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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20년 5월 14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쌍순환 전략’이 처음 언급된
이후 중국경제의 새로운 발전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으로 부상
- 쌍순환은 국내순환과 국제순환 두 가지를 포괄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경제 침
체의 장기화, 미국과의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여건에 대응
하여 내수 확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임.
- 국내순환의 경우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 확대를, 공급 측면에서는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함.
- 국제순환에서는 향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첨단·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 확대,
내수시장을 위한 수입 증대를 목표로 함.

▣ ‘쌍순환 전략’에는 구조개혁을 통한 소비시장의 확대, 기술개발 및 신형인프라 투
자를 통한 생산능력 향상, 대외개방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
- 소비를 제약하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토지제도 △호구
제도 △도시화율 제고 등 전면적 대응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유통망 확대 △다
양한 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소비시장을 확대하고자 함.
- 기술개발을 위한 7대 신형인프라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함과 동시에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고자 함.
- 상하이 수입박람회, RCEP 등 자유무역협정 참여 확대, 금융시장 개방 등 대외개방
과 수입 확대를 통해 취약한 국내 공급능력을 보완하고자 함.

▣ 중국의 ‘쌍순환 전략’ 추진으로 중국 내 소비시장 확대, 첨단 핵심 분야에서의 기
술력 향상 등이 예상되며, 이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는 화장품, 농식품과 같이 기존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
비재뿐만 아니라 뷰티, 헬스, 의료, 문화콘텐츠 등의 서비스 영역에서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과 수출 확대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의 기술력 향상은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을 대체하고 글로벌시장에서 우
리 기업과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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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순환’의 개념 및 제안 배경
■ 2020년 5월 14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경제는 국내 경기순환을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쌍순환(双循环)’
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언급1)
- 이후 5월 23일 개최된 정치협상회의와 7월 30일 개최된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재차 강조되면서
중국경제의 새로운 발전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개념으로 부상함.
- 2021년 양회(两会)에서 발표될 14차 5개년 규획(2021~2025)에서도 쌍순환 전략을 구체화한
세부 경제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쌍순환 전략의 개념도

자료: FT中文网.

■ 쌍순환은 국내순환(내순환)과 국제순환(외순환) 두 가지를 포괄하며, 내수와 수출입이 함께 성장하며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의미
- 국내순환에 방점을 두고, 내수 중심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목표
- 이전의 ‘인프라 투자에 기반한 내수와 해외수요가 견인한 공산품 수출’의 이원적 경제구조에서
점진적으로 ‘국내 소비의 업그레이드 및 국내외 수요가 결합된 개방 대국’의 발전 모델로 전환
하고자 함.2)

1) 「中共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召开会议 习近平主持」(2020. 5. 14), 『新华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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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순환의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의 확대를, 공급 측면에서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함.
◦ 국제순환에서는 기술력 제고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내수시장을 위한 수입 증대를 목표로함.

- 기술발전으로 산업 생산능력을 향상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하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며, 국내시장의 활력을 바탕으로 대외충격에 대응하고자 함(그림 1 참고).3)

■ 쌍순환 전략이 제기된 배경에는 중국경제의 구조 전환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요인이 존재
- 중국은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로 성장해왔지만, 수출의존도는 2006년부터 점차 하락하는
추세임(그림 2 참고).
◦ 중국의 수출의존도는 독일, 한국 등 주요 수출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
◦ 중국이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내수시장 확대, 서비스업 발달 등이 진전되면서 수출의존도가 점차
미국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최근의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는 수출의존도 하락 추세를 정책적으로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됨.
- [해외 수요] 북경대 린이푸 교수는 쌍순환 전략 시행의 단기적 배경으로 코로나19 충격,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해외수요의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함.4)
◦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전 세계 무역이 13~32%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미·중 통상분쟁으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간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해외 수요는 2020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반면, 글로벌 공급이 부진을 지속하
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작았던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5)
◦ 따라서 쌍순환 전략은 해외 수요를 내수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끌어올림으
로써 전체적인 수요의 규모를 제고하는 것을 의미6)

