에너지 협력 로드맵(能源合作路线
图)」 체결
‒ 파키스탄 수리전기부와 「바샤 프로젝트 및 파키스탄 북부 수력 규획 연구로드맵에 대한
MOU(关于巴沙项目及巴基斯坦北部水电规划研究路线图的谅解备忘录)」 및 「중-파키스탄
경제회랑 에너지 프로젝트 포지티브리스트 조정에 관한 협의(关于中巴经济走廊能源项目
清单调整的协议)」를 체결함.

국가해양국

‒ 캄보디아 환경부와 「중-캄보디아 해양관측소 공동 건설에 대한 협정서(中柬联合海洋观测
站的协定书)」 체결

국가개발은행

‒ 인도네시아와 「중국철도유한회사-인도네시아 야완지역 고속철 프로젝트 융자 협의(中国
高铁有限公司-雅万高铁项目融资协议)」 체결
‒ △스리랑카 △파키스탄 △라오스 △이집트 유관기관과 「항구, 전기, 공업단지 등의 영역
에 대한 기초인프라 시설 융자협력 협의(港口、电力、工业园等领域基础设施融资合作协议)」
체결

철도국유기업

‒ 중국철도총회사(中国铁路总公司)는 관련국 기업과 「중국, 벨로루시, 독일, 카자흐스탄, 몽
골, 폴란드, 러시아 철도의 유라시아 화물열차 협력 심화에 관한 협의(中国、白俄罗斯、德
国、哈萨克斯坦、蒙古、波兰、俄罗斯铁路关于深化中欧班列合作协议)」 체결

자료: 『全球关注的“一带一路”高峰论坛成果都在这份清单里』, 『经济日报』(2017年5月1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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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 원활화 추진(推进贸易畅通)’
■ <발개위>와 상무부가 주관하고, 60여 개 국가와 10여 개 국제기구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무역 원활화
추진’ 회의는 「원활화, 고효율, 공영, 발전, 심화의 ‘일대일로’ 경제무역 협력(畅通、高效、共赢、发展、深化“一带
一路”经贸合作)」이라는 주제로 진행됨.
- 상무부 중샨(钟山) 부장은 무역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에 현재 ‘일대일로’ 무역 원
활화는 △무역자유화 수준 제고 △무역규모 확대 △균형 협력발전 촉진 △지속가능발전 추진 등
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강조함.
◦ 또한 중샨 부장은 무역자유화 및 투자원활화 촉진정책은 △개방 △포용 △균형 △공영의 경제글로벌
화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중국의 수입은 8조 달러, 대외직접투자 7,500억 달러
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대일로’의 ‘무역 원활화 추진’ 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함.

- UN 무키사 키트이(穆希萨·基图伊) 사무부총장은 경제글로벌화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효
율적인 생산력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중국이 무역 원활화 추진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무역표준 △물류체인 등을 제고하여 경제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함.
- 보스니아 미르코 사르비치(米尔克·莎罗维奇) 부총리는 보스니아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건설에 관심이 매우 많다고 표명, 향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보스니아 무역촉진 계획을 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성과] ‘무역 원활화 추진’ 회의에서 30개 국가와 60여 개 국가의 유관기관 등 총 90여 개의 양자·다자
간 협력 문건 및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함.
- 중국정부는 △파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
벨로루시 △몽골 △케냐 △에티오피아 △피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몰디브 △아
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레바
논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시리아 △타지키스탄 △네팔 △세르비아 등 30개 정부와 「경제무
역협력 협의(经贸合作协议)」를 체결함.
- 또한 중국 세관총서는 국제물류 유통 및 건설 촉진을 위해 국제도로운수연맹(IRF)와 「국제도로
운수공약에 관한 협력문건(国际公路运输公约的合作文件)」 에 서명함.
- <포럼>기간 '무역 원활화 추진'에 관한 추가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음(표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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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무역 원활화 추진’ 회의 성과
중국 기관

