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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제2012-5호부터 제2013-52호까지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총 136편의 분석보고서를 주제별로 총 5권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집필자의 소속 및 직위는 집필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조사국 국제경제부

머리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은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국의 성장모멘텀 약화, 주요 선진국간
통화정책의 디커플링, 유로지역의 취약성 등 여러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간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매우 중요하
다 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히 연계되어
슈를 적기에
운영을 위한

경제가 금융 및 교역 경로를 통해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
파악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국내 경제정책
충실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조사국 국제경제부는 매주 「해외경제 포커스」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이 책자는 제2012-5호부터 제2013-52호까지 「해
외경제 포커스」에 게재된 자료를 ①미국 경제, ②유럽 경제, ③일본 경
제, ④중국 경제, ⑤국제원자재시장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
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가 독자 여러분에게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 흐름
을 조망하고 주요 금융경제 및 정책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국제
경제부 및 국외사무소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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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정책대응 평가*
조유정 신흥경제팀 조사역
◆ 중국경제는 지난해 이후 유로지역 재정위기 등으로 최대 수출지역인
EU를 중심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경기지
표가 악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를 지속
◆ 이에 대응하여 중앙정부가 9월중 총 1조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확대,
소비보조금 지급 등 경기부양책을 마련한 데 이어 10개 지방정부도 7
월 이후 총 12.5조위안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국인민은행
은 지난해 말 이후 지준율 및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기조를 완화
ㅇ 동 조치들은 아시아 외환위기(1997.7~99년) 및 글로벌 금융위기(2008.9
~09년) 등 과거 두 차례의 경기하강기의 부양책과 비교해 볼 때 재정정
책면에서는 투자규모가 다소 확대되고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
하는 특징이 있으며 통화정책면에서는 지금까지의 금리 및 지준율 인하
폭이 작고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앞으로 경기상황에 따라 완화기조는 확대될 가능성
◆ 금번 경기부양책이 실행될 경우 내수부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계획대로 실행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o 중앙정부는 재정상황이 양호하나 소비 및 민간 주도로의 성장패러다
임 전환 등을 위해 성장둔화를 어느 정도 감내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과거 재정확대가 부동산경기 과열 등 부작용을 야기한 경험도 있어
10월로 예정된 지도부 교체 등 정치적 이벤트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격적인 경기부양책의 실행을 주저
o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이 부족하고 투자재원의 구체적인 조달계획이 마
련되지 않으며 만기도래하는 지방정부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사정이 투자계획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
o 2000년대 중반 이후 유동성 공급이 목표치 이상으로 급증한 상황에
서 부동산가격 반등 우려, 금융기관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하면 중국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도 제약을 받을 가능성
◆ 이러한 점에 비추어 중국의 성장세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
으나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o 내수부양조치의 실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으나 주요 IB들은 최근
중국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7%대 중후반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에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52호(2012.9.20), 국제경제리뷰 제2012-38호(20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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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최근 중국 경제는 최대 수출지역인 EU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산업 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경기지표가 악화되면서 성장세 둔
화가 심화

o

금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이 2009.1/4분기(6.6%)이래 최저치인 7.6%로 6
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며 소매판매(2/4분기 13.9% 7월 13.1%, 8월 13.2%),
고정자산투자(20.4% 20.4%, 20.2%) 모두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내수 경기
가 약세 지속

→

→

― 특히 수출은
→－

1.0%,

월이후

7

→－
→－

EU(0.0%

－6.7%), 브릭스(4.7%

－12.7%)뿐만 아니라 일본(6.0%
－5.6%)에 대한 수출이 감소로

16.2%,

5.9%,

돌아서고 앞으로도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
o

산업생산도 4월이후 한 자릿수 증가로 낮아진 후 8월에는
(7.3%)이후 가장 낮은 8.9% 증가에 그침(9.5%
9.2%, 8.9%)

― 향후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

월

2009.4

는 수출주문 급감
등으로 8월중 47.6에 머물러 10개월 연속 기준치(50)를 하회하였으
며,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도 49.2로 9개월만에 최저
치를 기록

GDP･소매판매･고정자산투자

자료 : CEIC

수출

자료 : 중국해관총서

PMI(HSBC)

제조업 PMI

자료 : Bloomberg, CEIC

⇒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여 재정 확대 및 통화정책 완화 등 중국정부가 제
시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의 운영 여건 등을 점검하여 그 실현가능성과
경기부양효과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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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정책대응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주요 내용
(재정 확대)
□ 중앙정부는 최근 총 1조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소비보조금 지
급의 경기부양책을 마련
o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전국 25개 도시철도 및 지하철 건설 프로
젝트 관련 8,427억위안 규모의 투자를 승인*(9.5일)한 데 이어 13개 도로
건설, 10개 도시인프라 정비, 7개 항만 공항 프로젝트 등 2,250억위안
규모의 투자를 추가 승인(9.6일)
*

동 투자계획의

가 8월 이전에 기 승인된 프로젝트로 알려짐

64%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요 도시철도 프로젝트 승인 현황
지 역

고정투자
대비 비중 대비 비중
2)

총투자액

1)

2)

GRDP

상해(上海) 1,587 ( 71)
8.3
광주(广州) 1,336 (596) 10.9
천진(天津)
656 (328)
5.9
심양(瀋陽)
610 (183)
10.3
심천(深圳)
588 (294)
5.1
주 : 1) ( )내는 지방정부 투자액
자료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31.3
39.1
8.7

지 역

(억위안, %)
고정투자
대비 비중 대비 비중
2)

총투자액

하얼빈(哈尔滨)
하문(厦门)
기타지역

2)

GRDP

1)

562 (229)

13.2

18.7

504 (202)

19.8

44.7

2,583 (848)

‥

‥

8,427 (2,752)

1.8

2.8

13.4
27.5

전 체

년 해당 도시 기준

2) 2011

o 에너지 절약형 제품 및 자동차 구입에 대한 소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글
로벌 금융위기시 시행되었던 가전제품(가전하향) 및 가구(이구환신) 구매시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는 등 소비진작 정책도 함께 병행
2008년 이후 소비부양책
정

책

기

대 상 품 목
종
(TV, 냉장고, 세탁기,
가전하향 2007.12 11.12월 592억위안
13%
휴대폰, 컴퓨터 등)
116억위안
자동차 및 5종(TV, 냉장고, 세탁기,
이구환신 2009.6 11.12월 (10.9월 기준)
10%
에어컨, 컴퓨터)
에너지
절전형 제품 : 443억위안
‥
절약형 제품 2012.6 13.6월 503억위안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 : 60억위안
9종(TV, 냉장고, 세탁기,
가전하향 2012.1 현재 129억위안
13%
휴대폰, 컴퓨터 등)
이구환신
2012.3
현재
5%
가구
주 : 1) 계획치(2012.6.1.일 363억위안 규모로 시작된 후 9.9일 140억위안을 추가)
2)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온수기 등 5종 가전제품, 절전형 및 LED 전등,
고효율 전기기계, 절전형 데스크톱 검퓨터, 송풍기, 양수기, 압축기, 변압기
3) 북경시만 시범 실시중
자료 : 각 언론자료 종합
3)

간

∼
∼
∼
∼
∼

구입보조금 보조금적용률

9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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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투자의
하여 7월 이후

를 담당하는 지방정부는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대응
개 성 시에서 총 12.5조위안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

95%

10

최근 지방정부의 투자계획
지

역

주 요

내 용

투자액

(조위안, %)
대비 고정투자 대비
비중
비중
1)

1)

GRDP

귀주(贵州) 환경 문화 관광산업에 투자

3.0

526

761

천진(天津)

1.5

134

212

1.5

150

201

1.4

80

141

1.0

90

141

1.0

19

58

0.8

148

236

1.3

66

103

0.2

18

58

0.8

25

60

10

대산업에 투자

중경(重庆) 향후 3년간 공업분야에 투자
복건(福建) 기술 R&D에 투자(2012년, 2013년
각각 2천억위안, 2.6천억위안 투자)
산서(山西) 민간투자 유치 계획
광동(广东)

177

장사(长沙)

195

호북(湖北)
광주(广州)
절강(浙江)

개 투자 프로젝트

개 투자 프로젝트
향후 3년간 장강지역 1조위안, 우한
시 3,131억위안 등 교통 인프라 확대
2012년
하반기 177개 프로젝트에
1,914억위안 투자
490개 투자 프로젝트 발표(2015년한)

―

전 체
주 : 1) 2011년 해당 도시 기준. 단, 광주는
자료 : 각 언론자료 종합

12.5
2010

27

40

년 기준

(통화정책 기조 완화)

□ 중국인민은행은 지준율 및 금리 인하

통안증권 발행 중단,
모 확대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
,

o

지난해 12월 이후 금년 5월까지 지준율 을 3회에 걸쳐 총
한 데 이어 대출 기준금리 를 6월 및 7월 총 0.56%p 인하
*

매입 규

RP

1.5%p

인하

**

*

대형 은행
중소형은행

: 21.5%
: 19.5%

→
→

년만기 대출 기준금리

** 1

o

∼

일)
일)

21.0%(11.12.5

19.0%(11.12.5

: 6.56%

→

→
→

일)
일)

20.5%(12.2.24

18.5%(12.2.24

일)

6.31%(12.6.8

→

→
→

일)
일)

20.0%(12.5.18

18.0%(12.5.18

일)

6.00%(12.7.6

금년 1 8월중 통안증권 만기 도래액이 4,945억위안에 달하였으나 중
국인민은행은 추가 채권발행을 중단하고 RP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

*

특히 8월 넷째주에만 3,980억위안 규모의
2,780억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순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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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입하여 올해 1월 이래 최고치인

RP

지준율 및 대출금리

통안증권 발행 ・만기도래 규모

자료 : 중국인민은행

자료 : 중국인민은행

RP거래

자료 : 중국인민은행

2. 과거 경기하강기와 비교한 특징

◇ 근래 중국 경제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아시아 외환위기

(1997.7～99), 글로
벌 금융위기(2008.9～09), 유로지역 재정위기(2010.4～현재)로 인한 세 번의
경기하강기가 존재하였으며 위기시마다 재정확대 및 통화정책 기조 완
화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

경제성장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최근 발표된 정부(중앙+지방)의 재정확대 정책은 규모면에서는 과거 경기
하강기보다 다소 많은 GDP의 29% 수준이며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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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하강기별 재정확대 규모
억위안,

(10

재정확대 규모

1)

(A)

GDP

규모

2)

(B)

아 시 아 외환위기

2,200

8,968

24.5

글 로 벌 금융위기

7,571

34,090

22.2

유로지역 재정위기

13,631

47,156

28.9

주

대규모 경기부양책, 철도투자, 소비보조금 정책 등
아시아외환위기 1999년, 글로벌금융위기 2009년, 유로지역재정위기
중국국가통계국

: 1)
2)

자료
o

%)

대비 비중(A/B)

GDP

:

년 기준

2011

중앙정부의 철도투자 승인액 8,427억위안중 2012년 하반기에는 약
억위안 정도 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인 2009년 하반기 철도투자액(4,726억위안)보다 15% 감소한 규모로 과거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부작용 을 고려한 규모임
*

4,000

**

철도부는 연초 5,160억위안에서 5,800억위안 규모로 올해 투자목표를 확대하였으
며 상반기까지 1,777억위안 투자가 집행되었음

*

**

―

글로벌 금융위기시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과잉투자, 지방정부 부채 증가,
은행권의 부실채권확대, 물가상승 압력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

글로벌 금융위기시인 2009년초에는 도시 지하철공사 23건을 일괄
승인하고 3년간 3.5조위안 규모의 철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
도 투자가 크게 증가
철도 투자

자료
o

:

중국국가통계국

소비보조금 지급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규모와 비슷하나 글로
벌 금융위기시에는 보조금 지급시책이 3～4년간 계속된 데 비해 금
번에는 1 2년 정도로 계획되어 있어 소비유발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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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하강기별 소비보조금 규모
글로벌 금융위기시
정책시작시~10.12월)
320억위안

가전하향
이구환신

116

주
o

: 1)

(2011

억위안

129

―
―

억위안

―

에너지 절약형 제품

유로지역 재정위기시
(2012.1월 이후)

년)
272억위안

(

계획치

―

503

자료

:

중국정부망,

억위안

CEIC

1)

등 종합

한편 지방정부 투자계획 12.5조위안은 중앙정부 투자규모(1.1조위안)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투자계획이 하반기부터 순조롭게 진행된
다면 금년 GDP를 3.3%p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

투자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되
를 전제

년간 균등 집행되며 금년에는 6개월분의 투자

3~4

 지난해 12월이후 지준율은 6개월간 1.5%p, 금리는 지난 6, 7월중 1개월
만에 0.56%p 각각 인하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시에 비해 인하폭도
작고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화정책 기조 완화는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짐
경기하강기별 기준금리 및 지준율 인하의 규모 및 기간
아시아 외환위기
규 모
기 간
금

리

1)

인하

4.23%p

지준율

5)

인하

7.00%p

주

개월(3회)

2.16%p

개월(2회)

4.00%p

20

6)

20

3)

7)

년만기 대출기준금리 기준,

: 1) 1

→ → →
→ → → →
→ →

2) 10.08%
3) 7.47%

4) 6.56%

o

2)

글로벌 금융위기
규 모
기 간

8.64%

7.20%

7.92%

6.93%

6.31%

6.66%

3

개월(5회)

0.56%p

3

개월(4회)

1.50%p

5)

5.85%,
5.58%

→

6.00%,

4)

8)

1

개월(2회)

6

개월(3회)

중소형 상업은행 기준,

→ →
→ → → →
→ → →

6) 13.0%
5.31%,

유로지역 재정위기
규 모
기 간

7) 17.5%

8) 19.5%

∼

8.0%

16.5%

6.0%,

16.0%

19.0%

14.0%

18.5%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3개월만에 3 4차례의 지준율 인하 및
의 대출 기준금리 인하(7.47% 5.31%) 를 단행하여 지준율은 2
금리(1년만기 대출기준금리)는 2.16%p 인하

→

*

대형은행은 세 차례 지준율 인하(17.5%
(17.5%

**

→

**

→

15.5%),

*

13.5%
,

18.0%

∼

차례

5

4%p,

중소형은행은 4차례 지준율 인하

13.5%)

월 단행한 대출금리 인하폭은 2.07%p로 사상 최대치였으며 2008.9월 이후
에는 금융기관별로 지준율을 차등 적용하여 중소형은행 지준율 인하폭(4%p)이
대형은행(2%p)보다 더 큼

1999.6

- 7 -

―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시에는
→

하고

6.0%)

2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7%p 인하(13.0%
차례에 걸쳐 대출 기준금리를 4.23%p 인하(10.08%

→

3

5.85%)

지준율 및 기준금리 인하 추이

자료

:

중국인민은행

또한 통안증권발행 축소를 통한 유동성 공급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인 2008.11월부터 2009년말까지의 9,201억위안에서 2012년 이후로
는 4,945억위안으로 축소

o

*

*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통안증권 발행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년말까지 14개월중 11개월간 순발행이 마이너스를 기록

월부터

2008.11

2009

3. 정책대응 평가

□ 금번 투자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신중한 것으
로 평가되는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
러한 정책이 내수부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운영여건
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

(중앙정부의 경기부양 실행의지 불투명)

□ 재정적자가

대비 1% 내외로 낮은 수준이고 국가부채도 GDP대비 26%
수준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상황은 양호한 편이나 현시점에서 확실한 경기부
양책의 방향을 제시하기는 힘든 상황
GDP

*

*

중국이 권력 교체가 이뤄지기까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
상(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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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 경제둔화는 중국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보다는 유로지역 재정
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실업과 대출부실이 심화
되지 않는다면 성장패러다임 전환 등을 고려하여 성장둔화를 어느 정
도 감내한다는 입장
*

*

o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15년)중 성장동력을 투자에서 소비로, 정
부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고자 함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시 중앙정부의 재정 확대가 부동산경기 과열 등
의 부작용을 야기한 경험이 있는 데다 10월로 예정된 지도부 교체 등
정치적 이벤트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
국가별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국가별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

자료

자료

: IMF WEO

: IMF WEO

□ 이밖에 도시철도 투자와 관련하여 민간부문 및 지방정부

,

철도부의 자금

부담이 큰 반면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o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시 중앙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지원 했던 것과 달
리 이번 투자는 자금조달계획이 아직 불명확하나 지방정부 및 지방도
시개발공사(지방융자플랫폼) 외에 민간자본 및 은행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전망
*

**

*

**

글로벌 금융위기시 4조위안의 투자금액중 29.5%에 해당하는 1조 1,800억위안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방정부는 1조 2,500억위안(31.3%), 국유은행 및 민간 국
유기업 등이 1조 5,700억위안(39.3%)를 부담
총

억위안 투자금액 중

8,427

에 해당하는

33%

억위안을 지방정부로부터 조달

2,752

― 철도부의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억위안의 순손실을 기록한 점도 동 투자의 실행을 제약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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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o

현재 고정자산투자중 철도투자 비중이 1% 정도에 불과하고 투자기간
도 2018년까지의 장기 프로젝트로 연간 투입규모는 고정자산투자(2011
년 30.2조위안)의 1%에도 못 미치는 2천억위안 내외로 추정
철도부 부채

자료

:

중국철도부

고정자산투자 및 철도투자 비중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지방정부의 재정여력 부족)

□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투자계획은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o

지방정부는
자로 전환

년까지 재정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9

― 특히 금년

년 이후 재정적

2010

분기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지방정부 재
정수입(1.5조위안)은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반면 재정지출(2.0조위
안)은 36% 증가하여 재정적자 규모가 GDP대비 4.7%에 달하는 0.5
조위안을 기록
1/4

지방정부1) 재정수지

주
자료

지방정부1) 재정적자(1/4분기 기준)

중앙정부 지원금 포함
중국재정부

주
자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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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원금 제외
중국재정부

: 1)
:

― 중앙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보더라도 과거 경기하강시에는 지방정
부 재정이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금번 유로지역 재정위기로 인한 경
기하강시에는 적자로 전환
경기하강기별 중앙 및 지방 정부1)의 재정 수입・지출
중앙 정부
수입
지출
차이
아시아 외환위기(1999년) 6,447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3,592
유로지역 재정위기(2011년) 5,133
주 : 1) 중앙정부 지원금 포함
o

(10억위안)
지방 정부
수입
지출
차이

4,152

2,295

9,861

9,035

3,007

585

6,117

6,104

13

3,832

1,301

9,247

9,273

-26

자료

:

826

중국재정부

이는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정부 지원
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토지사용권 판매수입도 감소하고 있
는 데 기인

― 중앙정부 지원금 비율이

년 47%에서 2011년 43%으로 하락하고
늘어나던 토지사용권 판매수입은 금년 상
반기 전년동기대비 약 38% 감소(300개 도시 기준)

～11년중 연평균

2008

2009

50%

지방정부재정및중앙정부지원금비율

자료

:

주요 도시의 토지사용권 판매수입

중국재정부

자료

□ 중국 감사원 審計署

:

上海易居房地产研究院

따르면 2011년말 지방정부 부채는 GDP
의 23%인 10.7조위안으로 추정되어 2011년중 지방정부 자체수입(9.1조위
안)을 초과
(

o

일)에

, 2011.6.28

금년중 만기도래하는 부채규모(3.1조위안)가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토지사용권 판매수입규모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향후 2
년내 총부채의 53%에 해당하는 부채(5.6조위안)의 만기가 도래 함에 따
라 지방정부 부채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
*

- 11 -

년 만기도래 예정이던 2.6조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채무가 재정사정 악화로 2012
년(1.8조위안 3.1조위안) 및 2013년(1.2조위안 2.5조위안)으로 만기가 연장되었음

→

* 2011

→

지방정부 부채 만기도래 예정액1)

지방정부 부채

자료

:

심계서

주

: 1)

추정치

자료

:

심계서

(유동성 증가 및 부동산가격 상승압력 확대)

□ 최근 수년간 유동성 공급이 목표치 를 계속 상회 함에 따라 향후 중국
*

**

인민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부담을 줄 전망
*

**

o

중국인민은행이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M2 증가율과 위안화 신규대출 목표
치 설정하고 국무원 승인을 얻은 후 매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식 발표
년 이후 M2 증가율이 목표치 이내인 경우는 3번(2000년, 2004년,
며, 위안화대출이 목표치 이내인 경우는 2번(2004년, 2005년)에 불과
2000

년)이

2011

작년말 이후 통화정책기조의 완화로 은행대출 증가율이 계속 높아져
왔으며 위안화 신규대출도 1~8월중 전년동기(＋5.2조위안)보다 17% 증가
한 6.1조위안 늘어나 현 추세대로라면 금년중 목표치 8.0조위안을 크
게 상회할 전망

은행대출 및 위안화 신규대출 증가율

자료

:

중국인민은행

M2 증가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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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민은행

― 다만

∼

M2 증가율은 1
8월중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에 그쳐 금년
목표치(14.0%)를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증가세가 높아져 7월(13.9%), 8
월(13.5%)에는 목표치에 근접

통화정책 목표 및 실적
증가율(%,
실적(B)

M2

목표(A)
2004

17.0

14.9

2005

15.0

16.5

2006

16.0

16.7

2007

16.0

16.7

2008

16.0

17.8

2009

17.0

27.6

2010

17.0

19.7

2011

16.0

13.6

2012

14.0

자료

:

%p)

‥

차이(B-A)

－ 2.1
＋ 1.5
＋ 0.7
＋ 0.7
＋ 1.8
＋10.6
＋ 2.7
－ 2.4

‥

위안화 신규 대출(조위안)
목표(A)
실적(B) 차이(B-A)
2.6

2.4

2.5

2.4

2.5

3.2

3.2

3.6

3.6

4.9

5.0

9.6

7.5

7.9

7.0

e

8.0

e

7.5

‥

－0.2
－0.1
＋0.7
＋0.4
＋1.3
＋4.6
＋0.4
＋0.5
‥

중국인민은행

□ 부동산가격 반등에 대한 우려

,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중국인
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일정수준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부동산 경기지수가 8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고 부동산개발투자와 판매용 주택투자가 증가하는 등 부동산 관
련 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가 재현될 조짐

o 2011.5

證券日報,

(

일)

9.10

― 최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무원은
월 하순부터

7

o

개 성․시에 대한 부동산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

16

글로벌 금융위기시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 대응하여 통화정책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감소세로 전
환되었던 상업은행의 부실채권규모가 최근 3분기 연속 증가하는 등
금융시장 리스크도 증대

70대 도시 주택가격1)

주 : 1) 기존주택의전월대비기준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부동산 경기지수 및 투자액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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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자료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4. 전망

□ 내수부양조치의 실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데다 철도투자
등 신규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금년 3/4분기 이후에나 재
정투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당분간 성장세 약세
는 지속될 가능성

o

최근 투자 프로젝트 승인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나 실행에 이르기까지
3～4개월간의 시차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 4/4분기 들어서야
비로소 그 효과가 일부나마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사회융자총액 이 신규 은행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점도
*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

은행 및 비은행기관의 대출 외에 채권 및 주식 등에 의한 자금 조달을 포함

사회융자총액1)

투자 프로젝트 승인액

자료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
자료

개월 이동평균
중국인민은행

: 1) 3
:

□ 그러나 중앙정부의 양호한 재정기반

지방정부의 지도부 교체 완료, 중
국인민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
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o

지방정부의 지도부 교체가 거의 끝나 중앙정부에 대한 재원지원 요청
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하
회할 경우 대량 실업으로 인해 순조로운 정권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10월로 예정된 새로운 지도부 선출 이후 본격적인 경기부
양에 나설 가능성
*

*

중국은 지도부 교체 이후 추가 경기부양조치 시행을 고려중에 있으며 신규 지도
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조치를 시행할 전망(노무라증권 금융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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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들어 부동산개발업자의 토지취득이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지방
정부의 토지사용권 판매수입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경기부
양책의 실행가능성을 제고
8

부동산개발업자의 토지취득

자료

o

:

중국국가통계국

토지취득과 토지사용권판매수입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통화정책은 안정적인 물가추이를 토대로 향후 지준율 및 금리의 추가
인하가 가능

― 중국인민은행은

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 에서 공공부문 및
서비스부문 투자계획에 대한 지원 강화를 언급하였으며 인민은행
총재(周小川) 역시 “모든 통화정책 수단을 시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
다”고 언급하여 향후 정책기조의 추가적인 완화를 시사 (8.22일)
2012.2/4

*

등은 RP매입 거래의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들어 중국인민은행
이 추가 지준율 및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지만 금리인하 부작용을 우려해 상
대적으로 신중할 것이라고 예상

* HSBC, SCB

― 최근의 곡물가격 급등이 향후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으로 작
용 하더라도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치(4%)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확장적 통화정책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임
*

*

과거 곡물 급등기(2008.3월 및 2011.3월)시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식료품 물
가지수가 급상승함에 미루어 볼 때 곡물가격 급등은 최대 곡물 순수입국인 중국
의 식료품가격을 상승시키고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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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및 옥수수 가격

자료

⇒ 주요

소비자 물가지수 및 식료품가격

자료

: Bloomberg

:

중국국가통계국

들도 중국경제의 금년도 성장률을 대체로 7%대 중후반으로 보
고 있어 당분간 성장세 약세는 지속되지만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o

IB

다만 내수부양조치의 실행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동 전망
치를 밑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내년에는 다시 반등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주요 IB의 중국 경제성장률1) 전망
전망시기

주

e

4/4

2013

7.6

일

7.5

7.3

7.0

7.8

일

7.6

7.4

7.4

8.0

일

7.5

7.3

7.2

7.6

일

7.7

7.4

7.7

7.6

일

8.1

7.7

8.8

7.9

일

JP Morgan

9.10

UBS

9. 7

Goldman Sachs

9. 6

Barclays

9.10

Merill Lynch

8.13

Nomura

9.11

분기

: 1/4

e

‥
‥

7.7

8.23

년 실적치

3/4

‥
‥

일

Global Insight

: 1) 2012

e

2012

분기

8.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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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9
8.3

e

참고>

<

경기하강시 정부의 경기부양책 비교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지역 재정위기

․ 사회간접자본 ․
투자 중심의 경
기부양책 시행
(2년간 2.2조위안)

투자지원

SOC투 자(1.8조 위
․ 지방정부의 대규모
안 ), 지진 피해지역
투자 계획 발표(12.5
복구 (1 조위안 ), 주택
조위안)
건설 ․ 농촌 기반시 ․ 철도 인프라 건설
설 확충 (0.4 조위안 )
및 투자 승인(6년간
등 투자사업 부문
1.1조위안)
중점 지원을 위한
경기부양책 시행 (2
년간 4조위안 )
․ 철도 인프라 건설
및 투자 계획 발표
(3년간 3.5조위안)

․ 저소득층에

대 ․ 농촌 지역에서 가전 ․ 에너지 절감형 제품
한 보조금 인상
제품 구매시보조금
과 자동차 구매시 보
․ 공무원 기준임
지급(가전하향)
조금
지급(363억위
금 30% 인상
․ 노후된 가전제품
안) 및 대상품목 확
․ 소비자 신용대
과 자동차 교체시
대(140억위안)
보조금
출 확대 등을
보 조 금 지 급 ( 이 구 ․ 농촌 지역에서 가전
지급 등
통한 소비 진작
환신)
제품 구매시 보조금
정책 시행
지급 지속(가전하향)
․ 일부지역 노후된 가
구 교체시 보조금
지급(이구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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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리스크 평가와 전망”, 중국경제브리프 제38호,
한국은행, “중국의 금융제도“,
Li

Ruogu, “Ch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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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25.

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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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iscal

policy”, BIS Paper No.20, 2003.10.

Xianfang Ren, “China’s New Stimulus: Packing Another Fiscal Punch?”, Global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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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7.

중국경제의 주요이슈 점검 및 2013년 전망*
공대희 북경사무소 과장
◆ 유로지역 재정위기, 미국 재정긴축, 신흥국 성장감속 등 글로벌 3대 과
제가 조기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임에 따라 중국경제는 ① 수출둔화
와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② 위안화 절상 ③ 일부산업의 공
급과잉과 구조조정 지연 ④ 자원･환경 제약 ⑤ 노동공급 둔화 등 당면
과제에 직면
o 중국정부는 경제체제와 구조 개혁을 통한 질적 성장과 분배 개선을
표방하면서도 에너지절감제품 보조금 지급 ･세제 개편 ･신용카드 수수
료 인하 등 소비촉진책과 인프라투자 확대를 추진
o 또한 임금상승과 환율절상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자본재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산업전반의 효율성 개선, 기술고도화 등으로 대응
◆ 중국의 2011~15년중 잠재성장률이 8% 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주요
기관들은 도시화 촉진 등으로 투자와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면서 2013
년 GDP성장률을 2012년(7.7% 예상)보다 다소 높은 7.9~8.2%로 전망
o 물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 완화, QE4 등 주요국의 추가
금융완화의 파급영향, 생산자물가 및 구매가격 반등, 국내수요 회복
등으로 상승압력 증대가 예상(2012년 2.7% → 2013년 3% 초반)
o 수출은 세계교역 신장률 확대, 수출다변화 추진 등에 비추어 2012년
(7%대 초반 예상)보다 호전(9% 수준)될 것이며, 위안화 환율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절상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변동폭도 확대될 전망
◆ 신지도부는 개혁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성장 기조를 꾸준히
추구(穩中求進)할 것이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 조합
(policy mix)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
o GDP대비 부채비율이 높지 않고 재정수지도 양호한 점 등 대응여력이
충분함을 고려할 때 신규 소비촉진책 도입, 감세정책 시행 등 적극적
인 재정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큰 상황
o 통화정책은 지난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2012.12.16일)에서 정책기조를
전환(신중 → 안정)한 점에 비추어 물가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할 것으로 예상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1호(2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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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중국경제 상황

□ 중국경제는 근래 들어 경제구조 면에서는 제조업 투자위축과 서비스업
발달 지연,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 생산요소 측면에서는 노동공급 증
가율 둔화와 완만한 기술진보 등으로 성장이 추세적으로 둔화
특히 2012년에는 유로위기 해결 지연으로 수출부진이 심화되고 내수도
미진하면서 GDP성장률이 7.7% 내외까지 둔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4/4
분기 들어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회복되는 모습

o

중국의 GDP성장률

자료

:

국가통계국

□ 물가는 돼지고기

,

경기둔화와 함께

o

산업생산

채소 등 식료품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년 하반기 이후 안정세를 유지

2011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글로벌 위기 이후 통화공급 확대, 돼지고기 가
격 급등으로 2011년 7월 6.5%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안정(1월 4.5%
11월 2.0%)되어 2012년에는 연평균 2.7% 상승한 것으로 추정

→

월별 물가상승률

자료

:

식료품 및 돼지고기 가격

국가통계국

자료

- 19 -

:

국가통계국

□ 부동산가격은 주택구매 제한

, 대출억제 등에 힘입어 안정세를 보이
다가 지난해 6월부터 통화완화와 일부 지방정부의 규제이완에 따라
오름세로 반전한 뒤 연말 들어 상승폭이 가파르게 확대

□ 대미달러 환율은

→

월 일중변동폭 확대(0.5% 1%) 이후 완만하게 절
하되다가 QE3(2012.9.13일) 이후 절상으로 돌아서 연말 환율이 6.2855위
안으로 환율 유연화조치(2010.6월) 이후 8.6% 절상(2012년중 0.2% 절상)
2012.4

전국 건물가격1)

주

⇒

위안화 고시환율과 현물환율

대도시 평균

자료

: 1) 100

:

외환관리국

년중 중국경제는 노동공급 정체에 따른 인구보너스 축소, 자본효
율 저하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다 유로
위기에 따른 수출부진이 가세하면서 경기둔화폭이 예상보다 확대
2012

o

그러나 중국정부의 사회기반시설 집중 투자, 에너지절전형제품 보
조금 지급(가전하향정책) 등 경기촉진책 시행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4/4분기부터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2. 중국경제의 주요 이슈
1. 중국시각에서 본 글로벌 경제여건

□ 중국 국무원 등에서는 향후 수년간 ① 유로지역 재정위기 ② 미국의
급격한 재정감축 ③ 신흥국 성장감속 등 글로벌경제의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인식

o

대 난제가

3

유로지역 재정위기는 단기간 내에 위기 대상국의 경기회복, 회원국간
재정분담 합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당기간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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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 급격한 재정감축(Fiscal Cliff)은 2012.12.31일자로 세금 감면 등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재정절벽 상황 은 방지되었으나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논의가 순조롭지 않을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
*

*

재정절벽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악화(GDP
4.8%p 저하)로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여 중국 GDP가 1~1.2%p 낮아질 것으로
평가(朱光耀 재정차관, SIC 祝宝良소장 등)

― 다만 재정절벽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고 유로위기가 완화될 경
우에도 선진 3대 경제권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지속으로 중국의
물가 및 환율 불안이 야기될 여지 상존
Fiscal Cliff 대응과 2013년 미국 경제성장률
시나리오

내

용

1

합의실패,

2

Fiscal Slope

3

현행 재정·세제 구조 유지

Fiscal

Cliff

자료

:

발생

수준 합의

중국정부 재정절벽 실제 발생시

o

성장률
마이너스(-)
2%

내외

2%

후반
저하
성장)

4.8%p
(-3%

결 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혼란
금융시장 안정
재정개혁 의구심 등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락
성장률 급락

GDP

투자은행 및 중국정부 자료 종합

이외에도 각국의 디레버리징, 신경제질서 형성 및 기술혁신 파급 지
연,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대, 보호무역주의 대두, 거시정책 국제협
조 미흡 등도 중국경제가 당면한 대외여건으로 인식

□ 한편 국가통계국은 성공적인 지도부 교체에 따른 정치안정

, 중국경제에
대한 견고한 대외신뢰, 도시화·기술발전·농업 현대화·경제 시장화 등 4
대 과제의 원활한 진전, 거대 잠재력 등을 중국경제의 강점으로 인식

o

o

중국의 당면과제로는 ① 수출 둔화, 미국·EU·일본의 양적완화에 따른
파급영향에 대한 대응 ② 위안화 절상 압력 ③ 철강 등 일부산업의 공
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실업 우려로 인한 산업구조조정 지연 등을 제시
또한 ④ 자원·환경 제약 ⑤ 생산가능인구의 축소 전망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 ⑥ 금융서비스 낙후 및 금융리스크 병존 ⑦ 사회보장 요구와 공급
불균형 등도 과제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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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여건

중국에 미치는 영향

도전
① 수출 둔화,
① 세계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과잉유동성 유입
① 정치안정 달성
② 디레버리징
② 위안화 절상 압력
② 대외신뢰 확보
③ 신경제질서 형성 및
③ 공급과잉과 산업구조
③ 도시화·기술융합·
기술혁신 파급 지연
조정 지연
농업현대화·경제의
④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대
④ 자원·환경 제약
시장화 등 4대과제 순항
④ 보호무역주의 대두
⑤ 노동공급 둔화
④ 거대잠재력 보유
⑤ 거시경제 국제협조 미흡
⑥ 금융리스크 상존
⑦ 사회보장 요구 점증
자료 : 국무원 DRC 고급경제보고회(2012.12.22 12.23일)

⇒ 중국경제는

기회

∼

년 글로벌경제가 조정되는 가운데서도 안정성장을 꾸
준히 추구(穩中求進)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013

2. 신지도부의 경제정책기조

□ 신지도부는 유로위기

, 선진국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중국의 소득불균형 심화, 국영기업의 핵심산업 독점과 그에 따른 부정
부패, 부동산가격의 고수준 지속 등으로 사회 불만이 팽배한 만큼 안정
성장과 분배 개혁의 조화가 긴요한 것으로 판단

□

시진핑(Xi Jinping) 총서기는 지난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2012.12.16일)에
서 2013년도 6대 경제정책 목표를 제시

①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확대,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 부
동산가격 안정시책 등을 통하여 거시경제정책의 선제적 조정을 강화