- [국내 수요]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경제성장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충격을 더 크게 받은 미국의 규모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2023년부터는 중국의 소
비재 소매판매액이 미국을 완전히 앞지를 것으로 예측됨(그림 3 참고).7)
◦ 중국은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서고, 4억 명에 달하는 중산층을 보유하는 등 소비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

2) 「内循环为主、双循环相互促进，规划十四五“开放大国”转型之路 | 7月中央政治局会议解读」(2020. 7. 30), 『申万宏源宏观』.
3) 「“双循环”的演进之路：2020与1913」(2020. 7. 30), 『FT中文网』.
4) 「林毅夫：双循环的深意与落实中的关键点」(2020. 12. 24), 『北大国发院』.
5) 2020년 11월 전년동월대비 중국의 수출입은 각각 21%, 4.5% 증가하여 2,68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이는 1990년 이후
최대 월간 흑자액이며, 의약품과 전자기기의 수출이 크게 증가. “China’s Exports Surge in Year-End Rush as Pandemic
Fuels Demand”(2020. 12. 7), 『Bloomberg』.
6) 「李超：两个大循环的另类观」(2020. 8. 11), 『首席经济学家论坛』.
7) “China Ecommerce 2020”(2020. 6), eMark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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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충격을 조기에 극복한 점도 다른 국가에 비해 소비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데 기여

- [공급 측면] 최근 미국이 중국에 기술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은 첨단기술의 중간재 수입에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내부적으로 기술자립의 중요성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이 증대됨.

그림 2. 주요국 GDP 대비 수출비중 추이

자료: 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미국·중국 총 소매판매 추이 예측치

주: 2020~24년은 미국 시장조사기관 eMarketer 예측치임.
자료: eMarketer(2020).

2. ‘쌍순환 전략’의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소비 제약요인의 해결을 통한 소비시장 확대
■ 기존의 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소득분배정책 개선과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소득과 소비의 증대가 필요
- 중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은 2010년부터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6년부터 성장세가
정체를 보이고 있음(그림 4 참고).
◦ 중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39%였는데, 이는 같은 해 미국(68%), 일본(55%),
EU(55%), 한국(49%)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1인당 GDP가 비슷한 러시아(2019년, 50%)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

- 2010~16년의 소비비중 증가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저학력 노동자 계층의 소득이 증가
한 데 기인함.
◦ 그러나 정부지출로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8) 실제로 2007년에 비해
2019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배로 증가하였음.9)

8) 「白重恩：建议从住房制度入手增加居民消费与可支配收入」(2020. 12. 17), 『新浪财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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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지속가능한 국민의 가처분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간과해온 소득분배 정책의 개선 및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다방면의 정책이 요구됨.
- 더불어 신유통망, 서비스업 발전으로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그림 4. 주요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 추이

자료: 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 주요국의 저축률 비교(2017년)

자료: Zhang et al.(2018).

■ 중국 국무원은 소비 증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노후 불확실성 △교육비용 △주거비용 △농촌 토지수익
△호구제 △낮은 도시화율 등을 지적하고, 제약 요인들을 해결함으로써 소비를 확대할 것을 제시10)
- [노후 불확실성] 미비한 사회보장제도는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
이 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저축률이 매우 높은 편(2017년 기준 중국 45.8%, 세계 평균 26.4%)
으로,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미비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높은 저축률은 그만큼 소비가 적게 이루
어지는 것을 의미(그림 5 참고)
◦ 도시민의 경우 노후 관련 사회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으나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농촌의 경우 약 1억 명의 농민이 양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통해 소비 잠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교육비용] 도시와 농촌 간 교육 양극화는 각기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하면서 소비 잠재력을 낮추
고 있음.
◦ 도시 지역의 경우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사교육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면서 중산층의 부담 가중과 소
비 제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반면에 수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농촌에 남겨진 농민공 가정의 자녀들(留守儿童)은 충분한 교육을 받
지 못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숙련된 노동자의 육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가계 입장에서도 미래 기
대소득을 저하시키며 소비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9) “The problems with China’s “Dual Circulation” economic model“(2020. 8. 25), Financial Times.
10) 「当代金融家·封面文章 | 国务院参事夏斌：关于构建“双循环”新发展格局的十项建议」(2020. 12. 2), 『当代金融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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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비용] 도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역시 가계의 소비 여력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베이징, 상하이, 선전과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2~3선 도시 역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여
농민공 등 도시노동자들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
◦ 주택은 투자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임을 인식시키는 관련 정책 필요