정부

<발개위>

성과 내용
‒ 그루지야 정부와 「중-그루지야 자유무역협정 문건(中国-格鲁吉亚自贸协定文件)」 체결
‒ 스리랑카 정부와 「투자 및 경제협력 촉진에 관한 협의(关于促进投资与经济合作框架协
议)」 체결
‒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세관업무 협력 및 공조에 관한 협정(关于海关事务的合作与互助协
定)」 체결
‒ 키르기스스탄 경제부와 「생산 및 투자협력 중점 프로젝트 공동추진에 관한 MOU(关于共
同推动产能与投资合作重点项目的谅解备忘录)」 체결
‒ 아랍에미리트 경제부와 「생산 및 투자협력 강화에 관한 협의(关于加强产能与投资合作的
框架协议)」 체결

상무부

‒ 60여 개 국가의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일대일로’ 무역 원활화 협력 추진
제안(推进“一带一路”贸易畅通合作倡议)」 발표
‒ 몰도바 경제부와 「중-몰도바 자유무역협정 타당성 공동연구에 관한 MOU(关于中国-摩尔
多瓦自贸协定联合可研的谅解备忘录)」 체결
‒ 몽골 대외관계부와 「중-몽골 자유무역협정 타당성 공동연구에 관한 MOU(中国-蒙古自由
贸易协定联合可行性研究谅解备忘录)」 체결
‒ 네팔 공업부와 「중-네팔 글로벌경제협력구 건설에 관한 MOU(关于建设中尼跨境经济合作
区的谅解备忘录)」 체결
‒ 미얀마 상무부와 「중-미얀마 변경지역 경제협력구 건설에 관한 MOU(关于建设中缅边境
合作区的谅解备忘录)」 체결
‒ 스리랑카 발전전략국제무역부와 「투자 및 경제기술협력 발전 중장기 규획 강요(投资与经
济技术合作发展中长规划纲要)」 체결
‒ 몽골 대외관계부와 「무역투자 및 경제협력 강화에 관한 MOU(关于贸易投资和经济合作谅
解备忘录)」 체결
‒ 키르기스스탄 경제부와 「중소기업 발전에 관한 협력 규획(关于促进中小企业发展的合作规
划)」 체결
‒ △체코 공업부 △헝가리 대외경제부와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MOU(关于中小企业合作的
谅解备忘录)」 체결
‒ 베트남 공업무역부와 「전자상거래 협력에 관한 MOU(关于电子商务合作的谅解备忘录)」
체결

농업부

‒ 세르비아 농업환경보호부와 「농업경제무역투자 행동계획 제정에 관한 MOU(关于制定农
业经贸投资行动计划的备忘录)」 체결
‒ 아르헨티나 농업부와 「농업협력전략 행동계획(农业合作战略行动计划)」 체결
‒ 칠레 농업부와 「농업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5개년 규획 2017~2021(关于提升农业合作水
平的五年规划2017~2021)」 체결
‒ 이집트 농업토지개량부와 「농업협력 3년 행동계획 2018~2020(农业合作三年行动计划)」 체결

세관총서

‒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폴란드 세관부문과 「세관협력문건(海关合作文件)」 체결

질검총국

‒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노르웨이 △아일랜드 △세르비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칠레 △탄자니아 유관기관과 「검역협력협의(检验检疫合作协
议)」 체결
‒ △UN공업개발기구(UNIDO)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유관기관과 「표준, 인증, 인가
등 국가질량기술 기초영역 협력에 대한 협의(标准、认证认可等国家质量技术基础领域合作
协议)」 체결
‒ △러시아 △벨로루시 △세르비아 △몽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에티오
피아 △그리스 △스위스 △터키 유관기관과 「표준협력 강화 및 '일대일로' 공동건설 추진
에 관한 제의(关于加强标准合作，助推“一带一路”建设联合倡议)」 체결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1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ㅣ 2017. 6. 7