② 농기계 보강·영농 과학화·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농업기반을 확
충하고 농경지 보호, 관개시설 정비, 농산물 안전 확보에도 주력

③ 산업구조조정과 고도화를 앞당기기 위해 경제규율 강화, 품질과
효율 중시, 과잉·노후설비 정비,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과학기
술·상표·산업조직 혁신 등을 가속
④ 도시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대·중·소도시의 합리적 배치, 도시의
집약화·지능화·녹색화·저탄소화 구현, 도시거주 농민공의 호적제
도 개선, 토지이용 효율화 등을 도모

⑤ 민생 개선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 활성화, 소기업 육성, 양
로보험·극빈학생 지원 등 사회보장 개선, 서민주택 공급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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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회주의 시장경제 고도화를 위한 경제개혁과 개방 노선·방식·일
정 제시, 국제수지 균형, 외국투자기업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대외협력 확대와 FTA 가속 등을 추진

⇒

년과 비교할 때 내수확대와 도시화가 강조되면서 내수주도형 경
제발전방식 전환이 가속되겠으나 경제개혁과 개방의 속도가 기대보
다 완만할 것으로 평가
2012

2012년과 2013년 핵심 경제정책 비교
년
①거시조정 강화
②농업기반 충실화
③산업구조조정과 고도화
④도시화 촉진
⑤민생 개선
⑥경제개혁 가속화
2013

2012

년

2013

년 경제정책 특징

①거시경제정책 조정
②三農정책 개선
③구조조정과 균형발전 추진 내수확대·도시화 강조
④경제개혁과 대외개방
⑤민생개선과 사회관리

□ 또한

18차 전인대에서 중국의 제도 이념 나아갈 길 등에 대한 자신감
이 강조되는 분위기(社會科學院 Li Yang 부원장, 2012.12.20일)

① 서구화보다는 중국식 모델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우위가 부각될
수 있도록 체제개혁의 연속성 적합성 협동성을 강화하고 집단지
도체제의 제도화에 주력하려는 모습

② 서구의 재정위기를 교훈삼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출입 구조
세입 5:5, 세출 15:85) 개선,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한 개인소득세 구
조 재조정 등이 예상
(

③ 대형 국책프로젝트 입안, 규칙 제정, 경제개혁 등을 담당하는 국가
발전개혁위
의 모순이 지적되면서 NDRC의 심사․통제기능
(NDRC)

축소와 경제기획기능 강화 등 정부조직 개편도 예상

④ 금융부문의 경우 금융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없고 대외개방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여 3중전회(2013년 가을)까
지는 획기적인 조치가 지연될 가능성(공산당교 Zhao Huji 등)

⇒ 경제체제 및 구조 개혁을 통한 질적 성장과 분배 개선을 표방하면서

도 신지도부 출범 첫해인 만큼 경기부양도 포기할 수 없어 도시화
와 연계된 사회간접자본 투자, 소비보조금 등 선별적인 경기부양책
이 추진될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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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의 소비 및 투자촉진책 평가
(소비촉진책)

① 최근에 개시된 가전·자동차 등 에너지절감제품 보조금은 1년간

503억위안
으로 세부제품별로 보조금 지급이 상이하나 과거 절전형 에어컨 수준(제품
가격의 10%)을 보조할 경우 약 5천억위안 상당의 소비유발효과 발생

현재까지 발표된 보조금은 2012년 하반기에 약 2천억위안,
약 3천억위안 정도의 소비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

o

년

2013

에너지절감형 자동차 보조금은 만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
차구매 유발과 함께 여행수요도 촉진할 수 있어 2013년에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NDRC 张平장관)

o

에너지절감형 제품 보조금 정책
정 책
절전형 가전
절전형 조명
에너지절감형
자동차
고효율 전기기계
절전형 제품
주

②

기 간

∼
∼
∼
∼

2012.6

13.5

2012.6

13.5

2012.6
2012.6
1

년간

13.5

1)

보조금
억위안
22억위안

265

60

억위안

16

억위안

140

억위안

대상 품목

․냉장고․세탁기․에어콘․온수기
절전형 전등․LED 전등
TV

이하 에너지절감형
자동차(대당 3천위안 보조)
고효율 전기기계
소비재(PC․에어콘)
공업제품(송풍기․양수기․압축기․변압기)
1,600cc

합 계
503억위안
절전형PC(2012.10~13.9월, 대당 260위안 보조), 에어콘(2012.11~13.10월) 등

: 1)

2007.12~13.1월중 실시되는 TV·냉장고·세탁기·휴대폰·PC 등 9종에
대한 가전하향은 2012.1~11월중 2,012억위안*(7,493만대) 상당의 제품
이 판매된 점을 감안하면 2013년에는 2천억위안 정도의 소비유발효
과의 축소가 예상
*

산동·하남·사천·청도를 제외한 판매액이며, 가전하향 실시 이후
지 누계 판매액은 7,071억위안(2.93억대)을 기록

③ 또한

2012.11

월말까

년중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가구 이구환신 시범실시
등에 이어 2013년에는 관세 인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인하
등이 도입될 계획
(

o

2012

북경)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 은 교통운수․일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상해에 이어 북경․천진 등 11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었으며,
2013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대상업종도 확대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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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

직접적인 소비촉진책은 아니나 조세부담 경감으로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평가되며 상해의 경우 2012.1월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 이후 1~10월중
조세수입이 225억위안 감소

가구 이구환신은 북경을 대상으로 2012.11월 1개월간 시범 실시되
었으나 교체절차 등이 복잡하여 확대 실시가 곤란한 것으로 평가
중국 재정부는 2013.1월부터 내수확대를 위해 생활․의료용품․제
조장비․친환경제품 등 780여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할 계획
또한

일부터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평균 23~24% 인하(요
식․유흥업은 37.5%)하여 요식유흥․일반․민생 등 3개 부문 수수료율
을 당초 2%․1%․0.5%에서 1.25%․0.78%․0.38%로 조정
2013.2.25

2013.1월 가전하향 종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감제품 보조금, 부가세․
관세 개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소비촉진효과가 2012년보다 확
대 예상

(투자촉진책)

□

NDRC는 최근 도시철도․풍력발전소․공항 등
대규모 투자계획을 승인

o

1

조위안을 상회하는

과잉투자 억제로 연기했던 기존 계획을 승인한 것이 많으며, 최장 2020
년까지 완료되는 장기프로젝트인 데다 자본금 비율이 30 40%에 불과
하고 소요자금의 상당부분을 은행대출 등으로 충당 예상

∼

최근 NDRC의 주요 도시철도 투자계획 승인내용
지역명
투자기간 철로길이(km) 투자금액(억위안) 지방정부 자본금(억위안) 자본금비율 승인시점
우루무치 2012~19
47.9
312.4
125
40.0
2012.11
북경
2012~16
89
707
282.8
40.0
2012.11
석가장 2012~20
59.6
421.94
168.78
40.0
2012.7
광주
2012~18
228.9
1,241
558.45
45.0
2012.7
태원
2012~18
49.2
309.29
108.26
35.0
2012.6
하얼빈 2012~18
89.58
562.2
229.3
40.8
2012.6
심양
2012~18
118
601.38
183.11
30.4
2012.6
하문
2011~20
75.3
503.7
201.5
40.0
2012.5
상주
2011~18
53.88
336.5
134.6
40.0
2012.5
자료 : NDRC(2012.12)

□

철도부는 2013년에 기초건설 투자 5천억원 등 총
을 투자할 계획(2012년 6,300억위안, 중국공청원 王梦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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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위안

6,300~6,700

□

또한 광동성 등 14개 지방정부에서도
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

2015

년까지

10

조위안을 상회

2012년중 지방정부 주요 투자계획
억위안)

(

지역명
광동성
귀주성
호북성

발표
일자

투자금액
투자시기)

7.16
8.20
7.23

복건성

8.17

중경시

8.20

천진시

8.21

∼

12,353

(

2015)

30,000

년간)

(10

8.5
8.17

투자 계획

(

∼
∼
∼

13,131

(

2015)

14,000

(

2015)

15,000

(

2015)

15,000

년간)

(4

개 민간투자 입찰 프로젝트 추진(2,353억)
해양경제종합시범구 발전계획(177개 프로젝트, 1조)
생태문화관광업, 교통․병원․공공시설 등 건설
(매년 지방정부 1천억 + 민자유치)
교량․철도․도로․공항 등 장강경제허브 구축(1조),
교통운송시스템 투자(3,131억)
44

기업 기술혁신 투자(2012년 2천억,
개 1천억위안급 및

7

년

2013

억 등)

2,600

개 1백억위안급 산업허브 조성

30

석유화학, 신에너지자동차, 통신 등

대 산업 투자

10

⇒ 지방정부의 토지매각·조세 수입 감소

프로젝트의 자본금비율 과소 등
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데다 대다수 투자계획규모가 지방재
정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실제 투자가 대폭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중국투자협 Zhang Hanya 회장 등)
,

4. 임금·환율변동 리스크 평가

□

중국경제는 그 동안 풍부한 저임 노동력과 저환율에 힘입어 고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근래 들어 높은 임금상승과 환율절상 추세에 따라 저임
금 및 저환율 메리트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

o

특히 중국정부는 내수진작과 사회안정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의 방
편으로 근로자 임금인상을 적극 유도

―
o

∼

계획기간(2011 15년) 근로자 평균임금 2배 인상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40%(2011년말 3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2년
중 31개省중 24개성의 최저임금이 평균 17.4% 상승

12.5

유로위기 해결 지연, 세계경기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2012년 들어
중국 무역수지 흑자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데다 미국·EU 등 선
진국의 대규모 양적완화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확대 등으로 위안화
절상압력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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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근로자 임금

자료 : 국가통계국,

수출입차 및 외환보유액

년은 자체 추정

2012

자료 : CEIC, 외환보유액은

월말 기준

2012.9

□ 그러나 중국의 생산성 증가율을 감안할 때 최근의 임금상승이 단위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대외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

o

중국의 기업이익률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임금상
승을 기업마진 축소 등으로 흡수해 나갈 여력이 있는 상황
임금 및 생산성 증가율

자료 : 국가통계국,

제조기업 총이익

년은 자체 추정

2012

자료 : IMF

□ 위안화 절상도 수출둔화 효과 외에

실질소득 증가 등에 따른 소비
증대 및 내수 호전 등 정(+)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완만한 절상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o

중국 국가통계국(2010.12월)은 일정규모 이상 수출기업 8.4만개를 분석한 결과 위안
화가 매년 3% 절상될 경우 기업의 충격흡수능력 향상과 환율흐름에 대한 안정
적인 예측이 가능하여 충분히 감내 가능한 것으로 분석

위안화 절상과 더불어 자본재 수입을 유도한다면 현저하게 낮은 중
국의 자본장비율을 감안할 때 생산능력 향상을 가져와 장기적인 성
장잠재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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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자본장비율 및 노동생산성 현황(2010년)
노동생산성(1,000US$/근로자)

100
90
80
미국

70

일본

60
영국
50

독일
캐나다

40
한국

30
아르헨티나

20
10
0
0

멕시코
브라질
중국
인도
50

자료
일)

:

China’s

100

150

productivity

200
250
자본장비율(1,000US$/근로자)

imperative(Ernst

&

Young,

2012.9.25

⇒ 중국정부는 임금상승

환율절상 등에 따른 원가압력에 대해 생산설비 자
동화 등 자본재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산업전반의 효율성 개선, 기
술 고도화 등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평가
,

3. 2013년 중국경제 전망
1. 전망

□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사회과학원․IMF․세계은행 등은 중국의
15년중 잠재성장률을 8% 내외로 평가

∼

2011

중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요인

중국 잠재성장률 및 전망

∼
∼

2011

잠재성장률

8.7

∼
∼

2016

5.7

20

6.6

∼
∼

2021

5.4

30

6.3

자본증가율

10~11

9~10

8~9

노동증가율

0.8

-1.0

-0.5

기술진보기여도

0.2

0.3

0.4

1)

1)

자료 : 국무원 DRC․World

7.8

15

(%)

월)

Bank(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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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료

성장기여도가 아닌 증가율
사회과학원(2112.12.20일)

: 1)
:

국무원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경제가 체제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어 안정적 경제
운영이 긴요하다고 보고 2013년 성장목표를 2012년과 동일한 7.5%
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짐

o

□ 주요 전망기관들은 신정부의 도시화 촉진 등으로 투자와 소비가 성장
을 견인하면서 중국의 2013년
다소 높은 7.9~8.2%로 전망

성장률을

GDP

2012

년(7.7% 예상)보다

주요기관의 중국경제 전망
전망시점
(2012년)
IMF
10.9일
세계은행
12.19일
國家信息中心(SIC)
12.11일
사회과학원
12.5일
글로벌 IB(10개)
11월중
중국내 IB(14개)
12월중
주 : 1) NDRC 산하 국책 싱크탱크
기 관

1)

o

GDP

성장률(%)

CPI

상승률(%)

2012

2013

2012

2013

7.8

8.2

3.0

3.0

7.9

8.4

2.8

3.3

7.7

8.0

2.6

3.0

7.7

8.2

2.7

3.0

7.7

8.0

2.7

3.3

7.7

7.9

2.7

2.9

중국 경제학자(100명)를 대상으로 한 2013년 GDP성장률 설문결과(中國日
報, 2012.12.14일), ①7% 이하 ②7~8% ③8% 이상이 각각 15%, 67%, 18%
로 편차가 큰 상태이나 최근 경제지표 호전과 신정부의 경제정책 기
대감으로 당초 7% 후반에서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는 양상

① 생산은 최근 재고순환지표가 반등하는 등 재고조정이 일단락된 데다 6월
이후 금리인하, 사회간접자본 대규모 투자 등 경기부양효과 파급으로 제
조업 PMI가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증가세 확대 예상
재고순환지표1)와 경기선행지수

제조업 PMI

주 : 1) 산업생산증가율 - 재고증가율
자료 : 국가통계국

자료 :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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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비는 고용 개선과 소득 증가, 물가안정 등으로 소비여력이 증대되
면서 소매판매가 증가하고 소비심리도 호전되고 있어 향후 점차 빠르
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2012년 14% 초반
2013년 15% 수준)

→

소득 및 취업자수 증가율

소비 지표

자료 : 국가통계국

자료 : 국가통계국

③ 투자는 철도 등 내수 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망․지역개발 등 인프라
부문이 투자를 견인하면서
중반
o

→

년

2013

22%

년보다

2012

2%p

정도 확대 예상(2012년

20%

수준)

승인을 획득한 사업만 1조위안을 넘고 지방정부 투자계획
(20조위안)에 비추어 2013년 투자규모는 전년 수준을 능가할 전망
NDRC

인프라투자 증가율1)

고정자산투자

자료 : 국가통계국

주:

1)

누적기준

자료

: WIND

→

④ 수출은

2013년 세계교역 신장률 전망(IMF, 2012년 3.2%
2013년 4.5%),
중국의 수출다변화 노력과 세제지원 등 수출지원책 등을 고려할 때
2012년보다는 다소 호전 예상(2012년 7% 초반
2013년 9% 수준)

→

o

아울러 세계교역 물동량을 판단할 수 있는 발틱운임지수도 최근 상
승세로 전환(2012.10월 925
11월 999)하는 등 대외여건도 다소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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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수출비중 변화

중국 수출과 OECD 경기선행지수

자료 : 중국세관

□ 한편 물가는

자료 : 중국세관,

OECD

년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기조 완화로 유동성이 증가하
고 있는 데다 QE4 등 주요국의 추가 금융완화 파급, 생산자물가 및 구
매가격 반등, 국내수요 회복 등으로 상승압력이 다소 높아질 전망

o

2012

다만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안정, 위안화절상에 따른 수입물가
둔화 등으로 상승압력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M2 증가율과 CPI 증가율

생산자물가와 구매가격지표

자료 : 국가통계국

자료 : 국가통계국

□ 위안화 환율은 글로벌 유동성 증대로 해외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중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경제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중국정부가 절상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변동폭도 확대할 전망
*

*

개 IB 전망평균
내는 전년말대비 절상률(%)

13
( )

:

일 현재

12.31

6.2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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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6

월말

6.23(-0.9)

→

년말

2013

6.15(-2.2)

위안화 기대절상률

외화유출입

자료 : CEIC

자료 : CEIC

2. 중국정부의 정책대응 방향

□

신지도부는 향후 개혁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 조합(policy mix)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

(재정정책)

□

감세 등 세제개혁, 민생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질적 성장
추구 등을 위해 재정확대가 예상

o

o

경제기획 담당부서인 NDRC는 18차 당대회 후 소득분배 개선 없
이는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선
별적 재정투입을 추진할 계획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재정을 집중 투입함으로
써 2013년 재정적자 규모가 2012년보다 1.5배로 확대(8,500억위안
1.3조
위안)되고 이는 GDP성장률을 0.4%p 상승시킬 것으로 분석

→

→ 중국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신규 소비촉진책 및 감세정책 시
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며, GDP대비 부채비율
및 양호한 재정수지 등에 비추어 대응여력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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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재정건전성 현황(2012년)

계획기간중 고정투자

주

년은

: 1) 2012

∼

1

월중

자료 : IMF(2012년 추정치)

11

(통화정책)

□ 지난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
일 에서 정책기조를 신중한 통
화정책 → 안정적 통화정책 으로 전환한 점에 비추어 통화정책은 물
(2012.12.16

)

‘

’

가 등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

o

o

o

사회융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확대하고 자본조달코스트 축소로 실
물경제 발전을 촉진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필요할 경우 통화완화 실
시 가능성이 있음
다만 2012년 하반기의 통화완화로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경기대
응은 재정정책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상존(OECD, 2012.12.19일)
중국 경제학자(100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中國日報, 2012.12.14일), 2013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①긴축(Tight) ②중립(Moderate) ③완화(Loose) 응답이
각각 6%, 59%, 35%로 완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QFII 확대 등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유입
등으로 M2 증가율이 2012년(14% 내외)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나,
현재의 금리 및 지준율 수준과 안정적 물가흐름에 비추어 금리 및
지준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o

특히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한 사회융자규모 확대와 함께 소득재분
배 정책의 일환으로 예금금리 인상을 추진할 경우 이에 따른 예대
마진 축소에 대응하여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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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와 통화량(M2)

자료

통화량(M2)과 소비

자료

: CEIC

: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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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2.12.14.

중국 노동시장의 특징, 구조적 변화 및 전망*
한재현 신흥경제1팀 과장
◆ 중국 노동시장에서는 공식실업률과 실제 실업상황과의 괴리, 구인
난과 구직난의 병존, 정책변화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고용 없는 성장 문제 심화, 임금상승 압력의
증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강화 등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임
◆ 인구성장세 둔화와 고령화의 급진전을 고려할 때 중국의 노동력
부족 및 임금상승 압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나 이미 구축된 제
조업 기반으로서의 이점 등에 비추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
에서 동남아국가 등으로의 대규모 생산기지 이전 가능성은 크지 않
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임금상승 등이 내수확대를 견인하면서 소비시장으로서 중국
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1. 개요

□

중국에서 고용문제는 사회안정 및 체제유지에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매년 정부정책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는 그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o

고용증대와 안정은 지속적 경제성장이 필요한 이유이며 중국정부가
지향하는 소위 화합사회(和 社会)의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谐

폐쇄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시기에는 일자리를 정부에서 할당하
면서 기본적으로 실업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개혁개방과 더불
어 고용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옴
*

*

*

等工

1980년대 후반까지도 실업 대신 취업대기(
, waiting for
어가 사용되었으며 대학생 직업분배제도가 1989년에야 철폐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6호(2012.2.9), 국제경제리뷰 제2012-9호(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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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

work)

o

중국국무원은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 4,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하여 실업률을 5% 이내에서 통제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 을 발표
*

일)

(2011.12.16

*

고용창출에 유리한 산업과 기업의 발전 지원, 취업 촉진을 위한 재정·금융·조
세정책의 적극 활용, 근로자들의 직업훈련제도 구축 등을 포함

□ 최근 중국정부가 고용안정에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것은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를 비롯한 중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유의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

⇒ 중국 노동시장의 특징과 최근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 저임금에 기초
한 세계 최대의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역할 변화 가능성 등을
점검

2. 중국 노동시장의 특징
1. 공식실업률과 실제 실업상황과의 괴리

□ 중국의 실제 실업상황은 공식실업률 이상으로 심각한 것으로 평가됨
o

중국에서 발표되는 공식실업률은 “도시지역 등록실업률”로 도시지역
호적(
)을
지닌 남 16~60세, 여 16~55세의 인구 중 노동능력과
취업의사가 있는 자가 구직등록을 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戶口

― 다수의 농민공 들과 국영기업 해고자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
*

*

o

농촌 호적을 가진 도시근로자로 약

억명으로 추정

2.4

따라서 실제 실업률은 공식실업률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추정됨

―

2000년대 공식실업률은 3~4%대 초반이었으나 다수 연구에서는
실제실업률이 이보다 훨씬 높은 8~2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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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식실업률

실업률 추정치

공식 실업률
추정
연도 실업률
2000
3.1
8.1
2002
4.0
14.0
2007
4.0
9.4
2008
4.2
24.0
자료

(%)

추정기관
Park 등(2010)
Giles 등(2004)
中國社會科學院
(2009)
曾湘泉(2009)

: CEIC

2. 마찰적 실업의 심화

□ 현재 중국 노동시장에서는 마찰적 실업의 심화로 구인난과 구직난이
병존하는 인력수급의 괴리(mismatch)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o

대졸자의 급증에 따른 취업난 문제와 동남부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인력(농민공) 부족 문제가 공존

―

2011.3월 현재 도시근로자 수요/공급 비율이 고졸이하의 경우 1
을 초과한 반면 대졸이상은 0.7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IMF,

월)

2011.7

중국 대졸자 수

자료

□

도시근로자 수요/공급 비율

자료

: CEIC

: IMF(2011)

대졸자의 취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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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o

교육부 산하의 ‘전국대학생정보컨설팅 및 취업지도센터’가 전국 443개
대학 45,348명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0년 대졸자
취업률은 76.1%로 중국사회과학원의 89.6%와 큰 차이 가 있었으며
2011년 취업률은 69.1%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2011.12.15일)
*

*

o

중국사회과학원이 각 대학의 보고자료를 집계하여 취업률 수치를 발표하는데, 각
대학들은 대학평가시의 주요 지표인 동 수치를 조작할 유인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중국정부는 농촌교사 특별 임용, 중서부지역 지원단 채용, 창업지원,
서부농촌지역 촌장(
) 채용 등 대졸자 취업 확대 조치 를 시행중
이나 매년 급증하는 대졸자들의 취업수요가 크게 가중되고 있음

村長

*

2008.1

*

월의 취업촉진법 등

□ 반면 동남부 연해지역에서는 생산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
o

o

東

廣東

산동(山 ) 20만명, 저장(浙江) 80만, 광동(
) 100만명 등 동남부연해
지역 도시들은 약 1,000여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华 报, 2011)

夏时

이들 지역의 노동력 부족은 중서부 내륙지역 개발, 동부와 중서부
의 임금격차 축소 등에 따라 전통적인 농민공 유출 지역 인 중서부
에서 동부지역으로의 인력이동이 감소하고 동부에서 중서부로의
농민공 환류 현상도 나타나면서 더욱 심화
*

*

安徽
甘肃
苏

廣

대졸자 취업률 및 월 임금

： 년은 추정치
：중국사회과학원

주
자료

四

중부의 후베이(湖北), 안후이(
), 지앙시(江西), 허난(河南)과 서부의 쓰촨(
川), 총칭(重庆), 광시(广西), 간쑤(
)가 대표적인 농민공 유출지역이며 동부의
광동( 东), 저장(浙江), 장쑤(江 ), 산동(山东)이 대표적인 농민공 유입지역임

2011

(2011)

동부와 중서부의 농민공 임금 격차
2004

2006

2008

2010

동부

100

100

100

100

중부

66

73

94

96

서부

60

63

94

97

：
：

주 동부 농민공 임금이 100일 경
우의 중서부 농민공 임금
자료 국가통계국, 농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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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비용 증가

□ 중국은 그동안 저임노동력 을 바탕으로 세계의 생산기지 역할을 해 왔
*

으나 최근 임금 등을 포함한 노동비용이 급등

중국 저임금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이 존재한다는 점 이외에, 개혁
개방 이후 과거 국가가 보장하던 주택 및 의료 등이 시장화된 반면 임금은 개방
전의 낮은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 데에 있음

*

중국정부가 소득분배 불공평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의 질을 강
조하면서 임금을 비롯한 제반 노동비용이 증가

o

― 중국 지도부는
体面劳动

(

―

, decent

년부터 임금인상 등을 통한 품위 있는 일자리
work)를 강조(
주석, 2010.4.27일)
2010

胡锦涛

이에 따라 중국정부도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
에 지속적인 임금인상 용인,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점 조정 등의 노력
을 전개

―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임금 이외에 각종 사회보장비용 으로 임
*

금총액의
*

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부담

35~48%

양로보험, 실업보험, 상해보험, 의료보험, 생육보험(여성근로자) 등
및 주택적립금과 노조 경비

대 보험

5

― 현재 기업의 약

85%가 노동비용 상승을 경영상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지적(U.S.China Business Counsil, 2011)

개인소득세1) 면세점

1994.1
2006.1
2008.3
2011.9

：

주

∼
∼
∼
∼

베이징 등의 연 평균임금

면세점(월소득)
800
1,600
2,000
3,500

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부과되기
시작하여 1994년 내국인으로 대상 확대

1)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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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CEIC

o

한편 최근의 임금인상은 루이스전환점(LTP) 접근에 따른 필연적 현
상으로 해석되기도 함
*

turning point. 임금상승 압력 없이 농촌지역 잉여노동력이 산업인
력으로 완전히 흡수되는 시점. LTP에 도달하면 저임노동에 의존한 제조업
발전이 한계에 이르면서 임금 급등과 성장 둔화가 발생

*

Lewisian

□ 그 결과 현재 중국의 임금은
변국보다

o

2~5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제외한 여타 주

배 높은 수준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임금소득/GDP 비중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최초로 발생한 2004년을 기점으로 상승

연간 1인당 노동비용(2010)

자료
o

:

―

자료

Ellis(2011)

베이징, 상하이, 광동 등
51.2%나 급등

33.3

임금소득/GDP 비중

∼

: CEIC

개 대도시의 최저임금은

6

∼

2010

년중

11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계획 기간인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연
평균 13%씩 인상하고, 대부분 지역의 최저임금을 도시근로자 평
균임금의 40%가 되도록 조정할 계획(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11.6.28.일)
베이징 등의 월 최저임금

최저임금/평균임금 비율(2010)
지역
베이징
티엔진
상하이
광동
쓰촨
샨시

자료

:

각 성(시) 발표자료 종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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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IC,

비율(%)
17.7
21.4
20.3
30.6
31.3
27.3

각 성(시) 발표자료

3.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1. 고용 없는 성장 문제의 심화

□ 중국은

가입(2001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
가율이 정체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 문제가 점차 심화

o

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간의 괴리가 더욱 확대됨

2000

―

중국의 2001~10년중 평균 경제성장률은 10.5%, 취업자 증가율은
0.5%로 고용탄성치 가 0.05에 불과하여 주요 경쟁상대국보다 현
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o

WTO

성장의 고용탄성치(elasticity

of employment)

:

취업자증가율/GDP증가율

취업자 증가율이 낮은 것은 임금상승 등으로 노동대체 노력이 강화
됨에 따라 생산과정에서의 신규 노동투입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는
데 기인
*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노동력 이전, 교육·훈련 등을 통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
자 확대, 철강·기계·화학 등 자본집약적 산업에의 투자 집중으로 인한 자본심
화, 기술혁신 등

*

―

중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개혁개방전(1953~77년) 연평균
에서 개혁개방후(1978~05년)에는 8.0%로 상승(
, 2008)

高帆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 년이동평균
：

주
자료

3

CEIC

3.4%

고용탄성치 비교

： ∼
∼
자료：
주

년 평균. 단 브라질은
년

2001

10

2004

10

CEIC

o

각 지방정부의 경쟁적 자본지출도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입지를
약화시켜 성장의 고용탄성치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등, 2011)

陆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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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부는 인프라건설을 비롯한 자본집약적 산업에 재정지출을
집중하였으며 조세 및 지대(地 ) 관련 우대조치를 통해 기업을 유
치하는 과정에서 자본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노동가격은 높게
책정함으로써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도태를 초래

代

이와 같은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에는 고용친화적
성장을 위한 제반 대책의 마련 필요성이 제기

o

제조업 중심에서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으로, 투자 및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전략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됨(The
Economist, 2008)

o

중국정부도 소비 중심의 성장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용유발효
과가 큰 3차산업(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
력을 강화

―

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0년의 43%에서
2015년 47%, 2020년 51%로 높일 계획(국가발전개혁위, 2011.9.14.일)
GDP

산업별 GDP 구성 비중

：

자료

CEIC

2. 임금상승 압력의 증대

□ 근로자의 권익신장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

증대와 기업의 인센티브

전략 등이 임금상승 압력을 가중

o

농민공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대정부 요구
사항 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국무원 발전연구센터, 2011)
*

*

최저임금 인상 66%, 사회보험제도 개선
장 25% 등(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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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서민용주택 제공

30%,

의료보

□ 이와 함께 중국 기업들이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급여인상 인센티
브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임금상승 압력으로 작용

o

인재확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급여인상을 꼽은 경영자가 중국의
경우 33%에 이르러 비교지역인 홍콩, 싱가포르, 호주(10~2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Michael Page International, 2011)
인재확보를 위한 핵심전략

자료

: Michael Page International(2011)

3.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강화

□

최근 중국의 노동정책은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
로 변화중임

o

o

先富論

종래에는 선부론(
)에 따라 저임금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
해 외자기업을 유치하면서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악화를 감수하
는 정책기조를 견지

均富論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노동법 제정, 2004년의 균부론(
) 등으로
노동정책의 주안점이 근로자 보호로 전환되고 특히 2007~08년 중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등의 제정으로 근로자 권익보호가 크게 강화

― 이를 계기로 노동정책의 중점이 노사관계의 안정에서 근로자 권
―

익 중시를 위한 노동관계법의 제정, 노조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
임 강화 등으로 뚜렷이 전환
년 이후 노동쟁의가 급증 하였으며 노사관계의 주요 의제도
기존의 임금체불 해소 요구에서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개선 요구로
변화
*

2008

년 35만건에서 2008년 69.3만건으로 급증한 바 있고,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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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은 9월말 현재 93.3만건

2011

중국 노동관련 제도 변천
단계
초기

1980

과도기

1990

성숙기

2000

자료
o

시기

제도

년대

단체노동계약제도 시작(1986)

년대

개인노동계약제도 시작(1992), 최저임금제 시작
(1993), 노동법 제정(1995)

년 이후

최저임금제 전국 확대(2004), 노동계약법 및 취업
촉진법 제정(2008), 사회보험법 제정(2011)

: Warner(2010)

를 수정 보완

다만 현재 임금보장 등 획기적인 근로자보호를 규정한 임금조례(
资
)가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条例

工

중국의 주요 노동관련 법령 및 내용
법령

시행시기

주요 내용

기업의 경영 효율
중시, 단기계약 촉
진, 고용과 퇴출의
자유로움

노동법

1995

최저임금제(최소
노동계약제도
근로시간제도

노동계약법

2008

서면계약체결 의무화
해고요건 강화

근로자권익 우선 보
호, 장기계약 유도

취업촉진법

2008

여성, 농민, 장애인 등에 대한 불평
등 고용 금지

대졸차 취업촉진정책
포함

노동쟁의의 신속 처리 규정으로 근
로자의 권익 보호
임금, 퇴직금, 사회보험 등은 소송절
차 없이 중재위원회 판정으로 종결

근로자가 권리침해
주장시 입증 책임이
이전의 근로자에서
기업으로 이전

최초의 종합적 사회보험제도
농민공에 대한 사회복지혜택 확대

외자기업들도 사회
보험세 납부 의무

단체임금협상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임금인상

제정에 난항

노동쟁의
조정중재법

2008

사회보험법

2011

임금조례

제정중

2

년에 한 번)

특징

1)

： 대형 독과점 국유기업은 임금처우 공개조항 및 임금조정시 당국의 인허가 의
무화조항 등에 외자기업들은 단체임금협상의 강제화 조항 등에 대해 반발중
자료：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
주

1)

,

(2011),

KOTRA(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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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망

□ 현재 중국 노동시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발전방식 전환 및 삶
의 질 추구라는 인식 제고 등이 맞물려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진행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가 세계의 생산기지에서 소비중심
지로 그 역할이 점차 변화될 전망

o

o

,

중국의 인구성장세 둔화와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이에 따른 임
금상승압력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
또한 근로자 보호 및 임금상승 압력의 가중은 노동비용 상승과 소
득 증대라는 양방향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노동비용 상승은 저임금에 기반을 둔 단순조립 생산기지로서의
중국 입지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기술심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여타국과의 경쟁 가속화를 초래

― 한편 근로자의 소득증대는 내수확대를 견인하면서 소비시장으로
서 중국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키고 경제구조 전환을 가속화시킬
전망

근로자
보호 및
임금상승
압력증대

노동 저임 기반 단순조립 생산기지로부터의 이탈 가속화
비용 ⇒ 기술심화 요인
상승 주변국과의 경쟁 가속화
견인
소득 ⇒ 내수확대
서의 위상 강화
증대 소비시장으로
경제구조 전환의 가속화

1.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
o

중국의 인구성장세 둔화와 고령화 급진전은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
족 및 임금상승 압력을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
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가
운데, 부양률 도 사상 최초로 상승
2011

*

*

부양률(dependency

세미만 인구+65세이상 인구)/(15～64세 생산가능인구)

ratio)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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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구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는 거의 정체상태인 반면 고령인구
(65세 이상)는 급속도로 증가
*

*

세의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구로 취
업자와 실업자로 구분
15~64

경제활동인구와 고령인구 비중
(%)

연도
경제활동인구
고령인구
자료

:

1982

1990

2000

2010

2011

44.9

57.1

58.4

58.5

-

4.9

5.6

7.0

8.9

부양률과 생산가능인구 비중

자료

:

9.1

국가통계국

경제활동인구·65세이상인구 증가율

국가통계국

자료

: CEIC

2. 생산기지로서의 경쟁력은 당분간 유지

□ 임금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생산기지가 대규모로 중국에
서 동남아국가 등으로 이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o

중국은 막대한 수 의 제조업체 종사자, 높은 생산성, 효율적인 인프
라, 일사불란한 행정시스템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녀 생산기지로
서의 이점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
*

*

o

약

억명으로 인도 및 동남아 제조업체 종사자 전체의

2.2

58%

규모(Sirkin 등,

2011)

아울러 중국기업의 노동원가 비중은 아직 낮아 인건비 상승이 가
격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되지는 않는 상황

―

중국 상장 제조기업의 영업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9%(2009년)로 일본기업(17.8%, 1955~2007년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
과(申银万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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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 중 77%가 영업지역 및 생산기지 이전을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U.S.China Business Council, 2011.11)

3.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 증대

□ 중국경제는 점차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
o

그동안 성장을 위해 분배가 희생되어 왔다는 공감대하에 중국정부
는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
득 증대 및 소비 중심의 성장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

―

최근 중국노동당국은 사회보험가입 , 연장근무 한도 준수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o

등에

베이징시는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업무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
지’(2011.12.19일)를 통해 베이징 소재 외국인 취업자의 사회보험가입을 의
무화함으로써 2011.7월 발효된 사회보험법을 구체화

*

**

**

주40시간이 기본으로 근로자 동의하에
만 가능

일

1

3

시간 월

36

시간 이내 연장근무

중국진출 외국기업들은 중국의 전략적 의의가 종전의 인건비 절감
형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점차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전략변화의 필요성을 시사

―

의 설문조사 에서는 58%의 기업이 향후 5년내 자
사의 경영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중국정부의 근
로자 소득증대정책과 소비 주도의 경제구조전환을 지적
The