- [농촌 토지수익] 농민이 분배받은 농지(도급토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 매각(出让)에 따른 수익 중
농민에게 배분되는 비중이 작아 가처분소득을 낮춰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농촌 토지의 시장화에 따라 농촌집체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 지방정부의 수익이
60~70%를 차지하고 개별 농민에게 할당되는 몫은 5~10%에 불과
◦ 2020년부터 「토지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농민의 토지 매각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음.
◦ 농민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촌 토지수익의 분배제도를 개선
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필요

- [호구(户口)제]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호구제도의 개혁을 통해 도시로 이주해 정착한 노동자
(농민공)의 소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도시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농민공에게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공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어
도시 주민보다 저축률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소비수준이 도시 주민보다 16~20% 낮은 것으
로 나타남.11)
◦ 중국정부는 호구제 개혁과 관련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왔는데, 2019년에 발표된 호구제도 개
혁정책에 따르면 성급 도시(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와 부성급 도시(광저우, 우한 등 15개 대도
시)를 제외한 도시에서 3년 이상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가족은 해당 지역의 호구 취득이 가
능12)
◦ 해당 정책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로의 인구이동을 허용하는 점진적인 개혁조치로, 도시에
정착한 농민공의 안정적인 생활과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도시화] 호구제도 개혁과 병행한 도시화를 통해 농민의 생활수준 개선, 도시인구의 증대, 사회
보장제도 적용대상자 확대, 소비 확대를 달성하고자 함.13)
◦ 중국의 도시화율은 2000년 35.8%에서 2017년 57.9%로 꾸준히 상승해왔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91%), 미국(82%), EU(76%), 한국(81%)에 비해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임(그림 6 참고).
◦ 「2019년 신형도시화 건설 중점업무(2019年新型城镇化建设重点任务)」에서는 도시의 교육, 의료, 주택
등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을 강조하였으며,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신형도시화 건설 강
화를 천명하며 공공시설 확충과 공공서비스 능력의 향상, 호구제도와 토지제도 개혁 등을 발표
◦ 최근에는 장강삼각주(长三角),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징진지(京津冀) 등 주요 경제 중심 지역
들을 하나의 도시군으로 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규모 도시 클러스터를 구축 중14)

11) Chen, Binkai, Ming lu, and Ninghua Zhong(2015), “How Urban Segregation Distorts Chinese Migrants’
Consumption?” World Development, Vol. 70, pp. 133-146.
12) 「国务院办公厅关于积极稳妥推进户籍管理制度改革的通知」(2019. 12. 26), 『中国政府网』.
13) 「江小涓: 外循环越通畅，内循环越有质量，越有效益」(2020. 10. 13), 『腾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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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의 조성은 새로운 인프라 투자를 유발하고 고급 소비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는 점에서 향후 쌍순환 전략 추진은 도시군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6. 주요국의 도시화율 추이

자료: Our World in Data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7. 주요국의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 추이