표 4. 계속
중국 기관

성과 내용

수출입은행

‒ △벨로루시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라오스 △케냐 △몽골 △파키스탄 재정부와 「공
업단지, 변압기, 풍력, 댐, 위성, 유압기 등의 영역에 프로젝트 대출에 관한 협의(工业
园、输变电、风电、水坝、卫星、液压器等项目贷款协议)」 체결
‒ △이집트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유관기관과 「전력망 개조, 화력
발전소 건설, 탄광개조, 타이어 공장 건설 등 프로젝트 대출에 관한 협의(电网升级改造、
燃煤电站、煤矿改造、轮胎厂等项目贷款协议)」 체결
‒ 필리핀 수도은행 및 신탁회사와 「융자신용한도액 전략적 협력에 관한 협의(融资授信额度
战略合作框架协议)」 체결

국가개발은행

‒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 △말레이시아 유관기관과 「화학공업, 야금공업, 석
유화학공업 등의 영역에 생산협력 및 융자협력에 대한 협의(化工、冶金、石化等领域产能合
作融资合作协议)」 체결

자료: 『全球关注的“一带一路”高峰论坛成果都在这份清单里』, 『经济日报』(2017年5月16日).

4) ‘자금 융통 촉진(促进资金融通)’
■ 재정부와 인민은행이 주관하고, 50개 국가와 15개 국제기구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자금 융통 촉진’
회의는 「투·융자 다원화시스템 구축 및 ‘일대일로’ 건설 촉진(建立多元化投融资体系，促进“一带一路”建设)」
이라는 주제로 진행됨.
- 중국인민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는 자금 융통은 ‘일대일로’ 건설의 버팀목으로 개발성금융 운용이
‘일대일로’ 자금 융통에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 향후 무역 및 투자부문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구의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일대일로’ 금융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위안화 통화스와프 △위안화 직거래 △위안화 청산은행 △위안화 국제지불시스템(CIPS) 등을
더욱 확대하여 ‘일대일로’ 건설 추진 과정 중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안화 국제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함.

- 세계은행(WB) 김용 총재는 그동안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에게 많은 지원을 해 왔다는 것을 언급하고,
‘일대일로’ 건설 프로젝트 역시 개발도상국 특히 빈곤국가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함.
◦ 향후 자금수요 및 발전 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에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한 투자와 자금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경제글로벌화의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며, 공동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
라고 전망함.

-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틴 라가르드(克里斯蒂娜·拉加德) 총재는 ‘일대일로’ 자금 융통과 관련된 리스
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또한 ‘일대일로’가 장기간 프로젝트라는 점과 투자국의 자원 및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중국공상은행 이후이만(李会满) 이사장은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발전단계 및 경제적 수준차이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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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크며, 국가별 관리감독과 법률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력과정 중 △효율성 △통일성 △영향력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 [성과] ‘자금 융통 촉진’ 회의에서 30여개 국가와 10여개 국제금융기구 등 총 50여 개의 양자·다자 간
협력 문건 및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둠.
- 중국은 ‘아시아금융협력협회(亚洲金融合作协会)’를 정식으로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실크로드 기금에
1,000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추가투입하기로 결정함.
- <포럼>기간 '자금 융통 촉진'에 관한 추가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음(표 5 참고).

표 5. ‘자금 융통 촉진’ 회의 성과 및 주요 내용
중국 기관

성과 내용

정부

‒ 금융기관의 위안화 해외업무 독려 및 약 3,000억 위안 규모의 예산을 ‘일대일로’ 자금지
원을 위해 제공하기로 결정

<발개위>

‒ 러시아 정부와 총 1,000억 위안 규모의 「중-러시아 지역 협력발전투자기금(设立中俄地区
合作发展投资基金)」 설립, 그중 100억 위안을 우선 투입하여 동북아 지역 및 러시아 극
동개발 협력에 투자하기로 결정

재정부

‒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기초인프라투자은행(AI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투자은행(EIB) △신개발은행(NDB) △세계은행(WB)와 「‘일대일로’ 관련 영역 협력
강화에 관한 MOU(关于加强在“一带一路”倡议下相关领域合作的谅解备忘录)」 체결
‒ 다자개발은행(MDB)과 ‘다자개발금융협력센터(多边开发融资合作中心)’ 설립을 결정

