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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었다. 시진핑 집권 2기(2017~2022년)의 시작을
맞아 중국이 어떤 정책적 목표와 세부 전략을 추진하느냐는 사드 이슈와 한중관계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고는 당 대회의 <업무보고>와 새로운 지도부의
인선에서 나타난 중국의 정치·외교 및 경제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당 대회 이후 한중관계의 변화방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키워드는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부강한 중국의 건설이다. 이번 당 대회에서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 무장 강화를, 대
외적으로는 신형 국제관계 구축과 국가이익에 대한 강력한 수호 및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당 대회를 전후로 그동안 경색되어 있던 한중관계가 회복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단순한 양자관계가 아닌, 미중관계, 아시아·태평양 지역 패권 등 다자관계와 다자질서의 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사드 보복과 유사한 상황의 발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신(新) 남방정책’과 ‘신(新) 북방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출·투자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시장이며 향후 그 중요도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
라 당 대회에서 제시된 중국 경제의 발전방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
물인터넷, 소프트웨어, 스마트시티 건설 등 신산업과 과학기술산업 영역에서 중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한류 콘텐츠가 중국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와의 경쟁에서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
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셋째, 중국 인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친환
경 저탄소, 환경보호산업, 헬스케어, 실버산업 등 미래형 신산업에서 한국 상품의 공급기회를 적극적으
로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된 인프라
건설이나 금융협력 등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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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의미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 공산당 제

은 중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 시

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 대회)가 베이징에서

점에서 1992년 수교 이래 사상 최대의 위기를 경

개최되었다. 이번 당 대회는 지난 5년간 중국 공

험한 한중관계는 제19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정

산당의 업무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5년간 당의 비

책방향과 새 지도부의 인선으로 적지 않은 영향

전과 이념 노선을 확립하여 국가 주요 정책의 발

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였다. 당 대회 폐

중국의 산업 경제는 정치·외교정책과 밀접한

막식 다음날인 25일에는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연관을 가진다. 시진핑 집권 2기의 시작을 맞아

전체회의(이하 19기 1중 전회)를 개최하여 새로

세계 최강대국의 건설을 주창한 중국이 어떤 정책

운 최고 지도부를 선임했다.

적 목표와 세부 전략을 추진하느냐는 사드 이슈와

제19차 당 대회는 시진핑 집권 2기(2017~2022

한중관계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년)는 물론 그 이후의 더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고는 제19

시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정

차 당 대회의 <업무보고>(이하 <보고>)와 새로운

치·외교와 경제를 관통하는 정치적 행사라고 할

지도부의 인선에서 나타난 중국 정치·외교 및 경

수 있다. 특히 마오쩌둥이 중국을 일으켜 세우고

제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이번 당 대회가 우리

덩샤오핑이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면, 시진핑

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2. 당 대회에서 나타난 중국의 정치·외교적 변화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키워드는 새로운 시대

(1) 시진핑 사상의 당헌 삽입

의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와 부강한 중국
의 건설이다. 이번 당 대회의 주제는 중국 공산당

이번 당 대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시진핑의 국

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마음 속에 새기며, 신

가통치 이념(치국이정·治国理政)이 ‘시진핑 신

(新)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치 아래 전

시대의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사상’이라

면적인 샤오캉(모든 국민이 풍족히 생활할 수 있

는 이름으로 당의 지도사상인 당헌(당장·党章)에

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내외 수준·小康) 사

삽입되었다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사상은

회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부
흥을 실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의(主义), 사상(思想), 이론(理论),

관(观)의 순으로 내용의 포괄범위와 중요도를 나

2 0 1 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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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이에 따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그림 1> 중국 공산당의 지도체제

회 총서기가 자신의 이름을 딴 사상을 당헌에 삽
입한 것을 두고 마오쩌둥 급의 위상을 가지게 되
었다1)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2)
시진핑의 국가통치 이념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는 각 방면의 방법론으로서 ‘안정 속 발전
(온중구진·稳中求进)’의 기조를 고수하는 가운

데 여러 전략적 조치를 실시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자 한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경제건설, 정치건설,
사회건설, 문화건설, 생태문명건설 등 다섯 방면

의 균형 발전(오위일체·五位一体)을 중국 특색

자료 : 인민망 참고.
주 : 1) 총서기 포함.
2) 정치국 상무위원 포함.

