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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심각하고 장기적인 침체국면에 

들어가면 중국의 내부 불안이 역내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것이다. 부

유한 동부 해안과 가난한 내륙 사이에 분열

이 생기고, 티베트와 신장 같은 지역의 분리

주의 운동이 강화될 수 있다. 중국 지도부가 

국내 문제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자 시도하

면서 점점 더 예측할 수 없고 공격적인 세력

이 생길지 모른다.”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30 : Alternative Worlds -

"중국 경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7%이상의 

성장은 가능하다. 도시화의 추진은 낙후한 

중서부 지역에서 아직 경제발전을 위한 일

정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부와 

중서부 지역의 경제수준 격차를 줄이는 것

도 커다란 성장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 Adam S. Posen,

at “2013 World Economic Forum” -



쟁점과 대안

개혁개방이후 연평균 10%의 고성장을 구가하며 2010년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으로 부상한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경제성장률 감소와 

경제⋅사회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급기야는 ‘중등소득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재정문제와 유럽 채무위기 등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대내적

으로도 투자위주 성장전략에 따른 과잉투자 및 투자효율성 저하, 도농간⋅지역간 

소득불평등 확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지방정부 부채 증대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시진핑정부는 전임지도부의 경제⋅사회정책인 ‘발전방식의 전환’ 기조를 계승함은

물론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시진핑노믹스’의 핵심전략은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 최저임금인상 및 임금상승 

유도를 통한 소득분배개혁, 대기업 육성이 핵심인 산업구조조정, 중소형 공공주택

건설 중심의 부동산정책 등이다.

향후 중국경제는 투자와 소비가 안정적이고 수출이 회복될 경우 7~8%대 성장이

가능하다. 반면 선진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중국내부 체제개혁이 더디게 진행

될 경우 경제성장률 6%대 이하로 급락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자본투입 방식

위주로는 ‘중등소득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구조조정이나 소비

위주의 경제구조 전환 등과 같은 체질개선이 필수적이다.

중국이 ‘중등소득 함정’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재정, 금융,

환율 등에서 시장친화적 개혁과 혁신, ② 개혁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

은행, 지방정부 등 기득권집단의 저항 극복, ③ 공산당 일당체제의 비효율성 등 

이념 장벽 극복, ④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중시

등이 필요하다. 한국은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중국의존적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수출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품목

다양화 및 중서부 내수 시장 확대에 따른 서비스시장 진출 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전략적 기회’를 활용할 시점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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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기로에 선 중국경제

 중국 주요 대외경제 지표 악화

 1978~2011년 GDP는 연평균 10%이상 고성장했으나, 2012년 7%대로 급락

○ 2012년 GDP는 51조 9,32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8% 성장에 그쳤고,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와 비슷한 수준(1998년 7.8%, 1999년 7.6%)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점차 하락  

○ 유럽 채무위기와 미국 재정문제 등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2010년 

수출증가율은 31.3%, 2011년과 2012년은 각각 20.3%, 7.9%에 그침 

- IMF는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고,1) 피치(Fitch)는 올해 

4월 9일 위안화 표시 국채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

<중국의 GDP 성장률>
(단위：%)

<중국의 수출액 증가율>
(단위：%)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IMF, “Gradual Upturn in Global Growth During 2013,”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Jan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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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위주 성장에 따른 과잉투자 및 투자 대비 효율성 저하

 중국의 투자율(고정자산투자/GDP)은 2000년 37.3%에서 2010년과 2011년 

각각 69.3%와 65.8%로 상승하는 등 과잉투자 우려 증대2)

○ 반면 2000년에서 2011년 사이 최종소비율은 46.4%에서 35.5%로 하락3)

 투자대비 효율성을 나타내는 한계고정자본계수는 1990년대 3.55에서 

2001~2005년 4.07, 2006~2011년 4.34로 투자 효율이 계속 하락

○ 고속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 과정에서 과잉 설비 투자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생산 효과 저하

- 2007년부터 자본투입확대를 통한 고도성장을 마감하고 성장 하락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며,4) 2008년 하반기 중국정부의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 프로그램 발표 이후 투자 효율 저하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임