인민은행

‒ 국제통화기금(IMF)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교육제공을 위한 금융기구인 ‘중국능력건설
센터(中国能力建设中心)’ 설립을 결정

실크로드 기금

‒ 1,000억 위안 규모의 자금 신규 추가투입 결정
‒ 상하이협력기구(SCO)와 「파트너 관계 기본 구축에 관한 MOU(关于伙伴关系基础的备忘
录)」 체결
‒ 우즈베키스탄 국가대외경제은행과 협력 협의 체결
‒
‒
‒
‒

국가개발은행

1,000억 위안 규모의 ‘일대일로’ 기초인프라 시설 특별대출 시행 결정
1,000억 위안 규모의 ‘일대일로’ 생산협력 특별대출 시행 결정
500억 위안 규모의 ‘일대일로’ 금융협력 특별대출 시행 결정
프랑스 국가투자은행과 「중-프랑스 중소기업기금(中国-法国中小企业基金)」 및 「주식인수
협의(股权认购协议)」 체결
‒ 이탈리아 투자회사와 「중-이탈리아 공동 투자기금 설립에 관한 MOU(设立中意联合投资
基金谅解备忘录)」 체결
‒ △이란 상업은행 △이집트은행 △헝가리개발은행 △필리핀 수도은행 △터키 농업은행 △
오스트리아 아오허(奥合)국제은행 △캄보디아 지아화(加华)은행 △말레이시아은행과 「융
자, 채권인수 등의 영역에 대한 실무협력(融资、债券承销等领域务实合作)」 체결

수출입은행

‒ 1,000억 위안 규모의 ‘일대일로’ 특별대출 한도액 결정
‒ 300억 위안 규모의 ‘일대일로’ 기초인프라 시설 특별대출 한도액 결정
‒ UN 공업개발기구와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공업발전 및 협력 촉진에 관한 연합성명(关
于促进“一带一路”沿线国家可持续工业发展有关合作的联合声明)」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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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중국 기관

수출신용보험회사

공상은행
국유기업

성과 내용
‒ △벨로루시 △ 세르비아 △폴란드 △스리랑카 △이집트의 수출신용보험 기관과 업무협력
체결
‒ △이집트 투자국제협력부 △라오스 재정부 △캄보디아 재정부 △인도 투자협력위원회 △
폴란드 투자무역국 △케냐 재정부 △이란 중앙은행 △이란 재정경제사무부 △사우디아라
비아 발전기금 △터키실업은행 △파키스탄 연합은행과 협력방안 협의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의 주요은행과 공동으로 「‘일대일로’ 은행협력
행동계획(“一带一路”银行合作行动计划)」 발표 및 「‘일대일로’ 은행 협력교류 메커니즘 구
축(建立“一带一路”银行合作交流机制)」을 협의
‒ 이동통신 기업인 디엔신(电信)은 카자흐스탄과 「디지털 카자흐스탄 2020 규획 협력을 위
한 협의(“数字哈萨克斯坦2020”规划合作框架协议)」 체결

자료:『全球关注的“一带一路”高峰论坛成果都在这份清单里』, 『经济日报』(2017年5月16日).

5) ‘민심 상통 증진(增进民心想通)’
■ 중공중앙대외연락부가 주관하고, 60개 국가와 10여 개 국제기구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한 ‘민심 상통 증진’
회의는 「민심 교량 공동 건설 및 번영 발전 공동 촉진(共建民心之桥，共促繁荣发展)」이라는 주제로 진행됨.
- 대외연락부 송타오(宋涛) 부장은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이념 중 하나인 민심 상통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간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한 형식의 인문 협력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포럼>을 통해 민심
상통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국제관계학원 롼종저(阮宗泽) 부원장은 민심 상통은 ‘일대일로’ 건설의 사회적 근간으로 국가간
관계 발전을 위해 사회기초 부문에 대한 민심 상통을 바탕으로 한 발전이 필연적이라고 강조함.
◦ 또한 ‘일대일로’ 핵심이념 ‘5통(五通)’ 중 서로 다른 국가간 민심이 가장 중요하며, 민심 상통이 제대
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들 또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대일로’ 건설 중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민심 상통이라고 언급함.