자료: World bank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신유통망, 여행업 등 소비자 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소비시장이 형성
- 중국의 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2010년 이
후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그림 7 참고).
- 과거 중국의 서비스업은 노동집약적인 건설업, 운송업, 여행업이 위주였지만, 중국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향후 온라인 유통망, 지식집약도가 높은 지적재산권, 금융업 등의 서비스업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됨.15)
- [신유통망] 영국 쇼핑기업 eShopWorld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시장과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음(표 1 참고).16)
◦ 중국의 온라인을 통한 해외상품 구매자 수(2018년)는 미국보다 1.8배 많은 1억 4,942만 명으로, 온
라인 쇼핑은 중국 소비자들이 수입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유통채널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판매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17)
◦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이 대표적인 신유통 선도기업들로, 이들은 각자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확장하
며 새로운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라 불리는 ‘광군제(双十一)’ 역시 세계 최대 쇼핑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며 소
비시장을 활성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음. 2020년 알리바바의 광군제 매출은 4,982억 위안(한
화 약 85조 원)에 달하여 지난해보다 85% 이상 급증하였음.18)

14) 「粤港澳大湾区具备打造“双循环”新发展格局样板的条件和优势」(2020. 8. 19), 『中国经济网』.
15) 「中国经济“双循环”的构建正在为服务贸易提供“双向生长”的变革机遇」(2020. 7. 24), 『工银国际』.
16) 「GLOBAL ECOMMERCE MARKET RANKING 2019」(2018. 11), eShopWorld.
17) 「战疫情催生“宅经济”，网红经济产业链或再迎爆发式增长丨牛熊眼」(2020. 2. 18), 『第一财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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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한동안 국내여행이 그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됨.19)
◦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면세품 판매 완화정책으로 해외 구매의 상당수를 국내로 전환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 기대20)
표 1. 온라인 쇼핑 관련 국가비교(2018년 기준, 상위 5개국)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
(단위: 백만 명)

온라인 해외상품 구매자 수
(단위: 백만 명)

중국

636.1

중국

1,000.0

중국

149.4

미국

504.6

인도

360.1

미국

82.7

일본

104.0

미국

258.5

인도

53.0

영국

86.5

인도네시아

107.0

러시아

49.7

독일

70.4

일본

89.9

멕시코

40.3

자료: eShopWorld(2018).

나. 기술개발 및 신형인프라 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향상
■ [기술개발]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신형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첨단부문의 국내 산업생태계 조성을 강조하고 있음.
- [신형인프라] 2020년 5월 양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인프라에
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신형인프라를 크게 △정보인프라 △융합인프라 △혁신인프라 세 가지 영
역으로 구분하고, 7대 신형인프라는 4개의 정보통신망(5G, 산업인터넷, 빅데이터센터, 인공지능
(AI)), 2개의 에너지망(특고압송전설비(UHV), 전기차충전시설), 1개의 교통망(고속철도)으로 구분(표
2 참고)21)

18) 「阿里巴巴：双11总交易额达4982亿元」(2020. 11. 12), 『四川日报』.
19) 2018년 중국의 여행수지 적자는 2,500억 달러로, 서비스업 중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함. 『工银国际』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여행시장 확대로 인해 매년 1조 1,500억 위안의 생산량 증가, 490만 개의 일자리 증가를 예상함. 工银国际(2020. 7. 24),
「中国服务贸易“双循环”的层次」.
20) 2020년 7월 1일부터 「하이난 관광객 면세 쇼핑정책에 관한 공지(关于海南离岛旅客免税购物政策的公告)》」를 시행하면서 면세
한도 확대(연간 3만→10만 위안), 면세품목 확대 등 완화된 면세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정책 시행 직후인 7~10월 면
세판매액은 108.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18.2% 성장함. 「108.5亿：海南离岛免税最新“成绩单”出炉 剑指全球度假购物天
堂」(2020. 10. 27), 『新浪财经』.
21) 「国家发展改革委首次明确“新基建”范围」(2020. 4. 21), 『央视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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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인프라 투자는 경기부양정책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투자의 성격을 지님.
◦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는 국가 기반시설 구축과 경기부양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과잉투자로 인한 부
채누적으로 부작용을 야기
◦ 그에 반해 신형인프라 투자는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기부양과 관련 신산업의 경쟁력
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미국의 대중 기술 견제로 인한 5G 통신장비 수출 제약, 첨단 중간재 수입 중단도 대규모 디지
털 인프라 투자를 단행한 주요 원인임.22)
◦ 화웨이의 통신장비는 미국 등의 국가에서 안보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러 국가에서 사용을 중단
◦ 2019년 5월 미국정부는 화웨이를 거래금지 기업리스트에 추가, 2020년 9월에는 미국정부의 승인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부품과 장비 수출 및 기술제공을 사실상 불허하는 제재
를 추가
표 2. 신형인프라 세부 범위
구분