사회주의 건설의 전체적 구도로 삼을 것을 강조했

(서열 6위), 한정(서열 7위, 상하이 시절 인연) 등

다. 그리고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목표로

과반수가 시진핑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정치

하여 전면적 개혁 심화, 법에 따른 국가통치, 당에

국 위원도 상무위원 7인을 제외한 총 18명 중 딩

대한 엄격한 관리 등 전략적 조치를 취해 중국몽

쉐샹, 양샤오두, 천시, 황쿤밍 등 13명이 시진핑

(中国梦)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2) 시진핑 집권 2기 정치 엘리트 구성

계열이거나 시진핑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시자
쥔·习家军)이다. 이러한 중국 정치 지도부의 구
성 변화로 볼 때, 시진핑은 향후 5년간 자신의 국
내 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당 대회 폐막식 다음날인 25일에 열린 19기 1중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회에서는 향후 5년을 이끌어갈 중국 정치 엘리

새로운 지도부의 인선 결과를 두고 중국 외부에

트의 구성이 발표되었다.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

서는 시진핑이 실질적으로 1인 독재체제를 구축

구성의 특징은 정치국 상무위원 및 정치국 위원의

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중국

대다수가 시진핑의 측근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내에서는 시진핑이 4대 지주(四大支柱) 중 하나로

다.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

개인이 아닌 ‘당의 지도 강화’ 원칙과 ‘당의 지도’하

한 리잔수(서열 3위), 왕후닝(서열 5위), 자오러지

에서 중국의 꿈(中国梦)을 실현할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는 변화가 없

1) 덩샤오핑은 ‘이론’의 앞에 이름을 삽입(덩샤오핑 이론)했기 때문에 ‘사상’
앞에 이름을 삽입한 시진핑이 덩샤오핑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
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2) 예를 들어 Xi Jinping becomes most powerful leader since Mao with
China’s change to constitution, The Guardian, 24 October 2017; China’s leader elevated to the level of Mao in Communist pantheon, The
Washington Post, 24 October 2017 등이 이와 같은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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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라고 보았다.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당분간 중국 공산당 집단지도체제의 ‘형식’ 자체는
무너지지 않는다 해도 집권 2기 시진핑에 대한 권
력 집중은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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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년간 지켜 온 관례(격대지정)의 폐기

는 다른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하

한편, 이번 당 대회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

자 장쩌민에서 후진타오,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3

공산당이 지난 1992년 이후 관례로 지켜왔던 ‘격

대 최고 지도자의 책사로 불리는 왕후닝이 정치

대지정(隔代指定)’이 폐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국 상무위원에 진입함에 따라 당 대회 이후 시진

덩샤오핑이 고안한 방식으로 현 지도자가 한 대

핑 집권 2기 5년간 중국 국내 사상 및 이념 강화 작

(代)를 넘어 그 다음 후계자를 미리 지정하는 방

업이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푸단(复旦)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출신이

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1인에 대한 과도한 권

이러한 정치적 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당

력 집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당 대회 시작

대회를 통해 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의 사상과 이

전 많은 언론이 충칭시 서기 천민얼과 광둥시 서

념 무장을 더욱 강화하여 이를 부강한 중국 건설

기 후춘화(후진타오 전 주석이 지정한 후계자)의

의 내부 원동력으로 삼아 향후 시진핑 체제를 강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이

화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진핑은 향후 5년간
차기 후계자의 도전을 받지 않게 되었고, 집권 후

(5) 국내 정치에서 외교의 위상 제고

반 지도력의 공백현상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강
한 정치적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한편 1993~2003년까지 중국 외교담당 부총리

다. 이를 둘러싸고 시진핑의 임기 10년 이후 장기

를 역임한 첸치천 이후, 14년 만에 양제츠 외교

집권의 포석으로 해석하는 견해와 차차기 지도자

담당 국무위원(2007~2013년까지 외교부 부장(장

후보군의 충성경쟁을 통한 시진핑의 권력 강화,

관) 역임)이 정치국 위원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

혹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유능한 후계자를 선발

라 향후 5년간 중국 국내 정치에서 외교가 더욱 중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공존한다.