*

*

Economist

Du Pont, Carrefour, Apple, LG전자 등 중국에서 영업중인 전
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2011.12.7.일)

Coca-Cola,

세계

328

― 구체적으로 임금이

상승할 경우 주요 부문별로 0.3~10.3%의
추가적인 소비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申银万国, 2010)
20%

임금 20% 상승시 주요 부문별 추가적인 소비증가 추정
(%)

부문

식품

교육

도소매

부동산

금융

교통·운수

건축

방직

소비증가

10.3

7.3

4.8

4.7

2.7

2.5

0.6

0.3

주

:

申银万国(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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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도 연례협의(Article
Consultation) 보고서에서 중국경제의 구
조전환을 위해 소득세 감면과 호적제도 개혁을 통한 내수확대를
제언(2011.7.20일)
IMF

4.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조 및 정부의 역할 강화

□ 향후 중국 노동시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조 및 정부의 역
할이 강화되는 추세로 나아갈 전망

o

工

그동안 노사관계는 공산당이 주도 하였고 노조( 會)는 근로자 역할
*

親

을 대변하기보다는
기업적 협의 기능만 수행하였는데, 향후 노조
의 역할이 얼마나 강화될 것인지가 노동시장의 주요 변수 중 하나
*

노조연합체로 전국 최대 노동조직인 中
Trade

Unions)

華全国总工会

(All

China

Federation

of

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중앙정치국위원이자

兆国이 주석

전인대 부위원장인 王

o

다만 경제환경의 악화에 따른 성장저하 우려 등으로 현재의 친근
로자적인 노동정책기조가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실제로 노동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경제성장과
사회안정 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 친근로자적인 정책에 대
한 집행의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

노동현장에서 단체행동이 발생할 경우 ‘대중규합 사회질서 문란죄(

乱社会秩序罪

)’

로 처벌 가능(형법 제2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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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Expand,

But

Environment
Full

Access

Survey
Elusive

중국경제 8%대 성장의 의미와 정책 전망*
배상인 신흥경제1팀 조사역
◆ 중국경제는 2000년대 들어서도 10%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며 고성
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8%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이 지배적
◆ 이러한 성장률 하락은 국외수요 부진에 따른 경기적 측면과 함께 경
제발전단계에서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초래하는 생산요소 등의
구조적 변화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 2012년 중국경제의 8%대 성장은 그동안 상당기간 플러스 산출갭
이 지속된 데 따른 대내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의 연착륙으로 평가되며 신규고용 창출을 통한 사회안정
을 위해 필요한 성장의 하한선으로도 인식됨
◆ 향후 중국정부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8%대 성장률을 받아들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
◆ 성장률이 8%대를 하회할 정도로 하방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는 경기 완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개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지
만 8%대 수준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2008년 글로벌 위기시와 같은
대폭적 완화기조로 나서지는 않을 전망

1. 개요

□ 중국경제는

2000년대 들어서도
을 지속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지배적

o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며 고성장
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10%
8%

중국경제는 2011년중 유럽 국가채무위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 되었으며 주요기관들은 2012년중 8%대 성장을 전망

대로

9%

*

*

*

：

실질GDP 성장률

분기

1/4

9.7%

→

분기

2/4

9.5%

→

분기

3/4

9.1%

→

분기

4/4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8호(2012.2.23), 국제경제리뷰 제2012-13호(20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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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012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

전망시기

년

2010

년

2011

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2012

중국사회과학원

11.12.7

8.9

IMF

12.01.25

8.2

World Bank

12.01.18

JP

Morgan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Deutsche Bank

11.12.2

e)

분기

4

8.4
10.5

9.2

8.2

11.12.7

8.4

11.10.4

8.6

8.4

8.5

8.7

8.8

11.11.16

8.3

7.7

7.5

8.7

8.7

자료: 각 기관 전망보고서

이에 따라 중국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년중 성장률 하락을
경착륙 조짐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증대

o

⇒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 요인을 살펴보고

2012

년

8%

대 성장이

갖는 의미를 잠재성장률과 고용의 측면에서 평가

2. 최근의 성장 률 하 락요인 과 8%대 성장의 의미
(최근의 성장률 하락요인)

□

년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8%대로 낮아진 것은 무엇보다 2011년
하반기 이후 두드러진 국외수요 부진에 따른 경기적 측면이 강함
2012

→

년 경제성장률이 둔화(－1.3%p, 2010년
2011년)된 데는 순수출
의 기여도가 하락(－1.5%p)한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

o

2011

―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차원에서 재정지원으로 대폭 늘어났
던 고정자산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하락(－0.65%p)한 데에도 기인

□

또한 최근의 성장률 둔화는 경제발전단계에서 성장률의 추세적 하
락을 초래하는 생산요소 등의 구조적 변화도 내포하고 있음
*

*

o

余斌

중국국무원발전연구중심 거시경제연구소장 쉬빈(
)은 2011년 중국경제의 경제성
장세 둔화에는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조짐이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2011.11월)

자본 투입 측면에서 그동안 높은 저축률과 이를 토대로 한 급속한
자본형성(투자)이 오히려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시점에
근접하였다는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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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율이 2000년 34.3%에서 2010년 48.6%로 상승하여 일본, 한국의 역대최고치
(각각 1973년 36%, 1991년 38%)를 상회한 데다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도 둔화되
면서 투자 과잉의 우려가 제기됨

실질 자본수익률

자료:
o

중국의 자본스톡 증가율

자료:

APO(2011)

FRB(2009)

노동 투입 측면에서는 교육수준 의 향상속도가 둔화되고 생산가능인구
의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직면
*

*

―

평균교육연수(OECD,
인도·브라질 7년

15~44

세): 중국

년, 한국·일본

9

13

년, 미국·영국

11

년,

대졸자의 빠른 증가에 따른 취업난, 고졸이하 생산인력의 공급
감소에 따른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임금수준이 급등 하여 향
후 저임노동에 의존한 제조업 발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
*

**

*

**

중국임금/미국임금( Sirkin 등,
31%
2015년
44%

→

2011):

23%

→

년

2005

22%

→

년

2010

중국경제가 루이스전환점(임금상승 압력 없이 농촌지역 잉여노동력이 산업
인력으로 완전히 흡수되는 시점)에 접근했다고도 평가되고 있음

노동투입 관련 전망

자료:

년

2000

e)

월)

RIETI(2011.1

도시근로자 수요/공급 비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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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2011)

o

총요소생산성(TFP) 측면에서도 생산성이 낮은 부문(1차 산업)에서 높
은 부문(2차 산업)으로의 노동 이동, 기술 혁신, 구조개혁 등의 효과
가 낮아질 전망
*

*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구조개혁이 완료되어 앞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데 개인의 이익추구 성향 등으로 이러한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임

― 도시화

→

(2006~2010년중 1.4%p
2011~20년중 1.1%p, Gang Fan 등, 2007), 인
프라 구축(0.9%p
0.6%p), 국제무역 증대(0.6%p
0%p) 등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둔화되어 TFP가 종래 3~4%대의 증가에서
2~3%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

→

중국경제의 성장속도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둔화될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1인당 GDP 수준, 제조업 취업자수 비중 등을 고려
할 때 중국경제도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기에 근접한 측면이 있음

o

중국은 2011년 1인당 GDP가 8,394달러(ppp, 미달러 기준)로 NBER (2011.3
월)이 제시한 성장률 하락 전환 수준인 15,058달러보다 낮으나 Morgan
Stanley(2010.11월)가 제시한 7,000달러 보다는 높음
*

**

*

**

o

o

인당 GDP(2000년 ppp 기준)가 15,058달러(중간값 기준), 1인당 GDP의 기술
선도국(technological frontier) 대비 비중이 57%, 제조업 취업자수 비중이 23%
일 때 성장률이 2%p 이상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분석대상: 1인당 GDP가
10,000달러를 넘은 국가)
1

Stanley가 Angus Maddison(OECD, 2006년)의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바
에 따르면 1인당 GDP(1990년 ppp 기준)가 7,000달러를 넘은 시점 전후 10년간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평균적으로 2.9%p의 성장률 하락을 경험(분석대상: 1인
당 GDP가 7,000달러를 넘은 국가)
Morgan

제조업 취업자수 비중은 2011년 약 23%(NBER 추정치)로 이미
제시한 성장률 하락 전환점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

NBER

고성장기의 성장률이 높았던 일본과 한국은 1인당 GDP가 7,000달러(1990
년 ppp 기준)를 넘어선 1969년과 1989년을 전후로 성장률이 크게 하락

― 일본은

→

한국은 2.5%p (8.8%
며 이후 일본은 1990년을 전후로 성장률이 다시
*

1980

5.3%p(10.5%

년

oil

shock

과

5.2%),

*

년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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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p

10.0%

둔화되었으
가량 하락

6.3%)

에서

7.6%

로 하락

성장둔화시점 전후의 성장률 비교

자료:

OECD, CEIC, Morgan Stanley(2010)

― 중국경제가 일본

, 한국과 40년, 20년 격차가 있음을 고려할 때 중
국경제도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기에 근접한 상황임

□ 다만 중국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폭은 경제체질 개선노력

, 지역간
개발격차 등으로 여타국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

o

여타국에 비해 농지개혁 , 호구제 개혁 등을 통해 경제의 구조적 체
질개선을 기할 여지가 많음
*

*

**

o

」

년 농촌토지도급법 에 따라 농지사용권의 유상양도, 임대 등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으나 농촌토지재산권의 주체 부재, 농촌토지집체소유권의 범주 모호, 농
민 토지사용권의 성격 불명확 등으로 실제 거래되는 토지의 비율은 매우 낮음
2003

도시호적의 취득이 까다로워 도시 거주자의 30% 정도가 도시호적이 없는 농
민공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에 대한 의료·연금 등의 사회보장정도가 매우
낮아 노동이동이 제약되고 도농간 임금격차가 확대됨

영토가 넓고 아직도 저소득의 개발여지가 높은 지역이 많아 투자율
하락속도가 완만할 것임
*

*

o

「

**

：

1인당 GDP(위안, 2010년 각지역 평균)
동부 50,026, 중부 25,521, 서부
지역별 GDP 비중(2011년) 동부 56.2%, 중부 24.6%, 서부 19.2%

：

23,482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발전정도가 각기 다른 국가들간의 연합이라
고도 볼 수 있어 향후 일본의 경로 보다는 일본, NIEs, ASEANs 를
합한 경제성장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높음(Morgan Stanley, 2010)
*

*

Industrializing Economies):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NIEs(Newly
ASEANs:

- 54 -

Flying Geese Paradigm1)의 중국 적용

주

자료

일본 vs (일본+NIEs+ASEANs) 경제성장률

년대 일본의 경제학자 Akamatsu가 아시아 국가들이 지역내 비교우
위에 따라 지역간 생산이 이전되면서 서구선진국을 따라잡는 현상을
Flying Geese Paradigm으로 지칭

: 1) 1960

:

Morgan

Stanley(2010)

(8%대 성장의 의미)
① 잠재성장률 측면: 대내외 불균형을 해소하는 연착륙

□

년 중국경제 8%대 성장은 그동안 상당기간 플러스 산출갭이 지
속된 데 따른 대내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연착륙으로 평가됨
2012

o

국제기구 등의 주요 연구들은 2010년을 전후한 중국의 지속가능한
잠재성장률 수준을 평균적으로 8%대로 추정

―
―
―

중국경제 잠재성장률은 2004~14년중 8.0%로,
WB(2010)은
2011~15년중
8.4%로,
Carnegie
Endowment(2007)은
2006~10년중 8.9%, 2011~15년중 8.3%로 추정
OECD(2005)

는 ① 자본스톡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고,
② 총요소생산성(TFP)의 기여도가 2~3%p인 성장률을 지속가능한 잠
재성장률로 보고 2009~30년중 중국의 잠재성장률을 8.0%로 제시
FRB(2009)

한편, 모건스탠리(2010), Gang Fan(2007), ADB (2010)는 2011~20년중
중국의 잠재성장률을 6.5~9.5%, 5.9~9.3%, 6.1~7.0%의 범위로 제시
*

*

o

는

중국경제가 30년간 빠르게 성장해 와 향후 잠재성장률 둔화폭도 클 것으로
분석하여 여타기관에 비하여 전망치가 낮음

이러한 잠재성장률 추정치에 비추어 볼 때 중국경제는 2000년대 10%
내외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줄곧 플러스 산출갭을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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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실제GDP 및 잠재GDP
FRB(2009)

Gang Fan 등(2007)

―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전까지는 수출 증대를 통해, 이후에
는 투자 확대를 통해 잠재성장률 이상의 고성장이 달성되면서 대외
불균형(경상수지 흑자)과 대내 불균형(높은 투자율과 낮은 소비율)도 심화되
었음

대내 불균형

자료:

대외 불균형

자료:

CEIC

World Bank, CEIC

□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8%대 성장은 대내외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음

o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여 플러스 산출갭이 해소됨에 따라 향
후 임금상승, 에너지 가격 의 시장화 개혁 등에 따른 구조적 인플레이
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
*

*

o

중국은 국제원유가격과 별도로 유류가격을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자원세가 대부분 종량제로 측정되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장기간의 불균형 성장이 가계의 소비제약, 부동산 거품형성 등의
부작용을 심화시켜 온 만큼 중국정부 입장에서도 대내외 불균형을
선제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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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가계에서 기업

정부로 이전 되면서 총저축률이 상승함에
따라 나타난 대외불균형은 가계의 소득기반을 약화시켜 소비확
대를 제약(IMF, 2011.3월, 및 2011.12월)
*

,

*

<

참고> ‘중국의 대외불균형과 소득분배’ 참조

―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 가운데 투자가 특정부문에 집중되는 등 대내
불균형으로 인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의 거품형성, 지
방정부 채무 증대 등 의 부작용도 발생
*

*

경제전체의 부채수준이 늘어나 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높아졌으며 지방정부
관련 부채도 GDP의 26.7%(2010년말)까지 상승하여 지방정부의 지출 확대
를 제약

중국경제 레버리지(비금융기관)

자료:

부문별 신용잔액

월)

자료:

Gavekal(2011.12

월)

Gavekal(2011.12

② 고용 측면: 사회안정을 위해 필요한 성장의 하한선

□ 중국은 경제가 연

8%대로 성장해야 도시지역에서 필요한 최소의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8%대 성장은 사회안정을 위해 필
요한 성장의 하한선으로 인식됨

o

급격한 도시화(도시화율이 2000년대 매년 약 1.4%p 상승)와 농촌지역 일자
리 감소 등을 감안하면 중국정부는 도시지역에서 매년 최소한 1,100
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지역의 2, 3차
산업에서 고용이 대략 1,300만개 늘어나야 함
*

**

*

**

∼

단기적으로는 농림어업에서 감소한 1,100만명(2003 10년중 평균)의 일자리를 도
시지역의 고용 창출을 통해 흡수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2011 15년중 생산가능
인구가 연평균 880만명(UN), 대학졸업자수(2010년 575만명)는 대학등록률이
상승하면서 매년 600만명 이상 증가할 전망임을 감안하여 산정
2, 3

∼

차 산업 고용 증가폭에 대한 도시지역 고용 증가폭의 비율(2003~10년중,
을 적용하여 산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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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시화율

자료:

졸업자수

자료:

CEIC

대학등록률

자료:

CEIC

World Bank

산업별 성장에 대한 고용탄성치를 이용하여 추정해 보면 2, 3차 산업에
서 고용이 1,300만개 증가하려면 GDP는 최소한 8%대 성장해야 함

o

*

*

GDP

1%p

증가시

차 산업의 고용이

2,3

160

만명 증가

중국의 GDP 1%p 변동에 따른 취업자수 변동폭 추정
(

년

2010

산업
GDP

2003~10

취업자수

조RMB, 억명,

년

GDP

GDP
고용 취업자수 고용
성장률 증가율 증감 탄력성

백만명)

%,

1)

1%p

변동에

대한 취업자수
변동폭

2)

1

차

4.1 ( 10.1)

2.74 ( 36.7)

4.2

-3.3

-10.9

-0.73

2

차

18.7 ( 46.7)

2.18 ( 28.7)

11.5

4.2

7.7

0.35

86

만명

3

차

17.4 ( 43.2)

2.63 ( 34.6)

11.2

2.9

6.7

0.25

74

만명

40.2 (100.0)

7.61 (100.0)

10.5

0.47

3.5

0.043

계
주

∼

차 산업:

2, 3

만명

160

년 WTO 가입 이후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03 10년중을 대상으로 계산
차 산업의 GDP 증가율이 각각 1.1%p 변동하여 총 GDP가 1%p 변동하는
경우를 가정 3) ( )안은 비중

: 1) 2002
2) 2, 3

자료

N/A

: CEIC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다는 관점에서
로 평가됨
*

1998

년 이후 바오바(

八

保八

)

대 성장을 지켜야 한
정책 을 실시해 왔던 것으
8%
*

중국에서 숫자 8( , 바)은 부를 축적하다라는 뜻을 지닌 发财(파차이)와 발음이
비슷하여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로 인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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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전망

□ 중국경제는 그동안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경제내 불균형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음

o

이에 따라 성장속도를 다소 늦추더라도 장기적 성장을 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은 중국정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임
*

*

Pettis(2010.11월) 북경대 교수는 중국경제가 낮은 실질금리를 유지해
와 일본과 같은 유동성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어 중국정책당국은 부채수준을
낮추거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평가
Michael

□ 중국정부는

2012년중 잠재성장률 수준의 8%대 성장률을 받아들이면
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음

o

o

성장률이 8%대를 하회할 정도로 하방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는 경기 완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개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
지만 8%대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2008년 글로벌 위기시와 같은 대
폭적 완화기조로 나서지는 않을 전망

→

→

성장의 동력을 ‘투자
소비’로, ‘정부
민간’으로 전환하여 대내
외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규제방식을 시장기반 규제로 변경하여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

―

농민공 호적제도 개선, 농지개혁, 정부의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의 성장을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

― 금리자유화 등 금융시스템 개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
이고 환율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기울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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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중국의 대외불균형과 소득분배

□

는 중국의 대외불균형이 정부정책 등으로 소득이 가계로부터 기업, 정
부로 이전되어 총저축률이 상승한 데 크게 기인한다고 평가
IMF

o

년 이후 국영기업 종업원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 축소 , 기업에 대한
토지·에너지·자본의 저렴한 공급, 국유기업 배당금 지급 통제 등으로 기
업의 유보이익이 빠르게 늘어나 기업저축이 증가
년 국유기업 개혁으로 기업이 직원에게 보장해 주던 연금·의료·주거
혜택이 없어졌으며 많은 기업들이 자본 투입 및 부채 삭감의 수혜를 받음

*

o

*

1998

1998

외환정책당국이 불균형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에 대응
하면서 실질이자율이 낮게 유지됨에 따라 부가 가계(채권자)에서 정부
(채무자)로 이전됨

― 정책당국은 외환보유액이 증가하자 환율수준을 관리하면서 중앙은행
채권 발행을 늘렸으며 불태화 비용을 낮추기 위해 실질이자율은 낮
게 유지하면서 예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유출입을 통제
주체별 가처분소득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저축의 주체별 비중

Flow of Funds

자료

상대적 생산성과 실질실효환율

주

:

자료

:

: CEIC, Funds of Funds

실질금리

거래상대국과 관련된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상대적 생산성
IMF(2011.12월), BI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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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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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2010.6.

2012년 양회로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김진용ㆍ전익호 북경사무소 차장
◆ 2012년 양회(3.3~14일)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에서 시진핑(習近平) 체
제로의 순조로운 권력이양과 체제안정을 위한 안정성장(穩中求進)ㆍ민
생개선ㆍ제도개혁이 핵심과제로 부각
◆ 금년 거시경제 목표로 GDP성장률 7.5%, 소비자물가상승률 4.0% 이
내, 신규고용 900만명 이상을 제시하고 총통화(M2)증가율을 14%, 재
정은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발표
◆ 성장목표를 8.0%에서 7.5%로 하향 조정하여 양적ㆍ단기발전보다 질
적ㆍ지속적 성장을 중시하고 물가목표를 다소 높게 설정하여 정책 대
응여지를 확보
◆ 국정과제로는 내수진작을 통한 안정성장, 물가안정, 농업발전, 경제발
전방식 전환, 민생개선, 재정·금융 등 제도개혁, 대외 개방수준 향상
등을 제시
◆ 최저임금 상향 및 임금인상, 고소득자 세수 파악 강화 등을 통해 소득
분배체계의 전면개혁을 추진
◆ 중국인민은행의 자본자유화 단계적 추진, 위안화환율 일중 변동폭 확
대(0.5% → 0.7~0.75%) 시사 등으로 외환ㆍ자본자유화 기대 고조
◆ 성장목표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8% 중반 성장과 3%내외의 물가안정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 조합
을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지준율 인하 등으로 대응 전망

1. 중국 양회의 의미

□

양회는 국정의 승인․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3.5∼
**
3.14, 이하 전인대)와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中國人民政治協商
會議, 3.3∼3.13)를 지칭하며 매년 1회 개최되는 중국 최고의 정치 행사
*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며 각 지방정부․군․민족․직능별로 3천여명의 대표들이 참
석하여 정부 주요업무 및 법안을 심의하고 승인․결정하는 중국 헌법상의 최고기구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12호(20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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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군소정당․소수민족․사회각계 직능대표 등 2,300여명이 참석하여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토의한 후 정부에 정책을 건의

o 양회는 지난해의 국정운영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향후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관련 정부정책을 건의하거나
결정
□ 이번 양회는 후진타오(胡錦濤)에서 시진핑(習近平) 체제로의 정치권력 교체
및 경제발전방식 등 경제구조 전환기에 개최된 점에서 의미가 크며, 순
조로운 권력이양과 체제안정을 위한 안정 속의 성장(穩中求進)․민생개선․
제도개혁이 핵심과제로 부각
o 제12차 5개년(2011∼15) 경제사회발전계획(이하 12․5계획)의 목표에 비추어
금년도 정치․경제․사회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경제발
전방식 전환, 소득분배 개선, 재정․금융개혁 등에 관한 의제를 심도 있
게 논의
o 원자바오(温家宝) 총리가 3.5일 중국정부의 금년도 경제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14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입장을 밝힘

2. 2012년 경제정 책 목 표 및 중점 추진 과제
1. 2012년 경제정책 목표
□ 원자바오 총리는 3.5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2012년 거시경제 목
표로 GDP성장률 7.5%, CPI상승률 4.0% 이내, 신규고용 900만명 이상을
제시하고 M2(통화정책 중간목표) 증가율을 14%, 재정은 적극적으로 운용한
다는 방침을 발표
o GDP성장률 목표치는 2004년 이후 7년(2005~11) 연속 8%를 유지(保八)해
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7.5%로 하향 조정
― 이는 7.5%가 12‧5계획기간중 성장률 목표치(연평균 7%)에 근접하는
데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내수중심으로의 성장방식 전환에 더
욱 유리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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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유가 오름세 등 대외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4% 이
내로 설정하였으며, 수출입 증가율을 10%로 제시함으로써 유로존 위기
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외무역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
감을 표현
2012년 주요 경제정책 목표
(%, 만명, 억위안)
2012년
목표

2011년

201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경제성장률

7.5

8.0

9.2

8.0

10.4

CPI상승률

4.0

4.0

5.4

3.0

3.3

신규고용

900

900

1,221

900

1,168

실업률

4.6

4.6

4.1

4.6

4.1

재정수지적자

8,000

9,000

5,190

10,500

9,997

M2증가율

14.0

16.0

13.6

17.0

19.7

자료 : 政府工作報告, 재정부․인민은행․국가통계국

2. 2012년 중점 추진과제
① 내수진작을 통한 안정성장
□ 중국정부는 중국경제의 안정성장 및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소비 위주의
내수진작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소비수요 확대, 투자효율성 제고 등
을 적극 도모
o 이를 위해 소득분배구조 개선․중저소득층 소득증대 등을 통한 주민소
득 제고, 양로․의료․보건․가사․문화․여행․건강서비스 발전을 통한 소비촉
진, 소비자금융 및 녹색소비 확대, 온라인쇼핑 등 신형 소비업태 발전,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도모
o 재정지출을 확대하되 정부투자의 선도역할 강화, 건설․재건사업 투
자보장 등에 중점을 두며, 국무원 신36조(新36条)*를 착실히 이행하
여 민간투자를 장려함으로써 투자규모 확대 및 효율성을 제고
* 2010.5월 발표한 국무원의 민간투자 장려방안으로 이전의 민간기업 발전방안
(2005.5, 구36조)과 구별하기 위해 신36조로 부르며, 교통운수․수도․철도 등 인
프라와 군수․석유․통신․항공 등 기간산업에도 민간투자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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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가안정
□ 시중유동성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물가 오름세를 억제하는 동시에 농산
물 공급안정으로 수요․공급 양면에서 물가안정을 도모
o 쌀․채소에 대한 성장(省長)․시장(市長) 책임제, 비축관리제도 개선, 농업
생산력 증대 등을 통해 농산품 공급안정을 도모
o 신선식품 운송체계 개선, 농산품 도소매시장 지원확대 및 물류․유통기
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등을 통해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야채․곡물․서
비스가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③ 농업의 안정적 발전 및 농민소득 증대
□ 산업화․도시화와 더불어 농촌 현대화를 병행 추진하여 농업의 안정적
발전 및 농민소득 증대를 도모
o 재배면적 확대․단위생산량 제고․농업구조 개선(고부가가치 작물재배 등)․빈농
지원 및 농업보조금 확대․곡물수매가 인상 등을 통해 농민소득을 증대
o 관개․수리시설, 농지개발, 가뭄․홍수 방지 시설 등 농업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 및 건설을 확대*하고 농민들의 농지․택지에 대한 제반 권리
를 보호
* 금년 중앙재정의 농업관련(三農) 투자예산은 1조 2,287억위안으로 전년보다 1,868
억위안(18%) 증액 편성

④ 경제발전방식 전환
□ 산업구조 개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중시,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발
전을 통해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도모
o 신전략산업(차세대IT․환경보호․첨단장비․신에너지․바이오․신소재․신에너지자동차) 발
전, 방송․통신․인터넷 3망융합, 전통산업 M&A 촉진 및 산업집중도 향
상,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업 발전 등으로 산업구조를 고
도화
o 에너지 절약 및 오염배출 감축, 스마트그리드 발전, 원자력․수력발전
육성, 셰일가스 탐사 가속화 등을 통해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 확대를 도모(단, 태양열‧풍력의 난립을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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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부대개발 등 중서부지역 발전 강화, 동부 노후 공업기지 진흥, 적극
적이고 안정적인 도시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
⑤ 과학기술교육 강화 및 문화산업 발전
□ 교육예산을 GDP의 4%로 확대하여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과학기술혁신
을 대대적으로 추진
□ 농촌과 중서부 지역 등 문화소외지역에 문화시설 건설을 확대하고 신문
출판․방송영화․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적극 도모
⑥ 민생 개선

□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고용흡수력이
큰 서비스업, 과학기술형 중소형기업 육성, 인력자원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노동자 권익을 적극 보호
,

o

아울러 기본의료 보장기준을 1인당 연간 24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촌지역까지 양로보험을 전면 실시하는 등 의료개혁 및 사회보장시
스템 개선도 지속 추진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지속하여 부동산가격을
保障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서민주택(
房) 건설(2012년 500만채 완공, 신규
착공 700만채 이상) 및 일반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개혁을 추진

⑦ 재정ㆍ금융 등 제도개혁

□ 중앙․지방정부간 세수조정 分稅制 개혁

(
), 소비세 제도 완비, 자원세 개혁
확대, 부가가치세 범위 확대, 재정건전성 제고 및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개혁을 추진

o

아울러 국유 대형금융기관 개혁, 중소형금융기관 육성 등도 도모

□ 민간자본의 철도․금융․에너지․통신 등 공공분야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민간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소득불균형에 대응하여 최저임금 상향 및 임금인상

, 고소득자 세수 파
악 강화, 중저소득자 소득비중 향상 등을 통해 소득분배체계의 전면개
혁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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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 척결

주민참정권 확대, 행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공산당
권한 분산 등 정부개혁도 지속 추진
,

⑧ 대외개방 수준 향상

□ 고기술․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비중 확대

, 고에너지소비․고오염 상품
의 수출억제, 서비스무역 확대 및 수출환급제도 운용, 무역신용 확대 등
을 통해 대외무역의 안정성장을 도모

□ 외국인직접투자 등 외국인자본이 제조업․첨단기술․에너지절약 및 환
경보호산업, 중서부지역, 사업서비스업 등에 집중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
자산업 지도목록 등을 수정하여 대외개방 수준을 향상

□ 해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국자본의 해외진출 走出去 을 확대하고 해
(

)

외투자의 질적 수준을 제고

o

특히 에너지분야, 원재료,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반설비 관련 해외
기업과 합작투자 및 M&A를 적극 장려

3. 평가 및 전망
1. 경제부문 : 질적 성장 추구
□ 이번 양회는 중국경제의 안정성장, 내수위주 성장방식 전환 등 12․5계
획의 기본 정책체계가 유지․강화되는 가운데, 원만한 지도부 교체를 위
한 민생개선 및 제도개혁 등을 통한 경제․사회 안정에 역점을 둔 것으
로 평가
o 12․5계획기간 연평균 성장목표 하향에 이어 금년도 성장목표를 7.5%로
낮춘 것은 향후 양적성장보다는 성장의 질을 더 중시하겠다는 의지로
평가
―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성장추세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경
제구조조정 의지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Lin Yifu 세계은행 Chief Economist,
ADB 등)

- 67 -

― 중국의 체제안정에 필요한 성장률(8% 이상)보다는 자동차 주행시 코너
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듯 경제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장기성장률* 둔화
세(7~8%)가 반영된 것으로도 평가(王岐山 부총리)
*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2011~15년중 연평균 성장률을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7.0%,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8.4%로 각각 전망

― 지방정부 등에 만연한 GDP 성장지상주의에 대해 성장률을 8%* 이상
으로 유지하는 바오바정책(保八政策)을 포기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양적․
단기발전보다는 질적․지속성장을 우선하라는 메시지를 제시한 것이라
고도 해석(李稻葵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 과거에는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잠재성장률이 8% 내외로 추정되었으나(사회
과학원, 2012.12), 향후에는 잠재성장률이 8% 이하로 낮아질 것임을 시사

o 물가상승률 목표(4%)는 대외리스크 등이 반영된 것으로 시장 전망치보
다 높게 설정하여 유로존 위기 확대 등에 따른 정책 대응여지를 확보
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Bloomberg)
― IMF와 10개 투자은행의 CPI상승률 전망치 평균이 3.3%임을 감안할
때 4%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기상악화 및 이란발 오일쇼크 등이 없
다면 물가는 연간 3%대 초반까지 안정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李稻葵,
WS 등)

― 8,000억위안*의 적자재정을 편성하여 재정지출 확대에 대비
* 지난해 적자규모(5,190억위안)보다 확대되었으며, 세수규모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재정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HSBC 등)

― 수출입증가율 목표(10%)를 최초로 명시한 것도 유로존 위기로 인한 수
출부진 심화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
o 한편 양회에 앞서 인민은행의 자본자유화 단계적 추진 필요성 발표 등
으로 외환･자본자유화 기대가 고조되었으나 향후 추진일정 등이 제시
되지 않음
― 다만 양회 기간중 인민은행의 위안화 무역결제 관련 중국내 대상기
업 제한 철폐, 중국개발은행의 여타 BRICS개발은행과의 위안화대출
확대 양해각서 체결 추진(3.29일 예정) 등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
o 금년 10월 차세대 지도부 선출 등에 대비하여 민생개선과 화합(和諧社
會)을 통한 사회안정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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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에 이어 호구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농민공 및 저소득층
배려를 대폭 강화하고 농업관련 예산도 확대(18%)

2. 정치개혁
□ 체제안정을 강조하면서 정치개혁 및 대외개방 등은 실질적인 진전이
미흡하여 차기 지도부로 숙제를 넘긴 것으로 평가
o 일부에서 덩샤오핑(邓小平)이 광동(广东)성 등 남부지역을 순시하며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남순강화(南巡講話) 20주년을 맞이하여 개혁․
개방 확대와 당내 민주화 등 정치개혁 진전을 기대
o 원자바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산당 및 국가 지도체제 개혁이 절실하며 정치개혁에 실패
할 경우 제2의 문화혁명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필요성을 거듭 강조
o 그러나 중국정부가 60년대 사회주의 영웅인 레이펑*(雷鋒) 사망 50주
년을 맞아 레이펑 배우기를 부각시키는 등 사회주의 이념은 재정립하
는 대신 당내 민주화 등 구체적 정치개혁 추진은 미루고 있는 상태
* 호남성(湖南省) 출신으로 공산주의청년단 단원과 인민해방군 전사로 근무하던
1962.8월 차량 전복사고로 22세에 생을 마감, 마오쩌둥(毛澤東)이 “레이펑 동지
를 따라 배우자(向雷鋒同志學習)”는 교시를 내린 후 중국에서는 인민대중에 대
한 희생과 봉사의 화신으로 추앙

o 2006년부터 7년째 양회에서 제안되어 온 공직자 재산신고 법제화도 여
전히 채택되지 못함
□ 한편 차기지도부(중앙정치국 상무위원, 9명) 후보였던 충칭(重慶) 당서기 보시
라이(薄熙来, 태자당)가 부시장의 부패 폭로로 이번 양회 직후 경질됨에
따라 향후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공청단․태자당간 당내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지도부 구성 등 정치지형에 변화가 예상

3. 향후 정책방향
□ 금년도 중국경제는 성장률 목표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
중반 성장과 3%내외의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o 중국에서 성장목표치는 금년도 달성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
도부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저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성장률은 8%를
상회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BNP Pariba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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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도 실제성장률이 목표치를 1%p 이상 초과하였으며 일부 지
방에서 고성장을 계속 추구할 가능성도 여전한 데다 조만간 새로운
소비촉진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
o 중국정부가 성장률이 8% 이하로 낮아질 경우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물가가 최근 3%대로 둔화되어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됨에 따라 정책대응 여지도 확대
□ 따라서 2012년 경제정책은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穩健) 통화정책 조
합을 유지하되 안정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통화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
o 양회 기간중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유로존 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나 국내외 경제여건을 종합 고려할 때 안정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
― 현재 중국의 지준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하의 여지가 크다고 언
급함으로써 향후 수출여건,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라 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
― 아울러 지준율 조정은 거시경제 여건보다는 금융기관 외환매입포지
션(外汇占款) 변동 등 대외부문 통화증감을 불태화함으로써 시중유동
성을 조절하기 위해 이루어진다고 언급
o 한편 중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은 물론 여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도 낮아 재정정책여력이 충분
― 지방채무 문제가 비교적 심각하나 2011년중 10.7조위안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향후 해결 가능한 것으로 기대
* 2011년 2조 1,536억위안이 늘어났으나 2조 1,533억위안을 상환함에 따라 2011
년중 순증 채무는 3억위안에 불과

□ 위안화환율의 일중변동폭 확대(0.5% → 0.7~0.75%) 등 환율제도 개혁은 인
민은행이 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도입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위안화 절상폭은 연간 3% 이내로 크지 않
을 것으로 전망
o 원자바오 총리는 위안화 추가절상 필요성에 대해 2005년 환율제도 개
편이후 실질실효환율이 30% 이상 절상되었으며, 홍콩 NDF시장에서 일
방적 절상기대가 해소되고 양방향으로 변동하는 상황에 비추어 위안화
환율은 이미 균형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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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중국의 무역흑자가 GDP대비 2.8%로 국제기준인 3% 이내이
기 때문에 무역흑자 축소를 위해 위안화 절상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
가 없으며, 미국과는 향후 대결보다는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도모
할 것이라고 피력
* 향후 중․미 양국이 신에너지, 신소재,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우주항공 등 첨
단기술 영역과 금융부문 등에서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