내용

관련 분야

정보인프라

데이터 저장, 분석 및 기술개발을 위한 IT
인프라

5G,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센터

융합인프라

기존인프라에 IT 기술을 접목한 통합형 인
프라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소, 특고압송전설비(UHV)

혁신인프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연구개발시설, 혁신 중심의 산업단지

자료: 중국 상무부(2020. 4).

- 7대 신형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국정부는 2025년까지의 분야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투자를 시
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적인 투자유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표 3 참고).
◦ 일례로 5G망의 간접 투자유발 효과는 5조 위안에 달해 가장 큰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중국정부는 7대 신형인프라 분야에 2025년까지 총 10조 위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그에 따라 민간과 정부의 관련 투자는 2020~25년 28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그림 8
참고).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산업인터넷으로, 2020~25년 예상 투자규모는 10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
◦ 고용 및 경제 파급효과가 큰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역시 지속될 예정으로, 2025년까지 철도 및 운
송망 확충을 위해 6조 6,082억 위안이 투입되어 두 번째로 큰 투자규모를 차지
◦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와 같은 대형 IT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

22) “China has new US$1.4 trillion plan to seize the world’s tech crown from the US”(2020. 5. 21), 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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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7대 신형인프라의 분야별 정책목표
분야

정책목표

간접 투자유발 효과

5G

- 2025년까지 5G 기지국 500만 개 건설

- 5G 산업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고화질 동영
상 등의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제공
- 2025년 관련 투자는 5조 위안으로 전망

산업인터넷

- 2025년까지 지역별·산업별 산업인터넷
인프라 구축

- 산업인터넷망은 전통 산업을 스마트 제조로
전환하는 것으로, 관련 투자 규모는 1조 위
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

빅데이터센터

- 2022년까지 220만 개 구축
(2017년 말 기준 166만 개의 빅데이터
센터 보유)

- 인터넷 산업의 발달로 2022년 관련 투자는 3
조 5,000억 위안으로 추정

인공지능(AI)

- 2025년까지 매년 45% 성장
(2019년 AI 시장은 122억 위안 규모)

-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은 데이터 시각화, 자연
어 처리기술을 발전시켜 의료, 금융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
- 산업규모는 2025년 4,000억 위안에 달할 것
으로 추산

특고압설비
(UHV)

- 2025년까지 총투자 규모 5,000억 위안
(2020년 현재 16개의 고압공정노선 건
설이 진행 중이거나 착공 대기 중)

- 관련 장비의 기술개발, 전력망의 스마트 네트
워크 발전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조 2,000
억 위안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

재생에너지
충전소

- 2025년까지 매년 공공시설용 15만 개,
개인용 30만 개 증설
(2020년 1월 현재 전기차 충전소는 53
만 1,000개)

- 전기차 충전소 부품 연구개발, 전기차 보급
증가 등을 고려하면 2025년 관련 투자는
2,7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철도 및 교통

- 2025년 연평균 5,000km 건설
(2019년 말 기준 고속도로 총길이는 3
만 5,000km)

- 건설장비, 철도차량 부품 등 관련 산업의 발
전, 유동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면 2025년 관
련 투자는 5조 7,000억 위안으로 추정

자료: 赛迪智库电子信息研究所(2020).

그림 8. 중국의 신형인프라 투자규모 전망

주: 2020~25년은 중타이증권 예측치.
자료: 중타이증권(2020).