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3)
중국은 국가 발전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4)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의 강화

는 주변 지역의 안정이 우선 담보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국가

이번 당 대회 직후 새로 인선된 정치국 상무위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중국의 이익범위가 확대되

원의 전공을 살펴보면, 마르크스주의 및 사상정

어 여러 가지 외교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러한 상

치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시진핑을 포

황을 반영하여 제19차 당 대회에서는 중국의 이익

함하여 법학(리커창), 국제정치(왕후닝), 철학(자

수호, 신형 국제관계 구축,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오러지), 국제관계 및 경제(한정) 등으로 이루어
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도부
는 과거 주류를 이루던 기술관료(Technocrat)와

3) 그동안 외교부 출신들이 중앙위원(정치국 위원 아래 서열)에 머물렀기 때
문에 중국 국내 정치에서 외교부의 위상은 25위 밖이었으나, 양제츠가
정치국 위원에 진입함에 따라 외교부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2 0 1 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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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의 외교 구분
양자외교
대국외교
외교이념 신형 대국관계

대표 국가

미국

주변국 외교

개발도상국 외교

친성혜용
(亲诚惠容)

진실친성
(真实亲诚)

한국

아프리카 국가

다자외교
국제연합(UN)
일대일로(一带一路)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신개발은행(NDB)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자료 : 저자 작성.

통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중

반자 관계를 적극 발전시키고 각국과의 공동이익

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질서를 적극적으로 건

을 확대할 것을 언급했다. 세부적으로는 이전과

설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동일하게 국가의 역량 및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강)대국·주변국·개발도상국으로 분류했다. 대

(6) 국가이익에 대한 강력한 수호의지 표명

국과는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관계를 구축하
고 주변국과는 기존의 선린외교 방침에 따라 관

중국은 이번 당 대회에서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
지도,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중국

계를 심화하며 개발도상국과는 협력을 강화할 것
을 제시했다.

은 국제정의를 수호하고 자신의 의지를 다른 이에

다만 이번 당 대회에서는 중국 특색의 대국외

게 강요하거나 자신의 힘을 믿고 약한 타인을 업신

교가 ‘신형 국제관계’와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

여기는 것에 반대하며, 다른 나라의 이익을 희생하

하는 것이라 언급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보고>

는 대가로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는 신형 국제관계4)의 건설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그러나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상호존중, 공평정의와 협력공영을 제시했다. 이

것이며 중국은 자신이 손해보는 결과를 수용하지

는 국가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를 평등하게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여 국가이익의 수호에 대한

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의 구축을 의미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동시에 2050년까지

는 것으로, 중국이 중국 특색 대국외교를 통해 기

일류 군대와 군사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존의 전통적 대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7) 중국외교관계의 방향 제시 : 신형 국제관계
구축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
이번 당 대회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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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장은 신형 국제관계의 건설이 국가와 국가가
왕래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인류 운명공동
체의 구축을 위해 길을 열고 제반조건을 축적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강조
했다. 王毅谈新时代中国外交的新贡献、新作为, 外交部, 2017.10.19.

산 업 경 제 분 석

다자외교에서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一

带一路)’의 건설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국이 세계통상질서의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적극
적인 건설자가 되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위상과
영향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고, 국제협력을 촉

한편, 중국은 UN의 긍정적인 역할 및 개도국

진하며 다자간 경제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

의 발언권 확대를 지지하고, 책임감 있는 대국의

하겠다는 것이다. ‘일대일로’ 건설은 국제협력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 글로벌거버넌스 체계의 개혁

새로운 플랫폼 구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중

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3. 당 대회에서 나타난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5)
(1) 세계 최강대국으로의 도약 : 공산당
창당·신중국 건국 100주년의 목표
5)

중국 공산당은 국가발전 로드맵으로 ‘두 개의
100년’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제18차 당 대회