<고도성장기 한⋅중⋅일 한계고정자본계수>

구분 고도성장기 연평균 실질 
GDP증가율(%)(A) 투자/GDP(％) (B) 한계고정자본계수(B/A)

한국 1986-1990 9.65 30.09 3.12

일본 1966-1970 11.56 33.50 2.90

중국

1990-1999 10.66 37.82 3.55

2000-2005 9.76 39.74 4.07

2006-2011 10.54 45.75 4.34

주 : 1) 한계고정자본계수(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란 생산량 증가에 필요한 자본 증가의 비율로,
이 계수가 높을수록 자본의 생산효과가 낮고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

2) 한국과 일본은 5년 평균으로 실질 GDP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간. 중국은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
자료 : 三浦有史, “投資効率の低下が続く中国経済 : 金融, 国有企業改革の実行が求められる習近平体制”,

Research Focus, No.2012-19(2013.1.25) 참조.

2) 중국 국가통계국.

3) “中国居民消费率逐年下降 需调整收入分配制度”, 人民网(2013.1.15).

4) Morgan Stanley(2010). Chinese Economy throug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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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의 구조적 모순 누적

 도농간, 지역간, 계층간 소득불평등 수준 확대로 사회불안정성 증대

○ 도농간 소득격차는 2000년대 이후 악화되기 시작, 2010년 3.3배로 확대5)

- 2012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4,565위안, 농촌은 7,917위안 

○ 동부와 중서부 지역 간 임금격차 갈수록 확대

- 2011년 중서부의 간쑤성(32,092위안), 후난성(34,586위안)의 평균임금은

상하이(75,591위안) 및 베이징(75,482위안)의 약 40% 수준에 불과6)

○ 국가통계국 발표 2012년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인 0.47, 그러나 

민간기관의 2010년 지니계수는 이미 사회불안정 수준인 0.61 기록7)

<권역별 도시주민 1인당 연소득 추이>
(단위 : 위안)

<도농간 소득격차>
(단위 : 위안)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5) 중국 국가통계국.

6) CEIC, China Premium Database.

7) 중국 서남재경대학 중국가계금융조사연구센터, “中国家庭金融调查报告”(20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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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 제약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가능성 

 중국의 인구증가율 저하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이 출현하여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가능성 증대

○ 최근 5년간 출생률 평균은 12.1%, 최근 자연증가율은 지속적 하락 추세

<중국의 인구자연증가율>
(단위：%)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0년 8.3%, 2015년 9.7%, 2020년 11.9%로 증가,

생산가능인구 비율는 2010년 72.2%, 2015년 71.8%, 2020년 69.7%로 감소8)

<중국의 인구구조 추이 및 전망(2000-2040)>

구 분 총인구(억 명) 중간연령 0-14세 비율(%) 65세 이상 비율(%) 생산가능인구 비율(%)

2000 12.7 30.1 24.8 6.9 68.3

2005 13.2 32.6 21.4 7.7 70.9

2010 13.5 34.9 19.5 8.3 72.2

2015 13.9 36.5 18.5 9.7 71.8

2020 14.2 37.9 18.4 11.9 69.7

2025 14.4 39.5 17.9 13.8 68.3

2030 14.5 41.5 16.9 16.2 66.9

2040 14.3 44.1 15.6 22.2 62.2

자료 : UN population database.

8) The Great Crash Ahead(2011)의 저자인 해리 덴트(Harry S. Dent)는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경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추세를 보이는데, 이것이 글로벌 경제의 ‘마지막 버블’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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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잉여노동력이 도시 저임노동력으로 지속 공급되었던 ‘인구보너스'

(demographic dividend) 마감으로 노동생산성 하락 가능성 증대

○ 중국의 노동인구 1인당 GDP 증감률은 2011-2020년 7.91%로 급락 전망

<중국 노동인구 1인당 GDP 및 총요소생산성 증감률 추이>

구    분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1-2020 2012-2030

노동인구 1인당 GDP 증감률 6.62 9.11 9.43 7.91 4.66

총요소생산성 증감률 9.63 9.91 9.45 7.39 3.6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시진핑 시대의 중국경제 : 중성장 시대의 중국에 대비해야 한다”(2012.10.30)에서 재인용.

