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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회(两会)로 살펴본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요약
l 대외적으로 중국은 국가안보문제에서는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
한 태도인 반면, 통상문제에서는 지속적인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기대

╺ 미국의 대중국 압력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예정대로 제정함으로써 홍콩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표명

╺ 중국 국민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일국양제’에서 중국으
로의 흡수에 첫걸음

╺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이후 실질적인 홍콩 흡수의 적기라고 판단한 듯
l 대내적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확대 그리고 나아가
신형인프라 투자를 통한 미래 산업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 표명

╺ 정부업무보고에서 ‘6보(六保) 6온(六稳)’의 기조를 발표하면서 경제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확대 기조의 예산(초안)을
편성

╺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산업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주도
권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신형인프라 투자를 계획, 추진

l 미국과 중국의 정책 기조를 보면 갈등의 완화보다는 심화가 예상되며 진영싸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 우리도 미국이나 중국처럼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으나 경제
적인 측면에서는 양자택일보다는 중간자 위치가 우리는 물론 미국과 중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찾아 부각할 필요

╺ 미·중 탈동조화에 따른 기술보호주의와 공급망 분리에 대비하여 두 체제에 각각 맞춤식의
배타적인 기술 및 공급망 관리방안 모색이 시급

╺ 중장기적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기술 기반의 사회로 전환되는 변혁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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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양회 주요 내용
▣ 전국인민대표대회
l 우리나라 국회와 유사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었으며, 리커창
(李克强)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개시
╺ 정부업무보고에서는 2020년의 경제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채 ‘6보(六保) 6온(六稳)’의
안정을 통한 경제회복 및 내실화에 초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에는 디지털 경제와 초광
역경제권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유기업 개혁과 투융자 제도 개혁을
포함
l 폐막일인 5월 28일에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민법전(民法典)을 표결 통과
╺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홍콩 내에서 반정부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민법전을 처음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중국식 인권의 법적 기반 마련
<표 1>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요 일정 및 내용
날짜
5월 22일
5월 22일
5월 22일
5월 28일

주요 일정
정부업무보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재정부의 ‘2020년 예산안 초안’
홍콩 국가보안법과 민법전 제정 표결 통과

주요 내용
6대 보장과 6대 안정의 경제 운용 기조
2020년 경제사회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제시
2020년 예산 및 지출 초안(경기 부양을 위한 확대재정)
반정부활동 금지 및 인권의 법적 기반

자료: 산업연구원.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l 정치자문회의 성격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왕양(汪洋) 정협 주석이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를 시작으로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개최
╺ 2020년 중점추진 방향은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위한 ‘6보 6온’ 실행, 민주적 대통합,
활발한 국제교류 강화, 인민 정협을 통한 인민정(人民政) 국가 통치체계 확립

2.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의미
▣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배경 및 의미
l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5월 28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
제 결정(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 일명 홍콩 국가보안법)
을 제정
╺ 영국으로부터 1997년 반환된 홍콩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줄곧 가장 중
요한 국가 대사로 인식하여 왔고 ‘일국양제(一国两制)’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흡
수를 기대하였으나 최근 일련의 민주화운동 확대에 따라 중국 정부가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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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홍콩 민주화운동 관련 일지
시기

주요 변화

변화 내용

1997년 7월

홍콩 반환

1984년에 영국과 중국이 홍콩반환협정을 통하여 반환 이후 50년간
일국양제 합의

2003년 9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실패

홍콩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반대 시위 결과로 9월
국가보안법 철회

2014년 9월

홍콩 민주화운동

중국의 홍콩 행정 수반 추천위원회의 개입에 따라 직선제 요구 민
주화운동인 우산 혁명 발생

2017년 7월

간선제 행정장관 임명

2019년 3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

2020년 5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친중 성향의 행정장관 캐리 람(Carrie Lam) 임명
장기간 민주화 시위 결과로 9월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법
(송환법)의 공식철회
5월 22일 전인대에서 공개 이후 28일 제정 표결 통과

자료: 산업연구원.