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
로 실현
② 2단계 : 2035~2050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
이고 문명적이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
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

에서도 제시되었던 것으로, 이번 당 대회에서는

중국 내 경제전문가 리다오쿠이에 따르면 2017~

2020년부터 21세기 중반(2050년대)까지의 30년

2030년까지 6%,6)2031~2040년까지 4%, 2041~

을 15년 단위로 다시 나누어 보다 세분화했다는

2050년까지 3%대 경제성장만 달성해도 중국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혁개방, 경제발전, 샤오캉

이번 당 대회에서 제시한 ‘두 개의 100년’ 목표

(小康) 사회의 완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중화민

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림 2> 참조).

족의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

향후 중국이 최소한 위와 같은 경제성장 목표를

로 삼아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 사회의 건설 기
반하에 두 개의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였다.
① 1단계 : 완성된 샤오캉(小康) 사회를 기반으
5) 시진핑 집권 2기의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올해 말에 개최될 중앙경제업
무회의와 내년 상반기에 개최될 양회(两会),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
체회의의 3번째 회의(19차 3중 전회) 등에서 자세히 다뤄질 예정이고 이
번 당 대회에서는 거시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당
대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이전의 정책과 비교할 때, 큰 맥락에서는 이전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고, 현황을 반영하여 이를 세분화 및 구체화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로드맵은 다음의 5단계
로 나눈다. ① 개혁개방 초기~1990년 : 인민의 원바오(먹고 입는 것
이 풍족·温饱) 문제 해결, ② 1991~2000년 : 인민의 생활이 샤오캉
(小康) 수준에 도달, ③ 2001~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
④ 2021~2035년 :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 ⑤ 2036~2050년 :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이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1~3단계는 덩샤오핑이 제시한 3단계 국가발전론(三步走)
이고 4, 5단계는 이번 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제시한 두 개의 100년으
로, 양웨이민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이를 2단계 국가발전론
(两步走)이라고 칭했다. 有关部门负责人解读十九大报告亮点, 人民网,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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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발전 로드맵6) ‘두 개의 100년’
단계별 시기 구분 및 목표

주요 내용

‘창당(建党) 100주년’
(2020~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

① 경제력과 과학 기술력을 대폭 제고하여 혁신형 선두국가 실현
② 인민의 평등한 참여, 법치 국가·정부·사회의 기본적 건설,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력의 현대화
③ 사회 문명 수준의 새로운 고도(高度)에 도달, 국가문화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통한 중화문화의 영향력 확대
④ 중등소득집단의 비율 제고, 도·농 간 발전 격차 및 인민 간 생활수준 차이 축
소,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제공

① 물질·정치·정신·사회·생태 문명의 전면적 제고
‘건국(建国) 100주년’
② 국가통치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 실현
(2035~2050년)
③ 종합국력과 국제 영향력 측면에서 선두 국가 실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건설 ④ 인민 전체의 풍족한 생활의 기본적 실현
⑤ 세계 민족 사이에서 중화민족이 우뚝 섬
자료 : 제19차 당 대회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그림 2> ‘두 개의 100년’ 목표실현에 필요한 최소 경제성장률
7
6

(%)
6

5
4

4

3

3
2
1
0
2017~2030

2031~2040

2041~2050

자료 : 리다오쿠이(중국 칭화대 중국 및 세계경제연구센터 주임) 예측.7)

달성한다면 ① 2035년 국민생활, 국가발전, 부

본적 실현’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이라

(富)의 수준이 미국 경제 수준의 60%에 도달하

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 가능할 것이라는 분

고 인구 500만명 이상 국가 중 30위권 내 진입, ②

석이다.8) 다수의 중국 내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2050년 중국 경제발전 수준이 미국의 70%에 달하

위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

여 인구 500만명 이상 국가 중 10위권에 진입할 것

로 예상하고 있다.