 지방정부 부채 증대와 주기적인 부동산 과열 우려  

 2010년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약 10.7조 위안으로 GDP의 26.6% 수준9)

○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양도세(土地出讓金) 수입 

감소로 채무불이행 가능성 증대10)

 지방정부에 자금을 융통해 온 지방정부금융기관(LGFV) 채권에 대한 디폴트

리스크 증대 및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부실화 우려11)

○ BNP파리바는 중국의 LGFV 채무가 9조1000억 위안~14조5000억 위안으로 

중국 GDP의 18~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12)

9)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심계서(审计署), “全国地方政府性债务审计结果”, 审计结果公告(2011년 제35호).

10) 2012년 윈난(云南), 쓰촨(四川), 상하이(上海) 등에서 채무불이행 발생(“郎咸平：中国金融危机正在爆发”, 中国证券报
(2013.3.20)).

11)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Ratings)에 따르면 중국의 은행 부채는 2012년말 기준 GDP의 135.7%이고, 여기에 그림자 

금융을 더하면 부채 비율이 GDP의 198%(cf. 2008년에는 125%)로 추산, GDP 대비 지방정부 부채 역시 2011년 말 

23.4%에서 2012년말 25.1%(약 12조 8,500억 위안)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

12) “中금융시장 위험 월가 경고 확산”, 매일경제(20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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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 규모는 약 20조 위안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국 GDP의 40% 규모13)

 중국 주요 도시 주택평균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과열 재연 우려 증대 

○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이고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요인

○ 특히 통화 완화 조치에 따른 유동성이 실물경제가 아닌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됨으로써 정부 통화정책의 여력을 제한14)

<지방정부 채무 추이>

(단위：억 위안)

<중국 주요도시 신규주택 판매가격지수 추이>

자료 : 중국 심계서; CEIC China Premium Database.
주 : 100=전년동기 판매가격.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13) 조지 소로스 역시 2013년 4월 8일 보아오포럼 연설에서 중국 ‘그림자 금융’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금융위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음(“China to tighten shadow banking rules,” The Financial Times(Feb 26, 2013)).

14) “부동산 투자과열, 중 경제 독 되나”, 파이낸셜뉴스(20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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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시진핑 시대의 경제⋅사회정책 � �

 중국경제의 부작용 치유를 위한 ‘발전방식 전환’ 기조 계승 

 과잉 투자와 발전격차 등 개혁개방의 부작용 치유를 위해 후진타오 정부

(2003-2012)는 이미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발전방식의 전환’ 추구

○ 이를 위해 ‘민간기업 역할 강화’(2005년 이후),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2010년 

이후), ‘지역균형발전’(2000년 서부대개발 이후) 등의 전략 추진   

○ ‘발전방식 전환’의 핵심은 질적 성장과 내수 확대로, “12.5규획(2011-2015)”에 

민생 개선과 생산성 제고 및 지속가능발전 등이 목표로 제시  

- “12.5규획” 목표：안정 속 발전, 경제구조조정, 과학․기술․교육 수준 제고,

인민생활 개선,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등 

<중국 “12.5 규획” 시기(2011-2015) 경제⋅사회발전 주요 목표>

지   표 주요내용 2010년 2015년

경제발전

GDP(조 위안)
39.8 55.8

* 연평균 7%대 성장 목표

서비스업 비중(%) 43 47

도시화율(%) 47.5 51.5

과학기술교육
9년 의무제 교육률(%) 89.7 93

R&D 발전 비용의 GDP 비중(%) 1.75 2.2

자원환경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非 화석에너지 비중(%) 8.3 11.4

삼림(森林) 증가율(%) 20.36 21.66

인민생활

도시 기본 양로보험자수(억 명) 2.57 3.57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위안) 19109 〉26810

농촌주민 1인당 평균 순수입(위안) 5919 〉8310

도시 실업률(%) 4.1 〈 5

자료 :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劃纲要", 新华網(20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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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노믹스’의 핵심은 신형도시화와 소득재분배