그림 9. 전 세계 5G 특허 수 상위 5개 기업

주: 2019년 1월 기준임.
자료: Dell’Oro;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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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5G 통신은 4G에 비해 데이터를 최대 100배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경제 발전에 중요한 인프라를 제공함.
◦ 중국의 5G 이용자는 2025년 6억 명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 세계 5G 이용자의 40%에 해당23)
◦ 중국의 화웨이, ZTE는 전 세계 5G 관련 기업별 특허순위에서 각각 1, 3위를 차지하여 기술력도 상
당히 앞선 것으로 평가(그림 9 참고)24)
◦ 미국의 제재 이후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중단하고 있으나,
전 세계 5G 장비의 65%가 중국에 설치되어 있어서 2020년 3/4분기 기준으로 화웨이는 여전히 전
세계 5G 점유율 1위(32.8%)를 기록25)

- [반도체 산업] 중국정부는 2014년부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시행함.26)
◦ 당시 2020년까지 자급률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자본력과 기술력의 부족, 미국
의 제재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27)

28)

◦ 7대 신형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반도체는 1조 위안 규모로 추산되는데, 이는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절반을 차지29)
◦ 중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 세계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절반가량이 외국계 기업이 생산한 제
품으로, 중국기업의 생산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30)
◦ 반도체는 신형인프라 개발에 핵심적인 부품인 만큼 향후 중국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

■ [공급측 개혁] 효율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 개혁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이 공급되면 소비시장은 충분히 확장 가능하지만, 중국경제의
비효율성이 원활한 상품 공급을 제약함.31)
- 특히 국유기업에 집중된 은행 대출은 중국경제 전체의 비효율을 야기함.
◦ 민간기업은 신규 고용의 90%, 전체 GDP의 60%를 차지하는 데 반해, 은행 대출은 공기업 대출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국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임.

23) “China expected to have 600 million 5G users by 2025, or 40 pc of world total, says trade group
GSMA”(2019. 10. 22), SCMP.
24) “Samsung mounts 5G offensive as countries review Huawei networks”(2020. 10. 5), Financial Times.
25) 「全球5G通信设备份额：三星垫底，中兴反超诺基亚，华为仍第一」(2020. 12. 15), 『腾讯网』.
26) 「工信部介绍《国家集成电路产业发展推进纲要》情况」(2014. 6. 24), 中央政府门户网站.
27) 다만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2001년 20%에서 2019년 3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Economist(2020. 11. 7).
28) 국유 반도체기업 칭화유니그룹은 최근 디폴트 위기를 세계 5위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12월 미국 제재로 부품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With Money, and Waste, China Fights for Chip Independence”(2020. 12. 24), New York
Times.
29) 「热点丨新基建为半导体产业提供巨大市场空间」(2020. 5. 14), 『中国经济时报』.
30) “How the United States marched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to its trade war with China”(2020. 12), PIIE.
31) 「构建双循环新发展格局面临的短板制约」(2020. 12. 16), 『中国宏观经济论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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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국제 대순환 연계를 위한 대외개방의 확대
■ 국내순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간재의 국내생산이 필수적이나,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기술력 제고는 단기적
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기술과 부품에 대해서는 대외개방과 수입확대를 통해 대응하고자 함.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생산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표 4 참고).
◦ 글로벌 생산량 대비 주요 산업 내 중국의 생산 비중은 2000년 6%에서 2017년 33%로 급증
◦ 의류(17%→48%)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부터 컴퓨터 및 전자(7%→41%), 자동화기기(3%→28%)
와 같은 전자설비까지 전 산업에 걸쳐 생산력이 크게 증대

- 생산력 증대를 바탕으로 중국의 수출 역시 급성장하여 2009년부터 전 세계 수출 1위를 유지함.
- 중국의 수출은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발전하면서 수출구조가 고도화됨.
◦ 중국 내 임금 상승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은 줄어드는 추세로,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 수출
점유율은 2014년 55%에서 2017년 52%로 하락(표 5 참고)
◦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 내 점유율 감소분을 동남아 국가들이 대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같은 기간에 베트남의 점유율 증가가 두드러짐(4.8%→7.0%).
◦ 2007년 대비 2017년 중국의 중간재 수입은 전 산업에 걸쳐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표 6 참
고), 이는 중국 내 공급망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중간재를 스스로 생산하고 있음을 의미함.
◦ 이에 따라 중국 수출의 부가가치 중에서 중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의 비중은 2005년 73.7%에서
2015년 82.7%로 증가(표 7 참고)