으로 예상했다.7)이에 따라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
7) 리 주임은 한 국가의 경제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50% 이상 수준에 도
달하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清华专家李稻葵：2035年中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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将稳稳进入发达国家行列, 凤凰国际智库, 2017.10.31.
8) 이 수치는 목표 실현에 필요한 최소 성장률일 뿐 실제 경제성장률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 업 경 제 분 석

(2) 새로운 경제체제 건설

질의 공급을 확대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실
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비효율이 제거되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건설을

면서 생긴 새로운 발전 공간은 새로운 공급으로

위해 ‘발전’이 당의 첫 번째 의무임을 강조하고, 경

채울 계획이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인터넷, 빅데

제 부문의 주요 갈등(문제점) 해결을 위해 ‘현대

이터, 인공지능(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융합, 현

적 경제체제’라는 새로운 경제체제 건설의 목표를

대 서비스산업의 육성, 중·고급(中高端) 소비, 녹

이번 당 대회에서 처음 제기했다. 중국 경제의 발

색(친환경) 저탄소, 공유경제 등의 영역에서 신성

전단계가 고속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고

장 포인트 및 성장동력을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있다고 규정하고, 경제의 질적 변혁단계에서 혁

또한 새로운 투자와 공급을 증대하기 위해 수리

신역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의 주요 임무

(水利), 철도, 도로, 해운, 항공, 파이프라인, 전력

를 강조했다.

망, 정보, 물류 등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도 강화
할 계획이다.

1) 공급측 구조개혁(Supply-side Structural
Reform) 심화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전통 제조업의 산업구조
최적화와 고도화를 촉진하고 선진 제조업을 발전

공급측 구조개혁은 2015년 11월 시진핑 총서

시켜 향후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하

기가 처음 언급한 이래 중국 경제를 관통하는 키

고 있다. 제조업 강국의 건설과 관련하여 한 가지

워드이다.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주목할 점은 <중국제조 2025>가 2020~2050년까지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지칭·两会)에서도 강조되

의 30년을 15년 단위로 나눠서 단계별 목표를 제

었고 이번 제19차 당 대회에서도 공급측 구조개

시하였는데, 이번 당 대회에서는 전체 국가발전 계

혁을 새로운 경제체제 건설의 최우선 과제로 제

획을 동기간으로 설정하여 제시했다는 점이다. 즉,

시했다. 공급과잉 상태에서 중국 내 소비자들에

제조업의 발전이 새로운 경제체제 건설 추진 과정

게 중요한 것은 상품의 제공 자체가 아닌 ‘좋은’

에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상품의 제공이다. 이에 따라 공급체계의 질적 제
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보고>는 공급체계의 질
9)

2) 혁신형 국가 건설

적 제고를 위해 공급측 구조개혁 조치 를 지속적

시진핑은 금번 당 대회에서 ‘혁신’이 발전을 이

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로써 공급 측면의

끄는 첫 번째 동력이고 현대화된 새로운 경제체제

비효율을 제거하여 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양

건설의 전략적 토대라고 규정했다. <보고>는 혁
신형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혁신을 강

9) 2015년 12월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제기된 개념으로, ① 과잉생산능력
제거(去产能), ② 부동산 재고 해소(去库存), ③ 기업(비금융)의 과대 레
버리지 해소(去杠杆), ④ 기업원가절감(降成本), ⑤ 취약점 보완(补短板)
의 5대 임무를 제시했다. 조철·박소희, “2017년 중국 경제산업정책의
키워드, 구조조정과 혁신”, 「중국산업경제브리프 5월호」, 산업연구원.

조했다. 중국이 혁신형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세계
첨단과학기술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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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

및 청년과학기술인재와 높은 수준의 혁신인재 집

심 범용기술, 첨단기술 및 현대 엔지니어링 기술

단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을 혁신하여 과학기술 강국, 품질 강국, 우주 강

중국은 지난 제18차 당 대회 이후 ‘혁신 구동 발

국, 네트워크 강국, 교통 강국, 디지털 강국, 스마

전전략(Innovation-driven development strategy)’

트 사회의 건설에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할 것을

의 실시를 통해 혁신형 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

언급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관련 시스

해 왔다. 향후 5년간 중국 산업의 ‘대(大)’에서 ‘강

템 차원의 개혁을 강화하고 기업을 주체로 시장

(强)’으로의 전환은 혁신역량에서 결정될 것으로

지향적이며 산학연이 심도 있게 융합하는 기술혁

보인다.