□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당분간 지속하되
최초 주택구입 및 서민주택 등에 대한 대출은 부분적으로 확대할 것
으로 전망
o 2003년부터 실시된 부동산정책이 최근에 와서야 효과가 나타나고 있
고, 부동산기업과 토지양도 수입에 의존한 지방정부가 이익확보를 위
해 개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원자바오 총리 등)
□ 500위안 등의 고액권지폐 발행과 관련해서는 인민은행은 현재로서는 발
행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표명

<참고 1>
12차 5개년 계획기간의 경제정책 목표
(%, 만명)

12․5
계획기간
목표

11․5계획기간
목표

실적
11.2
9.7(도시),
8.9(농촌)

경제성장률

7.0

7.5

소득증가율

7.0

5.0

도시화율
R&D/GDP(%)

51.51)
2.21)

1.3∼2.0

47.52)
1.82)

신규고용

4,500

4,500

5,771

주：1) 2015년말
2) 2010년말
자료： 政府工作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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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정협 제11기 5차 회의 주요 내용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는 6,069건(전년대비 307건 증가)의 정책
안건이 제안되어 5,651건이 채택되었으며(93.1%) 재정․금융개혁, 물
가안정, 3농문제, 소득분배 등 민생관련 제도개선이 다수를 차지하여
높은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
주요 제안안건
순위

2
3

주요안건
재정·금융체제개혁, 소유제경제 공동발
전
에너지절약, 자원ㆍ환경보호
취업·주거ㆍ사회보장ㆍ소득분배

4

지역발전, 빈곤지역 지원ㆍ개발

479(7.9)

5

법률체계 건설 및 청렴정치 실현

441(7.3)

6
7

사회관리
과학ㆍ교육을 통한 국가진흥전략

427(7.0)
411(6.8)

8

의약ㆍ위생ㆍ체육사업

402(6.6)

9

경제구조조정 및 산업 최적화

350(5.8)

10
11

정협망 및 정협소식망 공개
문화발전 촉진 및 번영

346(5.7)
288(4.7)

12

민족ㆍ종교

266(4.4)

13

내수확대ㆍ물가안정

264(4.3)

14

3농문제

236(3.9)

1

건수(구성비,%)
599(9.9)
578(9.5)
488(8.0)

<참고자료>
國務院, “2012年政府工作报告”, 2012.3.5.
新华网, “周小川 : 存款准备金率的调整并不表明货币政策松或紧”, 2012.3.13.
______, “周小川 : 我国实施稳健货币政策和国际经济形势密切相连”, 2012.3.13.
人民网, “温家宝 : 今年国内生产总值增长目标略微调低 预计增长7.5％”, 2012.3.5.
中国网, “温家宝 : 没有政治体制改革的成功 文革或会重演”, 2012.3.14.
中国新闻网, “温家宝 : 汇改以来中国实际有效汇率已提高30%”, 2012.3.14.
______, “温家宝 : 推进党和国家领导制度的改革”, 2012.3.14.
国家統計局,《2011年中国統計年鑑》, 2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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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석탄수입 급증 배경과 시사점*
배상인ㆍ안성희 신흥경제팀 조사역
◆ 석탄은 중국 에너지 소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경제의 안정 성
장에 중요한 자원으로 장기적으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
◆ 중국은 석탄 매장량과 생산량에서 세계 1위이나 2009년 이후 수입이
빠르게 늘면서 순수입국으로 바뀌었으며 세계 석탄수입량의 약
18%(2010년 기준)를 점유
◆ 이러한 중국의 석탄수입 급증은 ①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생산기
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국내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
고 ②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고품질 석탄의 수급 불일치가 심화된 데
다 ③중국산 석탄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에 비해 약화되고 있기 때문
◆ 앞으로도 단기간내 고품질 석탄의 생산 확대 및 공급단가 하락을 기대
하기 어려우며 중국정부도 석탄자원 확보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중국의 석탄수입은 상당 기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이 교역 및 직접투자 등을 통해 석탄수출국(인도네시아, 호주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석탄수입 변동의 국제석탄가격에 대한 교
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여타 주요 수입국도 석탄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

1. 개 요
□ 중국은 석탄 매장량 및 생산량에서 세계 제1위이면서 석탄에 대한 에너
지 의존도가 70%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석탄을 중점 확보
자원으로 관리
o 석탄매장량(2010년)은 2,794억톤으로 세계 매장량의 27.2%를 점유하고 있
으며, 생산량(2011년)은 35.2억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15호(2012.4.13), 국제경제리뷰 제2012-22호(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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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탄매장량
(억톤)
중국
미국
러시아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2,794
2,373
1,570
764
606
553
매장량
(27.2)
(23.1)
(15.3)
( 7.5)
( 5.9)
( 0.5)
주 : 1) 중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2010년, 호주 2007년, 러시아 2004년 기준
2) ( )안은 비중
자료 : 중국통계청, British Petroleum Statistical Review 2011

□ 그러나 2009년 이후 석탄 수요가 국내생산보다 더 크게 늘어나면서 수
입이 급증하였으며 그 결과 세계 석탄수입 비중이 약 18%(2010년 기준)로
상승
o 한국은 일본 및 중국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석탄수입국
세계 주요 석탄수입국1)
(백만톤, %)
일본
중국
한국
인도
독일
영국
185
165
119
72
39
23
수입물량
(19.9)
(17.9)
(12.8)
( 7.8)
( 4.2)
( 2.5)
주 : 1) 2010년 기준 2) ( )안은 세계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UNCTAD

⇒ 중국경제에서 석탄의 중요성 및 석탄수입의 급증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세계석탄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평가

2. 중국경 제에서 석탄 의 중 요성
□ 석탄은 전력생산에 주로 사용되면서 중국 에너지 소비의 70%를 차지하
고 있어 경제의 안정 성장에 매우 중요한 자원
o 정부는 세계 제1위의 석탄매장량, 석탄의 높은 경제성, 원자력 발전기
술 저위, 물 부족 등으로 석탄을 중점 에너지원으로 육성
― 특히 석탄은 에너지 단위당 구입단가가 원유 및 천연가스의 절반에
도 못 미쳐 경제성이 높은 자원으로 평가
― 원자력 발전은 입지 제한 이외에도 기술수준 저위,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 등으로 저조한 상황이며, 수력 발전은 수자원 부족* 등으로 안
정적인 에너지원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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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재생가능 수자원량(UN, 천m3)：브라질 42.6 미국 10.0 일본 3.4 중국 2.0,
인도 1.6 한국 1.5

석탄의 소비 비중1)

배럴당 환산 단가2)3)

전력생산 비중4)

주 : 1) 2010년 기준
2) 환산기준(EIA): 1배럴(원유)=0.16m3(천연가스)=0.196톤
(석탄)=0.137TOE
3) 2011년 기준
4) 2009년 기준
자료 : 중국 국가통계청, IMF, World Energy Council, International Energy Agency

o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석탄의 비중은 2010년 70%(세계
평균 30%)로 인도(53%), 브라질(5%) 등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
― 더욱이 석탄을 이용한 전력생산 비중이 79%에 달하고 있어 공급 부
족 등으로 인한 전력난은 생산 활동을 제약할 소지
에너지소비 비중1)

제조업 및 전력 생산 증가율

(%)

전세계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일본
한국
주 : 1)

석탄 석유
29.6 33.6
70.5 17.6
52.9 29.7
4.9 46.1
13.6 21.4
24.7 40.2
29.8 41.4
2010년 기준

가스 수력 원자력
23.8
6.5
5.2
4.0
6.7
0.7
10.6
4.8
1.0
9.4 35.3
1.3
53.9
5.5
5.6
17.0
3.8 13.2
15.1
0.3 13.1
자료 : IEA

자료 : CEIC

□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석탄 수요는 높은 경제성, 석탄화력발전의 기술
수준 향상 등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
* EIA에 따르면 석탄수요가 세계 전체로는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1.4배, 비OECD
국가에서는 1.62배, 중국에서는 1.76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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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석탄 사용으로 인한 CO2 배출량*이 친환경적 석탄화력발전 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점차 감소하면서 석탄수요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CO2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25% 정도로, 이중 73%가 석탄 등 화석연료 소비에서 발생
** 석탄화력발전이 “저임계(subcritical, 발전효율성 38%) → 초임계(supercritical,
42%) → 초초임계(ultra-supercritical, 45%), 석탄가스화발전(IGCC, 43%)” 순으로
발전하면서 에너지 생산단위당 CO2 배출량도 감소#하는 추세(IEA, 2011.10월)
# 발전효율성이 1%p 높아질수록 CO2 배출량은 3% 감소

전세계 석탄수요 전망

중국의 에너지 수요 전망

자료 : BP

자료 : BP

3. 석탄수 입 현 황과 급증 배경
1. 현황
□ 중국은 석탄 수입량이 2009년부터 빠르게 늘어나면서 순수입국으로 전환
o 수요가 국내생산을 웃돌면서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평균수입단가
도 큰 폭 상승
석탄 수요량1) 및 생산량

주 : 1) 재고 포함

석탄수입 물량 및 단가

자료 :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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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N Comtrade

o 이에 따라 석탄수입액이 2008년 37억달러에서 2011년 239억달러로 6.5
배 증가하면서 석탄수입 의존도가 2011년에는 약 5%로 상승(금년 1～2
월중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69.0% 증가)

― 국가별로 보면 인도네시아(총수입액중 비중: 30.6%, 2011년), 호주(24.5%)의
순으로 많음
석탄의 수출입 현황

석탄의 국가별 수입액

자료 : CEIC

자료 : CEIC

2. 석탄수입의 급증 배경
( 금융위기 이후 석탄의 수요 회복 및 생산의 구조조정 )
□ 2009년 이후 석탄수요가 크게 늘어난 반면 국내생산은 석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수요를 하회
o 2008년중 석탄가격이 석유가격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석탄수요가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크게 둔화되었다가 2009년부터 석탄가격의
안정 등으로 재차 확대
국제석탄가격 및 석유가격

화력발전 증가율

주 : 1) 석탄가격은 호주 뉴캐슬,
석유가격은 브렌트유 기준
자료 :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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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EIC

o 반면 석탄 생산량은 2008.9월부터 추진된 석탄생산기업에 대한 구조조
정의 영향으로 수요에 비해 더 작은 폭으로 증가
― 아울러 국내 생산량 증가로* 석탄의 채굴가능년수(매장량/생산량, 2010년
기준)가 러시아(495년), 미국(241년), 호주(180년) 등보다 훨씬 짧은 86년
으로 단축되면서 생산량을 조절할 필요성 제기
* 중국의 석탄생산량은 2000~10년중 연평균 8.8% 증가하면서 세계 생산량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중 32.4%에서 48.3%로 상승

― 정부는 2008.9월 이후 산서성을 시작으로 90만톤 이하(기존 30만톤)의
소규모 광산을 폐쇄하고 민간기업의 국영화를 추진하였으며, 2010.8
월부터는 내몽고, 허난성 등으로 확대
전세계 석탄생산량 비중

주 : 1) 2010년 기준

석탄생산량 증가율

자료 : BP

자료 : CEIC

o 그 결과 국내 생산량이 수요량을 하회함에 따라 전력기업 등 석탄 수
요자는 부족분을 재고로 일부 충당하면서 수입을 확대
석탄 수요량 및 공급량 증가율

석탄재고 감소량 및 수입량

자료 : CEIC

자료 :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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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질 석탄의 수급 불일치 심화 )
□ 고품질 석탄의 수요가 고효율 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크
게 늘어난 반면 공급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
o 고효율 발전소는 황과 먼지의 함유량이 낮은 고품질* 석탄을 사용하나
국내산 품질은 신장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호주산 및 인
도네시아산에 비해 열위
* 석탄 품질은 열량 함유량이 클수록, 황(보일러 부식 가속화)과 먼지(에너지 손실,
환경오염 초래) 함유량이 작을수록 우수

석탄의 평균 품질

Kg당 칼로리

전체
5,250

중국
내몽고
3,500~5,500

신장
6,000~7,000

황 함유량

1.1%

0.1~4.1%

0.5%

인도네시아

호주

5,200

6,300

0.3%

0.6%

먼지 함유량
23.0%
..
..
4.0%
9.0%
자료 : Pew Center on Global Climate Change, Roleva Energy, GavekalDragonomics

― 또한 국내 석탄은 산서 및 내몽고 2개 지역에 58% 정도 매장되어 있
는데 주생산지인 산서지역의 품질이 점차 저하되는 경향(International
Coal Report, 2011.6월)

중국내 지역별 석탄매장량1)

중국내 지역별 석탄생산량1)

주 : 1) 확인매장량(2010년) 기준
자료 : WIND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WIND

― 또한 개발이 미진한 신장지역*에는 고품질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으
나 주요 산업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철도수송능력도 뒷받
침되지 못하여 채산성이 크게 낮은 수준(생산량은 약 1억톤에 불과)
* 미확인 매장량이 확인 매장량의 10배에 가까운 1,500억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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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석탄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 )
□ 석탄의 국내 공급단가가 가격규제 완화, 국영기업화 추진, 채굴의 난이
도 증가, 운송비용 상승 등으로 점차 높아지면서 수입석탄 대비 가격경
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o 정부는 2002년까지 계약가격제도를 통해 석탄가격을 엄격히 통제하여
왔으나 이후 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
중국의 석탄가격 시스템
기간

가격 관리 시스템

1949-1981년 정부의 생산목표하에 모든 생산을 계획 생산
1981-1993년 국영기업의 생산목표량 초과분은 시장가격에 거래 가능
주요 국영기업 소유의 광산에서 생산된 석탄의 일정 할당량에 대해
1993-2002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정한 가격으로 대형 전력기업에 공급
하고, 나머지 석탄은 시장가격에 거래
NDRC는 계약물량에 대한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국영광산기업과 발전
2002년 이후 기업은 기준가격을 토대로 조달·판매가격을 협상에 의해 결정. 나
머지 석탄은 시장가격에 거래

o 주생산지인 산서지역에서는 채굴단가가 광맥이 깊어지면서 점차 상승
하고 있으며, 신장 및 내몽고에서는 철도건설 부진으로 운송비가 상승
― 2008.9월 이후의 광산 구조조정 및 국유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도 채
굴단가 상승**을 초래
* 국영기업 근로자들에게 총급여의 35~40%에 해당하는 사회보장혜택을 제공
** 산서성의 석탄생산단가(2010년, 위안) : 민간광산 250, 주요 국영기업 광산 400

운송비1)

지역별 석탄생산

자료: GavekalDragonomics

주 : 1) 철도역 계약가격과 광산
계약가격의 차이
자료 :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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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와 같이 채굴단가 및 운송비가 상승하면서 국내산 석탄의 수입산 대
비 가격경쟁력은 2009년 이후 급격히 약화
― 화력발전기업도 석탄조달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여
원가절감을 위해 수입산을 선호
석탄 수입가격 및 국내가격1)

석탄가격 등락률 및 화력발전 이익률

주 : 1) 호주는 뉴캐슬, 중국은 칭황다오,
러시아는 보스토크니항 기준
자료 : McCloskey

자료 : CEIC

4. 시사점
 중국 정부는 단기간내 고품질 석탄의 생산 확대, 공급단가 하락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석탄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
로 보여 앞으로도 석탄수입은 상당 기간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버클리랩(2009.7월), BP(2012.1월) 등도 중국이 석탄 순수입국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

o 석탄운송용 철도 건설, 대형화 및 설비 증설, 마인마우스* 발전 확대
등을 통해 생산･운송 단가 인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단기간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
* 마인마우스(Mine-mouth)는 석탄 탄광에 인접한 발전소를 의미

― 고품질 석탄의 주산지인 신장 지역의 철도수송 능력이 확대되고 있
으나 생산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2015년까지 운송 애로가 지
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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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수송능력
지역

2010년
생산량

철도 구간

북부(산서-보하이)
중부(산서-산동)
섬서
남부(섬서-산동-강소)
서부
내몽고
동부
신장
신장
합계
자료 : 중국철도청, Macquarie, Goldman
산서

741.0
361.6
786.6
99.3
1,988.5
Sachs, CCTD

(백만톤)
수송능력
2010년
2015년
620
775
120
380
160
275
10
160
0
190
10
115
920
1,895

o 정부는 매장량 대비 생산량 과다를 석탄산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인식*
하고 석탄산업정책 방향을 ｢자급자족｣에서 ｢수입처 다변화 및 국내재
고 비축｣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임(GavekalDragonomics, 2012.2월)
* 중국에너지자원부 ｢석탄산업발전 12.5계획｣(2012.3.22.일)

― 석탄에 대한 자원세*가 종량제(톤당 2~8위안)에서 종가제(판매액에 연동)
로 바뀌고 환경세도 도입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석탄생산비용을 높
이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정부는 2011.11월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세금을 톤당 8~30위안, 1000m3
당 2~15위안에서 판매액의 5%로 변경

o 다만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설비 증대, 미확인
석탄매장량의 탐사노력 등이 결실을 거둘 경우에는 석탄수입의 증가세
가 둔화될 소지
― 정부는 3개 에너지 관련 산업을 12차 5개년(2011~15년) 계획내 7대 전
략적 신흥산업*에 포함하고 2015년 이전에 탄소세를 도입할 계획
* ①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②태양열, 풍력 등 신에너지, ③신에너지 자동차,
④차세대 정보기술, ⑤바이오, ⑥첨단장비 제조, ⑦신소재

 중국이 교역 및 직접투자 등을 통해 석탄수출국(인도네시아, 호주 등)에 미
치는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어 중국의 석탄수입 확대가 향후 국제석탄가
격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o 중국의 석탄수입량이 세계수입량의 약 20%(국내 수요량의 5%)에 달하며
석탄 등의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
으로 활발하게 추진*
* 중국의 전체 해외투자(3,090억달러, 2005~11년)중 대호주 투자가 철광석, 석탄 등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425억달러에 달하며 대인도네시아 투자도 199억달러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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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기업의 석탄 관련 주요 해외투자 현황
시기
인수기업
2009. 9월 중국투자유한공사(CIC)
12월 Yanzhou Coal Mining Co
2010. 4월
China Railway Group
2011. 9월
Sichuan Hongda

(억달러)
투자대상기업
계약액
Bumi Resources(인도네시아)
19
Felix Resources Ltd(호주)
29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석탄철도 개발권
48
탄자니아중국국제광물자원공사
30

o 주요 석탄수출국은 중국의 자원 확보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자국 자원
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
― 호주정부는 2011년 중국의 리오틴토* 인수를 무산시켰으며 금년 7월부
터 자국내 철광·석탄개발업체에 자원세(순이익의 30%)를 부과할 방침
* Rio Tinto Group은 철광석, 석탄, 구리 등에 투자하는 호주의 다국적 광산·자
원업체임

― 인도네시아도 광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허가 및 원자재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
호주 및 인도네시아의 석탄수출 현황
국가
석탄수출 비중1)
주요 수출대상국별 비중2)
인도네시아
18.0%
중국 23.2%, 인도 17.5%, 한국 14.8%, 일본 12.1%
호주
13.4%
일본 39.1%, 한국 14.5%, 중국 12.3%, 인도 10.9%
주 : 1) 2011년 기준
2) 2010년 기준
자료 : World Bank, CEIC

o 이에 따라 석탄 등 자원을 둘러싼 교역국간 갈등이 국제상품시장에서
가격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증대
― 과거에도 중국이 철광석, 구리 등의 수입을 늘리면서 국제가격이
큰 폭 상승(2010년 세계 수입액 대비 비중: 철광석 63.0%, 구리 25.6%)
중국의 주요 원자재 수입 증가율 및 국제가격 상승률

자료 : WIND

자료 :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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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석탄의 세계 수입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중국 이외의 주
요 수입국은 석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
o 세계 석탄매장량의 65% 이상이 중국, 미국 및 러시아 3개국에 편중되
어 있어 세계적으로 석탄 수입수요 확대는 불가피
― 주요 수입국인 인도 및 한국의 석탄수요*는 2030년까지 각각 1.2배
및 1.5배 증가할 전망(EIA)
* 에너지 수요의 석탄의존도(%) : 인도 52.9, 한국 29.8, 일본 24.7

전세계 석탄수입량 예측

석탄수입국의 석탄수입물량

자료 : EIA

자료 : UN Comtrade

o 특히 일본과 한국은 석탄수요의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이며 주요 수
입조달국가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으로 중국과 중첩
석탄수요의 수입의존도1)

주 : 1) 2009년 기준

석탄수입국의 수입조달국가별 비중1)

자료 :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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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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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비주도 성장패러다임 전환의 제약요인*
한재현 신흥경제팀 과장
◆ 중국은 대외수요 변동에 대한 취약성, 과잉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등
기존의 수출과 투자 위주의 성장모델이 유발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의 질적수준 제고 등을 위해 소비가 주도
하는 성장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
ㅇ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15년)중 명목GDP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45%(2010년 33.8%)로 높인다는 계획을 수립
◆ 중국정부가 소비주도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①소득격차 확대, ②높은 주택가격과 금융
시장의 미발달, ③인구고령화와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④취약한 중산
층과 낮은 도시화율 등이 향후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약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
◆ 중국이 추진하는 소비 주도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은 앞으로 제2의 도약
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최근 유럽 국가
채무문제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당분간은 소비주도 성장정책의
전면적 실행보다는 SOC투자, 재정지출 확대 등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
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
o 중국정부가 경제성장의 질적수준 제고와 성장동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얼마나 신속하게 도모할지,
그리고 소비기반 확충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어느 정도로 해소해 나갈지
가 향후 성장패러다임 전환의 성패를 결정할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

1. 검토 배경
□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지난해까지 33년간 연평균 9.6%의 경제성
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출 및 투자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소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진
* 중국은 2004.12월 투자와 수출에서 벗어나 소비를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하는 정책
노선을 공식화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o 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실질기준)가 투자보다 크게 낮은 수준
o 특히 가계소비율이 1990년대 이후 낮아지는 추세이나 가계저축률은 여
타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2000년대 들어 상승세 지속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25호(2012.6.21), 국제경제리뷰 제2012-30호(20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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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비의 성장기여도

가계소비율 및 투자율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요국 가계저축률

자료 : OECD, 沈坤榮 등(2011)

□ 최근 중국은 대외수요 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과잉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소비가 주도하는 성장패러
다임으로 전환을 추진중
o 정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15년)중 명목GDP에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45%(2010년 33.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수립
o 소비가 주도하는 성장모델로의 전환은 향후 중국이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
* 중간소득 국가들이 경제개발 초기에는 빠른 성장세로 1인당 GDP 1,000달러선인
‘빈곤의 함정’을 쉽게 빠져 나오지만, 그후 3,000~5,000달러 구간에서는 그간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배태된 모순과 구조적 제약으로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 1960∼
7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국가가 대표적 사례(Ohno, 2009)

⇒ 중국의 소비시장 현황을 살펴본 후 소비주도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제약
하는 요인들을 점검

2. 소비 현황
( 소비 규모 )
□ 중국의 가계소비 규모는 2000년 4.6조위안(0.56조달러)위안에서 2011년
16.3조위안*(2.54조달러)으로 지난 10년간 4배 가까이 증가
* 이는 세계 5위인 프랑스(GDP 2.56조달러)의 GDP에 맞먹는 규모(2010년 기준)

o 소비 확대는 기본적으로 소득 증가에 기인하며 1인당 가처분소득은 도
시가계의 경우 2000년 6,730위안(813달러)에서 2011년 21,810위안(3,404달
러)으로, 농촌가계는 2,253위안(272달러)에서 6,977위안(1,089달러)으로 각각
3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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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넘어선 도시도 2007년 심천(深圳)과 소주(苏
州) 등 2개 도시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6개, 2009년 11개, 2010년
15개로 크게 증가
o 수입 소비재시장 규모는 2000년 190억달러에서 2011년 2,163억달러
로 11배 이상 늘었으며, 전체 소비에서 수입소비재가 차지하는 비
중도 2000년 3.4%에서 2011년 8.5%로 상승
가계소비액 및 도·농 소득 증가율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소비재수입액

자료 : UN Comtrade

□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현재 세계 제4위이나 거대한 인구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을 배경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
o 현재 미국의 40% 수준인 중국의 GDP규모(5.9조달러)가 늦어도 2030년경
에는 미국을 추월하고(World Bank, 2012) 소비규모는 이보다 빠른 2020년
무렵 세계소비시장의 23.1%를 점유하여 미국(22.9%)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Credit Suisse, 2010.1월)
― 중국정부도 의료·금융·여행 등 서비스수요의 빠른 확대를 배경으
로 중국이 2015년이면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
망(陈德铭 상무부장, 2012.5.28일)
중국 소비시장 관련 지표
지표
내용
비고
백만달러 이상 자산보유 가구 111만 가구(2010)
세계 3위, 1위 미국(522만) 2위 일본(153만)
연소득 9,000달러 이상 인구 1.48억명(2009)
2020년 4.2억명 예상
자동차 판매
1,851만대(2011)
세계 1위, 2위 미국(1,304만대)
비행기 구매(보잉사)
200대 190억달러(2011) 2011~30년중 6,000억달러 예상
인터넷 사용자
5.13억명(2011)
세계 1위
휴대폰 사용자
8.89억명(2011.3)
세계 1위
사치품시장 규모
525억유로(2011.3)
세계 2위, 1위 일본(714억유로)
자료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1.9월), 중국자동차공업협회(2012.1.2일), BEA
중국인터넷정보센터(2012.2.3일), The World Luxury Association(2011.10월), Bloomberg(2011.6.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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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구조 )
□ 소득증대와 함께 소비구조도 기초소비 위주에서 서비스관련 소비로 빠
르게 바뀌고 있음
o 도시가계의 경우 의식주관련 소비 비중이 1985년 71.6%에서 2010년
56.3%까지 낮아진 가운데 엥겔계수도 계속 하락*
* 2010년 엥겔계수는 농촌 41.1%, 도시 35.7%로 1인당 GDP가 비슷한 시기의 한국
(24.4%), 일본(26.6%)보다 높은 수준

― 다만 주거비 비중은 주택제도 개혁* 이후 주택임차료 상승과 수도･
전기･가스요금의 현실화 등에 기인하여 1985년 4.8%에서 2010년
10.7%로 상승
* 중국은 1980∼90년대에 주택시장 개혁을 점진적으로 실시하면서 1998년 주택분
배제도를 완전 철폐하고 주택매매를 자유화하였으며 당시 무료 혹은 매우 저렴
한 가격으로 기존 입주자들이 분배받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하였음

o 반면 교통･통신, 보건･의료, 교육･오락･문화 등 서비스관련 소비 비중
은 1985년의 12.8%에서 2010년의 33.3%까지 크게 상승
― 이는 1인당 GDP가 비슷한 수준이었던 1988년의 한국이나 1976년의
일본보다 높은 수준
기초소비의 비중

자료：중국국가통계국

엥겔계수

자료：중국국가통계국

서비스 관련 소비 비중

자료：중국국가통계국,
ECOS, 일본통계청

□ 주요 내구소비재 소비의 경우 도시와 농촌이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
고 있음
o 도시가계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신규수요보다는 교체수요에 집중*
* 칼라TV, 에어컨 등이 이미 가구당 1대 이상 보급되었으며 세탁기와 냉장고 보유도 가구당 1대에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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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농촌가계의 경우 도시가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신규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단계*
* 저가위주의 제품을 중심으로 농촌에 대한 가전제품 보급이 목적인 家電下鄕
정책이 2009.2월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중으로 전자제품 구입시 구입가의
13%를 보조금으로 지급

도시가계 내구소비재 보급률

농촌가계 내구소비재 보급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3. 제약요인
□ 중국정부가 소비주도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①소득격차 확대, ②높은 주택가격과 금융시장
의 미발달, ③인구고령화와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④취약한 중산층과 낮
은 도시화율 등이 현재로서는 전환과정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1. 소득격차 확대
□ 향후 경제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소득과 정부 및 기업소득
과의 불균형, 도농･지역간 소득격차 등의 구조적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소득격차확대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동기(social
status-seeking motivation)를 강화시켜 저축의욕을 자극하고 소비를 억제(Corneo
등, 1999)

o 1995∼2010년중 상장기업 순익 및 재정수입은 각각 연평균 38.5% 및
18.9% 늘어난 데 비해 도시 가계소득은 11.3% 증가에 머무르는 등 정
부 및 기업에 비해 가계부문으로의 분배가 적게 이루어지면서 개인가
처분소득의 대GDP 비중이 하락세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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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Gini계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소득 및 자산분포가 상위계층으로 크
게 집중**되어 있는 점도 소비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 1978년 0.18 → 1981년 0.29 → 1988년 0.38 → 2000년 0.41 → 2007년 0.47 → 2010
년 0.5 이상(2007년까지는 국가통계국, 2010년은 新华社)
** 상위 10%의 가계가 총소득의 56.9%, 자산의 84.6%를 점유(西南財經大學, 전국
8,438가구 표본, 2012.5월)

― 중국 9개 지역의 56,000개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97∼
2006년중 평균소비성향이 하락(82%→75%)하였는데 이중 21%가 소득격
차 확대에 기인(Ye Jin 등, 2011)
개인가처분소득/GDP 비중

자료 : UN

주요국 Gini계수1)

주 : 1) 최근년도 기준
자료 : UN, OECD

가구당소득･자산평균과중위수

자료 : 西南財經大學(2012)

o 도농･지역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도 소비확대를 제약*
* 도농･지역별 소득격차가 배로 증가할 때마다 소비율이 각각 2.1%p 및 1.5%p 하락(李光, 2011)

― 1983년 도시가계소득의 55% 수준이던 농촌가계소득은 현재 30%를 다소 넘
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31개 省(市)의 1인당 GDP 격차는 5∼6배에 달함
도시소득(소비) 대비 농촌소득(소비) 비율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상하위 3개 성(시)의 1인당 GDP1)

주 : 1) 2011년 기준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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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과 소비자금융시장의 미발달
□ 부동산이 가계자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의 효과
(wealth effect)는 미미하며 오히려 높은 주택가격이 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 가계자산중 부동산 70.9%, 금융자산 5.3%, 기타 비금융자산 23.8%를 각각 점유(西
南財經大學, 2012)

o 부동산을 상속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해
도 현금화되기 어려워 소비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다 오히
려 부동산가격 상승이 주택시장개혁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신규로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의 부담증가로 이어져 소비를 저해
―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북경,
상해, 광주 등 대도시의 경우 연간 임금소득 대비 주택가격(80m2
기준) 배율이 17∼21배에 이르러 개미족*(蟻族)을 양산
*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교외의 좁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집단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대학졸업생 등을 지칭

― 또한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면서 소위 ｢주택노예｣(房奴)
문제를 야기
* 가계대출중 주택대출 비중은 53.2%로 아직 주요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1997년말 131억위안에서 2011년말 GDP대비 15.4%인 7.2조위안으로 크게 증가

평균주택가격/연간임금

주택가격 비교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global propertyguide

주택대출 비중1)

주 : 1)주택대출/가계대출
2011년(미국은 2007년)
자료 : 중국인민은행 등

□ 카드론, 오토론 등 소비자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소비자금융을 통해 가
계소비가 확대될 여지도 적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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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0.1월 이후 출범한 소비금융 전문 대출기관인 ｢소비금융공사*｣
(consumer finance company)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등장
* 여행, 결혼, 교육 등과 관련하여 단기·소액·무담보를 원칙으로 대출하는 기관으로
북경, 상해, 성도, 천진 등 4곳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중이며, 천진 捷信소비금
융공사의 경우 2010.12∼12.1월중 36억위안 대출실적(건당 2,300위안)을 기록

3. 인구고령화와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 그동안 중국은 인구증가와 농촌 잉여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 등 요
소투입 증가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였으나 앞으로는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을 제약하면서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o 중국은 우리나라 등과 함께 빠른 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성장기반 약화와 소비활동
위축을 초래할 우려
― 생산가능인구 및 동 비중은 2015년 전후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성장동력 저하에 대응하여 퇴직정년(남성 60
세, 여성 55세)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12.6.6일)
인구고령화 비교
진입 시기
중국
한국
일본
7% 이상
2000
1996
1970
14% 이상
2021
2014
1991
20% 이상
2033
2023
2000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UN
기준1)

분류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고령사회(Aged Society)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주 : 1) 65세 이상 인구 비중

o 부양률 상승 등 부양부담 증가가 사회문제(｢4+2+1｣ 문제*)로 부각되는 가
운데 젊은 세대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유발하여 가계저축과 소비를 모
두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한 명의 자녀가 부모 및 양가 조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상황

생산가능인구와 부양률1) 전망

주요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 전망

자료 : UN

주 : 1) (전체인구-생산가능인구)/생산가능인구
자료 :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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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미흡한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인해 예비적 동기의 저축 유인이 큰
것도 가계소비 확대를 제약*
* 정부지출중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중이 1%p 높아지면 가계소비율은 0.2%p 상승
(중국개혁발전연구원, 2012)

o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화된 사회보장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도농이 분리되어 있어 농민공 등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중국의 사회보장체계는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기업･개인의 3자가 부담하
는 5대 사회보험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로 구성되며 전자에는 양로(養老),
의료(醫療), 실업(失業), 상해(工傷), 육아(生育) 보험이, 후자에는 도시 및 농촌의
최저생활보장제, 농촌사회양로보험, 농촌합작의료보험 등이 포함

― 도시근로자의 5대 사회보험 가입률(2010년)은 36∼56%에 이르고 있는
반면 농민공의 가입률(2011년)은 지역별·보험종류별로 2.8∼27.0%에
그침
농민공 사회보험 가입률1)

사회보험 가입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 : 1) 2011년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o 특히 가계의 의료비와 교육비 부담이 커서 주택문제와 더불어 교육･의
료는 소위 ｢산따샨｣(3大山)이라 하여 가장 큰 민생문제로 부상
― 가계지출중 의료보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1985년 2.5% → 2010년
6.5%) 전체 의료비중 정부 부담분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40%
내외에 그치고 있으며, 도시가계의 1인당 의료보건비는 1993∼2011
년 연평균 18.6% 늘어* 가처분소득(13.5%)에 비해 빠르게 증가
* 1991∼2008년중 입원환자 평균진료비는 연평균 14.5%씩 증가하였으며, 2009년
에는 도시지역 연간 1인당 소득(18,858위안)의 31.6% 수준인 5,952위안에 달함
(CCTV, 2010.7.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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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교육비 부담이 과중*한 반면
교육관련 재정지출은 총재정지출에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비
슷한 소득수준을 보였던 시기의 한국(19%)보다 낮은 수준
* 천진시 조사에 의하면 유치원에서 대학 졸업까지의 19년간 예상교육비가 14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2010.6월) 이는 2010년 도시가계 1인당 가
처분소득(19,109위안)의 39%에 해당하는 연간 7,400위안이 교육비로 지출되어
야 함을 의미

□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실
시할 계획이나 막대한 재정부담과 지역간 재정격차 문제 등이 상존하여
그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
o 31개 성(시)의 재정수입 편차가 심각하여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재정
수입이 전국평균(3,518위안)을 초과하는 성(시)은 상해 등 8곳에 불과
전체의료비중 정부부담 비중

자료 : WHO

재정지출중 교육비 비중1)

성(시)별 1인당 재정수입

주 : 1) T : 한국 1979년, 중
국 2000년
자료 : 한국예산결산정보시
스템, 중국재정부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4. 취약한 중산층과 낮은 도시화율
□ 경제발전에 따른 중산층 확대는 소비의 안정적 증대 및 소비의 질적수
준 제고를 유도하나 중국의 경우 견실한 소비계층으로서 중산층 기반이
아직 취약한 편
o 중산층 규모와 관련하여 중국사회과학원 기준인 가구당 연간소득 6만
위안 이상 가구 비중은 아직 20% 미만인 것으로 추정*(2010년 기준)
* Brookings 연구소는 가구당 일평균 10∼100달러를 소비하는 중국의 중산층 규모를
전체 인구의 18.2%로 추정(The Wall Street Journal, 2012.6.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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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인구 비중도 52∼63%에 불과하여
OECD국가 평균(8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연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농촌 5,136위안, 도시 16,839위안이며 인구비율로 가
중평균한 전체 중위소득은 10,976위안(2011년 기준)

