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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타난 2020년 중국 경제 정책 방향
- 키워드는 ‘안정’과 ‘고품질 발전’ 2019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중앙경제공작

실현하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선진제조

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중앙경제공

업 클러스터의 구축, 산업기초역량과 산업 사슬

작회의(이하 ‘회의’)는 한 해의 경제 업무를 마무

의 현대화 수준 제고 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디

리하고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회

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현대 과학 기술 혁신을

의로, 매년 12월 중하순 경 개최된다.

통해 서비스업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 중국 경제가 안정 속
성장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공급측 구조개혁을 중

이와 더불어 징진지 협동 발전(京津冀协同发

展),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건설, 12월 1

심으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고, 취업, 금융, 무

일 공표된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长三角一体化

시키기 위한 업무를 착실히 추진했다고 평가했

전을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세계

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발전 방식과 성장 동력을

급 혁신 플랫폼과 성장극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환하고 경제구조를 최적화하는 시기를 겪고 있

‘안정’을 위한 세부 조치로는 3대 난제(금융 리

고,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스크 방지, 빈곤 퇴치, 오염 예방퇴치) 중 하나인

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빈곤 퇴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빈곤층의 기본 생

역, 외자, 투자, 경기 전망 등 6가지를 안정(六稳)

发展) 등 지역 발전 전략을 중국 전역이 고품질 발

회의를 통해서 본 2020년 중국 경제 정책의 키

활에 대한 효과적인 보장과 개선을 강조하였다.

워드는 ‘안정’과 ‘고품질 발전’이다. 중국은 내년에

이를 위해 의료·양로 등 민생 서비스 분야의 시장

도 안정 속 성장이라는 경제 발전 기조를 유지하

화 개혁과 대내외 개방을 심화하고, 다양하고 다

면서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공유의 5대 발전이

차원적인 주체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념을 견지하고, 공급측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

개혁개방을 원동력으로 삼아 고품질 발전을 추진

으로 예상된다.

하여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현
대화된 경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0년 중국의 경제 정책은 제13차 5개년 계
획(2016~2020년)의 목표 달성과 전면적 샤오캉

먼저 ‘고품질 발전’을 위한 세부 조치로 기업의

(小康) 사회 건설을 실현하고, 제14차 5개년 계획

기술혁신역량 향상과 과학 기술 인재 육성 시스

(2021~2025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안정과 질적

템 정비를 언급하였다. 산업별로는 전략적 신흥

성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설비 교체와 기술 개선

자료 : 中国政府网(2019.12.12).

투자를 통해 전통 제조업의 최적화 및 고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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