신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의 혁신에 대한 지원 강화, 혁신문화 선도, 제도적

3) 지역조화(균형) 발전전략 실시

개선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창출·보호·운용 강화

이번 당 대회에서 중국은 향후 해결해야 할 새

등을 제시했다. 인재육성 면에서는 국제적 수준

로운 과제로 발전의 불균형을 언급했다. 그 중에

의 전략적 과학기술인재와 과학기술 리더의 육성

서 지역경제 간의 발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표 3> 새로운 경제체제 건설을 위한 추진전략
주요 내용
- 제조 강국 건설, 선진 제조업의 발전 가속화
-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고급소비, 녹색 저탄소, 공유경제 등의 적극 육성을 통한
공급측 구조개혁
신성장동력 창출
- 인프라 네트워크(수리, 철도, 도로, 해운, 항공, 파이프라인, 전력망, 물류 등) 건설 강화
혁신형 국가

- (미래지향적 기초연구 강화, 핵심범용기술·첨단과학기술 혁신)→(과학기술 강국, 품질
강국, 우주 강국, 네트워크 강국, 교통 강국, 디지털 강국, 스마트 사회 건설)
- 과학기술체계 개혁 심화
- 국제적 수준의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역균형발전

- 서부대개발(변방 지역과 빈곤 지역의 발전 가속화)
- 동북전통공업기지 진흥(개혁 심화)
- 중부지역 발전 촉진
- 동부지역 발전 최적화

전면개방

- 외국자본 도입(引进来)과 해외진출(走出去) 모두 중시
- 무역의 신(新) 업태·모델 육성→대외무역 확장→무역 강국 건설
- 외국기업의 중국 국내시장 진입요건 완화(무역·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네거티브 리스
트 제도 시행)
- 자유무역시험구, 자유무역항 건설
- 일대일로 적극 추진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촉진

- 문화적 자신감 강화 및 사회주의 선진문화 발전
문화·교육 강국, - 평등교육 실시
건강하고
- 의약·위생체제 개혁, 의료위생제도 및 의료보장제도 마련
아름다운 중국 - 친환경 저탄소 순환발전 경제체제 및 기술혁신체계 구축, 환경보호산업 및 청정에너지
산업 확대
자료 : 제19차 당 대회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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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중국 권역을 4대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

의 특징에 따라 각기 다른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하고 전략 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는 우선 변방 지역과 빈곤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서부대개발을 적

4)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구조 형성

극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북지방 등 전통

중국은 지속적인 개방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

공업기지의 진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체제개

운데 이번 당 대회를 통해 개방의 ‘전면적 확대’와

혁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부

글로벌 차원의 다자무역체제 지지, 자유무역협정

지역의 경우 동부지역보다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FTA) 체결 촉진 등을 통한 개방형 세계경제의 구

저렴하다는 장점을 발휘하여 지역적 발전을 촉진

축을 제시했다.

해야 하고, 혁신을 통해 동부지역의 발전을 최적

이를 위해 ‘외국자본 도입(引进来)’과 ‘해외진

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징진지(베이징-톈진-허

출(走出去)’을 모두 중시하고 무역의 새로운 업태

베이성의 약칭·京津冀)협동발전전략과 관련해

와 모델을 육성하면서 대외무역을 확대하여 무역

서는 베이징의 비(非)수도 기능 분산에 중점을

강국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네거티브

두고 슝안신구(雄安新区)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

조했고,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의 경우 환경

리스트11) 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외국기업의 중국
국내시장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무역자유

을 보호하고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 선에

화 및 투자 편리화 정책의 수준 제고를 강조했다.