중산층 규모 추정관련 소득 및 소비 기준
기관

기준

사회과학원
(2009.3)

가구당 연소득 6∼50만위안
(9,300∼78,000달러)

Forbes
(2010.11)
Wall Street
Journal
(2012.6)

가구당 연소득 7∼40만위안
(10,900∼63,000달러)

중위소득의 50% 이상 인구 비중1)

가구당 일평균 지출 10
∼100달러
주 : 1) 최근년도 기준
자료 : OECD, 중국국가통계국

□ 한편 도시화율이 2011년(51.3%) 50%를 넘어서는 등 도시화의 진전은 주
택･교통･학교･의료시설 등의 인프라 및 서비스 수요 확대를 통해 소비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며 그 내용면에서도 미진
* 도시화율 1%p 상승은 소비증가율 및 경제성장률을 각각 1.44%p 및 0.4∼0.5%p 높
이는 것으로 추정(翁媛媛, 2011)

o 중국의 도시화율은 세계 평균인 58.6%를 아직 하회하고 있으며 도시거
주 농민공(1.3억명)을 제외할 경우 실제 도시화율은 42%에 불과한 것으
로 추정되는 등 농민공 일부가 도시인구로 포함되면서 도시화율이 빠
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부터 인구조사시 상주인구 기준을 기존의 타지역 호적 보유자중 1년 이상
거주자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변경

o 이러한 도시거주 농민공은 실질적으로 도시민으로서의 혜택을 거의 향
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순한 도시화율 상승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농민공의 거주환경개선책 등
이 시급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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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도시화율1)

도농 소비비중과 도시화율

자료 : 중국국

가통계국

주 : 1) 2011년 기준

자료 :

UN

4. 향후 전망
 중국이 추진하는 소비 주도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은 앞으로 제2의 도약
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적정 수준의 성장
률 달성과 이에 따른 고용･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당분간 투자와 수출에
의한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 소비 주도의 경제(명목 GDP의 60% 이상)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이상 소요 전
망(Ekman, 2011)

o 특히 유럽 국가채무문제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중국은 성장률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
되는 소비주도 성장정책의 전면적 실행보다는 SOC투자, 재정지출 확
대 등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중국 경제의 소비주도 경제성장 여건 종합
긍정적 요인
제약 요인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증가
․도농간 계층간 지역간 소득불균형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소비관련 금융상품 개발 ․높은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사회보장시스템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교육비･의료비 부담 과중, 재정부담 과중
․도시화의 지속적인 진전
․호적제도 미비 및 농민공 등 고용 불안
․80後 90後1)등 구매력 갖춘 신세대 중산층 ․인구고령화
등장과 확대
주 : 1) 80後는 80년대에 태어나 지금 30代인 세대(약 1.8억명), 90後는 90년대에 태
어나 지금 20代인 세대(약 2.2억명)를 지칭

o 중국정부가 경제성장의 질적수준 제고와 성장동력의 안정성을 확보하
기 위해 소득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얼마나 신속하게 도모할
지, 그리고 소비기반 확충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어느 정도로 해소해
나갈지가 향후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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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는 패러다임 전환 노력의 일환으로 세제개혁, 주거비 부담 완
화,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고 아울러 소비보조금 지급 등 직접적 소비촉진책을 시행
o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감세*, 국유독점기업 등의 임금인상 억제,
임금조례 제정 등 종합적인 소득분배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
기에 정식 공표할 예정
* 금년도 약 6,000억위안의 감세여력이 존재하며(2011년 총 조세수입 8.97조위안의
약 6.7%) 중국정부는 부가가치세율 하향조정 검토중(중국사회과학원, 2012.5.21일)

― 특히 임금조례는 단체임금협상제도,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
물가상승을 고려한 임금인상률 조정 등을 규정하여 근로자보호를 강
화하는 동시에 실질소득 증대를 도모
o 가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대규모 염가주택 공
급을 중점적으로 추진*
*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2011∼15년) 계획기간중 3,600만가구의 염가주택을 공급
한다는 계획하에 2011년 432만가구 완공 및 1,043만가구 착공에 이어 금년중 500
만가구 완공과 700만가구 신규 착공 예정(중국국가통계국, 2012.2.23일)

― 현재 상해와 중경에서 시행중인 부동산보유세 부과지역이 금년중 확
대될 예정으로 있는 등 부동산가격 억제시책도 당분간 완화되지 않
을 것으로 예상
o 가계소비 여력의 증대를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합하고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
― 2003∼06년 23개 성, 5728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농촌지역의
합작의료보험제도* 도입으로 가계소비가 5.6% 증가(白重恩 등, 2012)
*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료보험제도로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정부가 20∼40
위안을 보조하는 형태. 특히 정부의 직접 보조액보다 더 크게 소비가 증가하였
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인한 소비촉진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o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촉진의 달 지정, 수입관세 하향 조정, 가전･가구
등 내구소비재 구입시 보조금 정책 등을 실시
― 천진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가구구입보조금(家具 以舊換新) 정책이 7
월부터 북경으로 확대될 예정(北京商报, 2012.5.7일)이며 家電下鄕정책도
2012.11월 종료 예정이나 농촌지역 소비촉진을 위해 지속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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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절전형 가전제품 구입시의 보조금 지급정책을 통해 내수확대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65억위안 보조금 책정(중국국무원, 2012.5.16일)
2008년 이후 내구소비재 소비부양책
기간

구입보조금

보조
금률

가전하향

2007.12∼13.1월

13%

9종(TV, 냉장고, 휴대폰 등)

이구환신

2009.6∼11.12월

10%

절전형제품

향후 1년

682억위안
(12.5월 기준)
115.9억위안
(11.12월기준)
265억위안

자동차 및 5종(TV, 냉장고, 컴퓨터
등)
5종(TV, 냉장고, 세탁기 등)

정책

‥

대상품목

2011년 이후 소비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분야
소득

항목

주요 내용

비고

최저임금 조정

2010년 23%, 11년 21%, 12년 17%(각 최저임금은 최소 2년에 1
기간 최저임금 조정 省 평균)
회 조정토록 규정

임금 인상

2011∼15년중 매년 15%씩 임금 인상 제12차 5개년계획 기간중
계획
임금배증계획

농민소득 증대

곡물수매가 인상, 보조금 확대, 기반 2012년 관련예산 1.2조위안
시설 투자 등 3농관련 투자 확대
(전년비 0.2조위안 증가)

개인소득세 면세점 조정

2,000위안 → 3,500위안(2011.9월)

부가가치세 면세점 조정

월매출액 5천위안 → 2만위안(2011.11 현행 부가가치세율은
월)
및 17%

부동산

염가주택 공급

2012년 500만가구 완공 및 700만가구 2011∼15년중 3,600만가구
착공 목표(2011년 432만가구 완공)
공급 계획

사회
보장

사회보장제도 개혁

사회보험법 시행(2011.7월)

보조금 지급 확대

1인당 보조금을 기존 200위안 →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농
240위안으로 확대(2012.3월)
촌합작의료보험 대상

교육투자 확대

GDP의 4%까지 확대

도시화

호적제도 개혁

대학생, 농민공 등의 호적취득을 용 심천, 중경 등
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시행

기타

소비촉진의 달 지정

2012.4.2.∼5.1일 전국적으로 시행

수입관세 하향 조정

카메라, 컴퓨터 등의 수입관세를 기 실시일 2012.4.5일
존의 20%→10%로 조정

家電下鄕 정책

전자제품 구입시 구입가의 13% 보조 2012.11월 만기
금 지급 정책 추가연장 가능성
(일부지역 2013.1월)

2008.3월 이후 3년만의 조정
13%

사회보장시스템의 전국적
통합

2011년 3.4%

매년 실시 예정

 한편 중국과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국가 및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성
장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중국효과*(China effect)의 변동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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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고도성장, 생산기지로서의 적합성 등이 주변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으로써 전체 아시아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저가의
물건을 공급하여 세계적인 저물가를 견인한 효과

o 향후 중국의 역할이 상품의 공급처로서보다 수요처로서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성장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대비
*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액이 2000년 6억달러에서 2011년 62억달러로 늘어나면
서 대중국 전체 수출액에서의 비중도 2.6%에서 3.8%로 상승하였으나 아직은 미미
한 수준이며, 2011년 중국의 전체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9.3%였으나 소
비재 수입시장 점유율은 5.8%에 불과한 수준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수출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 점유율

자료 : UN Comtrade

자료 : UN Comtrade

o 중국의 수출과 한국의 대중수출간 동조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수출둔화가 한국의 대중수출 약화로 이어지는 중국발 충격
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
― 중국 현지에서 가공 및 조립후 제3국에 재수출하는 패턴에서 벗어나
중국의 내수시장에도 적극 진출해야 하며 이 경우 지역별, 연령별,
소비능력별 소비여건이 다양하므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구사
한국 및 중국 성(시)의 1인당 소득1)

중국 수출과 한국의 대중수출

자료 : CEIC

주：1) 2011년 기준
자료：ECOS, 중국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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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시장 규제의 주요 내용 및 영향*
한재현 신흥경제팀 과장
강지연
전문보조원
◆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한 부동
산시장 완화조치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급등을 초
래함에 따라 2009년말 이후 각종 규제조치를 도입·시행
◆ 그간의 부동산시장 규제가 투기적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함과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 최근 2년간의 규제정책으로 투기적 수요의 80∼90%가 구축된 것
으로 추정되는 등 부동산가격 상승이 억제되고 과도한 부동산 개발
수요도 상당 정도 완화
ㅇ 그러나 부동산시장 위축은 토지사용권 판매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설투자 및 관련산업
활동을 통해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주택수요가 주요 도시의 열악한 주택사정, 도시화의 빠른 진
전 등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
고 부동산시장 위축이 은행권의 대출부실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투기적 수요 억제와 서
민층의 실수요 충족을 위한 선별적인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은 지속
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지방정부 재정구조가 부동산 시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지
방정부 자체의 채권발행 허용 및 부동산보유세의 확대 등 지방정
부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논의
될 것으로 예상

1. 검토 배경
□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률 저하 및 경착륙 우려가 대두되면서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의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이 계속 제기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33호(2012.8.17), 국제경제리뷰 제2012-35호(20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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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동산시장은 건설투자 및 관련 산업을 통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치고 있음
― 부동산업의 GDP비중은 1978년 2.2%에서 2011년 5.6%로 높아졌고 건
설업, 가구제조업, 철강 및 비철금속 제조업 등의 관련 산업을 포함
할 경우 GDP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19%에 달하며 부동산관련 세수
는 전체의 14%를 차지
부동산업의 GDP 추이 부동산 관련산업의 대GDP 비중 부동산관련 세수 비중(2011)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중국재정부

o 부동산 관련지표가 GDP성장률, 주가 등과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내
는 등 부동산시장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
기업경기지수(부동산업)와 GDP증가율 부동산경기지수와 상해종합주가지수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Bloomberg

⇒ 중국정부가 부동산 규제정책을 도입한 배경과 주요내용, 규제에 따
른 영향 및 향후 지속가능성 등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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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의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 중국의 부동산가격은 1998년 주택거래자유화*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보
이면서 도시지역에서는 매우 빠르게 상승하여 왔는바 이는 실수요 증
가, 대체투자수단 부족, 낮은 세금부담 등에 주로 기인
* 주택거래가 자유화되기 이전까지는 국가가 주택을 무상 분배하는 시스템을 유지

o 1인당 GDP가 1998∼2011년중 5배 증가하고 도시화율도 계속 높아지는
등 고성장세 지속 및 빠른 소득증대와 함께 주택 실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
― 특히 도시지역에서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면서* 2010년 평균
주택가격은 2000년에 비해 최대 5배 이상 급등
* 신규졸업 후의 취업 및 농촌에서의 이주를 통해 도시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중
매년 2천만명의 무주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中国市场研究报告网,
2012.3.26일)

중국 주요도시 주택가격1)(2010)

부동산가격 추이

자료 :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주 : 1) 평균은 전국 35개 도시 기준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o 또한 금융시장 미발달로 인한 대체투자수단 부족이 부동산 투자를 가
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주택담보대출 및 개발자대출 등 부동산대출잔액은 2005.1/4분기말
2.5조위안(총대출의 14%)에서 2012.2/4분기말 11.3조위안(총대출의 19%)으
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부동산관련 대출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로
를 통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자금 규모가 전체 부동산관련 대출
규모와 비슷한 10조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中国网, 2011.11.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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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상업은행*의 부동산대출 비중은 더욱 높아 2011년말 현재 총대
출의 20∼27%에 이르며 주택담보대출이 전체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49%의 높은 수준
*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교통은행 등 5대 은행을 말하며 이들
은행은 은행 전체 총자산의 47%, 순이익의 53%를 점유(2011년 기준)

중국 가계의
여유자금 운용수단1)(2010)

주 : 1) 2010년 기준, 복수응답
자료 : Credit Suisse(2011)

부동산대출잔액 및 비중

대형상업은행의
부동산대출 비중(2011)

자료 : 중국인민은행

자료 : 각 은행 연차보고서

o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작은 점도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면서
가격상승을 유발
― 개발·거래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매수자
및 매도자에 부과되는 반면 보유단계에서는 개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에 대한 토지사용세가 면제되고 보유세는 2011년 이후 중경(重慶) 및
상해(上海)의 2개 도시에서만 부과
중국의 부동산 관련 주요 세제

단계
종류
과세 대상
상업용
보유 부동산보유세
(房产税) 소유자 부동산
단계 도시토지사용세 도시지역 토지사
(城镇土地使用税) 용 기업 및 개인
경지점용세
경지에
주택이나
(耕
地占用稅)
비농업 건물
건설자
개발 토지부가가치세 토지사용권 매수자
地增值税)
및거 (土취득세
부동산 매수자
(契税)
래단 양도소득세
(营业税) 부동산 매도자
계
인지세
부동산 매수자
(印花税)

세율
가격
70∼90%의 1.2%, 임대
료의 12%(법인) 및 4%(개인)
연 0.5∼10위안/m
0.5∼10위안/m
30, 40, 50, 60%
3∼5%
5.5%
0.005∼0.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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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개인의
비업무용
면세
(2011년 중경, 상해 과세시작)
개인의 비업무용 면세
점용면적 기준
(취득금액
액) 기준 －규정 공제금
계약금액 기준
매입후 5년이상 경과시 면세
계약금액 기준

□ 더욱이 중국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한 각종
부동산시장 완화조치가 부동산가격 급등*을 초래함에 따라 2009년 말부
터 2011년 초에 걸쳐 각종 규제정책을 도입·시행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10월 및 12월 개인간 주택거래시 인지세, 토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2009.5월에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투자 대비
최저자본금 요건을 하향조정하는 등 부동산거래 촉진과 공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그 결과 북경, 상해 등 일부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1년여만에 2배
이상 급등(｢중국의 역대 주요 부동산시장 정책｣ 참조)

o 대출 및 금리제한과 양도소득세 면제기간 확대, 부동산보유세 도입 등
의 세제 강화로 거래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토지매입 선수금 비율 인상
등을 통해 과도한 부동산개발을 규제
― 특히 투기억제를 위해 두 번째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선수금비
율을 30%에서 6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48개 도시에 대해서는 추
가 주택구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限購令)를 도입
중국의 주요 부동산시장 규제조치
분류

시기

주요 내용
두 번째 주택 매입시 주택담보대출 선수금을 기존 30%
2010. 1
→ 40%로 상향
두 번째 주택 매입시 주택담보대출 선수금을 기존 40%
4 → 50%로 상향, 두 번째 주택 매입시 대출금리를 기준금
대출·금리제
리의 1.1배로 규정
한
9 세 번째 주택 매입시 대출 금지
두 번째 주택 매입시 주택담보대출 선수금을 기존 50%
2011. 1
→ 60%로 상향
주택 매각시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을 매입후 2년에서 5년
2009.12
으로 확대
상해1)와 중경2)을 대상으로 부동산보유세(房产税) 정책
세제강화
2011. 1
시범실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존의 매매차액에서 거래가액
1
으로 변경
2010. 5 북경에서 처음으로 주택 구매제한조치(限购令) 실시3)
투기억제
부동산 가격정찰제 실시로 개발업체들의 임의적 가격조정
2011. 3
금지(2011.5월시행)
토지 매입시 선수금 비중을 토지가격의 기존 20% →
개발억제
2009.12
50%로 확대
주 : 1) 두 번째 주택 매입시 0.6%의 부동산보유세
2) 호화주택 매입시 0.5%(주택가격이 평균 시가의 2~3배), 1%(3~4배), 1.2%(4
배 이상)의 부동산보유세, 여타 지역 호적자의 경우 두 번째 주택 매입시
0.5%의 부동산보유세
3) 일정기간동안 소비자들의 주택구입을 제한하는 정책으로(1가구 1주택 원칙),
이후 2·3선 도시로 확대되어 2012.7월말 현재 48개 도시가 실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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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시장 규제에 따른 영향
( 긍정적 영향 )
□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가 부동산가격 안정과 함께 부동산시장의 연착
륙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부동산시장 안정은 주택시장 개혁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신규로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의 주택구입 부담 가중에 따른 계층간 갈등과 서민불만 해소를 통해 사회안정
을 도모하는 데 긴요한 과제

o 그간의 부동산시장 규제조치는 투기적 수요의 80～90%를 구축하는 등
(주택도시농촌건설부, 2012.6.25일) 부동산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부동산 개발붐으로 2009년중 급등하였던 주거용 토지경매가격 상승
률은 크게 둔화되었으며 중국인민은행의 서베이 결과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안정되어 있음을 시사(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응답자
비중이 2009년의 40%대에서 금년에 10%대로 하락)

부동산가격 상승률1)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거용 토지 경매가격1) 주택가격 관련 예금자 서베이

주 : 1) 105개 도시 기준
자료 : 국토자원부

자료 : 중국인민은행

o 또한 부동산 판매면적 및 판매액이 2010년 하반기 이후 크게 둔화되면
서 금년 들어 감소로 돌아섰으며 부동산투자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는
등 부동산 거래 및 개발 수요도 상당 정도 완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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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매 증가율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부동산 투자액 및 증가율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부정적 영향 )
□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경기 둔화 및 토지판매 부진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o 지방정부가 고정자산투자를 주도하는 가운데 토지사용권 판매에 따른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소요자금에 충당하고 있어 지방정부 입장에서
는 토지경매가격 및 이를 뒷받침하는 부동산가격의 꾸준한 상승이 긴요
* 2011년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일반예산 및 기금예산 등 총재정규모 13.1조위안중
토지사용권 판매수입은 3.3조위안으로 전체 수입의 25%, 중앙정부지원금(4.0조위
안)을 제외한 자체 수입(9.1조위안)의 37%를 차지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비슷한 규모의 재정수입 하에서 SOC 등 고
정자산투자의 95%를 부담하고 있어 토지사용권 판매수입에 크게 의
존할 수밖에 없는 수입구조를 갖고 있음
o 2012년중 지방정부의 만기도래 부채규모가 토지사용권 판매수입규모와
비슷한 3.1조위안*에 달하는 데다 서민용 염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토지사용권 판매수입의 축소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을 크
게 제약할 소지
* 중국 심계서(审计署) 발표(2011.6.28일)에 의하면 2011년말 지방채무 총액은 10.7조
위안으로 자체수입 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2011년 2.6조
위안, 2012년 1.8조위안, 2013년 1.2조위안이 만기 도래 예정이나 지방정부의 재
정사정이 악화되면서 2011년 만기 예정이던 2.6조위안의 대부분이 2012년 및
2013년으로 만기 연장되었음

― 금년 상반기중 전국 300개 도시의 토지사용권 판매수입(6,530억위안)은
전년동기(1조 530억위안) 대비 평균 38% 감소하였으며 특히 부동산가격
하락폭이 큰 북경, 상해 등 주요 도시의 토지사용권 판매수입은 50%
이상 감소(중국지수연구원, 2012.7.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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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수입구조

자료 : 중국재정부

고정자산투자 비중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토지사용권 판매수입

자료 : 上海易居房地产研究院

□ 아울러 부동산시장 규제에 따른 부동산시장 위축은 건설업 등 관련산업
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부동산시장 위축이 금년 중국의 GDP성장률을 0.6∼1%p 낮출 것으로
추정(J.P.Morgan, 2012.8월)되며 부동산가격 둔화는 역자산효과를 통해 가
계소비*를 제약할 가능성
* 주택의 자가보유율이 높은 중국에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은 가계 총자산의 70% 내외를 점유

― 부동산업 및 관련산업 투자의 GDP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은 2009년 23%까
지 달하였으나 부동산시장 위축과 함께 2011년에는 15% 수준으로 하락
* 2004∼11년중 평균 기여율은 15%(고정자산투자에 대해서는 52%)로 이중 부동
산업 투자는 12.5%, 건설업·가구제조업·철강 및 비철금속제조업에 대한 투
자는 GDP성장률에 2.5%를 기여

o 모기지대출을 받은 도시가계의 총부채중 모기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이 47%에 달하며 가계의 총수입 대비 대출비율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
서 부동산시장 위축은 가계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西南財經大學, 2012)
* 도시가계중 모기지대출을 받은 가계 비중은 14% 수준이나 이중 가구주 연령이
30대인 가계의 경우 대출액이 연간 총수입의 12배에 달함

부동산업1)의 GDP 성장기여율
소비

순수출

39

23

연령대별 모기지대출액/연간 총수입

(%)
부동산업 기타

투자 투자
11
27
2007
40
18
12
30
2009
50
-38
23
65
2011
51
-4
15
38
주 : 1) 부동산업, 건설업,
가구제조
업, 철강 및 비철제조업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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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西南財經大學

o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른 중국경제의 성장세 약화는 직·간접 효과*를
통해 글로벌경제 성장 및 원자재가격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
* 직접효과는 중국의 중간재수입 감소에 따른 무역상대국의 기계, 설비 등의 수출
둔화 효과를, 간접효과는 중국의 성장 및 고용 위축에 따른 소비재 등의 수입둔
화 효과를 의미

― IMF(2012)는 중국의 부동산관련 투자가 1%p 감소할 경우 세계 전체의
GDP 성장률을 0.06%p 낮출 것으로 추정

4. 전망 및 시사점
 그간의 부동산시장 규제가 최근 2∼3년간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나, 주요 도시의 열악한 주택사
정, 도시화의 빠른 진전 등으로 주택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향후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o 완화적 통화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업
으로의 자금유입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조짐
― 70대 도시중 전월대비 주택가격이 하락한 도시의 수가 금년 2월 이
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주택평균가격(100대도시 기준)은 6월중 10개
월만에 오름세로 전환하고 7월에는 더욱 확대
o 앞으로도 도시화 및 핵가족화의 꾸준한 진전이 실수요를 지지할 전망
* Standard Chartered(2012.8월)가 30개 부동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택구
입자의 88%가 실수요 목적을 갖고 있으며 투자 목적은 12%에 불과

70대도시 주택가격1)

100대도시 주택평균가격

주 : 1) 기존주택의 전월대비 기준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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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지수연구원

 부동산시장 규제로 인한 가격하락이 은행권의 대출부실에 미치는 영향
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
o 총대출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2012.2/4분기 현재
12.7%로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상해 은행업감독관리
위원회의 스트레스테스트에서도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 상승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 28.7%(2012.1/4분기, 예금은행 기준), 일본 25.0%(2010년, 국내은행 기준)의
절반 수준
** 상해 소재 국내외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2010.3월 기준),
주택가격이 30% 하락하더라도 개인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0.4%에서
1.6%로 1.2%p 높아지고 전체 부실채권비율도 1.0%에서 1.4%로 0.4%p 상승에 그
칠 것으로 추정(2010.8.16일)

o 부동산시장 규제가 본격화된 2010년 이후 가격하락이 은행권 대출부실
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지는 않아* 부동산관련 부실채권금액이 감소하
고 부실채권비율도 계속 하락
* 2012.5월 현재 중국의 10대 도시 주택가격은 정점(2010.6월)이던 시기와 비교할
때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도시가 4개에 이르고 하락한 6개
도시도 중경을 제외하면 하락폭이 5% 미만에 불과

부동산관련 부실채권금액 및 비율

자료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10대도시 주택가격1)(2012.5월)

자료 : 중국지수연구원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앞으로도 투기적 수요 억제와 서민층의 실수요
충족을 위한 선별적인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o 중국 정부는 2011년 이후의 성장세 둔화가 부동산가격 하락 등 대내적
요인보다는 대외적 요인에 기인하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포기라
는 결정을 내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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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9∼12월중 기준금리(1년만기 예금기준)를 4.14%에
서 2.25%로 1.89%p를 하향조정한 데 반해 금년 들어서는 3.5%에서 3.0%로
0.5%p 조정에 그침

― 빈부격차 확대라는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부동산가격 안정이 긴
요하다는 지도부의 공감대가 형성*
* 温家宝총리가 투기성수요 억제, 부동산세제 개혁, 서민용 주택공급증가 등을 언
급(2012.7.7일)하는 등 6월 이후에만 중국정부는 10차례 이상에 걸쳐 부동산 규
제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공언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 버블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소폭 하락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임을 강조(인민일보, 2012.7.24일)

o 이에 따라 향후 호화주택 등에 대한 부동산보유세의 도입지역 확대*,
양도세 과세기준 강화 등이 예상되며 현재 직할시 및 각 성의 대표도
시(총 48개)에 적용되는 주택구매 제한조치나 제2·제3주택 구입자의 대
출규제 등도 계속될 전망
* 이르면 금년 내에 북경 및 광주(廣州)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중국사회과학원,
2012.7.27일)

o 반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염가주택 공급 및 주택구입보조금 정책*은
확대될 가능성
* 양주(扬州)시의 경우 90m2이하 주택구입시 계약금의 0.6%를 보조금으로 지급

― 제12차 5개년 계획(2011∼15) 기간중 3,600만가구의 서민용 염가주택
공급은 민간부문의 투자위축을 보완할 것으로 보임(염가주택 공급을 위
한 건설용 택지공급 비중과 개발투자 대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염가주택 택지공급 및 개발투자 비중
(%)
2010

2011

2012.6

염가주택 건설용 택지공급/주거용 택지공급

28.5

35.4

49.0

염가주택 개발투자 대출/주택 개발투자 대출

5.5

11.2

12.8

자료 : 국토자원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 중국인민은행도 염가주택이나 첫 번째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금융지
원, 투기적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등 차별적인 대출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2012년 2/4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 2012.8.2일)
 한편 지방정부 재정이 부동산 시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지방정부 자
체의 채권발행 허용 및 부동산보유세의 확대 등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논의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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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지방정부 자체의 채권발행 허용, 부동산보유세
확대 등은 단기간에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중앙정부는 2011.10월 지방정부의 직접 채권발행 시범방안을 발표하
여 상해와 광동(廣東)에서 지방채를 발행(각각 71억위안 및 69억위안)하였
으나 지방정부 부채증가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하여 금년 6월 동
방안의 시행을 중단
― 부동산보유세의 경우 부동산가격 억제, 지방정부의 안정적 세수 확
보, 소득재분배 등의 목적에 유용한 제도로 평가되나 현실적 한계*
로 전면적 시행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 주택가격 변동의 합리적 평가, 주택수급 사정이 상이한 지역별 세율 설정 등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상존하며 과세기준 산정시 면적, 2채 이상 주택보유 여
부, 사회적 약자층 여부 등에 따른 면세 기준 및 세율 결정방법 등 과세의 형
평성과 공정성 담보도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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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중국의 역대 주요 부동산시장 정책
시기

주요 내용

2003. 6 부동산 개발업체 자기자본금 30% 이상일 경우에만 대출 신청 가능

종류
성격
대출·금리제 규제
한
투기억제
규제

2005. 5 토지양도 금지, 선분양주택 양도 불허, 개인 주택구매거래 세제 조정
2
2006. 5 전체 주택 신축중 90m 이하의 주택 신축 비중을 70% 이상으로 규정, 부 투기억제
동산 매입후 5년안에 매각시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징수
12 주택개발업체에 토지부가가치세 부과
개발억제
대출·금리제
2007. 9 부동산 대출금리를 중앙은행에서 규정한 수준보다 10% 상향 조정
한
2008.10개인간 주택 거래시 인지세와 토지부가가치세 감면
세금우대
주택
양도소득세를
1년간
잠정
감면,
면제
기간을
구입후
5년에서
2년으
12
세금우대
로 단축
대출·금리우
2009. 1 4대 국유은행, 주택대출시 우량고객에게 우대금리 적용
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고정투자
대비
최저
자본금
비중을
35%에서
20%(보장
5
공급확대
성주택) 및 30%(기타 부동산개발)로 하향
12 토지 매입시 선수금 비중을 토지가격의 기존 20%에서 50%로 확대
개발억제
12 주택 매각시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세금확대
대출·금리제
2010. 1 두 번째 주택 매입시 주택담보대출 선수금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한
4 두 번째 주택 매입시 주택담보대출 선수금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대출·금리제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의 1.1배로 규정
한
4 북경시에서 최초로 주택 구매제한조치(限购令) 실시
투기억제
대출·금리제
9 세 번째 주택 매입시의 주택대출 금지
한
대출·금리제
2011. 1 두 번째 주택 매입시 주택담보대출 선수금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한
1 상해와 중경을 대상으로 부동산보유세(房产税) 정책 시범실시
세금확대
3 부동산 가격정찰제 실시로 개발업체들의 임의적 가격조정 금지
투기억제
11 보통주택의 가격 기준을 지역별로 상향 조정
세금우대
2012. 1 중경, 부동산보유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
세금우대
대출·금리우
3 일부 은행, 첫 번째 주택구입자에게 15%의 대출금리 우대
대
대출·금리우
8 일부 은행, 첫 번째 주택구입자에게 20%의 대출금리 우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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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규제
규제
완화
완화
완화
완화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완화
완화
완화
완화

중국 서비스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전익호 북경사무소 차장
◆ 최근 10년(2001~11) 동안 중국의 서비스업 성장률이 GDP성장률을 상
회하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11년 43.1%)이 완만하게 확대되는
추세
ㅇ 업종별 비중은 도소매업(20%), 부동산(13%), 금융(12%) 등의 순이며,
최근 10년간 운수보관ㆍ음식숙박업은 줄어들고 도소매업과 금융ㆍ과
학연구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은 확대
ㅇ 지역별로는 부가가치와 법인수에 있어 지식기반서비스업이 밀집한 북
경(GRDP의 75% 창출) 등 동부연안과 중서부지역간 불균형이 심각
ㅇ 고용면에서는 서비스업이 전체 취업자수의 35%를 차지하는 가운데
도소매ㆍ운수보관 등 전통서비스 종사자가 많은 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자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비중은
낮은 상태
ㅇ 서비스수지가 만성적인 적자(2011년 549억달러)를 보이고 소득향상에
따른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운수ㆍ보험 · 여행 등은 적자가 급증
◆ 중국정부가 제12차 5개년 계획(2011~15)에서 내수주도 성장 전환을 추
진하고 있으나 진입규제, 전문인력 부족, 전통서비스에 대한 고용집중
등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약
ㅇ 수출ㆍ투자 위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기 위
해서는 서비스업을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부각시켜야 할 것임
⇒ 생산성이 높고 외부효과가 큰 지식기반서비스업 발전 촉진, 대외개방과
민간자본 유입 확대, 전문인력 양성,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
한 신산업 육성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1. 검토 배경
□ 경제가 발전할수록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전체 산업에서 서비
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34호(2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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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도 경제발전에 따라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40.5%에서 2011년 43.1%(20조위안, 3.2조달러)로 확대되고는 있으나 선진국
(2010년 OECD 평균 71%)에 비해서는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
o 특히 금융, 과학·연구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전통
서비스업보다 그 비중이 낮은 수준이나 최근 들어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
□ 아울러 서비스업이 질적·양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만큼 서비스수지도
만성적인 적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최근 운수·여행 등을 중심으로 적
자폭이 확대되는 상황
o 2011년중 무역수지는 큰 폭의 흑자(1,551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수
지는 적자폭이 전년(219억달러)의 2배가 넘는 수준(549억달러)으로 확대
⇒ 중국정부가 수출과 투자위주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제12차 5개년계획
(2011~15)에서 내수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등 향후 서비스업이 중
국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점검해 볼 필요

2. 중국 서비스업 및 서비스수지 분석
1. 서비스업 현황

□

년중 서비스업의 명목성장률이 명목GDP성장률(15.3%)을 상회
하는 16.3%를 기록하면서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완
만하게 확대되는 추세
2001~11

중국의 산업별 비중

주요국의 서비스업 비중
(%)

자료 : CEIC

(%)

자료 : World Bank(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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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성장 추이 )
□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전체의 1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
동산(12.6%), 금융(12.0%), 운수보관(11.3%), 공공관리(10.2%) 등의 순
o 2001~11년중 업종별 비중의 변화추이를 보면 운수보관(15.5% → 10.7%)과
음식숙박(5.4% → 4.6%) 등은 줄어든 반면 도소매(20.6% → 21.5%), 금융(9.8%
→ 11.8%), 부동산(10.6% → 13.7%) 등은 확대되는 추세
서비스업의 업종별 비중

주 : 2009년 기준

(%)

자료 : CEIC

주요 서비스업 성장
10억위안

(

)

자료 : CEIC

주요 서비스업 비중

주요 서비스업 성장률
(%)

자료 : CEIC

(%)

자료 : CEIC

o 최근에는 금융보험, 과학·연구·지질탐사, 문화 등 첨단기술 투입 비
중이 높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 OECD(1999)는 통신·금융보험·부동산·광고·사업·방송 등 생산자서비스, 교
육·의료보건·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중 영화·연예·오락·문화서
비스 등을 지식기반서비스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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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별 연평균 성장률 및 비중
구 분

업종
1)

유통서비스

생 산 자
서 비 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도소매
운수보관1)
합
계
통신2)
금융보험1)
부동산1)
기계장비임대·사업2)
과학연구·지질탐사2)
합
계
공공관리2)
교육2)
건강·사회복지2)
수리·환경관리2)
합
계
음식숙박1)
문화체육오락서비스2)
주민관리·기타서비스2)
합
계

연평균성장률
16.6
12.3
14.5
14.1
18.2
18.5
18.8
21.9
18.3
19.9
16.5
14.2
14.0
16.2
14.3
16.4
16.4
15.7

비중3)
19.6
11.3
30.9
5.6
12.0
12.6
4.2
3.2
37.6
10.2
7.1
3.4
1.0
21.7
4.8
1.5
3.6
9.9

비고

지식기반
〃
〃
〃
〃

지식기반
〃
〃

지식기반

주 : 1) 2001~11년 성장률 기준 2) 2004~09년 성장률 기준 3) 2009년 기준

― 2004~09년중(18.1% 성장, 2010년 이후 세부통계 미발표) 도소매․운수보관․음
식숙박 등 전통서비스는 연평균 16.7% 성장에 그친 반면 지식기반
서비스는 19.7%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
는 비중도 50%를 초과
전통 및 지식서비스 규모
(%)

전통 및 지식서비스 성장률

(10억위안)

자료 : CEIC

(%)

자료 :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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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제서비스화를 주도하는 생산자서비스를 보더라도 분석기간중
연평균 18.3% 성장하여 개인(15.7%) 및 유통서비스(14.5%)의 성장률을
상회
( 지역별 부가가치 및 법인 현황 )
□ 서비스업의 지역별 부가가치 창출규모를 보면 광동성이 2.1조위안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강소․산동․절강․북경의 순이며, 서장․청해․영하 등
중서부지역은 미미한 상태
o 지역GDP(GR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북경(75.1%)과 상해
(57.3%)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이 50%를 밑돌았으며, 신강․강서․안휘․청해
등 중서부지역은 30% 내외에 불과
□ 한편 서비스업 법인의 경우 광동․북경․강소․산동 등 동부 연안지역에 밀
집되어 있고 서장․청해․영하․감숙 등 중서부지역에는 매우 적게 분포
지역별 서비스업 부가가치 창출규모 및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억위안, %)
순 위