- 에티오피아 자선협회 로마 타스페이(罗曼·塔斯法耶) 주석은 에티오피아에 중국인이 해마다 급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와 비즈니스뿐 아니라 교육문화 영역의 교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고 강조함.

■ [성과] ‘민심 상통 증진’ 회의에서 30여 개 국가와 20여 개 국제금융기구 등 총 70여 개의 양자·다자 간
협력 문건 및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둠.
-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원조역량 확대를 위해 향후 3년간 600억 위안 규모의 원조 및
20억 위안 규모의 긴급 식량원조, 개발도상국간 협력을 위해 1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 또한 「‘일대일로’ 과학기술혁신 협력 행동계획(“一带一路”科技创新合作行动计划)」을 추진해 과학기술
인문교류 및 연합실험실 공동건설, 과학기술단지 협력, 기술이전을 시행할 예정임.

- <포럼>기간 '민심 상통 증진'에 관한 추가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음(표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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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민심 상통 증진’ 회의 성과
중국 기관

성과 내용

정부

‒ UN과 「중-UN 2030년 지속가능발전 협력 어젠다(中-联合国2030年可持续发展已成合作
倡议)」 발표
‒ ‘일대일로’ 연선국가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난민장학금(难民奖学金)’ 설립 및 교육기회
제공
‒ 레바논 정부와 「문화협정 2017~2020년 집행계획(文化协定2017-2020执行计划)」 체결
‒ 튀니지 정부와 「문화센터 상호설립에 관한 협정(关于互设文化中心的协定)」 체결
‒ UN교육과학문화기구와 「중-UN문화교육과학기구 협력 MOU(中-联合国教科文组织合作
谅解备忘录)」 체결
‒ 폴란드 정부와 「정부 간 관광협력 협의(政府间旅游合作协议)」 체결
‒ △세계식량계획(WFP) △UN국제이주기구(IMO) △UN아동기금(UNICEF) △UN난민기구
(UNHCR) △세계보건기구(WHO) △적십자국제위원회(IRC) △UN개발계획(UNDP) △
UN공업개발기구(UNIDO)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민항기구(ICAO) △UN인구기금
(UNFPA) △국제무역센터(ITC) △UN무역개발회의(UNCTAD) △UN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와 「원조지원 협의(援助协议)」 체결

교육부

‒ △러시아 △카자흐스탄 △보스니아 △에스토니아 △라오스 교육부문과 「교육영역 협력문
건(教育领域合作文件)」 체결

과학기술부

‒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와 「중-몽골 청년과학자 교류계획에 공동시행에 관한 MOU(关
于共同实施中蒙青年科学家交流计划的谅解备忘录)」 체결
‒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와 「몽골 과학기술단지 설립 및 기초인프라시설 혁신발전 협력
에 관한 MOU(关于在蒙古国建立科技园区和创新基础设施发展合作的谅解备忘录)」 체결

재정부

환경보호부

국가위생계획생육
위원회
국가관광국

‒ 「‘일대일로’ 재정경제발전연구센터(“一带一路”财经发展研究中心)」 설립 결정
‒ 「‘일대일로’ 생태환경보호협력규획(“一带一路”生态环境保护合作规划)」 발표
‒ 「‘일대일로’ 생태환경보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一带一路”生态环保大数据服务平台)」
설립 결정
‒ UN 환경계획(UNEP)와 「‘일대일로’ 녹색발전국제연맹 설립(建立“一带一路”绿色发展国际
联盟的倡议)」 발표
‒ △체코 △노르웨이 위생부와 「위생영역 협력문건(卫生领域合作文件)」 체결
‒ 우즈베키스탄 국가관광발전위원회와 「관광협력 협의(旅游合作协议)」 체결
‒ 칠레 경제발전관광부와 「관광협력 MOU(旅游合作备忘录)」 체결
‒ 캄보디아 관광부와 「관광협력 MOU 시행방안(旅游合作备忘录实施方案)」 체결