서 발전을 촉진해야 함을 언급했다. 전반적으로

또한 중국 국내에 등록된 기업이라면 모두 평등하

는 국경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안보를 확보

게 대우하고 외국기업 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하며, 육지와 해상의 통합을 고수하고 지난 양회

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는 향후 중국이 대외무역

(两会)에 이어 해양 강국의 건설을 가속화할 것
을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전략의 추진과 관련하여, 두촨종

규모와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여 국내시
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중국 난카이대 경제 및 사회발전연구원 교수는 빅

이 밖에도 지역개방구도를 최적화할 계획이다.

데이터, 인터넷, 사물인터넷과 같은 차세대 정보

특히 서부지역의 개방강도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

기술을 활용해 전국 권역별 교통 및 물류 등의 인

고, 자유무역시험구에 더욱 강력한 개혁 자주권

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속철도와

을 부여하고 자유무역항의 건설방안도 모색할 것

같은 교통망을 활용하여 생산요소의 지역 간 이

을 제시했다. 중국은 현재 상하이, 광둥성, 톈진,

동을 용이하게 한다면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

푸젠성 등에서 자유무역시험구를 운영 중인데,

으로 내다봤다.10) 즉, 신산업 및 기술과의 연계를

이들 자유무역시험구는 개혁개방 심화의 시험 현

10) 区域协调发展, 经济参考报, 2017.11.6.

11) 정
 부가 명시적으로 규제(금지·제한)하지 않는 업종에는 외국인 투자를
자유롭게 허용하겠다는 정책이다(자료 :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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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试验田) 역할12)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여, 대내 사상과 이념의 통일을 통한 안정적

향후 자유무역항이 건설되면 중국의 대외 개방에

인 국내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강력한 엔진이 될 전망이다. 자유무역항의 건설

판단된다.

은 중국의 제도적 혁신을 촉진하고 중국 기업의

민생개선 측면에서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중국

혁신 및 구조고도화에 도움을 주어 중국이 무역

의 꿈을 실현할 기초작업으로 교육 강국의 건설

‘대국’에서 무역 ‘강국’으로 전환하는데 유리하게

과 인민 간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평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등 교육의 실시를 강조했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대외개방의 전면적 확대 전

한편, 이번 당 대회에서는 인민의 생활수준 제

략으로 ‘일대일로’의 추진을 통한 정책적 소통, 인

고에 따른 수요의 증대로 건강과 아름다운 삶이

프라 연계, 원활한 무역, 자금 융통, 국제경제협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인민의 건강과 관련

의 새로운 플랫폼 구축 등을 실현하여 중국 경제에

해서는 ‘건강한 중국’ 전략을 수립하고 의약·위생

새로운 발전동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일대일

체제 개혁의 심화, 전면적인 의료위생제도와 의

로’는 중국의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

료보장제도의 마련, 높은 효율과 양질의 위생 서

하는데도 유용하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내외 발전

비스 체계 구축 등을 세부 조치로 제시하여 헬스

을 관통하는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케어와 실버산업 등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5) 문화 강국, 교육 강국, 건강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아름다운 삶과 관련해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

제19차 당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문화 강국으

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고>는 점점 증가하는

로서의 중국을 상정하고 문화사업 발전과 중화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

민족의 문화적 자신감 강화, 중국 정신의 구축

키고자 다음의 조치를 제시하였다. 먼저, 친환경

및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이

저탄소 순환발전 경제체제를 구축할 것을 언급하

에 따라 사회주의 및 중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

고, 친환경 기술혁신 시스템, 친환경 금융, 에너

콘텐츠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청정생산 산업, 청정에

문화적 자신감을 중화민족 발전의 토대라고 강

너지산업 등의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오염배출

조하는 이면에는 문화를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

의 표준제고, 환경보호신용평가 실시 등 관련 법

여 민족주의를 고취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강화

제적 조치를 강화하여 제도적 감독·관리를 통해
각종 생태계 파괴 행위를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12) 2016년 기준, 언급한 자유무역시험구 4곳에는 총 14만개의 기업이 설
립되어 있는데 이들이 실제로 사용한 외자가 동기대비 80% 이상 성장
했고 세수는 4,000억 위안을 달성하여 동기대비 26.2%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 전국보다 21.9% 높은 수치이다. 探索建设自贸港 构建开放
新格局, 「经济日报」, 2017.11.10.