 시진핑정부는 변화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성장과 분배 조화’를 통한 

중국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체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제시

○ ‘시진핑노믹스’의 핵심：신형도시화, 소득재분배, 산업구조조정, 부동산정책

 신형도시화 : “사람 중심(以人为本)” 도시화를 통해 도시화가 소비를 

확대하고 내수가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도시화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 

○ 목표：향후 10년간 40조 위안(약 7,200조) 투자, 현재 51.3%인 도시화율을 

2020년에 60% 달성이 목표

- 도시의 외연적 확장은 지양하고 질적인 성장을 지향함으로써 환경, 생태,

효율을 중시하는 지혜도시(Smart City) 건설 강조(예：우한, 닝보 등)

○ 농촌주민의 실질적 도시민화 및 도시화를 통한 소비 진작의 토대 마련. 그러나 

신형도시화는 호구(戶口)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전제 조건임 

 소득분배개혁 : 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 및 노동소득 분배몫을 늘림으로써 

‘나라는 부자, 국민은 가난’(國富民貧)이라는 딜레마 해소가 중점

○ 목표：2020년까지 도시 농촌 주민의 가계 실질소득을 2010년의 2배로 증대,

저소득층 임금 인상, 중등소득계층 확대, 고소득층 임금상승 억제 등

○ 정책 수단：2015년까지 최저임금 표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40%이상으로 

제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을 제반 소득으로 확대 등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슈 &  진단

9

 산업구조조정 : 2015년까지 자동차, 철강, 조선, IT정보 등 9개 산업영역에서

기업간 M&A를 장려하여 국제경쟁력 갖춘 대기업 육성 계획

○ 산업별 육성 기업 수, 산업집중도 달성 목표 및 시점 등을 수치로 명시하고,

대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아닌 경쟁구조 변화를 통한 대기업 성장 유도15)

- 2015년까지 연매출 1,000억 위안(약 17조원) 이상 IT업체 5~8개 육성 등 

 부동산정책 :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계승,

그러나 강력한 조세정책을 통해 버블제거 및 실수요자 보호 강조

○ 부동산세 시범지역 확대와 주택매매시 양도소득세 20% 징수, 중소형 공공주택 

건설 확대, 2주택 구매시 적용되는 계약금 기준 및 대출금리 상향, 각 지방정부에게 

신규주택의 연간 가격통제 목표 설정 지시 등 

<중국 경제발전의 역사적 맥락 및 시진핑노믹스>

15) 중국 공업정보화부(中国工业信息化部) 외, “关于加快推进重点行业企业兼并重组的指导意见”(2013.1.22) ; 지만수,

“중국, M&A를 통한 대기업 육성 본격 시동”, 주간금융브리프, 22권 10호(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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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중국경제 미래 전망  

 중국의 경기부양 효과 및 선진국 경제회복시 단기적으로 7~8% 성장

 투자와 소비 등이 안정적이고 수출이 좋으면 8% 성장 가능, 그러나 미국 

경기침체와 유로 재정위기 해결이 부진할 경우 7%대로 하락  

○ 2012년 하반기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 정책의 영향으로 2013년 1사분기 

수출입과 물가 등 경제지표가 비교적 안정세, 그러나 GDP는 둔화

- 올해 1사분기 수출과 수입은 작년 동기대비 각각 18.4%와 8.4% 증가,

그러나 1사분기 GDP는 7.7%로 작년 4사분기 성장률 7.9%보다 둔화16)

○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에 의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라 위안화 값 강세

- 2013년 4월 10일 위안화 거래 기준가격 사상 최고(달러당 6.2548위안)

<2013년 1사분기 수출입 현황>

(단위：억 달러, %)

<2013년 1사분기 PMI⋅CPI 추이>

주 : 수출입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16) 중국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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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 미래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지속 성장 요인도 존재 