광전총국

‒ △터키 방송최고위원회 △사우디아라비아 시청관리총국과 「협력문건(合作文件)」 체결
‒ 중국중앙방송국(CCTV)는 ‘일대일로’ 관련국가 주요 매체들과 「‘일대일로’ 뉴스협력 연맹
창립(成立“一带一路”新闻合作联盟)」을 결정

신문판공실

‒ △캄보디아 신문부 △브루나이 신문국 △아랍에미리트 국가미디어위원회 △팔레스타인
신문부 △알바니아 미디어국과 「미디어 교류협력 MOU(媒体交流合作谅解备忘录)」 체결
‒ △캄보디아 외교국제협력부 △브루나이 외교무역정책전략연구소 △이스라엘 외교부 △파
키스탄 외교부 △알바니아 외교부와 「싱크탱크 협력촉진 계획 MOU(智库合作促进计划谅
解备忘录)」 체결

국가개발은행

‒ 「‘일대일로’ 특별 장학금 설립(设立“一带一路”专项奖学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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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중국 기관
‒
국제교류촉진회

‒
‒
‒

국무원발전
연구센터
국제도시발전연맹

‒
‒

성과 내용
80여 개 중국민간기구와 「중국사회기구의 ‘일대일로’ 민심상통 추진 행동계획 2017~2020
(中社会组织推动“一带一路”民心想通行动计划2017-2020)」 발표
150개 해외민간기구와 「실크로드 연선 민간기구 협력 네트워크 공동설립(共同成立“丝路
沿线民间组织合作网络”)」 결정
‘일대일로’ 싱크탱크 협력연맹과 「‘일대일로’ 민심 상통 국제 싱크탱크 협력 프로젝트(增
进‘一带一路’民心想通国际智库合作项目)」 추진 결정
UN 공업개발기구(UNIDO)와 「‘일대일로’ 건설 등 협력에 관한 MOU(关于共建“一带一路”
等合作的谅解备忘录)」 체결
50여 개 국가와 공동으로 「실크로드 국제 싱크탱크 네트워크 베이징 공동행동 선언(丝路
国际智库网络北京共同行动宣言)」 발표
△UN 인간주거계획(UN HABITAT)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협력의향서(合作意向
书)」 체결

자료: 『全球关注的“一带一路”高峰论坛成果都在这份清单里』, 『经济日报』(2017年5月16日).

6) ‘싱크탱크 교류(智库交流)’
■ ‘싱크탱크 교류’ 회의는 중공중앙선전부(中共中央宣传部) 및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가 주관하고 40개 국가와 10여 개 국제기구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함.
- 회의를 주관한 중앙선전부(中央宣传部)의 리우치바오(刘奇葆) 부장은 현재 추진 중인 ‘일대일로’ 건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싱크탱크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싱크탱크간 교류협력 강화가 ‘일대일로’ 건설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함.
◦ 이를 위해 싱크탱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스마트 실크로드(智力丝绸之路)’를 공동 건설하여
‘일대일로’ 건설을 통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가속화하고,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통해 각국의 국
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쩡페이옌(曾培炎) 이사장은 △ 일대일로 내적 발전 동력
연구 △일대일로 협력기제 신(新)모델에 대한 탐구 △ 연선국가들의 발전 지식 공유 등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각국 싱크탱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강조함.
◦ 이에 따라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를 비롯한 중국 내 싱크탱크 또한 적극적으로 각국 싱크탱크와 교류
를 강화하여 ‘일대일로’ 전략의 질적 제고를 뒷받침할 것을 다짐함.