- 그러나 반도체 등 핵심부품 개발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중국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미·중 무역마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간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시작하여 상호 고관세 부과로 이어짐.32)

표 4. 산업별 전 세계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2000 vs 2017)
(단위: %)

산업
유리, 시멘트, 세라믹
의류
기계류
일반금속
컴퓨터 및 전자
기계 및 장치
화학

2000년
15
17
11
14
7
10
9

2017년
48
48
47
44
41
36
32

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운송장비
식음료
금속제품
자동화기기
가구류
전체 산업 평균

2000년
10
5
6
7
3
8
6

2017년
31
29
29
28
28
24
33

자료: McKinsey(2019a).

32) 미국은 2012년부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조사하기 시작, 2017년 「미국 무역법」 301조를 통해 중
국을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제침략국(Economic Aggression)으로 규정하여 고관세 부과를 예고, 2018년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본격적인 관세 부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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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국내순환과 국제순환의 연계를 위해 수입규모 확대,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내수시장
활성화, 핵심 부품 및 기술의 도입, 위안화 국제화 등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도 부합함.
- [수입 확대] 상하이 수입박람회 개최, RCEP 등 자유무역 참여로 수입 규모 확대33)
◦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수준 향상으로 다양한 수입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증가
◦ 중국의 상하이 수입박람회(中国国际进口博览会, CIIE)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개최

- [금융시장 개방] 금융시장 개방으로 해외자금의 유입과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함.
◦ 2020년 5월 중국정부는 외국인의 중국 내 주식시장 거래를 위한 제도인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合格境外机构投资者)’,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
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의 투
자한도를 폐지34)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향후 QFII와
RQFII의 통합이나 투자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장 개혁을 모색

- [RCEP 참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함.35)
◦ 2020년 11월 한·중·일, 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에 서명, 역내 관세장벽 해소를 통해
무역규모 확대 노력
◦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참여국의 GDP와 무역규모는 각각 전 세계의 30%
와 28.7%를 차지
◦ 중국은 RCEP 참여로 △저가 노동력 확보 △과잉 생산 해결 △글로벌 공급망 참여에 따른 기술 진
보 등의 효과를 기대

표 5.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노동집약적 산업 수출 점유율 변화(2014 vs 2017)
(단위: %)

국가

2014

2017

증감

중국

55

52

-3.0

베트남

4.8

7.0

+2.2

캄보디아

0.6

1.0

+0.4

방글라데시

1.7

2

+0.3

인도

2.8

3

+0.2

인도네시아

7.8

8

+0.2

자료: McKinsey(2019b).

33) 「【地评线】进博会检验了世界对中国改革开放和经济全球化的态度」(2019. 11. 8), 『光明网』.
34) 「A股迎QFII两融“活水”！中信证券为QFII开立首批两融信用账户，QFII/RQFII持A股市值超2000亿」(2020. 12. 28), 『新浪财经』.
35) 「打通外循环的重要一步——全面剖析RCEP」(2020. 11. 18), 『金融读书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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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국의 산업별 중간재 수입 증감률(2007년 대비 2017년)
(단위: %)

산업

증감률

산업

증감률

유리, 시멘트, 세라믹

-2.2

고무 및 플라스틱

-1.8

의류

-3.4

운송장비

-0.7

기계류

-3.8

식음료

-0.2

일반금속

-1.7

금속 제품

-2.1

컴퓨터 및 전자

-5.1

자동화기기

-2.4

기계 및 장치

-2.1

가구류

-1

화학

-1.3

에너지

-2.4

자료: McKinsey(2019b).