○ 성장률 둔화 요인：세계 경기침체, 과잉투자에 따른 부실대출 및 과잉설비 

영향,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부동산 버블 가능성 등  

○ 중속 성장 지속 요인：낮은 도시화율에 따른 성장잠재력, 동부지역 노동집약적 

산업의 중⋅서부 이전, ‘후발자의 이득’, 지도부의 유연한 정책 대응 등

<중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

구분 예측 기관 주요내용 

긍
정
적 

전
망

중국 린이푸(林毅夫)

(前세계은행 수석부총재)

(2012.11)

○ 중국은 ‘후발자 이득’(advantage of backwardness)으로 향후 20년 동안
연평균 8%대의 고속성장 지속 가능

- 근거：도시화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보유 등
- 과제：기술개발과 핵심산업 육성, 분배구조 개선, 부패척결, 금융개혁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2.11)

○ 중국경제는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2016년 세계1위 경제대국 
- 근거：시진핑 지도부의 경제⋅금융⋅규제개혁, 내수중심 경제발전 등
- 위협요인：세계경제 불황, 금융불안정성, 소득불평등, 고령화 등

부
정
적

전
망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
(2013.4)

○ 향후 10년(2018~2022)간 중국 경제성장률은 급속히 둔화(6.5% 성장)

- 근거：인프라 투자, 자산수익률 하락 및 생산 과잉 심각, 노동공급 저하,

도시화 지연, 지방재정과 부동산 위기 등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2013.1)

○ 중국 GDP가 2030년 6.5%로 둔화, 고용률은 현재 수준(80%) 유지할것
- 근거：소비재생산 증가 및 서비스업 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악화,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

마틴 울프(Martin Wolf)

FT 칼럼니스트
(2013.4)

○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투자 중심에서 소비 주도로의 전환은 위험 
- 근거：기대 성장률 하락시 산업자본투자 붕괴, 고정자산투자가 GDP

50%에서 30%로 하락시 경기침체, 높은 가계저축률은 지속적 소비증가를
제한 등 

일본 노무라증권
(2013.3)

○ 중국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경고
- 근거：인구 노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잠재 경제성장률 하락, 급격한 

차입 확대,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2008년 미국 금융위기 전조와 유사)

자료 : “林毅夫称20年内中国有潜力维持年均8%增长", 人民网(2012.11.19);
OECD, Looking to 2060: Long term global growth prospects , OECD Economic Policy Paper, No.3(2012.11);
“중진국 함정이냐 G1 도약이냐… 갈림길에 서다”, 문화일보(2012.11.8);
“고성장 시대 막내린 中…70년대 日 전철 밟나”, 조선비즈(2013.4.12);
Jane Haltmaier, "Challenges for the future of Chinese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s,
No.1072(Jan. 2013),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Martin Wolf, “Why China’s Economy might topple,” The financial Times(April 2, 2013);
“China : Rising Risks of financial Crisis,” Asia Special Report, March 15, 2013, NOMURA INTERNATIONL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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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의 ‘중등소득 함정’과 ‘체제이행 함정’ 리스크 존재

 중국의 1인당 GDP가 2011년 5,443달러로 ‘중등소득 함정’ 구간에 진입

했으나, 2010년부터 노동가능인구 비중 하락, 소득분배 불균형 심화 등 심각

○ 자본투입 방식 위주로는 ‘중등소득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나 소비위주의 경제구조 전환이 필수적

- 중국은 ‘중등소득 함정’ 탈출을 위해 재정 세수 개혁을 통한 균등 기회 

창출, 시장 메커니즘(자원 재분배 등) 중시, 소비 확대 등을 강조17)

<‘중등소득 함정’>

정의 신흥경제국가 1인당 국민소득이 중진국 수준(5,000~10,000달러)에 이르면 산업고도화 정체, 노동력 
부족, 빈부격차 확대, 부패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발전이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 

원인 중등소득함정에 빠진 국가들은 대부분 잉여노동력 감소, 산업고도화 정체, 빈부격차 확대, 환경 악
화, 관료부패 등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성장률 저하 및 사회불안 요인이 증대

사례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와 동남아(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은 
1970년대 중등소득 달성 이후 2010년까지 여전히 3,000~10,000달러에서 정체

자료 : World Bank(2007). An East Asian renaissance: ideas for economic growth;
World Bank(2007). Ten Years After the Crisis.