- 한국 대외경제정책원구원(KIEP) 현정택 원장은 한·중 양국은 이미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경제정책 공조, 인프라 연결, 무역‧투자 원활화, 금융협
력,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친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일대일로’의 성공적인 추진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을 강조하며, 싱크탱크간 네트워크 구축과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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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싱크탱크’ 교류’회의에서 「다양한 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공감대 구축 (构建多彩丝绸之路的共识)」
발표하면서 싱크탱크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 회의에서는 ‘일대일로’ 계획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 새로운 발전영역의 발굴 △ 공감대
형성 △ 국가간 정책소통 강화 △ 협력 메커니즘 구축 △ 합리적이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새로운
모델 탐구 △ 양자간 및 다자간 싱크탱크 네트워크 형성의 6대 공감대를 도출함(표 7 참고).

표 7. ‘싱크탱크 교류’ 회의 성과
주요 성과

내용
1. 다양한 실크로드를 함께 건설하고, ‘일대일로’ 계획에 대한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발굴
2. 인류운명공동체의 이론과 체계를 구성하고, ‘일대일로’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국가간 경제정책의 소통 및 협조를 촉진하고, ‘일대일로’ 관련 국가 경제성장의 균형성과
포괄성을 강화
4.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발전전략 연계를 추진하고, 싱크탱크가 연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메커니즘을 구축

6대
공감대
형성

5. 글로벌 거버넌스에 더 나은 귀감이 되기 위해, ‘일대일로’ 건설의 신 모델을 함께 탐구
- ‘일대일로’ 싱크탱크 네트워크(Think Tank
Network for Belt&Road) 플랫폼 설립
6. ‘일대일로’ 싱크탱크 협력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양자 및 다자 간 싱크탱크
네트워크를 형성

- ‘일대일로’ 빅데이터 DB구축
- 무역 및 투자지수 보고서 발표(매년 초)
- ‘일대일로’ 연도(年度)보고서 출간
- ‘일대일로’ 관련 △포럼 △성과 발표회 △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 개최

자료: ‘构建多彩丝绸之路的共识’(2017), 『“智库交流”平行主题会议』, 5月14日.

7) 원탁 정상회의
■ 원탁 정상회의는 5월 14일에 진행된 6개 주제별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각국 정상들이 ‘일대일로’ 협력에
대한 원칙적 합의와 실무적 내용을 논의함.
- 5월 15일 원탁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 개막사를 통해 원탁 정상회의
의 중요한 의의를 설파함.
◦ 이번 원탁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이 한층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대일로’ 건설의 국제협력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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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협력 원칙] 평화와 협력, 개방과 포용, 상호학습, 상호공영, 평등 및 투명, 상호존중 등의
정신을 견지하며 △평등협상의 원칙 △상호 이익 및 공영의 원칙 △화해와 포용의 원칙 △시장
작동의 원칙 △균형 및 지속가능의 원칙 등 5대 원칙을 준수함.
- [주요 협의 사항] 정책소통(政策沟通), 인프라연계(设施联通), 무역원활화(贸易畅通), 자금융통(资
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의 ‘일대일로’ 중점 영역에 있어서 이하 14개의 구체적인 협의를 도
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 △다자·대륙 간 대화 협상 기제 강화 △정책적 기반 확보 △혁신 관련 협의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
△외부 협력 파트너 확대 △무역 협력 확대 △자유무역협정 논의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 및 공급체
인 연계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협력 강화 △무역의 간소화 및 법제화 협력 논의 △융자체계 및 자
금 조달 마련 방안 논의 △금융리스크 관리 논의 △인문교류 협력 강화 △문화 및 관광 교류 확대
등 14개 실무 영역의 협력 방안에 대한 원칙적 논의 진행

3. 평가
■ 이번 포럼에서는 △정책소통 △인프라 연결 가속화 △무역 원활화 추진 △자금융통 촉진 △민심상통 증진의
5대 부문에서 76개 대분류별로 총 270여 개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음.