GRDP

상위 1위 : 광동성

20,711

상위 1위 : 북경시

구 분

비 중
75.1

2위 : 강소성

17,131

2위 : 상해시

57.3

1)

3위 : 산동성

14,343

3위 : 서장구

54.2

4위 : 절강성

12,063

4위 : 귀주성

47.3

5위 : 북경시

10,601

5위 : 해남성

46.2

하위 5위 : 감숙성

1,537

하위 5위 : 청해성

34.9

4위 : 해남성

954

4위 : 안휘성

33.9

3위 : 영하구

702

3위 : 강서성

33.0

2위 : 청해성

471

2위 : 신강구

32.5

1위 : 서장구

275

1위 : 하남성

28.6

주 : 1) 서장(티베트)은 서비스업 부가가치 규모가 전국 최하위이나 전체산업 부
가가치 규모가 작은 데다 관광수입 등으로 비중은 3위를 차지
자료 : 중국통계연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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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업종별 서비스법인 현황
업종별
운수보관
컴퓨터․정보
도소매
음식숙박
금
융
부동산
임대․사업
과학연구
수리․환경
교
육
위생․복지
문화․오락

1
광동
북경
강소
산동
강소
광동
광동
북경
강소
광동
하남
북경

상위 5개 지역
2
3
4
강소 산동 상해
광동 강소 산동
〃
산동 절강
광동 북경 상해
산동 광동 복건
강소 산동 절강
북경 강소 상해
광동
〃
〃
〃
절강 호북
하남 산동 사천
산동 사천 산서
광동 강소 절강

5
절강
〃
상해
강소
절강
북경
절강
〃
산동
하북
호북
산동

1
서장
〃
〃
〃
〃
〃
〃
〃
〃
〃
〃
〃

하위 5개 지역
2
3
4
청해 영하 해남
〃
〃
〃
〃
해남 영하
〃
영하 신강
〃
해남 영하
〃
영하 감숙
〃
〃
해남
영하 청해
〃
〃
〃
〃
청해 영하
〃
영하 청해
〃
〃
〃
〃

5
감숙
〃
귀주
해남
신강
〃
감숙
〃
〃
천진
〃
신강

자료 : 중국통계연감(2011)

( 고용구조 추이 )

□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꾸준히 늘어나
면서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27.7%에서 2010년
34.6%로 빠르게 확대
산업별 취업자수 비중
(%)
1차
2차
3차
주
자료

2001 2002 2003
산업
50.0
50.0
49.1
산업
22.3
21.4
21.6
산업
27.7
28.6
29.3
: 1차는 농림어업·광업, 2차는
: 중국통계연감

2004 2005 2006 2007 2008
46.9
44.8
42.6
40.8
39.6
22.5
23.8
25.2
26.8
27.2
30.6
31.4
32.2
32.4
33.2
제조업·건설업·전기가스수도업, 3차는

산업별 취업자수
(

만명)

자료 : 중국통계연감

서비스별 취업자수 비중
(%)

자료 : 중국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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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38.1
36.7
27.8
28.7
34.1
34.6
서비스업 기준

o 서비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음식숙박 등 전통서비스업 종사자의 비
중이 높은 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부동산 등 생산자서비
스업 종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
― 선진국은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높은 반면 중
국은 전통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데다 건강·사회복지, 수리·
환경관리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비중이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
서비스 세부업종별 고용구조
(%)
중국
한국
미국
일본
(2010)
(2008)
(2010)
2005
2010
도소매·음식숙박
45.1
49.2
33.9
29.8
33.2
운 수 보 관
8.3
6.8
7.7
5.5
8.0
생산자서비스
12.0
13.8
24.9
22.7
16.3
사회서비스
27.9
23.3
24.5
35.5
26.6
기타서비스
6.7
6.9
9.0
6.5
15.9
자료 : 중국통계연감(2011), 한국은행 ECOS·ILO·일본 총무성(2012)

(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
□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8년 처음으로 제조업을 능가하여
2011년에는 52.8%(제조업 44.9%)를 기록하였으며 향후에도 외국기업의 서
비스업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o 업종별로는 금융·부동산·임대·도소매·운수보관 등 외국기업의 접
근이 용이한 업종에 주로 투자됨
― 한국기업의 대중투자는 중국시장 확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
치 등에도 불구하고 제조업(2011년 기준 77.5%)에 치우쳐 서비스업 투
자(14.9%)는 미미한 실정
중국의 산업별 외자도입

외국인직접투자 업종별 비중
(%)

자료 : CEIC

(%)

자료 : 국가외환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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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수지 현황
□ 2011년중 서비스 교역규모는 4,191억달러로 미국(9,690억달러), 독일(5,370
억달러), 영국(4,450억달러)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
주요국 서비스거래규모 비교
(억
)

달러

자료 : 중국 상무부

서비스거래별 수지현황
(억

달러)

자료 : 중국 상무부

o 서비스 수입은 1,821억달러(전년대비 +7.0%), 서비스 지급은 2,370억달러
(전년대비 +23.3%)로 서비스수지는 54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적자규
모가 전년대비(219억달러) 150% 이상 확대
o 업종별로 보면 건설, 컴퓨터 및 정보, 광고홍보서비스업 등은 관련산업
의 성장과 함께 흑자를 기록
운수서비스 거래

여행서비스 거래
(억달러)

자료 : 국가외환관리국

(억달러)

자료 : WTO

― 반면 국제운송 및 화물보험부문의 경쟁열위, 기초기술 낙후, 소득향
상에 따른 해외여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운수․보험․여행서비스 등은
적자폭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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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서비스 교역 현황
구분

연평균증가율(%)1)
수입

지급

수지2)
(억달러)

세계 1위3)
수입
미

중국 순위3)

지급

국

수입

지급

운

수

26.1

22.0

-449

미

국

7

3

여

행

10.4

25.6

-241

〃

독

일

5

4

통

신

16.6

17.8

5

〃

미

국

17

16

건설관련

38.3

15.3

110

독

일

일

본

3

3

보

험

39.4

21.4

-167

미

국

미

국

10

2

금

융

45.4

57.0

1

〃

―

―

컴퓨터정보

39.2

35.6

83

아일랜드

7

7

광

고

31.0

28.5

12

독

일

아일랜드

3

5

문

화

46.6

32.8

-3

미

국

프랑스

―

―

룩셈부르크
미

국

주 : 1) 2000∼2011년 기준
2) 2011년 기준
3) 2009년 기준
4) - 는 세계 20위 이내가 아닌 경우
자료 : IMF·WTO·중국국가외환관리국 통계를 기초로 한국은행 북경사무소가 작성

3. 당면과제
( 서비스업 비중 저위 )
□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이상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방식을
추구해 옴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관심과 정부지원 부족 등으로 전체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준
o 서비스업 비중(2011년 43%, 규모 20조위안)이 완만하게 확대되고는 있으나
선진국(71%)은 물론 경쟁상대국인 BRICS(인도 55%, 브라질 67%, 러시아 59%,
남아공 66%)보다도 훨씬 낮은 상태
o 전체 취업자에서 서비스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2010년말 35%)도 미
국(83%), 일본(71%), 한국(73%) 등에 비해 매우 낮아 경제구조 고도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 진입규제·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미흡 )
□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진입규제와 대외개방 지연으로 일부 업종의 경우
독점화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과 비효율이 상당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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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육서비스의 경우 학교설립은 비영리 합작형태의 외자유입만 허용하
고 건축면적을 3천㎡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설립요건도 까다로운 데다
외국출판물 제작·수입 규제 등으로 중국현지 교육기관과의 경쟁이 어
려운 상황
o 유통서비스는 외국자본의 중국내 법인설립을 장려하고 규제도 상대적
으로 완화되어 있으나 세부분야별 적용법률 상이, 상·하위법간 정합
성 미흡 등 비제도적 장벽이 여전한 실정
o 생산자서비스의 경우 도입 역사가 20여년으로 일천하여 고급관리자가
부족한 데다 인력양성 미흡으로 회계․법률․재무관리 등에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점이 경쟁력 제약요인으로 지적
□ 또한 서비스업의 대외경쟁력이 미흡한 가운데 소득향상에 따른 해외 여
행 증가 등 소비행태가 빠르게 변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확대
되고 당분간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점도 해결해야할 과제
( 전통서비스업 고용집중 및 낮은 생산성 )
□ 고용구조 면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전통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높고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
o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서비스업 전체의 49%(2010년 기준, 한국
34%)에 달하는 데다 그 비중도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인 반면 금융·부
동산 등 생산자서비스업 종사자는 14%(한국 25%)에 불과
□ 또한 GDP 및 취업자수 비중을 토대로 1인당 산출량 지수 변화추이를
분석해 보면 1차 및 2차 산업의 경우 2001년대비 2011년 산출량 지수가
소폭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업(1.46 → 1.25)은 오히려 저하
o 이는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 비중은 확대된 반면
(2005년 45% → 2010년 49%)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
생산자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등은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오히
려 축소된 데 주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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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산업별 1인당 산출량 지수 변동 비교
(%)
구 분
서비스업
1,2차산업

GDP비중
(A)
40.5
59.5

2001
취업자
비중(B)
27.7
72.3

C(A/B)
1.46
0.82

GDP비중
(D)
43.1
56.9

2011
취업자
비중(E)
34.6
65.4

F(D/E)
1.25
0.87

F-C
－0.21
＋0.05

( 지역간 불균형 심화 )
□ 서비스업 발달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여 동부 연안지역은 선진국 수
준에 접근하고 있으나 중서부지역의 경우 아직은 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
o 북경(GRDP중 서비스 비중 75%)·상해 등 대도시와 광동성 등 동부 연안지
역은 경제의 서비스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높고
법인 설립도 매우 활발
― 동부 연안지역의 부가가치 비중(2011년 기준)을 보면 광동성은 금융·
부동산·도소매·음식숙박, 산동성은 운수보관 등이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법인 수를 보더라도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주로 밀집
o 반면 중서부지역은 부가가치, 법인 수 등의 비중에 있어 대다수 업종
에서 동부 연안지역에 비해 발달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

4. 발전방향
(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 )
□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확대를 통해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0년 43%에서 2015년 47%로 확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
o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신세대층 등장, 임금상승에 따른 중산층 증가,
서부개발로 인한 소비계층 확장 등으로 사회구조 변화와 소비패턴 다
양화·고급화가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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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에 따라 레저․의료․건강관리․미용․외식․문화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관련 서비스업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경제의 질적 성장과 산업구조 고
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간소비 비중이 높고 외부효과가 큰 사업서
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이 무엇보다 긴요한 것으로 평가됨
o R&D, IT서비스, 엔지니어링,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는 지식집약산업이
어서 자체 생산성 증가와 더불어 지식파급 등으로 외부효과를 통하여
경제발전에 기여
( 대외개방 및 민간자본 유입 확대 )
□ 12차 5개년 계획대로 내수주도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역할 확대가 긴요한 만큼 외자도입과 함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서비
스기업과 중국기업간 합작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장려할 필요*
* WTO(2010.6)는 은행·보험·정보통신 등과 같은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하고 이들
산업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을 앞당겨 채택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

o 또한 금융·물류·에너지절약·환경보호부문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확대 등으로 선진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등을 적
극 도입할 필요
□ 아울러 중국내 민간자본에 대한 진입장벽도 여전하므로 서비스업에 대
한 민간자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능동적으로 창출해 나
가는 것도 긴요
o 중국정부도 서비스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명시적인 진입장벽은 없는 만
큼 비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방침(溫家
寶총리, 2012.5.29)

o 에너지·교통·사회사업 등 국가기간산업 분야의 독과점 업종에 대한
민영기업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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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육성 )
□ 서비스업의 경우 인적자원이 핵심적인 경쟁요소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연대하여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을 확대하고 외국의 우수한 교
육훈련 지도자를 초빙하는 방안 등을 강구
o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외국인 지도자 등에 대해 세제지원 등으로 첨
단기술과 노하우 전수기회를 확대하여 국제경쟁력 배양을 도모할 필요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신산업 발굴 )
□ 중국은 1979년부터 1가구 1자녀 정책(one child policy)을 실시하였는데 소
득수준이 높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령화가 빠르
게 진행*
* 중국은 2001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데이어 2026년 고령사회로, 2036년 초고령
사회로 각각 진입할 것으로 예상(산업연구원, 2012.3)

o 정신문화·보건·교육·금융자문·여행·오락 등의 부문에 대한 노인
전용서비스 등 신산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것도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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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대 지도부의 정책기조와 차기 지도부의 과제*
한재현 신흥경제팀 과장
◆ 중국에서는 1979년 개혁·개방 이후 3세대에 걸쳐 지도부가 교체되었으
며 각 시대별로 경제여건을 반영한 핵심정책의 기조가 상이
o 덩샤오핑(鄧小平, 1976∼89년) 시대 :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여 개혁･개
방을 추진하기 시작한 단계로 경제특구 설립, 연안도시 개방, 정부와
기업의 분리 등을 통해 양적으로는 급속히 팽창하였으나 동부연안과 여
타 지역간, 국영과 민영 기업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문제점을 노정
o 장쩌민(江澤民, 1989∼02년) 시대 : 성장 가속,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
가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을 크게 제
고하였지만 물가불안, 소득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
o 후진타오(胡錦濤, 2002∼12년) 시대 :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조화를 도모
하는 가운데 농촌생활환경 개선, 중서부 내륙지역 개발, 의료·주택·교육
문제 개선 등 사회문제 완화에도 노력하였으나 부동산가격 급등, 지방
정부의 재정악화, 에너지 및 자원부족 등의 문제점이 부각
◆ 금년 11.8일 선출 예정인 차기 지도부는 경제적 자유와 성장을 중시하
는 태자당(太子黨)과 분배와 형평을 중시하는 공청단(共靑團)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함과 아울러 경제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
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것임을 시사
o 경제발전모델로는 대외개방과 외자도입을 통한 성장을 중시하는 ｢광동
(廣東)모델｣과 내륙개발을 중심으로 건실한 국유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
방재정 확보 및 재분배를 강조하는 ｢중경(重慶)모델｣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하에 근간을 이룰 것으로 보임
o 정치적으로는 보수성향이 견지되는 가운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지도부 교체는 “개발과 도약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지속 성장
과 관리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한 성
장과 질적 발전을 심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일층 강화될 전망
o 이에 따라 계층간 소득격차 및 3농 문제 등의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
소, 성장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신성장동력 확보 및 소비여력 확충 등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대두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43호(2012.10.26), 국제경제리뷰 제2012-42호(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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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금년 11.8일 개최되는 제18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될 예
정인 차기 지도부의 정치적·경제적 성향이 향후 10년간 중국의 정치
노선 및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임
o 동 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370여명)이 선출되고 이들 가운데 일부가
중앙정치국 위원(25명) 및 총서기를 포함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7～9
명)으로 선출될 예정
― 공산당(1921년 창당) 지도부가 입법·사법·행정·군 등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최고 지도자인 총서기가 일반적으로 정부수반인 국가주석
과 군 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
중국 공산당의 구조 및 기능

앙정치7∼국9명) )
상무위중원회(
중앙정치국(25명) )
중앙위원회(370여명) )
전국대표대회(2,300여명)
전국 공산당원(8,000만명)
1

2

3

→ 국가 최고 의사결정 및 집행(주 1회 및 수시)
→ 주요 당론 및 국가정책 결정(월 1∼2회)
→ 중앙정치국 위원 선출, 주요당론결정(연 1∼2회)
→ 중앙위원회 위원 선출(5년에 1회)
→ 전국대표대회 위원 선출

주：1) 현재는 9명이나 과거 7명이었으며 이번에도 7명으로 축소될 가능성
2) 원칙적으로 만장일치제이나 때로는 다수결(예：WTO가입시 다수결 결정)
3) 전국대표대회의 집행기구적 성격. 이번에 60% 이상의 위원 교체 예정

o 공산당의 일당 지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 의해 정권이 교
체되는 여타 국가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는 작은 편이나* 지도부의 성
향과 국내외 환경에 따라 경제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 조치들은 변화하
여 왔음
* 일부에서는 공산당 내부 파벌간의 경쟁이 여타국가의 여야 정쟁보다 더욱 치열하
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리스크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지적

― 독특한 정치시스템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원활한 경제정
책의 수립 및 운용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
* 붙임「중국의 정치시스템이 경제운용에 미친 장단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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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국의 주요 정치일정(예정)
시기

일정

주요 활동
1)

2012.11월 전국대표대회 및 제18기 1중전회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및 상무위원 선출
당·입법·사법·행정·군 등의 주요 보직
2013. 2월 제18기 2중전회
결정
2013.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정치협상회의 주요 보직 최종 승인, 예산 승인
2013.10월 제18기 3중전회

새 지도부의 정책방향 결정, 발표

주 : 1) 통상 연간 1회 개최되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순서대로 1중전회, 2중전회
등으로 호칭(정부 주요 구성원 인선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해에만 2회 개최)

⇒ 중국 역대 지도부의 추구 노선 및 정책기조와 경제상황의 추이를 살
펴보고 차기 지도부의 정책성향 및 과제에 대해 전망

2. 역대 지도부의 정책기조와 경제상황 개관
⃞ 중국의 지도부는 통상 공산당 총서기의 집권기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1
∼4세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 지도부 시대별로 정책노선이 상이한 모
습을 나타냄
* 덩샤오핑이 집권한 1976년은 문화대혁명이 끝난 시기이며 장쩌민이 집권한 1989년은 천
안문 사태로 혼란했던 시기인 반면, 후진타오가 집권한 2002년만이 상대적으로 평온했던
시기임. 금년에는 유럽의 재정위기 등의 외부 요인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

중국 지도부의 세대 구분
세대

집권 시기

특징

대표적 인물

1

1949∼76

공산당 창당, 건국 주도

마오쩌동, 류샤오치

2

1976∼89

항일전쟁 및 대장정 참여, 건국 참여

덩샤오핑, 자오쯔양

3

1989∼02

건국 직후 사회주의 확립시기, 대약진운동 경험

장쩌민, 주룽지

4

2002∼12

청년시절 문화대혁명 경험

후진타오, 원자바오

5

2012∼22

건국 이후 출생, 문화대혁명 이후 대학 진학

시진핑, 리커창

o 마오쩌동(毛澤東, 1949∼76년) 사후 덩샤오핑(邓小平, 1976∼89년) 시대는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여 개혁·개방을 시작한 단계이며, 장쩌민(江泽民,
1989∼02년) 시대는 이를 가속하여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으며 후진타오(胡锦涛, 2002∼12년) 시대에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
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경제발전을 계속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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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패러다임 및 경제상황 비교
덩샤오핑(1976∼89)

장쩌민(1989∼02)

후진타오(2002∼12)

<정책패러다임>
1. 주안점
2. 성장 우선지역
3. 소유제
4. 외자 도입

사회주의 이념과 시장 빠른 경제성장과 제 부 성장의 후유증 극복 및 질
경제 요소와의 조화
문의 효율성 제고
적성장 추구, 공평성 제고
선부론에 따른 동부 연 동부 연안 우선 개발과 서부대개발 적극 추진
안 우선 개발
함께 서부지역 개발 시작 등 균형개발에 중점
공유제와 함께 비공유
공유제와 비공유제의
비공유제의 확대 가속화
제를 허용
조화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적 제한 없는 무조건적 도입 특혜 폐지 및 첨단기술·
극적인 외자 도입 시작 과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 친환경 등 선별적인 도입

<경제상황>
0.15(‘76) →
0.34(’89)
비중(%)1) 2.4(‘76) → 1.7(‘89)
211(‘76) →
2. 1인당GDP(달러)
403(’89)
2)
3. 경제성장률(%)
8.8
4. 물가상승률(%)3)
6.6
5. 수출규모(억달러) 69(‘76) → 525(’89)
비중(%)1) 0.7(‘76) → 1.7(‘89)
6. 외국인직접투자(억달러)2)
14.7
7. 외환보유액(억달러) 6(‘76) → 55(’89)
1. 경제규모(조달러)

1.45(‘02)

7.32(‘11)

4.4(‘02)

10.5(‘11)

1,135(‘02)

5,432(‘11)

9.3
6.9
3,256(‘02)
5.0(‘02)
310.1
2,860(‘02)

10.6
2.6
18,992(‘11)
10.4(‘11)
837.5
31,811(‘11)

주 : 1) 세계경제 대비 비중 2) 기간중 평균 3) 1978∼89년, 1989∼02년, 2002∼11년의 평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국가외환관리국, World Bank, UN Comtrade, UNCTAD

(덩샤오핑 시대：개혁ㆍ개방의 도입 및 성장)
 (정책기조) 문화대혁명 이후 정권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경제발전방향을
기존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선회한 후 일련의 개혁조치
들을 시행
o 현재까지도 경제정책을 지배하는 기본 사상으로 자리 잡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창안하여 사회주의 국가경제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가미
*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이나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아 생산력 발전이 미흡하므
로 사회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단계에서 실현된 생산력 발전, 즉 현대
화와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장기간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이론

― 생산력 발전에 역점을 두고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에 기초하여 계
획과 시장이 상호 배척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에 있다는 논리에서 시
장요소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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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의미로 사회주의
와 자본주의 구분 없이 인민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사천성
속담에서 유래)

o 경제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있어 과학기술과 전문성, 합리성을 강조함
에 따라 실용적 사고를 지닌 기술관료 세대가 대거 등장하여 경제성
장의 주역을 담당
덩샤오핑 시대 주요 경제정책 기조와 내용
연도
80
84
85
88
88
88
89
92

내용
경제특구 설립(심천, 주해, 산터우, 샤먼 등 4곳)
상해, 광주 등 동남부 14개 연안도시 개방
국유기업의 자금지원을 기존의 국가재정에서 은행대출로 전환(발개화(拔改貨) 개혁)
경제특구 추가 지정(해남도)
기업법을 제정하여 정부와 기업의 분리 명확화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원칙에 입각한 국유기업 개혁 추진
천안문 사건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
하면서도 단기적 차원에서는 안정 속의 경제발전 모색
남순강화(南巡講話)에 의해 개혁개방의 지속을 강조

 (공과) 경제특구 설립, 연안도시 개방, 정부와 기업의 분리 등 개혁·개
방정책의 도입으로 양적으로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동부 연안지
역과 여타 지역간, 국영기업과 민영기업간에 격차가 확대
o 1977∼89년중 연평균 성장률이 약 9%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교역규모도 1976년 136억달러에서 1989년 1,117억달러로 8배 이상 확
대되었으며, 고용구조 면에서도 1차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2차 및 3
차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
경제성장률

교역규모 및 증가율

산업별 고용구조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UN Comtrade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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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동부지역에 비해 중부 및 서부지역이 여전히 낙후된 상황에 있었
으며 국영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경영혁신의 저하, 저생산성
등 경제의 비효율성*이 증대
* 국영기업의 매출원가 대비 이윤율이 1978년 22.9%에서 1989년 10.6%로 하락

― 특히 경제성장 및 경제적 자유 확대가 정치적인 자유 요구와 맞물리
면서 1989년 천안문 사태로 개혁·개방정책이 좌절될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덩샤오핑은 정치적으로 보수주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경제
적으로는 개혁·개방의 지속을 강조
지역별 GDP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국영기업의 산업생산 및
고정자산투자 비중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국영기업의 적자규모 및
이윤율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장쩌민 시대：성장의 가속 및 도약)
 (정책기조) 장쩌민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을 이어 받아 1990년대
경제성장의 가속 및 구조개혁 등을 통해 중국경제의 도약을 선도
o 주식제 도입 등 국유기업 개혁, 비공유제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광범
위한 시장원리 도입 등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
― 1997년 기존의 국유기업을 공유제 지배의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국
가의 투자자산 소유권과 기업의 법인재산권**을 분리
* 주식제 개혁은 국유기업의 사유화라기보다는 국가가 여전히 대주주의 지위로서
공유제 기업의 성격을 유지하되 여타 기업 또는 종업원 및 일반 대중의 일부
주식소유를 허용(국무원은 1997.11월 국유기업의 주식제 도입을 공식 승인)
** 재산권은 점유･사용･처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유기업의 공유제 형식을 유
지하기 위해 완전물권인 소유권에 비해 제한된 권리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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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농산물 배급제에 이어 1998년 주택분배제도가 철폐되면서 곡
물시장 및 주택시장에도 시장원리가 도입되었으며, 민간기업의 기술
과 자본력 활용을 위해 자영업자 등 소위 부르주아 계급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
* 2000.2월 장쩌민은 공산당이 선진생산력, 선진문화 및 광범위한 대중 이익의 ｢
3개 대표론｣을 제기하여 그동안 공산당 입당이 불가능하였던 민간기업가들을
대규모로 당원으로 가입시켜 공산당 주도의 생산력 제고를 도모

o 대외개방지역을 1992년 이후 내륙과 변경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외국
인 직접투자도 저기술수준･환경오염유발 업종에 대한 투자보다는 첨단
업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정비를 추진
* 1990.4월 상해 푸동지구의 개발과 대외개방을 결정한 데 이어 1992.3월 동북 3성
(흑룡강․길림․요녕성) 및 내몽고 지역 등을 개방지역에 포함

o 금융체계 개편, 중국인민은행법 제정, 환율제도 개편 등 금융개혁을 추진
― 정책성 업무와 상업성 업무를 겸영해 왔던 국가전업은행*들로부터
정책성 업무는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발전은행 등의 정책
은행(1994년 신설)에 이양하고 1995년에는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권한 강화를 위해 ｢중국인민은행법｣을 제정
* 국가전업은행은 각 지역과 산업에 금융자금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을
총칭하는 것으로 농업금융을 담당하는 농업은행, 중장기 개발금융을 전문적으
로 취급하는 인민건설은행 등이 1979.3월에 설립됨

― 1991년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한 데 이어 1994년에는 이중환율제도*
를 폐지하고 단일변동환율제도로 일원화
* 1981.1월 이후 무역외거래에 대해서는 공정환율을 적용하고 무역거래에 대해서
는 수출촉진을 위해 내부결제환율(1985년 이후에는 외환조절센터에서 결정되는
조절환율)을 적용

장쩌민 시대 주요 경제정책 기조와 내용

연도
내용
93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통한 개혁과 개방의 가속화
93 농산물 배급제가 전면 폐지되면서 곡물가격의 완전자유화
93 기존의 국영기업 → 국유기업으로 헌법 수정, 소유와 경영의 분리 추진하는 국유기업 개혁
94 분세제(分稅制) 실시로 중앙정부의 조세통제력 강화
94 이중환율제도 폐지, 1995년 중국인민은행법 통과
94 주택분배제도 개혁 시작하여 1998년 주택분배제도 철폐
96 경상항목의 자유태환 시작
99 헌법수정을 통해 비공유 부분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부분임을 명시
01 WTO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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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 국유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는 가운데
민영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WTO 가입(2001년) 등 대외개방도 빨
라졌으나 물가불안 및 소득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을 수반
* 연봉제 및 독립감사제 도입, 국유기업 관리를 위한 국무원 직속의 ｢국유자산감독
관리위원회｣ 설립 등

o 민영기업이 고용(1989년 29.8% → 2002년 71.5%) 및 고정자산투자(1989년
36.3% → 2002년 56.6%)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GDP 대비
M2비율이 지속적인 상승세(1989년 70.3% → 2002년 153.8%)를 나타내는 등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가 진전
o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1989년의 34억달러에서 2002년의 527억달러
로 급증하였으며 외자기업의 수출 및 고용비중도 크게 증가
민영기업 비중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FDI 금액 및 증가율

자료 : 중국상무부

외자기업 비중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o 그러나 곡물 등 생필품 가격결정의 완전 자유시장화*, 풍부한 유동성,
투자급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물가급등을 경험하는 등 물가불안
이 야기
* 1980년대 후반부터 생필품 가격의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93년에는
곡물과 식용유 가격을 완전자유화하면서 건국 이후 지속되어 온 농산물배급제가
사실상 폐지

o 또한 상하위 계층간 및 지역간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등 분배상
황이 악화*되면서 균형발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성장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
* 2000년 이후 지니계수가 국제적으로 위험한 경계선으로 간주(World Bank)되는 0.4
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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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Gini계수와
소득계층별 소득차이1)

지역간 격차1)

주: 1) 도시주민 8개 소득계층중 주 : 1) 소득 최고지역 상해와 최저
최상위·최하위간 차이
지역 귀주 1인당 GDP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후진타오 시대 :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조화 )
 (정책기조) 경제성장 가속으로 초래된 제반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
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
메커니즘을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농촌생활환경 개선, 중서부 내륙지역
개발, 의료·주택·교육문제 개선 등 사회문제의 완화에 주력*
* 덩샤오핑이나 장쩌민이 기업가적이고 결단적이면서 위험추구형이었다면 후진타오
는 점진적이고 실질적이면서 위험회피적인 관리형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
(Overholt, 2012)

o 산업·지역·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중시
― 경제발전으로 야기된 불균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과학적 발전관*
｣(科学发展观)을 주장하였으며 도농, 계층, 인간과 자연 등의 균형발전
을 추구하는 ｢조화사회론｣(和谐社会論)을 제시
*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여 경제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하는 발전전략을
의미하며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발전 및 사회적 공정성을 강조

o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혁, 비유통주식 개혁 등 은행 및 증권부문의
개혁을 지속하였으며 물권법*을 제정하여 사유재산권 보호를 강화
* 사유재산권 및 상속권 보호, 토지사용권의 기간 만료후 자동연장 등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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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업세 폐지 등 농민에 대한 우대정책을 강화하였으며 근로조건 개선,
임금인상 등 근로자의 지위 향상*과 노동관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도 노력
* 근속년수 10년 이상시 종신고용을 보장하고 비자발적 해고시 퇴직금 지급액(근무
연수×연봉의 1/2)을 증액하는 등 근로자 권리를 대폭 강화한 신노동법이 2008년
부터 발효

o 최근에는 경제운영 패러다임을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
로, 수출·투자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소비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후진타오 시대 주요 경제정책 기조와 내용
연도

내용

04

국유상업은행 주식제 개혁 시작

04

국민의 합법적 사유재산은 침해받지 않음을 헌법에 명시

05

국유주 등 비유통주 개혁을 통해 증권시장의 발전 도모(2007년말 비유통주 개혁 일단락)

06

농업세 폐지하여 3농(농촌, 농민, 농업) 우대 정책 강화

06

소득세 면세점 인상(월 800위안→1,600위안)을 통해 저소득층 보호 강화(2008년
2,000위안, 2011년 3,500위안으로 추가 인상)

07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물권법 제정

08

고용보장 및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 신노동법 제정

09

위안화 무역결제제도 시작 등 위안화 국제화 노력 가시화

09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대규모 경기부양조치와 산업지원

10

신에너지, 신소재 등 7대 신흥전략산업 선정 및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전략 수립

10

자원가격의 합리적 책정과 자원절약, 지방재정 확충 등 위해 자원세(resource tax) 개혁 시작

 (공과) 각종 사회복지관련 지출이 증가하고 서민생활이 종전보다 안정
되었으나 개발에 따른 부동산가격 급등,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자원부
족 심화 등의 문제가 대두
o GDP대비 정부지출비중과 사회보험 수혜비율이 높아졌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소득계층별 및 도농간 소득 차이 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

- 137 -

GDP대비 정부지출 비중

자료 : 중국재정부,
중국국가통계국

도시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소득계층1)별 소득격차와
도농주민 소득 비교

주 : 1) 도시주민 8개 소득계층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o 그러나 투기수요로 인한 부동산가격 급등, 지방정부 부채의 점증으로
인한 재정부실 우려, 에너지 및 자원부족 문제의 심화* 등이 향후 해
결 과제로 지적
* 원유의 경우 중국은 1996년 순수입국으로 전환한 후 2011년 현재 자급률이 46.2%까지 하락

북경 및 상해 부동산가격

자료 :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지방정부 부채

자료 : 심계서

원유소비량과 자급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3. 차기 지도부의 정책성향과 과제
( 인적 구성 )
□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모두 덩샤오핑에 의해 지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전과 같은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더 이상 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차기 지도부의 경우 특정 개인에 대한 의존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

- 138 -

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공산당의 양대 파벌인
태자당*(太子黨)과 공청단**(共青团)이 균형을 이룬 집단지도체제로 구성될
것이므로 이들의 정치적 성향과 지향점이 향후 중국의 정책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혁명원로의 후손을 지칭. 일반적으로 경제적 자유와 성장을 중시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의 약칭으로 14∼28세의 젊은 공산당원으로 구성된 공산
당의 하부 조직중 하나이며 분배와 형평을 중시

향후 예상되는 제18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성명
시진핑(习近平)
리커창(李克强)
왕치산(王岐山)
리위안차오(李源潮)
장더지앙(张德江)
장가오리(张高丽)
리우윈샨(刘雲山)
위정성(俞正声)
왕양(汪洋)
리우옌동(刘延东)

연령
59
57
64
62
62
62
65
67
57
67

현재 직위
부주석
상무부총리
부총리
당 중앙조직부장
중경시 서기
천진시 서기
당 중앙선전부장
상해시 서기
광동성 서기
국무위원

파벌
태자당
공청단
태자당
태/공1)
상해방2)
〃
공청단
태자당
공청단
태/공1)

학력
가능성
清华大 법학박사
확정적
北京大 경제학박사
〃
西北大 역사학과
유력
中央黨校 법학박사
〃
김일성종합대 경제학과
〃
厦门大 경제학과
〃
集宁사범학교
〃
哈尔滨군사학원 미사일제어과 유동적
中国科技大 공학석사
〃
清华大 공정화학과
〃

주 : 1) 출신은 태자당이지만 성장 배경이나 정치적 성향은 공청단 성격을 가짐
2) 장쩌민 전 주석을 좌장으로 1980년대 등장한 상해출신 파벌. 태자당과 정치적 성
향이 비슷

o 그동안 지도부의 핵심이었던 테크노크라트 기술관료*가 점차 퇴진하면
서 인문학 관료가 중추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국경
제가 “개발과 도약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지속 성장과 관리의 시
대”로 이행할 것임을 시사
* 1950∼60년대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제3세대 및 제4세대 지도자들로 장쩌민, 주룽
지,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이 이에 해당

중앙정치국 위원(25명)의 학력 및 전공 분포

년 제15대
년 제16대
년 제17대
2012년 제18대 e
1997
2002
2007

대졸 이상
엔지니어링
인문·사회
14
17
11

3
5
12

5∼7

15∼17

자료 : Miller(2012)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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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이하
8
3
2

1∼2

□ 시진핑(习近平) 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가 각각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총리로 유력시되는 가운데 군사·외교·대만관계는 시진핑
국가 주석, 사회·경제는 리커창 총리*가 전담하는 2원 체제가 더욱 공
고해질 가능성**
* 중국의 총리는 국무원 인사권(각부 장관 및 국장 임면권) 및 국무회의 주재권을 가
지며(헌법 제62조)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라 국무원 권한이 강해지는 추세이므로
총리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
** 두 인물은 파벌 및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국(1949년) 이후 출
생(1953년 및 1955년)한 지도자들로서 문화대혁명 기간중 하방(下放)＃ 경험이 있고
지방의 성장(省長) 및 성서기(省書記)를 역임하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
＃ 문화대혁명 기간중 간부나 소위 지식분자들이 농촌, 공장 등으로 강제 이동되
어 노동에 종사하였는데, 시진핑은 1969∼75년, 리커창은 1974∼76년에 하방된
적이 있음

o 시진핑은 태자당의 일원*으로 공산당 원로그룹 및 군부**의 지지를 받
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보수적 가치를,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중시하
는 인물로 평가
* 광동성 성장과 전인대 부위원장을 역임한 혁명원로이며 마오쩌동에 의해 16년간
의 연금생활을 겪었던 시종쉰(习仲勋) 부총리의 차남
** 정치지도자로는 드물게 군경력(1979∼82년 중앙군사위 위원이던 경표(耿飚) 국방
부장관의 비서)을 보유