 중국에서 ‘중등소득 함정’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체제이행의 함정’

○ 칭화대학 연구팀은 경제발전 왜곡, 체제개혁 정체, 사회적 유동성 저하,

사회안정을 위한 정부비용 급증 등의 이유로 ‘체제이행의 함정’을 경고18)

- ‘체제이행의 함정’ 이란 개혁 및 체제이행 과정에서 형성된 기득권세력이 

진일보한 변혁을 저지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이 왜곡되고 격차가 확대되며 

환경파괴가 심각해진다는 주장

17) 2013년 중국발전고위급포럼(中国发展高层论坛2013)에서 중국 재정부장의 발언(“楼继伟：中国正摆脱滑向“中等收入
陷阱”可能性”, 中国经济网(2013.3.22)); “我能否跨过中等收入陷阱”, 人民网(2011.7.25).

18) 清华大学社会学系社会发展研究课题组, “‘中等收入陷阱’还是‘转型陷阱’”, 开放时代, 2012年第3期.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슈 &  진단

13

 중장기적으로 소비위주 경제구조로 전환 실패시 성장률 급락 가능성

 2012년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인프라 중복 건설 등 공공투자 증가에 

우려를 표명하고, 그동안의 투자의존형 경제 성장에 대한 위기감 표출

○ 소비위주 경제구조로 전환, 제조업보다 세계경제 변동에 덜 민감한 서비스업 

육성, 중산층 확대 등이 핵심 과제

 산업구조조정 등 경제체질 개선 미비시 성장률 5%대로 급락 가능성 

○ 세계은행과 중국국무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중국이 산업구조조정 추진 미비 시

2016년부터 7%대로 하락하고, 2021년경 5% 성장시대 진입을 전망19)

-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① 민영기업의 발전과

국유기업 개혁, ② 요소시장(금융, 토지, 노동(호구제 포함)) 개혁을 제시

○ 과잉투자에 따른 한계효율이 하락하고, 동부연해지역 경제가 이미 중진국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한 투자확대 이외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고성장 지속 불가20)

<세계은행과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의 향후 중국 GDP 성장률 전망>

구   분 1995~2000년 2011~2015년 2016~2020년 2012~2025년 2026~2030년

성장률(%) 9.9 8.6 7.0 5.9 5.0

자료 : World Bank & DRC(2012.2), China 2030.

19) World Bank & DRC(2012), China 2030 :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Society, pp.25-33.

20) 김시중, “새지도부 등장과 중국경제”, 현대중국연구, 제14집 2호(2013), p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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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R&D지출비용 및 GDP대비 비중>

(단위 : %, 억 위안)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Ⅳ.�시진핑 시대의 과제   

 ‘중등소득 함정’ 탈출을 위해서는 시장친화적 개혁과 혁신이 중요

 재정⋅환율⋅금융 개혁을 통한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공정사회 진입21)

○ 이를 위해 중국지도부는 시장결정 기능 확대 의지를 천명하고 공정경쟁의 

능력주의 사회를 천명함으로써 사회불안 해소 및 경제발전 촉진 필요 

○ 중국의 환율정책은 글로벌리더로 도약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지만, 금융시장의 

급격한 개방은 대규모 자본의 해외유출 가능성이 증대되는 부정적 영향도 존재 

 고부가가치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지향형 개혁 및 기술혁신 필요

○ 기업에 유리한 임금⋅금리⋅환율 구조 시정,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금융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소비여건 개선 필요

○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 중시 필요

- 중국의 R&D 투자규모는 2000-2010년

연평균 25.8% 증가

- R&D관련 인력도 2002년 103만 명에서

2012년 288만 명으로 연평균 12% 증가

- 2011년에는 8천610억 위안으로

GDP대비 R&D투자 비중은 1.84%22)

21) “中, 왜곡된 환율⋅외국인 투자에 취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한국경제(2013.4.5).

