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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로 본
중국 경제 정책의 향방
2019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베이징

외자기업 및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법치 환

에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경을 조성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공정경쟁

회의(이하 ‘4중 전회’)가 개최되었다. 11월 5일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공평을 원칙으로 하는 지식

는 4중 전회에서 통과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

재산권 보호 제도의 정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

도의 견지 및 완비와 국가 통치체계 및 통치 능력

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구축, 기업 영업 비밀 보호

의 현대화 추진 관련 중대 문제에 관한 중국 공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中共中央关于坚持和
完善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 推进国家治理体

系和治理能力现代化若干重大问题的决定, 이

이와 더불어 과학혁신체계를 개선하여 경제 발
전을 도모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
이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

하 <결정>)>이 공개되었다. 이번 4중 전회는 신

고 혁신개발을 장려하며, 산학연이 융합하는 기

(新)중국 건국 70주년에 개최되어 더욱 많은 관심

술 혁신 체계를 수립하여 기업과 시장의 각 주체

이 쏠렸다. <결정>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가 융합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밝

를 개선하고 국가 통치체계 및 통치 능력의 현대

혔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의 정비와 과학기

화를 위해 3단계 목표를 제시하였다. 1단계 목표

술정책 및 평가 체계의 개선, 과학기술 윤리 관리

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에 각 방면

체제의 건전화도 언급하였다.

에서 더욱 정형화된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2단계

마지막으로 새로운 개방형 경제 체제를 구축할

목표는 2035년까지 국가 통치체계 및 통치 능력

것을 제시하였다.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의 개방

의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3단계는

을 확대하고, 외국 자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국가 통치체

여 중국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의 공정 경쟁을 촉

계와 통치 능력의 전면적인 현대화를 실현하여,

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보완하고 규제와 표준 등의 제도적 개방을 추진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정>은 다음

고자 한다. 자유무역시험구, 자유무역항 등의 건

과 같은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국 경제

설을 통해 대외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대외경

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공급측 구조개혁을 근간

제무역 관련 법률과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으로 하는 현대화된 경제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

자료 : 中国政府网(2019.11.5).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민영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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