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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회(两会)로 본 중국 경제의 핵심과제, 고용 안정과
민생 보장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两会, 중국전
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

2020년 4월 17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
서 ‘6대 보장’이라는 개념을 제기하였다.

하 전인대와 정협)가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개

5월 11~12일 산시(山西) 시찰 당시, 시진핑 주

최되었다. 올해 양회에서는 이례적으로 구체적

석은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 고품

인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코로나

질발전을 하기 위해 ‘6대 안정’ 업무를 잘 처리하

19 이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안정과 민

고, ‘6대 보장’ 임무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

생 보장, 신형 인프라 건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

조하였다. 5월 13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

등을 강조하는 등 국내의 안정화에 방점을 찍

커창 총리는 ‘6대 보장’과 ‘6대 안정’은 어려움과

었다.

도전을 직시하고 극복하는 적극적인 조치라고 언

5월 22일 개최된 전인대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올해에는 구체적인 경제성장률을

급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를 통해 고용 안정과 민

달성하기보다는 업무의 중점을 ‘6대 안정(六稳)’

생 보장을 올해 중국 경제의 핵심과제로 제시하

과 ‘6대 보장(六保)’에 둘 것이라고 발표하고, ‘6

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내 소비심리와 소비력

대 보장’이 올해 ‘6대 안정’ 업무의 중심이라고 강

을 회복하여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

조하였다. ‘6대 안정’은 고용, 금융, 대외무역, 외

였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분기 중국 경제가

자, 투자, 경제성장 예측의 6가지 방면의 안정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가운데, 올해 중국은 경

뜻한다. ‘6대 보장’은 고용, 기본 민생, 시장 주

기 회복과 더불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

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망 안정, 기층

설, 제13차 5개년 규획의 마무리, 제14차 5개년 규

운영의 6가지 방면의 보장을 의미한다. ‘6대 안

획의 준비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5월

정’과 ‘6대 보장’ 모두 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제

28일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

시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서 미·중 갈등 양상이 확대 및 심화

중국 정부는 2018년 미·중 무역 마찰로 중국의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의 안정이 담보

국내외 경제 상황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

되어야 하는 시기에 중국 경제는 고용 안정과 민

자, 2018년 7월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

생 보장을 통해 내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할 것으

의에서 ‘6대 안정’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기하

로 보인다.

였고, 올해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가 전례 없는

자료 : 中国政府网(2020.5.23), 新华网(2020.5.29).

도전에 직면하여 중국 경제가 압박을 받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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