22) 중국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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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득권 집단의 반발 해소 필요

 시진핑정부의 소비확대 정책은 기업과 은행 및 지방정부 등과 같은 기득권

집단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 있음

○ 과잉 설비 투자의 배경이 되는 저임금⋅저금리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은행의 반발 가능성 

○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확대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야기되는 호구제 개혁 추진 어려움 예상 

○ 소비확대는 소득재분배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농촌지역 및 저소득층 소비 촉진 

정책에 도시지역 및 고소득층 주민의 반발 가능성도 상존 

 ‘체제이행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혁적 조치 필요

○ 시장경제와 민주정치 및 법치사회와 같은 보편적 가치 중시, 다당제와 민주적 

선거제도 등 서구식 제도의 도입은 어렵겠지만 일정 수준의 정치개혁은 필요

 공산당 일당체제가 갖는 비효율성과 관료주의 극복도 중요한 과제

 ‘당-국가(party-state)'체제인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정책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및 행정 비효율성 등의 문제 초래

○ 중국의 부정부패(뇌물, 불법 리베이트, 횡령 등) 규모는 GDP의 약 3%로 

추정23),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중국은 2012년 세계 176개국 중 

80위24)

23) MinxinPei, “Corruption threatens China's future,” CARNEGIE Policy Brief, No.55(Oct., 2007).

24)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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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의 과소비 풍조 단속 및 불필요한 지출 억제 등의 조치는 소비수요 

감소로 이어짐으로써 결국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영향을 미침 

- GDP의 4.5%를 차지하는 음식업의 경우 2013년 1-2월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3.3% 감소하여 개혁개방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기록25)

-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역시 정부의 소비지출 감소가 심각하다며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8.3%에서 7.9%로 하향 조정26)

 중국이 진정한 G1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 중시 필요

 시장경제,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이념 중시 필요

○ 정부 정책의 투명성 제고, 법치주의 실현,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 민주선거제도 확산, 공직자 재산공개, 정부재정 공개 등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실천을 위한 노력 필요 

○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27)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범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책임대국’의 자세 필요

25) “시진핑 '부패' 잡으려다 中 '성장 불씨' 꺼질라”(한국경제, 2013-4-13).

26) “시진핑 '부패' 잡으려다 中 '성장 불씨' 꺼질라”(한국경제, 2013-4-13).

27)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폐막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수락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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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시사점 � �

 중국의 新성장전략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과 위협요인 대비 병행 필요

 시진핑 시대 중국의 新성장엔진으로 거론되는 ‘신형 도시화’ 정책에 주목  

○ 도시화를 통한 내수확대 전략으로 소비 진작 및 빈부격차 해소를 강조

○ 향후 5~10년 간 중국의 경제⋅사회분야 개혁의 핵심으로 부각 전망

 중국의 지속 발전에 따른 중국진출 확대라는 기회요인 적극 활용

○ 신형도시화 추진에 따른 大소비 시대 도래에 대응：유통, 가전가구, 자동차 등

○ 중서부 중심 내수확대 정책에 대비：음식료 등 소비재 중심

○ 고령화 가속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의료, 보험, 건강식품 등 실버산업 

○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를 기존의 수출용 중간재 시장에서 내수용 중간재와 

소비재 시장으로까지 확대

 한국의 對중국 수출 축소 및 상호 경쟁 심화 등 위협요인에도 대비

○ 중국의 소비중심 내수확충 및 경제구조 고도화 정책으로 인한 對중국 

수출기업의 기회 축소에 대비

- 중간재 중심의 對중국 수출을 소비재, 서비스로 다변화하고 현지화 촉진

- 동남아 등 신흥국시장 개척을 통해 중국 의존적 수출구조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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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의 FTA 조기 체결 등 경제협력 강화 및 중국 중⋅서부지역 개발 참여 

등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지원 확대 필요

경기도는 對中 맞춤형 교류와 사회⋅문화 분야 교류에도 관심 필요

 경기도 보유 자원(resources)을 활용한 對中 맞춤형 교류 추진 

○ 경기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담당 부서(예：무역진흥과) 신설 고려

○ 중서부 내수확대 전략에 대비하여 상하이, 선양의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외에 2곳(충칭, 우한 등)을 추가하고 업무 영역 확대 필요 