― 민간부문의 발전과 외국인투자 자유화를 옹호하며 금융 및 물류 중
심지로서 상해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으며 태자당과 상해방을 중심으
로 하는 엘리트주의자의 지지를 얻고 있음
o 리커창은 현 후진타오 주석의 직계로 공청단 출신이며 분배와 형평을
중시하는 인물로 평가
― 서민을 위한 염가주택 공급, 기본의료보험 확대 등 사회복지와 녹색
에너지 개발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소득격차 개선, 민생안정 및
중서부지역 개발 등에 역점을 두는 대중주의자(populists)의 지지를 받
고 있음
□ 한편 일부에서 제기하는 지도부 교체과정에서의 정치적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o 집단지도체제의 특성상 한 개인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정책기조도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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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독특한 지도부의 교체시스템*을 감안할 때 후진타오의 실질적인
퇴임도 2014년 이후에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최소한 1
∼2년 내에 정책기조가 급격히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공산당이 군부를 지배하고 군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중국에서 군부 장악은 통치
권의 핵심이며 군 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은 통상 국가 주석으로서 공
산당 총서기와는 시차를 두고 승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 재임 시기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공산당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 주석

81∼89

-

-

1)

89(93) ∼04
04∼14

89∼02

93∼03

e

02∼12

03∼13

e

12∼22

13∼23

14∼24

주 : 1) 장쩌민은 1993∼94년에야 실질적으로 군사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

(정책성향)
 지금까지 지도부가 그동안의 경제적 성과를 기반으로 체제의 정당성
(performance legitimacy)을 확보해 왔던 점에 비추어 차기 지도부도 경제발
전을 심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체제 유지와 관련된 리스크를 적절히 해
소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전망
o 경제발전이 사회안정을 확보할 정도로 지속되어야만 정치적 안정도 꾀
할 수 있는 만큼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면
서 제2의 도약 기반을 마련
o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토대로 삶의 질 향상, 사회정의 확대 등에
도 노력을 경주
 이에 따라 차기 지도부는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경제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적 효
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해 나갈 것으로 예상
o 경제발전모델로는 대외개방과 외자도입을 통한 성장을 중시하는 ｢광동
(廣東)모델｣과 내륙개발을 중심으로 건실한 국유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
방재정 확보 및 재분배를 강조하는 ｢중경(重慶)모델｣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하에 근간을 이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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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치적으로 중국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가 정치적인 질서 유지와
효율적 지배체제의 확립*에 있고 “안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穩定壓
倒一切)는 도그마가 1989년의 천안문 사태, 1991년의 소련붕괴를 겪으면
서 재인식되었던 점에 비추어 앞으로도 정치적 보수성향이 견지되는
가운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조직범죄집단 척결, 빈부격차 해소 등을 위한 개혁조치와 대중적 인기로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이 유력시되던 보시라이(薄熙来) 전 중경(重慶)시 서기가 2012.4월
축출된 것도 파벌간 갈등 이외에 그가 주창한 창홍타흑(唱红打黑, 당과 국가를 찬
양하고 범죄 등 사회악을 제거) 운동 등이 문화대혁명을 연상시키면서 이로 인한
정치적 트라우마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임
** 서구식의 3권 분립 형태를 따르지 않고 ①사회주의, ②인민민주주의 정치, ③공산
당의 지도, ④마르크스･레닌･모택동 사상 등에 기초하여 그 틀 안에서 모든 경제
개혁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

o 공산당에 의한 일당 지배체제 안정을 위해 현재의 집단지도체제가 더
욱 강화될 가능성(공산당 당헌에서도 집단지도체제를 천명)
o 정치체제의 경우 소위 ‘당내 민주화’가 강화되는 수준에서 정치적
자유 확대보다는 안정중시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 자국이익 보
호 및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민족주의적 색채가 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
* 이는 향후 중국의 발전과정이 경제개혁 → 고도성장 → 사회구조 변화 → 국민의식
변화 → 정치발전이라는 정치경제학에서의 순차적 발전경로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될 수 있음을 시사(조영남, 2012)

(향후 정책과제 및 전망)
 차기 지도부는 혁명세대에 의해 지명되지 않은 최초의 지도부로서 정
치·경제시스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주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
운데서도 경제성장 지속과 함께 발전의 질적 심화를 위한 여러 정책과
제에 직면
o 수출 및 대규모 재정투자에 의존하는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이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녹색기술 및
신에너지 산업 등 신성장동력의 확보 및 소비여력 확충이 당면 과제로
부상
― 또한 실물부문에 비해 취약한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금리자유
화, 위안화 국제화, 환율결정 메커니즘의 개선 등을 통한 금융시스
템의 선진화도 추진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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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당·정부·대형국유기업간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정치·경제 엘리트
계층의 권력 및 부의 독점*을 억제함으로써 부패문제를 해소하고 민간
기업의 활력을 강화
* 중국 최상위 부유층의 90% 이상이 공산당 간부 및 자녀들로 구성(Wing, 2012)

o 소득불균형 및 3농(농촌, 농업, 농민) 문제, 실업 및 빈곤 문제 등 민생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농민과 빈곤층* 지원을 위한 연금·의료보
험 등 공적부조시스템의 확대, 근로자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최저임
금 인상** 등에 계속 노력을 경주
*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인구 비중이 전체의 13.1%에 달함(2008년
기준, World Bank)
** 북경, 상해, 천진, 심천 등 4개 지역의 월 평균 최저임금은 2008년 749위안에서
2010년 883위안, 2012년 1,230위안으로 4년 동안 64% 상승

o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고령화 문제* 및 도시화 문제,
호적문제 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로 지적
*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비중은 2015년 72.7%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하락할 전
망(UN)

― 도시에 거주하면서 취업하고 있으나 농촌 호적을 보유하고 있어 교
육, 의료, 주택 등 각종 사회보장혜택에서 제외된 농민공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20% 수준에 달함*
* 전체 인구 대비 농민공인구비중 : 6.3%(1998년) → 9.4%(2002년) → 10.7%(2006년)
→ 19.7%(2010년)

역대 지도부의 정책기조･성과 및 과제
정책기조

성과

· 고도 성장
덩샤오핑 ·개혁개방 도입 및 성장 · 교역규모 확대
· 산업구조 개선
· 민영기업 비중 증대
장쩌민 ·경제성장 가속 및 도약 · 대외개방 가속
· 경제적 효율성 증진
· 시장친화적 조치 확대
후진타오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조화 · 사회복지관련 지출 증가
· 농민과 노동자 지위 향상
시진핑 · 질적발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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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지역별 성장 격차
· 국영기업 비효율성 대두
·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조
화
· 물가불안
· 분배상황 악화
· 불균형발전에 따른 모순
· 부동산가격 급등
· 지방정부 재정악화
· 자원부족 심화
· 지속적 성장과 발전의 질적 심화
· 신성장동력 확보 및 소비여력 확충
· 효율성과 형평성의 동시 추구

 또한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만해협 및 기타 지역분쟁 등
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으로 예상
o 글로벌 경제의 부진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미국과 유럽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지역을 다변화할 필요
o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부상에 따른 중국 위협론에 대응하여 호혜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
―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그리고 티벳, 내몽고
등 중국내 소수민족과의 분쟁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
역대 지도부의 대외정책･세계경제 상황 및 여타국과의 관계
대외정책

세계경제 상황

여타국과의 관계

· 자주독립 외교정책 및
· GATT 등으로 관세율 · UN상임이사국 및 IMF, World
서방과의 협력 강조
과 규제 축소
Bank 회원국 지위 회복
덩샤오핑 · 경제특구 설치, 대외
· 무역과 투자의 급증 · 대만과의 교류 시작(일국양제)
무역 확대 등 전면 개
· 2차 석유파동(79)
· 미국과 국교수립(79)
방
· 도광양회( 韜光養晦,
· 천안문 사건 이후 외교적 고
· FTA 확산
침묵을 지키면서 기
립(89∼92)
· WTO 발족(95)
장쩌민
다림) 정책
· 한국과 국교수립(92)
· 아시아 위환위기(98)
· 기업 해외상장 시작
· WTO 가입(99)
· 대만과 정치적 긴장관계
· 화평굴기( 和平崛起,
· 대미무역수지 확대로 인한 갈등
· 세계화 및 지역화가 공
평화적으로 부상) 정
· 대만과 정치적 긴장완화, 교
후진타오
존하는 자유무역주의
책
류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08)
· 위안화 무역결제 시작
· 중국위협론 대두
· 일본,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 국제사회에서의 발언 · 경제위기에 따른 보호
등 주변국과의 영토 갈등 증대
시진핑
권 확대
무역주의 강화
·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견제
· 제3세계와 협력 강화 · 유럽 재정위기
강화

 한편 차기 지도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2013년 가을에
개최될 예정인 제18기 3중전회에서 제시될 것으로 예상
o 2011.3월에 발표한 제12차 5개년경제사회발전계획(2011∼15)상의 목표*
대비 달성도를 중간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가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지도부의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 진일보한 개
혁조치가 포함될 가능성
* 경제성장률 목표는 제11차 기간(2006∼10년)보다 낮추고(7.5% → 7.0%) 소득증가율
목표는 상향 조정(5% → 7%)하면서 질적 성장, 경제구조조정 및 민생개선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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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5개년 계획기간중 주요 경제사회 목표
경제성장률(%)
2010년
2015년e

7.51)
7.02)
도시화율(%)

2010년
2015년e

47.5
51.5

가계소득
증가율(%)
51)
72)
R&D투자
/GDP(%)
1.8
2.2

주 : 1) 2006∼10년중 연간 목표치
3) 2011∼15년중 목표치

도시양로보험
대학진학률(%) 평균기대수명(세)
가입자(억명)
2.57
26.5
72.7
3.57
36.0
74.5
신규고용
보장성주택건설
실업률(%)
(백만명)
(만가구)
1)
9
51)
2)
2)
9
5
3,6003)
2) 2011∼15년중 연간 목표치

<참고>
중국의 정치시스템이 경제운용에 미친 장·단점

□ 중국의 정치시스템은 제도화된 요소를 통해 경제정책의 수립과 운
용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
o 장기간의 임기가 보장됨으로써 정책의 안정성 확보, 미래지향적 장
기프로젝트의 수립 및 실행 등이 가능
― 고위 공직자의 임기가 5년이며 연임도 가능하여 10년의 임기를
채우는 경우가 많음*
*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저우샤오찬 중국인민은행 총재 모두 2002
년부터 현직에 보임

― 1980년대에 온포(温饱, 빈곤해소 단계) → 소강(小康, 중진국 단계) →
대동(大同, 복지사회)의 3단계 사회발전목표*를 제시할 정도로 정책
의 시계가 넓음
* 온포는 2000년, 소강은 2020년, 대동은 2050년에 각각 이룩한다는 단계별
달성시한을 설정하였으며 온포 단계는 1987년에 도달하였음을 선언

o 임기제와 정년제를 명문화하여 권력의 사유화와 종신제를 배격
― 임명시 연령상한을 중앙정치국원 68세*, 장관급 63세, 국유기업
임원 61세, 기타 58세 등으로 설정
* 이번 11월에 현 중앙정치국 위원 25명중 14명이 나이제한으로 은퇴

― 1982년(제12기)∼2007년(제17기) 기간중 중앙위원회(약 370여명) 위원의
교체율이 매기 평균 62%에 달할 정도로 조직의 역동성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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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직위의 후보자군을 미리 선정하여 충분한 정치·행정 경험 기회
를 부여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행착오를
예방
― 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시진핑과 리커창의 경우 이미 4차례
의 장관급 직책을 역임*
* 시진핑은 복건성 성장, 저장성 성장, 저장성 당서기, 상해시 당서기를 리커
창은 공청단 제1서기, 하남성 성장, 하남성 당서기, 요녕성 당서기를 역임

o 중앙정치국과 상무위원회의 주요 정책결정이 원칙적으로 만장일치
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협상·타협에는 시간이 걸리나 일단 결정
된 사항은 신속하게 집행
□ 다만 일당독재, 법보다는 인간관계(꽌시, 关系)에 의한 지배구조 등에
따른 부패 및 관료주의 배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등은
부정적인 요소로 지적
o 부패는 쉽게 근절되지 않는 대표적인 중국 정치시스템의 문제*
*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건수(연평균)가 1979∼82년 2.5만건에서
1988∼92년 4.5만건, 2008∼11년 13.1만건 등으로 급증(中纪委监察部)

o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점으로 중앙에서 결정·지시한 정책들이 지
방정부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上有政策 下有對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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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요 부문별 개혁 추진상황*
안성희 신흥경제팀 조사역
강지연
전문보조원
◆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중(2011～15년) 노동, 자본, 토지 등의 부문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
o 그동안 투자·수출 중심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소득불균형, 과잉투자, 환
경오염 등의 경제적･사회적 문제점이 누적
◆ 현재 추진하거나 계획되어 있는 개혁을 주요 부문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음
o (노동)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제 개편 등을 통해 계층간･도농간 소득불
균형을 축소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로 소득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며,
도시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도농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완화
o (자본) 은행부문에 비해 낙후된 직접금융시장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
을 중심으로 기업 자금조달경로를 다양화하는 가운데 규제가 엄격한
자본거래를 점차 자유화하고 은행 금리결정의 자율성을 확대
o (토지) 토지거래시스템 개선, 협상보다는 입찰･경매 등에 의한 거래 확
대 등을 통해 토지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지역간 개발격차
를 완화하기 위해 중서부지역의 토지활용도를 제고
o (에너지 및 환경)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통해 에너지구조를 다변
화하는 한편 자원세 부과방식의 변경 등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력요금체계의 누진제 도입 등으로 불요불급한 소비의 확대를 억제
◆ 이러한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중국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
진해야 할 과제도 상존
o 계층간 격차가 해소되고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시와 농촌인구를 엄격히 구분하는 현행 호적제도를 개선
o 사회보장수요의 확대, 고령화 진전 등에 대비하여 현재 정부의 재정보
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양로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을 강구
o 자본자유화 3단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금융부문의 발전을 도모
o 에너지소비량의 급증으로 환경오염 등이 심화될 전망이므로 에너지소비
가 많은 중공업에서 저탄소･고효율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48호(2012.11.29), 국제경제리뷰 제2012-47호(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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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중국에서는 그간의 수출 및 투자 중심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소득불균형,
과잉투자 및 부동산버블,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적 성장전략에서
성장 및 분배를 동시에 고려하는 질적 성장전략으로 성장패러다임을 전
환할 필요성이 증대
구조적 문제점과 성장패러다임의 전환
현재의 성장모델

양적 투입 확대에 의한
생산･수출

I. 사회구조적 측면
소득격차 확대

･ 저임금노동자의 불만 증대

고령화 진전

･ 노동력 감소

수출∙투자 주도
성장

임금상승압력 확대
기업수출경쟁력 저하
수출주도성장의 한계

사회보장 및 교육･의료 부족 ･ 소득격차 심화
･ 불확실성으로 인한 저축 확대
II. 경제적 측면
금융완화, 자원･식료품 가
･ 중저소득층의 부담증대
격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과잉투자에 의한 부동산버블 ･ 서민들의 주택구입부담 과다
･ 지방정부의 채무증대
은행융자의 불량채권화

소비확대 저해

구매의욕 저하
소비확대 저해
투자주도성장의 한계

에너지부족, 환경오염 심화
III. 정치제도적 측면
국유기업 우선정책
행정의 효율성 저하

향후 성장모델

･
･
･
･

인프라 및 기간산업의 독점
대형은행의 융자 편중
국유기업과의 유착
복잡하고 불투명한 규제 및 절차

높은 생산성 및 기술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구
조
적
문
제
점

민간기업 혁신 및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저해

소비 주도 성장

o 소득계층별로는 물론 도농간에도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
o 높은 저축률과 낮은 실질금리를 기반으로 투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서 생산성이 낮아지고 부동산버블도 발생하는 등 생산요소 배분에 있
어 효율성이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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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방정부의 토지양도와 관련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국유기업 우선
정책으로 민영기업의 역할도 크게 제약
o 낮은 전력가격 등에 기인한 과도한 에너지소비로 전력난 및 환경오염이 심화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2011∼15년)기간중 노동, 자
본, 토지 등의 부문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개
혁을 추진하고 있음
⇒ 노동, 자본, 토지, 에너지 및 환경 등 주요 부문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적시하고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되어 있는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향후 예상되는 추가 개혁과제를 점검

2. 주요 부문별 현황 및 문제점과 개혁 추진내용
1. 노동
( 소득불균형 완화 )
□ 자본에 비해 노동에 대한 분배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소득계층별 불균형
도 심화되면서 내수기반 확충을 제약
o 영업잉여율이 1995년 23%에서 2010년 27%로 높아진 반면 피용자보수
율은 동 기간중 52%에서 45%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층간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Gini계수도 계속 상승*
* 2006년까지 Gini계수를 발표해 오던 중국국가통계국은 고소득자에 대한 통계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2013년까지 동 통계를 발표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표명
(2012.1월)

o 최저임금은 전국 31개 성･시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29%(2011년 기준) 수준
피용자보수율 및 영업잉여율1)

주 : 1) 명목GDP 대비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Gini계수1)

주 : 1) 2010년은 신화사 추정치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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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1)

주 : 1) 2011년 기준
자료 : 중국인력자원부

→ 개인소득세제를 개편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높이면서 사회보장제
도를 확대하여 소득안정화를 도모
o 2011년중 개인소득 면세점(월소득 기준)을 500위안에서 1,500위안으로 상
향 조정하고 세율의 누진체계를 강화하였으며,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매년 13% 이상 인상하여 지역별로 평균임금의 40% 이상으로 높일 계획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개인소득세 소득구간 및 세율 변화
2008년
2011년
월소득액(위안) 세율(%) 월소득액(위안) 세율(%)
1
500 미만
5
1,500 미만
3
2
500~2,000
10
1,500~4,500
10
3
2,000~5,000
15
4,500~9,000
20
4
5,000~20,000
20
9,000~35,000
25
5
20,000~40,000
25
35,000~55,000
30
6
40,000~60,000
30
55,000~80,000
35
7
60,000~80,000
35
80,000 초과
45
8 80,000~100,000
40
9
100,000 초과
45
자료 : 중국세무총국

등급

자료 : 중국인력자원부

o 금년 6월중 확정한 ｢사회보장 제12차 5개년계획 요강｣의 6대 과제에
따라 사회보장제의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농촌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
는 방안을 추진
― 전국적으로 양로보험 가입자수를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124% 늘
리고 공상(산재)보험, 실업(고용)보험, 생육(육아)보험, 의료보험 등의 가
입자수도 확대
― 특히 2009.9월부터 농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형농촌사회양
로보험은 2015년까지 가입자수를 4.5억명으로 2010년 대비 4배 이상
확충할 계획(2011년말 기준 75% 달성)
* 2011년말 현재 27개성의 1,914개 현 및 4개 직할시에서 시행중

12･5계획중 사회보장 6대 과제

사회보험의 가입자수

①양로보험(社会养老保险制度)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의료, 공상, 실업, 출산‧생육(生
育) 등 5대 보험제도를 완비
② 도농간 사회보장제도를 통합
③의료, 양로보험 등의 적용대상을 확대
④ 도농간, 지역간 차별 등의 문제점을 해소
⑤ 사회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복지
및 자선사업의 발전을 도모
⑥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
자료 : 중국국무원

가입자수(억명) 증가율
2010년 2015년
(%)
기본양로보험
3.6
8.1
124
도시양로보험
2.6
3.6
39
농촌양로보험
1.0
4.5
337
의료보험1)
12.6
13.2
5
공상보험
1.6
2.1
31
실업보험
1.3
1.6
23
생육보험
1.2
1.5
25
주 : 1) 농촌협력의료(의료보장제도) 포함
자료 : 중국인력자원부
보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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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수급의 불균형 완화 )
□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계속 이동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경우 노동수요
가 공급을 초과하는 등 수급불균형이 지속
o 1990년대말 이후 농촌지역 취업자수는 줄어든 반면 도시지역 취업자수
가 급증함에 따라 2011년말 현재 도시지역의 취업자중 약 44%가 농촌
호적을 가진 농민공으로 파악(2000년대 들어 도시취업자 증가(1.3억명)의 63%
가 농민공 유입에 의한 것으로 분석)

― 도시지역의 구인배율(구인자수/구직자수)이 2010년 이후 1.0을 넘어서면
서 2011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에서 약 2천만명 정도의 초과수요가 발
생하였으며, 특히 3차산업 및 2차산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현상이
심화
도시･농촌 취업자수 및 농민공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도시지역 구인배율

자료 : 중국인력자원부

산업별 구인자수

자료 : 중국인력자원부

→ 농촌 노동력의 도시이주 등을 통해 도농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완화하
는 한편 산업고도화 등을 통해 고용창출력을 제고
o 2015년까지 도시 일자리수를 4,500만명(연평균 900만명) 이상 창출하고
농촌인력 4,000만명을 도시로 이주(2011년말 현재 약 23% 달성)
― 총인구를 13억 9,000만명 수준으로 억제하는 가운데 도시화율을
2015년까지 4%p 제고(2010년 49% → 2015년 53%)할 계획*
* 2011년 기준으로 23%인 중산충 비중이 매년 2%p 상승하여 2020년에는 40%를
상회할 전망이며 향후 도시화율 제고에 따른 소비 확대로 7∼8%의 성장이 유
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중국개혁발전연구원 Chi Fulin 원장, 2012.11월)

o 전문･고급기술 보유자 등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신흥산업*에 대한 전
략적 지원을 통하여 1차 및 2차산업(경공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위주
의 2차(첨단산업 중심) 및 3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및 고용창출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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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환경보호산업,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설비제조업, 신재
생에너지산업, 신소재산업,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등 7대 산업(｢12･5 국가전략 신
흥산업발전계획｣, 2012.7월)

12‧5계획중 노동부문의 주요 목표
2010년
2015년
목표치3)
실적치
목표치5)
도시 신규 일자리수(만명)
4,200
4,500
5,771
4,500
농민공 이전 인력수(만명)
4,000
4,500
4,500
4,000
전문기술 보유자수1)(만명)
4,196
4,6864)
6,800
고급기술 보유자수2)(만명)
2,863
3,400
주 : 1) 전문기술 보유자수는 과학기술, 경제, 언론, 법률, 농업 등 모든 부문을 포함
2) 고급기술 보유자수는 생산, 운수, 서비스 부문만 해당
3) 제11차 5개년계획
4) 2008년말 기준
5) 제12차 5개년계획
2005년

2. 자본
( 직접금융시장 육성 )
□ 은행 부문에 비해 채권 및 주식 등의 직접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경로가 제한적이며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에도 취약
o 사회융자총액에서 대출이 74%를 차지(2011년 기준, 위안화대출 58%, 외화대출
4%, 위탁 및 신탁대출 12%)하고 주식 및 채권비중은 각각 3% 및 11% 수준
― 채권시장의 경우 회사채* 발행비중이 상승하고는 있으나 금융채(34%,
**
2011년 기준), 국채(23%), 통화어음 (20%) 등에 비해 크게 낮은 4%에 불과
* 회사채는 국영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채(企業債)와 민영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
(公司債)로 구성
** 통화어음은 2002.3월부터 인민은행이 해외부문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인 공개시장조작수단으로 활용

― 중국의 GDP대비 주식의 시가총액비율은 46%로 소득수준이 유사한
태국(78%)에 비해 크게 낮은 데다 글로벌(66%) 및 중소득국가* 평균
(48%)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1인당 소득이 1,026∼12,475달러인 108개국(전체 214개국)

o 특히 중소기업의 약 95%를 차지하는 민영기업의 채권발행 및 주식상
장이 부진하여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회사채시장에서 민영기업의 발행실적은 미미*하며 100대 주식상장기
업중 국영기업이 86개(2011년 기준)에 이르는 등 직접금융시장이 주로
국영기업의 자금조달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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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액 기준으로 회사채에서 공사채(公司債) 비중은 5%에 불과하며 회사채 발
행액 상위 10개 기관이 모두 국영기업(2011년 기준)

사회융자총액1)

주 : 1) 채권 및 주식은
비금융기업 기준
자료 : 중국인민은행

유형별 채권발행액 비중

GDP대비 주식 시가총액 비율1)

자료 : 중국채권정보망

주 : 1) 2011년 기준
자료 : WB

→ 직접금융시장의 발전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은행대출을 통한 자금확보
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원
활한 자금수급을 도모
o 2015년까지 GDP중 금융업 비중을 5%*로 유지하고 사회융자총액중 주
식 및 채권비중을 15%**로 제고(｢금융업 12차 5개년 계획｣, 2012.9월)
* 중국 GDP중 금융업 비중은 2009년 이후 5%를 상회(2000년 4.1% → 2005년
3.3% → 2009년 5.2% → 2011년 5.1%)
** 10차 5개년(2001～05년) 5% → 11차 5개년(2006～10년) 11% → 12차 5개년(201
1～15년) 목표치 15%

― 직접금융 비중을 높이기 위해 메인보드* 및 중소기업보드**의 시스템
을 완비하고 창업판*** 시장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
* 중대형 국영기업 및 기간산업 관련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대표적 주식시장
** 자본금 3천만위안 이상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견 중소
기업을 대상
*** 중국판 나스닥(차스닥)으로 첨단산업, 고성장‧벤처형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시장(2009.10월 개설)

o 회사채 발행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사모채권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는 방안을 금년 6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선전･상하이
증권거래소, 201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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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① 자본금(주식회사 0.3억위안, 유한회사 0.6
억위안 이상), ② 회사채 누계발행액이 순자산의 40% 이하, ③ 최근 3개년 평균
가처분이익이 회사채 1년분 지급이자 이상, ④ 회사채 발행액 0.5억위안 이상 및
만기 1년 이상, ⑤ 담보자산의 신용등급이 AAA급 이상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
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러한 발행요건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해서는 이율을 은행 기준금리의 3배
이하로 제한하는 등으로 자금조달에 따른 부담을 완화
( 자본시장의 개방 확대 )
□ 1996년 IMF 8조국으로 이행하면서 경상 외환거래는 자유화된 반면 자
본거래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
o 외국기업의 중국내 주식시장 상장 및 유통, 위안화채권 발행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채권시장 및 내국인 전용의 A주 주식시장에 대해서
는 외국기관중 적격 외국인기관투자가(QFII)만이 참여 가능
― 적격 외국인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A주의 10%(QFII 전체는 20%)에 한
해 매입이 허용되고 최소 보유기간(1∼3년)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들
의 투자비중은 주식 및 채권시장 시가총액 대비 0.6%, A주시장 시가
총액 대비로는 0.9%에 각각 불과(2012.8월말 기준)
o 2006.4월 적격 내국인기관투자가(QDII) 제도 도입으로 중국 기관투자가
도 해외증권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총 누적투자액(2011년말 기준)은 GDP의 1% 수준
적격 외국인기관투자(QFII)

적격 내국인기관투자(QDII)

자료 : 중국외환관리국, 선전 및 상하이거래소

QDII의 자격요건
자산 규모
사업경력
2억위안 이상 2년 이상
자산운용사
(순자산)
(자산관리)
8억위안 이상 1년 이상
증권사
(순자본)
(집합투자)
주 : 1) 최근의 분기말 운용자산 규모 기준

운용자산 규모1)
인력보유
200억위안
혹은
5년, 3년 이상 경
상등한 외화자산
력자를 각각 1명,
20억위안 혹은 상
3명 이상 보유
등한 외화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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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선진화, 위안화 국제화 등의 중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대내외 증권투자에 대한 자격 제한 및 투자규모 완화 등을 통해 개
방을 점진적으로 확대
o 적격 외국인기관투자가(QFII)의 투자한도를 2012년 기준으로 2002년 대비
12배 이상 확대*하고 운용자산 및 자기자본 규모를 축소하는 등 자격요
건을 완화(2012.6.20일)하는 한편 외국기업이 주식을 상장 및 거래할 수 있
는 국제판** 시장의 구축을 완료할 예정
* 2002년 40억달러 → 2005년 100억달러 → 2007년 300억달러 → 2012년 800억달러
** 상하이시가 2009.5월 관련 내용을 발표한 이후 상하이증권거래소가 NYSE와의
업무협의 등 구체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2011년중 개설 예정이었으
나 지연되고 있음

QFII기관 자격요건 완화
운용자산 규모1)
시중은행

100억달러 → 50억달러

자기자본 규모2)
없음 → 3억달러

사업경력
총자산 세계 100위 이내 →
10년 이상
30년 이상 → 5년 이상

증권사
100억달러 → 50억달러
10억달러 → 5억달러
자산운용사,
50억달러 → 5억달러
―
5년 이상 → 2년 이상
보험사
주 : 1) 최초 회계연도 1년 기준 2) 시중은행은 Tier 1 자본, 증권사는 순자산 기준
자료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o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자본자유화를 위한 기초여건이 전반적으로 성숙
한 것으로 평가하고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3단계에 걸쳐 자유화
하는 방안을 제시(2012.2월)
자본자유화를 위한 3단계 계획
기간별
단기(1～3년)
중기(3～5년)
장기(5～10년)

주요 내용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무역관련 상업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부동산, 주식, 채권거래 순으로 개방
양적규제에서 가격규제로 전환

( 금융기관의 금리결정에 대한 재량권 확대 )
□ 1990년대 중반부터 금리자유화를 추진한 결과 단기금융시장금리 및 채
권가격 결정이 자유화되었으나 은행중심의 금융구조하에서 은행 예금
및 대출금리가 규제되고 있어 금리자유화의 효과가 제약
o 은행간 대출금리(Chibor, 1996년) 및 RP금리(1997년)를 자유화한 데 이어
1997년 채권유통시장의 금리 자유화를 시작으로 발행시장에서도 국채
(1999년) 및 금융채(1998년)에 대해서는 경쟁입찰방식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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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상업은행의 예금금리 상한 및 대출금리 하한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일정 이상의 예대마진(2012.9월 현재 3.0%)이 보장되면서 은행권의
수익구조가 이자부문에 편중되고 신용도가 높은 국유기업 및 대기업을
위주로 대출이 확대됨에 따라 민영기업 및 중소기업과의 자금수급 불
균형이 지속**
* 위안화 대출금리 상한 및 예금금리 하한에 대한 규제는 2004.10월 폐지되었으
나 대출하한(기준금리의 0.7배, 2012.7월 이후) 및 예금상한(기준금리의 1.1배)
규제는 계속
** 중소기업중 은행대출이 가능한 기업은 3% 정도로 추정(MorganStanley China,
2012.9월)

― 은행의 예대금리에 대한 규제가 단기시장금리의 결정체계를 왜곡하
고 있는 데다 상업은행의 경우 자금조달 부담은 작은 반면 안정적인
예대마진 확보가 가능하여 적확한 리스크 관리 및 기업평가 등에 어
려움을 겪고 있음
은행업 순이익 구성1)

예대마진

주 : 1) 2011년 기준
자료 : 중국인민은행
자료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기업규모별 대출･생산･매출 비중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인민은행

→ 중국인민은행은 2015년까지 은행에 대해 금리결정의 자율성을 단계적으
로 확대해 나가면서 금리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
o 아직 금리가 시장 자율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나 중국인
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상한을 꾸준히 높이고 대출금리 하한을
낮춤으로써 금리결정시 금융기관의 재량권을 점차 확대
금융기관 예대 기준금리 및 상하한1)
시행일 08.11.27
예금금리
2.52
상한(배)
1.0
대출금리
5.58
하한(배)
0.9
주 : 1) 1년만기 기준

12.23 10.10.20 12.26
2.25
2.50
2.75
1.0
1.0
1.0
5.31
5.56
5.81
0.9
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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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3.00
1.0
6.06
0.9

4.6
3.25
1.0
6.31
0.9

(%)

7.7
12.6.8
7.6
3.50
3.25
3.00
1.0
1.1
1.1
6.56
6.31
6.00
0.9
0.8
0.7
자료 : 중국인민은행

3. 토지
( 토지거래시스템의 정립 )
□ 개인의 토지소유가 불가능한 가운데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을 협상, 입
찰, 경매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고 있으나 가격결정과정이 불투명한 데
다 기존 사용자에 대한 보상문제도 상존
* 주거용지는 70년, 공업, 교육, 과학기술, 문화용지 등은 50년, 상업 및 관광용지는 40년에
걸쳐 장기임대

o 지방정부는 공장의 유치 등을 위해 기업과의 협상시 무상 혹은 입찰･
경매시에 비해 낮은 가격에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고 있으며, 가격인하
로 인한 손실은 보상금* 축소 및 토지의 강제수용**을 통해 기존 사용
자에게 전가하거나 주거용지의 가격인상으로 상쇄함에 따라 주택가격
이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화
*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 양도수익중 일부는 지역주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세수로 귀속
** 2011.9월 광둥성(廣東省)에서는 집단 소유의 토지를 강제로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양도한 데 반발하여 집단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여러 곳에서 토지
강제수용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

거래방식별 토지공급면적

토지 불법 점유･양도 적발건수

자료 : 중국국토자원부

자료 : 중국국토자원부

―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토지의 최저가격제*를 도입하였으며, 이
후 협상방식의 거래비중이 크게 하락(2007년 58% → 2008년 18%)하고 입
찰, 경매 등을 통한 거래비중은 상승(42% → 82%)
* 지역별로 토지 양도가격을 15등급으로 분할하여 설정

― 그러나 입찰･경매시 낙찰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낮거나 참여업체를 제
한함으로써 최저가격제의 유용성이 제약받고 있으며, 토지사용을 불
법적으로 허가 및 양도하거나 점유하는 사례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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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제도
및 감독시스템을 개선(｢토지양도부문의 부패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중국국가부패
예방국, 2011.8월)

o 2011년 이후 입찰, 경매 및 공시를 통한 토지양도 계획 및 결과와 관
련하여 토지가격, 면적, 위치, 이용목적, 양수인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온라인상에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거래의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완비할 계획
* 입찰은 2011.6월, 경매는 2012.9월, 공시는 2012.10월부터 실시

o 한편
격히
부서
않은

토지거래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건설용지총량을 엄
규제하고 ②토지양도 감독시스템을 완비하며 ③국토자원부 담당
이외의 정부기관은 토지양도를 금지하고 ④토지보상이 진행되지
토지에 대해 판매 및 유치를 금지

( 토지활용도 제고 )
□ 중서부지역의 토지활용도가 동부지역에 비해 크게 낮은 데다 사회기반
시설도 미흡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제약*
* 지방정부간 토지정책의 차이가 지역간 격차의 주요 요인중 하나로 지적(Ding &
Lichtenberg, 2008)

o 중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건설용지 비중이 낮고 유휴지 비중이
높은 데다 건설용지중 공장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업용지의 단위면
적당 생산액도 동부지역의 70% 수준을 하회
― 또한 도로 및 철도 밀집도(총토지면적 대비 길이) 등 동부지역과 중서부
지역간 사회기반시설의 격차도 상당한 수준
용도별 토지비중1)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중국국토자원부

산업용지 단위면적당 생산1)

주 : 1) 2010년 기준
자료 : 중국국토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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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철도 밀집도1)

주 : 1) 2011년 기준
자료 : 중국국토자원부,

철도부, 교통부

→ 서부대개발 등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인프라 확충, 공업용지
증대를 유도함으로써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지역의 토지 활용도를
제고
o 2009년 이후 중서부지역 공업용 토지의 양도가격에 우대혜택*을 적용
하고 있으며, 2010년 서부대개발의 핵심지역인 충칭(重慶)시에 신구**를
설치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서부지역의 지리적 요충지인 란저우(蘭州)
시에도 신구를 설치할 계획(2012.8월 발표)
* 도시내 공업용지는 최저가격의 50%, 도시외 공업용지는 85%의 할인율을 적용
** 신구(新區)는 국무원이 도시의 일정범위를 지정하여 성장목표 및 방안을 모두 계
획하고 승인하는 지역으로 도시 전체가 해당되는 경제특구와는 달리 도시의 일
부 지역만이 해당