표 7. 중국 총수출 중 국내외 생산 부가가치의 비중 변화(2005 vs 2015)
(단위: %)

구분

2005년

2015년

국내생산 부가가치 비중

73.7

82.7

수입 중간재 부가가치 비중

26.3

17.3

주: 국내생산 부가가치는 중국 수출의 총 부가가치 중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을 의미하며, 수입 중간재 부가가치는 수출의 총 부가
가치 중 수입된 중간재의 기여분을 의미함.
자료: WTO(2019).

3. 평가 및 전망
■ 중국의 ‘쌍순환 전략’은 기존에 분야별로 추진되었던 주요 정책들을 종합하여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되 국내 공급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대외개방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전략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내수시장 확대정책을 대외 불확실성이 확
대된 것을 계기로 정책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임.
- 다만 그동안 내수시장을 뒷받침했던 투자보다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겠
다는 정책의지를 밝힌 것으로, 그동안 소비 확대를 제약하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재차 강조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함.
- 미·중 간 무역갈등을 계기로 핵심 분야에서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자립을 가속화하게 되었으
며, 대외개방의 확대도 지금까지 중국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표해오던 주요 정책목표 중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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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능력 향상과 산업고도화의 기반이 되는 기술혁신 분야에서의 투자가 가장 강조될 것으로 전망
- Economist는 중국정부가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을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으
며, 따라서 쌍순환 전략은 국내수요 확대보다 국내공급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함.36)
- 확대된 내수시장은 향상된 기술력과 첨단제품을 테스트하는 시장으로서의 의미도 갖춤.

■ 한편 내수시장을 강조하는 쌍순환 전략에 대해 중국정부와 관영언론은 일부 국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자력갱생식 보호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님을 적극 강조함.
- 중국의 관영 영문 언론인 CGTN은 ‘쌍순환 경제는 폐쇄경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가정책’임을 강조함.37)
- 더불어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로 수입시장 역시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쌍순환 전략이 전 세
계 경제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일부 학자들과 서방언론은 쌍순환 전략이 다양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함.
- 칭화대 Michael Pettis 교수는 중국이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적함.38)
◦ 중국의 낮은 소비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GDP의 10~15%를 일반 가정에 추
가로 분배해야 하는데, 이는 그만큼 기업과 부유층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단
순히 경제적 재분배를 의미할 뿐 아니라 정치권력의 이동도 포함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
◦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게 되면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이는 내순환의 성공이 외순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

- Economist도 중국의 쌍순환 전략 추진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함.
◦ 중국정부가 ‘14차 5개년 규획(건의)’에서 목표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인프라 투자보다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건, 교육 등 사회보장정책에 힘쓰겠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 202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4.6% 정도로 예상되지만, 국내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투자의
비효율성을 고려하면 평균 3% 정도에 머물 가능성도 있음.
◦ 낮은 성장률이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중국정부가 앞으로 성장률 저하를 어느 정도까지 용
인할 수 있을지 실험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전망

36) “China’s “dual-circulation” strategy means relying less on foreigners”(2020. 11. 7), Economist.
37) “CGTN Explains: What does 'dual circulation' development pattern mean?”(2020. 9. 16), CGTN.
38) “The problems with China’s “Dual Circulation” economic model“(2020. 8. 25),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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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쌍순환 전략은 우리나라에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전망임.
-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는 우리 기업의 중국 소비시장 진출 확대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 중간재 위주의 대중국 수출이 최종소비재로 확대되면 중국을 ‘생산기지’가 아닌 ‘소비시장’으로 인식
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
◦ 화장품, 농식품 등 기존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던 제품군 외에 다양한 수출품목을 발굴하여 중국
소비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
◦ 중국 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 환경의 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뷰티, 헬스, 의료, 문화콘텐츠 등의 영역에서 중국
진출을 확대할 필요
- 반면에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기술력 향상은 수입대체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마련도 필요함.
◦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제품 영역에서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이에 따른
수입대체는 대중 수출뿐만 아니라 대세계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 가전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소비재의 경우 중국은 중저가 브랜드를 주력 수출품으로 삼고 있어 우리
수출품과 본격적인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글로벌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적극 노
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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