╺ 홍콩 국가보안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홍콩 내에서 반정부활동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
으로 사실상 민주화운동이 불가함을 의미
l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 등의 압력에도 중국 정부가 강행
╺ 중국으로서는 홍콩 특별지위 박탈에 따른 경제적 피해보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치력 강
화가 우선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타협대상이 아님을 중국 정부가 여러 차례 피력

▣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인한 미ㆍ중 마찰과 우리에게 미칠 영향
l 미국 정부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발하여 홍콩 특별지위 박탈 등의 제재를 고려 중
╺ 미국은 홍콩에 대하여 1992년 미국-홍콩 간 정책령(US - Hong Kong Policy Act of 1992)
을 통해 중국과는 달리 적용해왔던 특별지위(관세와 무역 그리고 비자발급 등에서의 특별
대우, special trade previleges) 박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호 피해가 커
신중한 입장
╺ 영국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홍콩인에게 영국 해외시민여권
(British National Overseas) 발급 확대 및 체류 기간 연장과 취업권 및 시민권 부여 가
능성을 시사
l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로 인한 영향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클 것으로 예상
╺ 뉴욕 및 런던과 함께 3대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는 것은 금융산
업의 쇠락을 의미하며, 홍콩에 진출한 주요 선진국의 금융기업에 큰 피해 예상
╺ 중국으로서는 자본유출로 인한 홍콩달러의 평가절하,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로 인한 혜택
소멸, 외국기업들의 탈홍콩 러시 등 커다란 피해 예상
╺ 우리나라는 2019년 말 기준으로 홍콩에 약 319억 달러 규모를 수출(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제4위, 약 5.2%)하고 있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따른 특별지위 박탈의 경우 홍콩
을 통한 중계무역에 일정 부분 피해 불가피
╺ 홍콩 진출 우리 기업들은 탈홍콩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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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안정을 위한 확대재정정책과 시사점
▣ ‘6보(六保) 6온(六稳)’의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한 내실화
l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연 개최된 2020년 양회에서는 경제성장률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6대 보장과 6대 안정을 강조
╺ 국제통화기금은 4월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을 -3.0%로 하향 조정하였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5.9%와 -5.2%를 추정하면서 중국은
1.2%로 전망
╺ 세계은행은 6월 발표한 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통해 올해 전 세계 경
제성장률을 –5.2%로 조정하였고 미국과 중국은 각각 –6.1%와 1.0%로 전망
╺ 올해 중국 정부는 취업, 민생, 시장 주체, 산업ㆍ공급망, 식량ㆍ에너지 안보, 기층행정조직
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취업, 금융, 무역, 외국인투자, 투자, 경제성장 불확실성을 줄여 국
내 시장 안정화에 정책역량 집중 예정
╺ 중국은 4~5년 전부터 취업과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안정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 안정화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
* 2019년 5월 후춘화(胡春华) 부총리를 조장으로 하는 ‘취업업무영도소조(就业工作领导小组)’
를 새롭게 출범, 고용 안정에 정책역량 집중

l 2019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제19기 4중 전회)에서 언급
된 ‘중국 특색사회주의’ 개념을 이어 국무원은 2020년 5월 11일 “신(新)시대 중국사회주의
식 시장경제체제”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중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외개방 및
시장경제주의 확대를 피력
╺ 사회주의 기본경제체제 아래 재산권 보장, 시장가격체계, 공정경쟁체계,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등 기본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주체인 국민 중심의 자발적인 경제발
전 유도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락에 대응한 확대재정 정책
l 중국 재정부가 5월 22일 발표한 2020년 중국 정부의 예산 초안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 기조와 유효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 의지 확인
╺ 2020년 중앙과 지방의 일반공공예산 총액 규모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5.3% 낮아진 18조 270억 위안 규모이나 전입 자금과 이월 잔액 2조 9,980
억 위안을 포함하면 전년 대비 3.8% 증가한 21조 1,250억 위안
*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4월까지의 세수는 14.5% 감소
╺ 2020년 일반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24조 7,850억 위안으로 2019년
에 비해 재정적자 규모가 약 1조 위안 증가한 3조 7,600억 위안 수준
╺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3.6%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약 0.8%포인트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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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확대재정을 통한 코로나19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1조 위안 규모의 정부 특별채권 발행 및 2019년 대비 5,000억 위
안을 늘린 규모의 기업 감세 정책 시행 계획도 발표
╺ 상기 확대 재정정책을 통한 2020년 경기부양 규모는 약 11조 위안* 수준이지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의 부양정책 규모와 비교하여 올해의 부양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라는 의견도 존재
* 재정적자 규모 3조 7,600억 위안, 코로나19 특별채권 1조 위안,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3조
7,500억 위안, 감세 및 비용경감 2조 5,000억 위안으로 2019년 국내총생산 99조 1,000억
위안의 약 11.1% 수준