그림 1.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성과 요약

자료: ‘一张看懂“论坛成果清单”’(2017), 『中国经济周刊』 第20-21期 그림 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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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국가 주석은 원탁 정상회의 폐막연설에서 각국의 참여를 통해 5대 공감대가 도출하였다고 선언하고,
2019년에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개최하겠다고 발표함.
- 2017년 5월 15일 정상 원탁회의 폐막 연설에서 시주석은 각국은 △‘일대일로’ 건설의 국제협력
추진에 주력하여 세계경제의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정책 조율과 발전전략의 연결을 강화하여
연계협력 발전을 실현하며 △공통된 인식을 행동으로 옮기고 각 분야 실무 협력에 새로운 성과
를 적극 추진하고 △각국의 민간교류의 교량을 구축하고 △‘일대일로’ 건설이 개방적이고 포용적
인 발전 플랫폼이고 참여국은 모두 평등한 참여자이자 공헌자, 수혜자임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함.
- 또한 ‘일대일로’ 건설이 연선 국가들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에 주력하여 각국
의 시민들이 보다 나은 발전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와 의의를 재차 강조함.

■ 중국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포럼>의 성공적 개최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회의 성과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중국 주요 싱크탱크인 판구(盤古智庫- Pangoal Institution)에서는 이번 <포럼> 및 시진핑 주석
의 개막사 발언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음.
◦ 이펑(易鹏) 이사장은 시진핑 주석의 개막사는 ‘일대일로’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전면적으로 종합하였
을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주제를 담고 있으며, 개막사를 통해 공정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평가함.
◦ 판중잉(庞中英) 고급연구원은 이번 <포럼>의 개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
음을 의미하며, ‘일대일로’ 건설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을 강조함.

- 중국인민대학 총양금융연구원(重阳金融研究院) 원장 겸 교수인 왕원(王文)은 이번 <포럼>을 통한
성과가 ‘일대일로’의 실무적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극찬함.
◦ 또한 왕 원장은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국가에서 참여하고 지지해준 이번 <포럼>의 성공적 개최가
중국에 대한 거대한 지지라고 볼 수 있다며, 향후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해 더욱 자신감
있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의 전망 또한 밝다고 평가함.

- 중국인민대학 총양금융연구원의 천천천(陈晨晨) 연구원 겸 거시경제연구소 부주임은 각국의 정상
이 모여 ‘일대일로’의 발전 과정과 도전, 협력에 대해 논의한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의의가 있
으며, 글로벌 경제 발전에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향후 글로벌 협력 발전의 전망이
밝다고 평가함.

■ 한편 이번 <포럼>을 통해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위안화 국제화’에 새로운 기회와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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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화대학 국가금융연구원의 주민(朱民) 원장은 <포럼>이 폐막한 직후 증권시보(证券时报)와의 인
터뷰에서 ‘일대일로’가 위안화 국제화에 커다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함.
-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의 탕졘웨이(唐建伟) 수석 거시경제분석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일대일
로’는 추진력을 얻고, 이는 다시 위안화 국제화의 기초를 다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함.
◦ 탕졘웨이 수석 거시경제분석사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안정적 발전이 위안화 국제화에 있어 △경
제적 기초 △시장 기초 △가치 기초의 3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함.

- 또한 쑤닝금융연구원(苏宁金融研究院) 거시경제센터의 황즈룽(黄志龙) 연구주임은 <포럼>이 위안
화 국제화에 새로운 분기점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안화 국제화 2.0시대의 개
막을 의미한다고 주장함.
◦ 황주임은 위안화 국제화가 최근 △위안화 수요국가들의 발전 추세 둔화 △위안화 국제 결제 수준 둔
화 △위안화 결제 대외투자의 제도적 난관 봉착 △위안화의 비축통화 기능이 여전히 초보적 단계에
머무름 등의 이유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함을 지적함.
◦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인프라 투자에 역량이 집중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안정적 발전은 연선
국가들의 무역, 투자, 인프라 건설 등의 측면에서 위안화 국제화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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