○ 경기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산업별 맞춤형 교류협력 추진

- 전자정보 및 반도체 분야：경기도와 중국의 쑤저우, 텐진시, 광둥성 선전,

충칭시 등 연계 협력

- 해양산업：경기도 서해안권과 중국의 저장성, 광둥성, 산둥성 

 경기도의 對중국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강화 

○ 경기도의 대중국 경제통상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분야 교류 확대를 통해 

동아시아의 경제와 문화번영 창출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위상 제고  

- 청소년⋅유학생교류, 문화관광교류, 장애인교류, 언론인교류, 대학교류 등

○ 경기도와 중국 자매도시 차세대 지도자와 교류 확대를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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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주요국의 경제⋅사회 발전지표 】

 

구 분
GDP
증가율

(%)

1인당
GDP
(US$)

에너지
소비량
(kgOE)

CO2

배출량
(kg)

실업률
(%)

인터넷 
사용자수

(명)

인간개발
지수

도시인구 
증가율

(%)

부패
지수

중국 9.3 5,444 265.0* 0.8 4.1 38.3 0.699 3.0 39

아르헨티나 8.9 10,942 128.6* 0.3 7.4 47.7 0.811 1.0 35

호주 1.9 60,979 154.0 0.5 5.2 78.9 0.938 1.6 85

벨기에 1.8 46,662 153.4 0.3 8.3 76.2 0.897 1.1 75

브라질 2.7 12,593 135.0* 0.2 8.3* 45.0 0.730 1.2 43

캐나다 2.5 50,345 207.9 0.4 8.0 82.6 0.911 1.2 84

이집트 1.8 2,780 162.9* 0.5 9.0 35.6 0.662 2.1 32

핀란트 2.7 48,823 198.5 0.3 8.4 89.3 0.892 0.6 90

프랑스 1.7 42,377 128.9 0.2 9.4 76.7 0.893 1.2 71

독일 3.0 44,059 108.6 0.3 7.0 83.4 0.920 0.1 79

인도 6.9 1,488 186.1* 0.5 9.3 10.0 0.554 2.5 36

일본 -0.7 45,902 116.9 0.3 5.1 78.7 0.912 0.9 73

한국 3.6 22,424 187.9 0.4 3.7 81.4 0.909 1.1 56

러시아 4.3 13,089 348.0 0.6 7.5 49.3 0.788 0.2 28

싱가폴 4.9 46,241 123.7 0.1 3.1 75.0 0.895 2.1 87

남아공 3.1 8,070 288.3 1.0 23.9 20.9 0.629 1.9 43

스웨덴 3.9 57,091 148.6 0.1 8.4 90.8 0.916 1.0 88

태국 0.1 4,972 221.4 0.5 1.0 23.7 0.690 1.7 37

터키 8.5 10,524 115.1 0.3 11.9 42.1 0.722 2.5 49

영국 0.8. 39,038 91.8 0.2 7.8 81.7 0.875 0.8 74

미국 1.7 48,111 166.4 0.4 9.6 78.2 0.937 1.0 74

주 : 1) GDP성장률, 1인당 GDP : 2011년 기준, 국제부흥개발은행(The World Bank).

2) 에너지소비량 : GDP1,000달러당 에너지 소비량, 2011년 기준, *은 2010년 수치, 국제부흥개발은행(The World Bank).

3) CO2배출량 : 구매력평가기준 GDP1달러당 CO2배출량, 2009년 기준, 국제부흥개발은행(The World Bank).

4) 실업률 : 2010년 기준, *은 2009년 수치, 국제노동기구(ILO).

5) 인터넷 사용자수 :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수, 2011년 기준, 국제부흥개발은행(The World Bank).

6) 인간개발지수(HDI) : 국제연합개발계획이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 2013 Human Development Report ,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7) 도시인구 증가율 : 2011년 기준, 국제부흥개발은행(The World Bank).

8) 부패지수 :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부패한 상태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청렴한 상태, 2012년 기준,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2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