l 양회 기간 중국 정부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양신일중(两新一重)’ 건설에 집중할 계획임을
발표
╺ 양신(两新)은 신형인프라(新型基础设施)와 신형도시화(新型城镇化)를 의미하고, 일중(一重)
은 중대공정사업(교통과 수리건설 등의 전통적인 인프라 건설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를 위하여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전년 대비 1조 6,000억 위안을 증액한 3조
7,500억 위안으로 편성

▣ 신형인프라 투자와 제14차 5개년 계획 준비
l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2018년 초부터 격화된 미ㆍ중 통상마찰이 산업기술보호주의
및 중국 기업 제재로 확대
╺ 2018년 1월 태양광과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시작으로 9월까지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교역품에 대해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 결정 및 2019년 내내 상호
추가 관세 부과의 통상전쟁 중
╺ 2018년 6월부터 통신업체인 중싱과 반도체 제조기업인 푸젠진화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2020년 5월 화웨이로 확대되어 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
개정을 통하여 미국산 장비나 기술이 10% 이상 사용된 제품의 미국 내 반입통제 의지를
표명
l 중국은 기술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디지털 시대의 경쟁우위 선점을 위한 신형인프라
투자를 발표
<표 3> 최근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
시기

대상 중국기업

미국 정부의 제재 내용

2018년 6월

중싱(中兴, ZTE)

2018년 11월

푸젠진화(福建晋华)

대북제재 위반 이유로 10억 달러 벌금 부과
소프트웨어와 기술부품 수출 제한

2019년 5월

화웨이(华为)

수출규제대상(Entity List)에 추가

2020년 5월

화웨이(华为)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 개정으로
미국 내 반입통제

자료: 산업연구원, 언론 취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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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신형인프라’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으며,
2019년 양회와 2020년 2월 중앙정치국 상무회의에서 지속해서 투자 의지를 피력
╺ 또한,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디지털 경제’를 17번 언급하며, 디지털 경제의 발
전과 산업의 디지털화를 거듭 강조
╺ 이는 미국과의 대치 국면에서 대미국 산업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5Gㆍ인공지능ㆍ산
업인터넷ㆍ사물인터넷 등의 인프라의 필요성에서 기인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untact) 문화 확산과 디지털 기술수요 급증으로 예상보다 빠른 디
지털 기술 기반 시대의 도래가 예상되면서 신형인프라 투자의 시의성과 필요성 증가
╺ 리커창 총리는 4월 2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온라인근무, 온라인교육, 원격의료, 차량인
터넷, 스마트시티 등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인프라 구축을 강조
╺ 총투자예산 규모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약 40조 위안 이상으로 추측되고 있으
며,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확대와 민관합작투자(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등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통한 자금 조달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부족분은 갭 파이낸싱(Gap
Financing) 등의 대출 활용 전망
╺ 신형인프라의 범위는 지속해서 확대조정될 전망인데, 2020년 3월 7대 신형인프라를 처음
발표한 이후 2020년 4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신형인프라의 범위를 제시하면서 범위가
지속 확대
<표 4> 신형인프라 범위
7대 인프라(2020.3)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정 인프라 범위(2020.4)

5G 네트워크
공업인터넷
인공지능(AI)

정보인프라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5G,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위성인터넷

신흥기술 인프라

인공지능(AI),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

데이터센터

컴퓨팅 파워 인프라

데이터센터, 스마트 컴퓨팅 센터

도시철도

스마트교통 인프라

자율주행, 도심궤도(철도) 교통

특고압 설비, 전기차 충전소
-

융합인프라
혁신인프라

스마트에너지 인프라
혁신인프라(R&D)

특고압, 스마트그리드
중대과학기술 인프라, 과학교육 인프라, 산업기술
혁신인프라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자회견(2020년 4월 20일) 자료 및 언론 취합 정리.