56

KIET 산업경제

향후 중국에서 환경보호장비 제조업13)이나 환경
13) 工
 业和信息化部, <关于加快推进环保装备制造业发展的指导意见>,
2017.10.24.

산 업 경 제 분 석

보호, 폐기물 처리, 친환경 저탄소 등 미래형 신

에서 한국 상품의 공급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영역

필요가 있다.

4. 당 대회 이후 한중관계의 변화방향과 우리의 대응
이번 당 대회에서 강조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후로 2015년 11월 이후 2년 만에 한중국방장관회

정치적으로는 사상 및 이념 무장의 강화와 시진

담이 개최되었다. 10월 31일에는 한중관계 개선

핑 체제의 권력 공고화를 통해 안정적인 국내 정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11월 11

치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내 정치

일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사드보복 해제

적 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주변 및 대외 환경 조성

와 교류 활성화 움직임을 통해 그동안 경색되었던

이 요구되는 만큼 대외 갈등요인을 효과적으로 해

한중관계가 점차 회복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

결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정치에서 외교의 위상이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드이슈로 인해 수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 이래 사상 최악의 한중관계를 경험했고, 이를

외교적으로는 다자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통해 경제와 정치외교가 혼재되어 있는 한중관계

여 그동안 미국이 설계해놓은 국제질서 내에서

는 단순히 양자관계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

의 발언권을 제고하고,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 집

니라 미중관계, 아시아·태평양 지역 패권 경쟁 등

권 이후 생긴 미국의 공백을 틈타 ‘일대일로’ 건설

다자관계와 다자질서의 틀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

을 적극 추진하여 중국이 직접 세계통상의 제도적

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질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신형 국제관계를 제시하

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 위상이 제고되고 영

면서 국가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를 평등

향력이 증대될 것이며 중국이 국가 이익이라고 정

하게 대할 것이라는 중국의 말 이면에는 미국 역

의하는 이익의 범주도 확대될 것이다. 이런 상황

시 중국을 평등하게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존재

에서 중국이 당 대회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수호

한다. 당분간 한중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

하고 절대 손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

환된다 할지라도 중국에 있어서 한국과의 관계가

히 했다는 점은 향후 국가이익 관련 사안에 있어

중국의 생존과 번영에 유익한가 그리고 중국의 국

서 중국이 외교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

가이익에 손해를 끼치지는 않는가의 여부에 따라

음을 시사한다.

향후 사드이슈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지난 10월 13일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을 시작
으로, 중국 제19차 당 대회(10월 18~24일)를 전

배제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신(新)

2 0 1 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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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정책’과 ‘신(新) 북방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기술격차를 늘리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아세안과 유라시아 등 여러 국가로 우리의 수출·

한편, 한중관계가 완화됨에 따라 한국 문화콘텐

투자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전

츠 분야의 교류재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

히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시장이며 향후 그 중요

번 당 대회에서 중국이 사회주의 사상·이념의 강

도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중관계

화도구로 중화민족의 문화적 자신감을 강조한 만

의 개선으로 여러 보복 조치가 해제되고 있는 현

큼, 기존의 한류 콘텐츠가 중국적 가치를 담은 콘

상황에서 당 대회를 통해 제시된 중국 경제의 발

텐츠와의 경쟁에서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중

전방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국시장을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먼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소프트

그리고 중국 인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고차원

웨어, 스마트시티 건설 등 신산업과 과학기술산

적 가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

업 영역에서 한중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

하여 친환경 저탄소, 환경보호산업, 헬스케어, 실

역균형발전전략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므

버산업 등에서 한국의 공급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로 중국 해당 지역에서의 투자와 진출기회 및 지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건설 추진으로 인한

방정부와의 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

중국의 국제협력 강화가 예상되므로, 정부 차원

다. 중국 경제가 ‘질적 발전’으로 목표를 전환한 만

에서 구체적인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일대일로’

큼, 한중산업 간의 경쟁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에

전략과 연계된 인프라 건설이나 금융협력 등 한

대비하여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만

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의 핵심기술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중국과의

있는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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