l 2021년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제14차 5개년 계획은 질적 성장에 초점
╺ 제14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개요가 아직 뚜렷하게 공표되지 않았지만, 다수 중국언론에 나
타난 바에 따르면 양적 성장 기조에서 질적 성장(질적 역량 강화 또는 고품질 발전)으로
정책목표 전환이 예상
╺ 작년에 이어,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IIoT) 분야의 육성과 스마트제조
추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아 중국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와 질적 성장 추진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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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산업경제 경쟁력 확보에 내실을 기하고, 중국제조 2025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자급률 제고 및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
자 추진이 주요 내용이 될 전망

4. 우리가 직면할 대외여건과 대응방안
▣ 국제정치적 상황과 우리의 대응
l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서방 선진국 그리고 일본이 전략적으로 대중국 공동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동참을 요구하는 분위기
╺ 올해 5월 발표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백악관보고서는 중국을 미국의
가치와 경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지난 20여 년의 연계 협력 기반의 사고에서 전략
적 경쟁과 자국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으로 전환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기술
╺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과 함께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
동참을 주변국에 요청하면서 반중국 동맹라인 구축을 모색 중
╺ 유럽연합도 2019년 3월 발표한 “EU-China Strategic Outlook”을 통하여 보다 더 균형적
이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계로의 조정이 필요함을 주장
╺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G7 정상회담을 연기하며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의 참여를 요청하
여 대중국 동반라인 형성을 유도 중
l 중국은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상대로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ㆍ중ㆍ일 협
력, 한ㆍ중 국제협력 등을 제시
╺ 호주의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조사 동의에 반발한 중국은 최근 무역보복을 통하여 협력국
에는 무역이라는 당근을, 비협력국에는 경제보복이라는 채찍을 활용
l 우리로서는 양자택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사안과 시기에 따라서 국익을 최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다차원적 접근방식이 필요
╺ 국제정치와 경제를 필요에 따라 연계 및 분리하는 유연함 필요
╺ 미국 중심의 동맹국과 중국 중심의 동맹국의 대치는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필요 이상 높이
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안보 이슈를 제외한 경제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서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산 노력 필요
╺ 민간 차원의 협력에 대한 국제정치적 압력 배제에 대한 인식공유 노력

▣ 경제 산업적 상황과 우리의 대응
l 중국 정부도 최근 한ㆍ중ㆍ일 및 한ㆍ중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우호적인
자세로 접근
╺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을 통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제조, 5G 등의 영역에서 한국은 물론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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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은 4월 말 한ㆍ중(장춘)국제협력시범구 조성에 대하여 비준을 하고 중국 국가발전개
혁위원회는 5월 초 시범구 조성 총체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국과의 산업협력 기대를 표명
╺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은 조만간 중국의 한ㆍ중ㆍ일 FTA
추진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최종 타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 고조
l 디지털 기반 신산업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에서 미ㆍ중 탈동조화(de-coupling)에 대비
╺ 기술보호주의와 공급망 분리에 대비한 우리 산업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양자택일보
다는 두 체제에 각각 맞춤식의 상호배타적인 기술 및 공급망 관리방안 가능성에 대한 검토
가 시급
╺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와 산업기술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한ㆍ중ㆍ일 분업생산을 통한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과 같은 기존의 통상네트워크는 점차 감소할 전망이며, 새로운 형
태의 지역주의(regionalism)를 고려한 지역별 통상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나아가 신기술 표준에서도 미국 중심의 표준체계와 중국 중심의 표준체계로의 분리를 감
안하여 양쪽 모두에 대한 상호배타적인 대응도 고려할 필요
l 이른바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의 효율성에 주목하면서 신형인프라 투자를 통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 조성을 벤치마킹할 필요
╺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기회 요인 활용
╺ 인공지능ㆍ5Gㆍ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기술은 향후 중국의 온라인교육, 원격진료, 재택근무
플랫폼, 자율주행차, 의료로봇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전망이며 대중국 투자
시 기회 요인
l 중국의 신형인프라 투자 정책의 중장기적 접근을 보면서 우리의 한국형 뉴딜정책이 자칫 코
로나19 이후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
╺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디지털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산업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
╺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미래사회 대응에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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