― 또한 12･5계획 기간중 서부지역에 철도 1.5만km(2011년말 기준 철도연장
23,951㎞)를 신설하고 농촌지역에 100만km의 도로를 신설 또는 개･보
수할 계획
중국의 5대 신구
연도

면적
(km2)

상하이 푸동(上海浦东)

1992년

1,210

금융, 통상

톈진 빈하이(天津滨海)

1994년

2,270

과학기술

충칭 량장(重庆两江)

2010년

1,200

제조업, 서비스업

저장 저우산군도(浙江舟山群岛)

2011년

1,000

해양산업

간쑤 란저우(甘肃兰州)

2012년

806

지역
신구

주요산업

첨단기술, 산업이전

4. 에너지 및 환경
( 에너지구조의 다변화 )
□ 중국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
고 화석연료의 매장량도 한정되어 있어 에너지구조를 다변화할 필요성
증대
o 에너지 생산 및 소비에서 화석연료(원유, 석탄,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1% 및 92%에 달하고 생산 및 소비활동에 중요한 전력생산*의 82%
가 석탄 및 석유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에 의존(2011년 기준)
* 전력생산에서 화력발전을 제외한 원자력(2%), 풍력(2%) 및 수력(14%)발전 비중
(18%)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특히 화력발전의 98% 정도는 석탄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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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세계 상위권의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의 채굴가
능년수(매장량/생산량)는 원유 16년, 천연가스는 26년, 석탄은 61년 정
도로 추산되고 있어 향후 수요의 빠른 확대에 비추어 에너지자원의
확보가 긴요
* 중국의 주요 화석연료 매장량(2011년, (세계 전체 매장량 대비 비중 / 세계 순위))
원
유
천연가스
215억배럴(1.3% / 14위)
4.0조㎥(1.9%, 10위)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British Petroleum

에너지 생산 및 소비구조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 : EIA

석
탄
2,158억톤(22.4%, 2위)

원유 및 석탄 채굴가능년수1)

주 : 1) 2011년 생산량 기준
자료 : BP, 중국국가통계국

o 중국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서 2010년
기준으로 세계 배출량의 26%를 차지
― 중국 다음으로 배출량이 많은 미국의 경우 2006∼10년중 배출량이
5% 감소하였으나 중국에서는 동기간중 43% 증가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환경세 도입 등을 통해 화석연료에 대
한 의존도를 낮추어 나갈 계획
o 12･5계획 기간중 비화석연료의 에너지비중을 2010년 6.9%에서 2015년 11.4%
로 높이는 한편 환경세 도입 등을 통해 화석연료의 소비 증가를 억제
― 화력발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속 감축해 나가는 대신 수력,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용량을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각각 1.2배 및 3.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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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계획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개발 목표
2010년
2015년
발전용량 연간발전량 발전용량 연간발전량
(만kW)
(억kWh)
(만kW)
(억kWh)
수력발전 21,605
6,867
26,000
9,100
풍력발전
3,100
500
10,000
1,900
태양발전
80
2,100
250
바이오매스
550
1,300
780
총 발전
39,400
12,030
자료 : ｢재생가능한 에너지 발전 12‧5 계획｣(2012.8월)

최근 발전시설 투자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o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환경세를 도입하
고 석탄 등 화석연료의 증산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
― 2015년까지 GDP당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17% 감축하고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을 2015년까지 8∼10% 줄일 계획
― 12･5계획 기간중 도입 예정인 환경세는 주요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먼저 부과한 후 점차 적용범위를 확대(｢12‧5 에너지절약 및 배출감소 업무
에 관한 통지｣, 2012.8월)

12‧5계획중 환경보호 관련 주요 목표
지 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1)
암모니아‧질소 배출량1)
이산화황 배출량
질소산화물 배출량

2010년
2,552
264
2,268
2,274

2015년
2,348
238
2,086
2,046

(만톤)
증감률(%)
-8
-10
-8
-10

주 : 1) 공업 및 농업, 도시생활중의 배출량을 포함

( 에너지 효율성 제고 )
□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에너지소비가 급증하면서 세계 1위의
에너지소비국*이 되었으나 에너지 효율성은 매우 낮은 수준
* 전세계 에너지소비중 중국 비중은 1990년 10.1%에서 2009년 19.1%로 증가하여 처
음으로 미국(18.4%)을 추월하였으며, 전세계 전력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21.5%에 달해 미국(20.3%)을 상회

o 중국의 GDP당 에너지소비량(Energy intensity)은 세계 평균보다 40% 이
상, 소득수준이 유사한 태국 및 인도네시아 등에 비해서도 20% 이상
많으며, 특히 전력소비는 세계 평균에 비해 75% 정도 높아 에너지 및
전력소비의 효율성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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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의 1인당GDP(7,418달러, PPP기준)는 세계평균
(10,061달러)의 0.7배 정도이나 1인당 전력소비량은 3,494kWh로 세계
평균(2,727kWh)의 1.3배 수준
에너지소비 및 전력사용량 비중1)

주 : 1) 전세계 대비
자료 : WB, Enerdata

GDP당 에너지소비량1)

주 : 1) 2011년 기준
자료 : Enerdata

GDP당 전력사용량1)

주 : 1) 2011년 기준
자료 : WB, UN, Enerdata

→ 자원세의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에너지자원의 과도한 생산을 방지하고
저탄소･고효율 산업을 육성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
o 2015년까지 GDP당 에너지소비량을 2010년(0.27koe/달러) 대비 16%* 낮추
고, 특히 석탄의 주요 소비지역**에서는 소비규모를 18% 이상 감축할
계획
* 에너지 고이용산업으로 분류된 석유화학, 화학, 기계, 섬유업에 대해서는 동 목
표치를 20%로 강화
** 저장, 장쑤, 광둥, 상하이, 톈진

o 이를 위해 현재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3종의 에너지 자원을 포함하여
총 7종의 자원*에 대해 부과하는 자원세제를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
는 기존의 종량제**에서 판매액의 5%를 부과하는 종가세로 전환(｢자원세
임시조례｣, 2011.10월)
* 원유, 석탄, 천연가스, 비금속, 철금속, 비철금속, 염류
** 종량제 방식인 경우 원유는 톤당 8～30위안, 천연가스는 1000㎥당 2～15위안의
자원세를 부과

― 석탄에 대해서는 톤당 0.3∼5위안의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석탄 주생산지인 산시성(山西省)에서는 종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
표(국무원, 2012.8월)함에 따라 단위당 자원세가 종량세에 비해 5∼7배
인상될 전망이며, 12･5계획 기간중 허난성(河南省), 네이멍구(內蒙古) 등
에서도 세제를 전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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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시성의 석탄생산량(2010년 기준)은 중국 전체(32.4억톤)의 22.8%에 해당하는
7.4억톤으로 네이멍구(7.9억톤) 다음으로 많음

o 12･5계획 기간중 에너지절약･환경산업의 생산규모를 2010년 2조 위안
에서 연평균 15% 이상 늘려 2015년에는 4조 5,000억위안 수준(총생산 대
*
비 비중 2% 내외)으로 확대할 계획 (｢12‧5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발전계획｣)
* 에너지절약･이산화탄소감축 부문에 2조 3,660억위안의 자금을 투입

― 에너지 환경보호산업, 바이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7대 신흥산
업을 육성하여 동 산업의 대GDP 비중을 2015년에는 8% 내외 수준
으로 상향
( 전력 이용의 효율성 제고 )
□ 원유, 석탄 등의 에너지 가격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나 전
력가격은 정부가 낮은 수준에서 통제하는 등 가격결정체계의 비대칭성
으로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o 전력기업은 정부의 가격통제로 인해 원유 및 석탄가격 상승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에는 손실확대 우려로
증산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
에너지가격의 결정체계
종류
전력

주요 내용
송･배전 이전에는 국무원에서, 이후에는 각 성(省) 정부에서 결정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국영광산기업과 전
석탄
력기업은 기준가격을 토대로 조달·판매가격을 협상에 의해 결정하되
보통 우대가격으로 제공1)
정유회사*가 국제시장 원유가격를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결정
원유
* PETROCHINA, SINOPEC, CNOOC 등
정제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신타(Cinta)유의 22일(영업일 기준)간 이동평균가격이
4% 초과시 중국내 정제유 가격조정이 가능
천연가스
출고가격 및 파이프라인 수송비용은 NDRC가, 도시소비가격은 지방정부가
결정(광둥, 광시는 시범적으로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
주 : 1) NDRC는 기준가격을 석탄 및 전력의 수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변경하
고 계약기간도 6개월 이상에서 2년으로 변경 예정(시행시기는 미정)

o 중국은 2011년 현재 세계 1위의 전력부족 국가로서 1994년 전력 순수
입국으로 전환한 뒤 수입규모가 꾸준히 확대*
* 중국은 홍콩, 러시아, 미얀마 등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
는 원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유휴전력을 활용하기 위해 2008년에 3단계에 걸쳐
대규모 전력공급협정을 체결하여 헤이룽장(黑龍江), 랴오닝(遼寧) 등 북방지역으로
전력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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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석탄 및 전력가격1)

전력 과부족량1)

주 : 1) 원유는 수입가, 석탄은
주 : 1) 2011년 기준
광산가격 기준
자료 : US CIA
자료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력 순수출량

자료 : Enerdata

→ 전력사용량에 따라 전력가격을 차등 적용하고 전력비축 및 유실방지를
위해 전력설비용량 및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
o 현재 전력사용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과하는 전력요금 부과방식*을
사용량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상위 2개 구간에 대해서는 추
가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를 금년 7.1일부터 가정용을 대상으로 전국
적으로 실시(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 기본요율은 2012.9월 기준 가정용은 kWh당 0.53위안, 산업용은 0.77위안임
** 사용량 기준 상위 5%에 대해서는 kWh당 0.3위안, 상위 5∼20%에 대해서는
kWh당 0.05위안의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추가요금 없
이 기본요율로 전력요금을 산정

― 산업용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지방정부의 재량 하에 가격차별을 허용
o 2020년까지 중공업 비중이 82%(2010년 71%)로, 도시화율이 56%(2010년
50%)로 각각 높아지면서 전력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전력설비용량을 2011년의 10.6억kW에서 2020년에는 19.4억kW로
확대(중국전력연합회)
― 아울러 송전 및 배전시스템에 총 1조 5,000억위안을 각각 50%씩 투
자하여 주요 생산지역과 소비지역간 원활한 전력수급을 지원(2008～
10년중 연평균 투자액은 3,109억위안)

3. 종합 평가 및 향후 개혁과제
 주요 부문에서의 시장메커니즘 확대, 불균형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점차 완화되면서 성장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
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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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동력이 도시와 농촌지역간에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
급 불균형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사회보장제 확대, 계층간 소득불균
형 완화 등으로 내수확대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o 직접금융시장의 육성 및 자본시장에 대한 대외개방 확대로 은행예금
및 대출에 크게 의존하는 자금조달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자본의 생
산성이 제고되면서 시스템 리스크도 축소
o 지방정부의 토지거래 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위법거래가 감
소하고 수요자 및 공급자의 가격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
이며, 서부지역의 토지활용도 제고는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기여
― 근본적으로 토지소유 및 자유로운 매매가 불가능하므로 투자대상으
로서 토지자원의 활용에는 한계
o 수력, 원자력, 풍력 등 비화석연료의 비중을 높여 석탄 위주의 에너지
구조가 다변화되고 저탄소･고효율산업의 육성 등에 힘입어 에너지의
효율성도 제고
주요 부문별 개혁 추진
요소
노

동

주요 내용
소득불균형 완화
인력수급의 불균형 완화
직접금융시장 육성

자

토

본

자본시장의 개방 확대

금리결정 재량권 확대
토지거래시스템의 정립
지
토지활용도 제고

에너지 에너지구조의 다변화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환경
전력 이용의 효율성 제고

구체적 내용
▪개인소득세제 개편 및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장제
확대
▪도시 일자리수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창업판 시장 정비, 사모채권 발행 허용 등 자본시
장 육성
▪외국인기관투자가(QFII)의 투자한도 확대 및 자격
요건 완화
▪예금금리 상한 및 대출금리 하한의 규제 완화
▪가격결정 등 토지거래의 투명성 제고
▪저개발지역 공업용지 확대 및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화석연료 사용 억제, 환경세
도입
▪자원세 부과 방식 변경, 저탄소･고효율 산업 육성
▪전력 요금의 누진제 도입 및 전력시설 확대

 이러한 개혁 이외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호적제도 개선, 양로보험의
재원확충, 자본자유화의 가속, 저탄소･고효율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
화 등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① (호적제도 개선) 1958년 제정된 호적제도에 따라 도시와 농촌인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하, 임금 및 사회
보장 차별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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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공은 도시근로자 급여의 35～40%에 해당하는 사회보장혜택을 받
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 및 교육, 보건 등의 공공서비스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
∙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호적제도의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
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급속한 도시유입에 따른 부
작용 우려와 각 성(省)별로 호적제도 개선에 따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
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 충칭 등 일부지역에서 도시호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도시에
서 3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 자격기준이 엄
격하여 대다수 농촌호적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움

② (양로보험의 재원 확충) 양로보험의 경우 총기금중 재정보조금 비중이
약 70%(2011년말, 양로기금 1.9조위안, 재정보조금 1.3조위안)에 달하고 있
는 데다 향후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수령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
* 현재는 퇴직인구(양로금 수령)보다 재직인구(납입)가 3배 정도 많은 수준이나
고령화로 인해 2050년에는 퇴직인구가 재직인구와 비슷해지면서 양로기금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할 전망*(Ma Jun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6.12일)

∙ 현재의 기준에 따라 시산할 경우 2050년에는 양로기금에 대한 재정보
조금이 재정지출의 20% 및 GDP의 5.5%에 달할 전망(중국은행, ｢국가자산
부채의 중장기 해소방안｣, 6.14일)

③ (자본자유화 가속) 금년 2월 중국인민은행은 자본자유화를 위한 3단계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만큼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자유화의 구체적 road map을 마
련하여 추진하는 등 금융부문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필요
∙ 이를 위해 현재 예금금리 상한 및 대출금리 하한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
으로 완화하는 등 금리 결정에 있어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활성화
④ (저탄소･고효율산업으로의 이행) 에너지절약정책에도 불구하고 고도성
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급속한 확대가 에너지원 확보 및 환경오
염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에너지소비가 많은 중공업에
서 저탄소･고효율산업인 첨단산업 및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
화를 추진
∙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0년 미국의 1.1배에서 2035년 1.7배로 확대되고
석탄 위주의 에너지소비구조가 지속*되면서 환경오염 문제도 심화될 전망
* 석탄의존도 : 중국 2009년 67% → 2015년 64%, 미국 22% → 23%, 인도 42%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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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소비 단위당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의 순*으로 많으므로 석탄의 소비비중이 높은 중국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여타 국가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
* 전세계 평균, 석탄 3.8 Mt/Mtoe, 원유 2.7 Mt/Mtoe, 천연가스 2.3 Mt/Mtoe

에너지소비 전망

자료 : EIA

에너지 소비구조 비교

이산화탄소 방출량 전망

자료 : EIA

자료 :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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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 이후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동향 및 특징*
한재현 신흥경제팀 과장
강지연
전문보조원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DI)는 2000년 대외진출전략(走出去)의 실시 및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글로벌 금
융위기를 계기로 이전보다 대폭 확대
o 특히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계시
장에서 투자국으로서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으며, M&A 방식을 통한 직
접투자도 2008∼11년중 세계 M&A 시장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계속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
내고 있음
o 에너지·발전 및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비중이 위기 이전의 58%에서 위
기 이후 75%로 상승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투자영역이 농업, 운수, 엔
터테인먼트 등으로 확대
o 투자지역도 아프리카, 유럽 및 북미 위주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는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으로 다변화되는 경향
o 민간부문보다는 국가기관(국가외환관리국, 중국투자공사) 및 국유기업 등 국
가자본에 의한 투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투자 실행과정에서 국유은행을
통한 자금지원이 병행
o 한편 투자동기도 기존의 에너지 및 원자재 확보 이외에 무역규제 회피
를 위한 시장개척, 신기술·브랜드 및 know-how 획득 등으로 확산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절대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성과지수(Performance Index)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초국적화지수
(Transnationality Index)로 본 기업들의 국제화 정도도 아직은 미흡한 수준
으로 평가
◆ 앞으로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그간 누적된 외환보유액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배경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인수합병 이외에
지분확보를 위한 소규모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4호(2013.1.24), 국제경제리뷰 제2013-2호(2013.1.18)
- 168 -

1. 최근 동향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DI, Outward Direct Investment)는 2000년 해외시장 개
척과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 대외진출전략*(走出去, going out)의 실시와
2001.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함께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폭 확대
* 2001.3월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정식 국가시책으로 결정되었으며 제10차 5개년
계획(2001∼05년)에서 ODI를 동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선정

o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을 통한 성장추구 정책(引進來, inviting in)만으로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과
함께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외환보유액의 적절한 관리*도 주요 원인으
로 작용
* 원자바오(温家寶)총리는 급증한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의 해외진출 및 M&A를
적극 지원할 것을 표명(2009.7.22일)

o 해외직접투자 규모(flow)는 1990년대 연평균 23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1∼04년에는 44억달러로 늘어난 후 2005∼07년 186억달러로, 2008
∼11년에는 607억달러로 크게 증가(ODI 잔액의 명목GDP 비중도 2011년말에
는 5%로 상승)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억달러, %)

투자액(flow)1)
투자잔액(stock)2)
투자액/명목GDP1)
투자잔액/명목GDP2)

1982∼90
4.9
44.5
0.2
1.2

주 : 1) 연평균, 실행액 기준

1991∼00
23.3
277.7
0.4
2.3

2001∼04
44.4
447.8
0.3
2.3

2) 기간말 기준

2005～07
186.3
958.0
0.6
2.7

2008∼11
606.5
3,659.8
1.1
5.0

자료 : UNCTAD

□ 형태별로는 Greenfield형과 M&A형 투자가 모두 늘었는데,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에는 M&A 방식을 통한 직접투자가 더 빠르게 증가*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통계는 UNCTAD가 1982년, 중국상무부가 2002년 이
후의 총 ODI규모를, Heritage Foundation은 2005년 이후의 중국기업의 1억달러
이상 ODI 거래를 발표하고 있으며, 3개 기관 모두 실행액 기준이나 규모 면에
서는 다소 차이를 보임

o 이에 따라 해외 M&A 규모는 2005∼07년 세계 M&A시장의 0.6%에
서 2008∼11년에는 7.3%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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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이후 2004년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계약규모 10억달러 이
상의 M&A가 2005∼11년에는 28건을 기록*
* <참고 1> 「중국기업의 계약액 10억달러 이상 M&A 실적(1999~2011년)」참조

중국 ODI 규모

투자형태별 중국 ODI

중국 M&A 규모와 비중1)

(연평균, 억달러)
Greenfield M&A
2005∼07 201 (82)

45 (18)

2008∼11 386 (56) 308 (44)

자료 : 중국상무부, UNCTAD,
Heritage Foundation

2008

515 (58) 379 (42)

2009

305 (59) 215 (41)

2010

329 (53) 296 (47)

2011 397 (54) 344 (46)
주 : 1) ( )내는 비중(%)
자료 : UNCTAD

주 : 1) flow 기준
자료 : UNCTAD

□ 해외직접투자가 중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통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치국이던 중국이 해외투자국으
로서의 역할도 제고
o 외국인직접투자 대비 해외직접투자의 비중은 개혁개방 초기인 1981년
2.9%에서 2011년 현재 51.4%까지 상승하였고 2015년에는 해외직접투
자가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를 추월할 전망(중국상무부)
o 2011년말 현재 약 13,500개의 기업이 177개 국가에 18,000개 정도의 해
외기업을 설립(중국상무부)
중국과 세계의 ODI 증감률1)

주 : 1) 3년이동평균(flow) 기준
자료 : UNCTAD

중국의 FDI와 ODI 규모 비교1)

주 : 1) stock 기준
자료 : 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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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상승
o 2000년 세계 해외직접투자(flow 기준)중 0.1%에 불과하던 중국의 비중*은
2011년 3.8%로 높아졌으며, 홍콩을 포함하면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
* 세계 ODI중 중국 비중(flow기준, %) : 0.1(’00) → 1.4(‘05) → 2.6(’08) → 3.8(’11)
세계 ODI중 중국 비중(stock기준, %) : 0.3(’00) → 0.5(‘05) → 0.9(’08) →
1.7(’11)

o UNCTAD가 집계하는 세계 200여개 국가중 순위도 2000년 33위(flow) 및
24위(stock)에서 2011년에는 9위(flow) 및 15위(stock)로 상승
주요 국가 ODI 규모 및 순위(2011년)
유입액(flow) 기준
순위
국가
금액
1
미 국
3,967
2
일 본
1,144
3
영 국
1,071
4
프랑스
901
5
홍 콩
816
9
중 국
651
20 한 국
203
자료 : UNCTAD

잔액(stock)
순위
국가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4
프랑스
5
홍 콩
15
중 국
25 한 국

(억달러)
기준
금액
44,997
17,311
14,416
13,727
10,459
3,660
1,593

중국 ODI 규모와 비중1)

주 : 1) flow 기준
자료 : UNCTAD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
보고 향후 여건에 대해 평가

2. 특징*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분야 및 지역별로 세분하여 특징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는 대
부분 중국상무부의 자료#가 이용되었으나 최종 투자국으로 간주하기 곤란한 홍콩 등 역
외금융센터 및 조세피난처로의 투자비중이 높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를 감
안해 건당 1억달러 이상의 거래에 국한되고는 있으나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투자규모,
투자업종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Heritage Foundation 의 자료를 이용
#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2> ｢중국상무부의 해외직접투자 통계｣ 참조

에너지･발전 및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
□ 해외직접투자의 분야에서 에너지·발전 및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가 가
장 활발한 가운데 특히 2008년 이후에는 동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이 더
욱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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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련 투자가 위축되면서 투자금액(2005∼07
년중 196억달러 → 2008∼12.6월중 157억 달러) 및 비중(32% → 6%)이 모두 크게 축소

o 2005∼07년중 전체 투자액(610억달러)의 58%인 351억달러가 이들 분야에
투자되었으나 2008∼12.6월중에는 전체(2,740억달러)의 75%인 2,040억달
러가 집중

<2005∼12.6월>

중국의 분야별 해외직접투자
<2005∼07년>

<2008∼12.6월>

자료 : Heritage Foundation

o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이 2002년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소
비국으로 부상하는 등 석유와 각종 에너지, 광물자원 등에 대한 수요
가 급증한 데 기인
―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 석유 및 원자재 시장에 가급적 의존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독자적인 에너지 확보 전략을 추진
중국 석유소비량과 자급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 비철금속 순수입액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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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중국의 소비 비중1)

주 : 1) 전세계 대비

자료 : BP

― 특히 석유의 경우 정부의 석유공급 조건 차관(Loan for Oil)과 별도로
3대 국영석유기업이 인수합병과 지분참여의 방식을 통해 중동과 아프
리카, 중앙아시아, 남미 등의 전략지역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을 전개
중국 3대 국영석유기업1)의 ODI와 투자진출국
매출 순위2) 매출액2) 3)
세계 중국 (억달러)

주요 투자국4)

Sinopec

5

1

3,865 ( 95)

이란, 시리아, 캐나다
브라질, 사우디 등

CNPC

6

2

3,523 (163)

카자흐스탄, 니제르,
이란, 베네주엘라 등

CNOOC

101

11

755 ( 88)

노르웨이, 우간다,
캐나다, 미국 등

주 : 1) Sinopec(China Petroleum and Chemical Co),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Co), CNOOC(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
2) 2011년 기준
3) (
)내는 순이익
4) 2005년 이후 기준
자료 : Heritage Foundation, Fortune(2012)

o 철, 구리 등 광물자원 분야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 브라
질 등은 해외 M&A를 줄이고 있는 반면 중국은 위기 이전의 100억달
러에서 위기 이후에는 470억달러로 5배 가까이 확대
주요국의 광물자원 해외 M&A1)

주 : 1) 건당 10억달러 이상 M&A 기준
자료 : UNCTAD, Heritage Foundation

중국의 광물자원별 해외 M&A

자료 : Heritage Foundation

□ 한편 최근에는 투자영역이 농업, 운수,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확대되면서
동 부문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는 모습
o 중국투자공사(CIC)가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수자원, 운수 등에 대한 투
자를 확대할 계획(2011.11월)을 수립한 가운데 그 일환으로 최근 영국
Heathrow공항에 대한 지분(10%, 7.2억달러)을 매입(201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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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중국의 호텔·백화점·여행 그룹인 Dalian Wanda(大連万達) 그룹은
세계 2위의 영화관 체인인 미국 AMC Entertainment의 지분 100%를
26억달러에 인수(2012.5월)하였으며, 상하이 호텔그룹(上海錦江國際酒店)은 세
계 200여개의 호텔을 운영하는 IHR(Interstate Hotel & Resorts)을 매수(2010.3월)
투자지역의 다변화
□ 지역별로는 그동안 아프리카, 유럽, 북미 등에 집중되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으로까지 다변화되는 경향
o 2005∼07년에는 전체 투자액의 76%가 아프리카, 유럽, 북미 및 아시아
의 4개 지역에 집중되었으나 2008∼12.6월에는 이들 지역에 투자비중
은 61%로 낮아지고 중남미(7% → 17%) 및 오세아니아(8% → 14%)에 대한
비중이 크게 상승

<2005∼12.6월>

중국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2005∼07년>

<2008∼12.6월>

자료 : Heritage Foundation

o 중남미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2개 지역에 대한 건당 투자금액*도
크게 증가
* 건당 투자금액(억달러)
2005～07년
2008～12.6월

아시아
8.3
9.7

아프리카
14.9
9.3

유럽
16.2
9.7

중남미
6.2
11.3

북미
10.7
8.1

오세아니아
8.2
11.0

전체
11.3
9.7

― 브라질의 경우 총투자유치액(2008∼11년 누계 기준)의 12%가 중국에 의
한 것이며, 에쿠아도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일부 남미 국가
들의 경우 중국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이 20%를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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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분야별 대중남미 투자 남미 국가1)의 FDI 중국의존도 중국의 분야별 대오세아니아 투자

자료 : Heritage Foundation

주 : 1) 2008∼11년 FDI누계가
20억달러 이상인 국가
자료 : Heritage Foundation

자료 : Heritage Foundation

o 아프리카에 대한 직접투자도 자원 및 에너지자원 개발에 집중되어 있
으며,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2006년 33개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를 100억
달러 삭감하고 2007∼09년에는 200억달러 규모의 차관 및 원조를 제공
하였음*
*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차관의 경우 중국산 제품의 사용, 천연자원을 통한 상환과
연계되어 있는 등 중국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가 무역거래 및 원조와 밀
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

―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2008～11년 누계 기준)
이 해당국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
*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①국영기업이 미개발된 자원탐사를
원조프로그램과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②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수단, 앙골
라, 짐바브웨 등)에 진출하여 국가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특징을 보임

중국의 투자분야별 대아프리카 투자1)

주 : 1) 정보통신 분야 등은 투자액 없음
자료 : Heritag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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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가1)의 FDI 중국의존도

주 : 1) 2008∼11년 FDI 누계가 10억
달러 이상인 국가 기준
자료 : Heritage Foundation, UNCTAD

□ 한편 중국의 전통적인 해외투자지역이었던 아시아의 경우에도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부동산에 대한 투자
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스리랑카,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중국에 의한 투자비중이 20%를 상회
o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확대에 맞추어 China Merchants Group이 스리랑
카의 항만터미널 사업에 투자하고(2011∼12년), HNA Group이 세계 5대
컨테이너 임대회사인 싱가포르의 GE SEACO를 인수(2011.12월)하는 등
물류･운수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
중국의 투자분야별 대아시아 투자1)

아시아 국가1)의 FDI 중국의존도

주 : 1) 농업 분야 등은 투자액 없음
자료 : Heritage Foundation

주 : 1) 2008∼11년 FDI 누계가 20억
달러 이상인 국가 기준
자료 : Heritage Foundation, UNCTAD

국가기관 및 국유기업 중심의 투자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국가기관(SAFE, CIC) 및 국유기업 중심으로 실행*
* 2010년 기준으로 해외투자를 실행한 국유기업수는 전체 해외투자기업수의 10.2%에
불과하나 이들 기업이 총투자액의 73.5%를 점유(중국상무부)

o 국가외환관리국(SAFE)과 중국투자공사(CIC) 그리고 3대 국영석유회사 등
5개 기관 및 기업에 의한 해외투자액은 2005～07년의 239억달러에서
2008～12.6월에는 1,222억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투자비중도 39%에서
45%로 상승
― 예를 들어 CNOOC는 Chesapeake Energy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셰일가스 자산권의 1/3을 매입(2010.10월)한 데 이어, 2012.4월에도
Sinopec의 자회사인 국제석유탐사개발유한공사(SIPC)가 미국 Devon사
의 셰일가스 자산권의 1/3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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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자본에 의한 해외직접투자1)
(억달러)
SAFE

CIC

3대 국영석유사2)

2005∼07년

0 (0.0)

80 (33.6)

159 (66.4)

239 <39.2>

2008∼12.6월

82 (6.7)

289 (23.7)

851 (69.6)

1,222 <44.6>

주 : 1) ( )내는 국가자본에 의한 ODI중 비중(%), <
2) CNPC, Sinopec, CNOOC
자료 : Heritage Foundation

계

>내는 전체 ODI중 비중(%)

― 국유기업을 제외할 경우 민영기업의 대표적인 해외직접투자로는
Haier이 이미 9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뉴질랜드의 가전제품
사 Fisher and Paykel Appliances의 나머지 지분을 7.7억달러에 완전
매입한 사례가 있음(2012.11월)
o 2000년 이후 중국의 EU 27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서 국부펀드 및
국유기업의 투자비중은 건수 기준으로는 37.3%, 금액 기준으로는
72.3%에 달하며, 미국에 대한 투자에서도 전체 건수의 26.6% 및 전체
금액의 62.9%를 각각 차지
소유형태별 중국의 EU 27개국 및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 대 미국1) >

< 대 EU1) >
건수(건)

건수(건)

금액(억달러)

금액(억달러)

214

(37.3)

151.5

(72.3)

국가자본

157

(26.6)

131.6

(62.9)

국유기업

212

(37.0)

115.5

(55.1)

(2009년 이후)

84

(27.0)

120.7

(75.5)

국부펀드

2

( 0.3)

36.0

(17.2)

민영기업

434

(73.4)

77.5

(37.1)

359

(62.7)

58.1

(27.7)

계

591

(100.0) 209.1 (100.0)

573

(100.0)

209.6

(100.0)

(2009년 이후)

311

(100.0) 159.9 (100.0)

국가자본

민영기업
계

주 : 1) 2000∼2011년 기준
자료 : Rhodium Group(2012)

주 : 1) 2000∼2012.6월 기준
자료 : 일본국제무역투자연구소(2012)

□ 투자 실행과정에서 국유상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이 병행되는 경우
가 많음
o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공상은행(ICBC)이 CIC와 공동으로 홍콩 동
아은행(東亞銀行)의 미국 법인인 East Asia Bank의 주식 80%를 취득(2012.5월)

- 177 -

무역규제 회피,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한 투자 점증
□ 그동안 중국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주된 목적은 에너지 및 원자재 확
보에 집중되어 왔으나 국내시장의 경쟁 격화와 무역규제 회피, 신기술･
브랜드 및 know-how 획득 등을 위한 투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
o WTO 반덤핑 피소건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에 달하는 등*
무역 및 통상 마찰이 심화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해외 현지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건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12년 평균
49%에 달함

― 과거 무역규제 회피를 위해 섬유 및 가전분야 등의 공장을 동남
아시아나 동유럽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중국시
장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주식매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외진출
을 도모*
* Benteng전기의 일본 혼마골프 인수(2010.2월), Fuxing그룹의 프랑스 Club
Med 지분 10% 인수(2011.11월) 등

중국의 WTO 반덤핑 피소 건수와 비중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건수와 비중

자료 : WTO

자료 : USITC

o 외국 기업의 선진적인 시스템,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등을 단기간에
획득하여 저가･저품질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을 육성한다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선진국에 대한 해외직
접투자도 점차 증가
* 과거 중국의 ODI 정책이 “시장을 기술과 교환” 하는 전략이었다면 현재의 ODI
정책은 “자본을 기술과 교환” 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음

- 178 -

― 중국 기업들은 국내시장의 확대에 따라 기업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브랜드 가치 등은 경제규모에 비해 아직은 미흡한 상황*
* 매출액 기준으로 2012년 세계 100대 기업중 9개를 차지하고 있으나(Fortune),
브랜드가치 기준으로는 세계 100대 기업중 단 한 개의 기업도 없는 상황
(Forbes)

￭ Jingxi중공업의 미국 자동차부품업체 Delphi의 브레이크·서스펜션
사업부문 인수(2009.4월), Geely자동차의 Volvo 인수(2010.8월) 등이 대
표적인 사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및 북미에 대한 투자가 에너지 이외에 정
보통신, 운수, 화학 등의 분야에서 늘고 있으며, 특히 기술 확보를 위
해 연구개발거점을 미국 등 의 선진국에 설치하는 기업도 크게 증가
￭ 중국항공공업그룹의 자회사인 CAIGA는 소형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의 Cirrus지분 100%를 매수(2011.1월)하였으며, 북경시 당국이 지원하
는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PCM은 전세계 20개 공장, 5개 연구개발거
점을 보유하고 있는 Nexteer Automotive를 매수(2010.4월)
￭ 중국 풍력발전회사로는 최초의 NYSE 상장사인 Mingyang 풍력발전
그룹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내에 R&D센터를 개설(2012.3
월)하였으며, 태양광발전 분야에서는 Yingli 에너지사가 샌프란시스
코에 R&D 거점을 개설(2011.6월)
중국의 대선진국 및 신흥국 투자1) 중국의 분야별 대유럽 투자 중국의 분야별 대북미 투자

주 : 1) 2012년은 1∼6월중 자료 : Heritage Foundation 자료 : Heritage Foundation
자료 : Heritag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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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 가
 그간 중국에 의해 이루어진 해외직접투자를 보면, 절대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성과 및 국제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평가
o 해외직접투자의

세계비중을

GDP의

세계비중과 비교한 성과지수
여타 국가와 비교해

(Performance Index, ODI의 세계비중/GDP의 세계비중)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o 초국적화지수*(Transnationality Index, TNI)로 본 중국기업들의 국제화 정도
도 미흡
* 해외부문의 총자산, 고용인원, 매출액을 기업의 총자산, 고용인원, 매출액으로 나
누어서 산출

주요국 ODI 성과지수1)

중국 기업의 TNI1)

자료 : Heritage Foundation

주 : 1) 2011년 각 100대기업 기준
자료 : 중국기업연합회

o 경제발전에 따라 일정한 패턴이 형성되는 투자발전경로*(Investment
Development Path)에 의거해 보더라도, 중국은 현재 2단계 후반 또는 3단
계 초입에 머물고 있는 상황
* Dunning의 투자발전경로 5단계(Dunning & Lundan, 2008) : FDI유입 시작(1) →
FDI유입이 점차 증가하면서 Net ODI(ODI-FDI)가 지속적으로 감소(2) → 경제발전과
더불어 ODI가 증가하기 시작(3) → 순유출단계(4) → 유출입이 비슷해지는 단계(5)

 또한 M&A의 경우 협상이 결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수 이후에도 투자대상국의 정치·사회·문화 등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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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기업의 해외 M&A 실패율(철회, 거부, 기한초과 등으로 실효된 비율)은
11%(2010년 기준)로 미국 및 영국의 2% 및 1%에 비해 높은 수준
(Dealogic)

― 전략적인 천연자원이나 국방･하이테크 산업 등에서의 마찰* 등도 인
수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은 Exon–Florio Amendment(1988년) 제정 이후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M&A를 금지

￭ 글로벌 광산업체 Chinalco의 호주 철광업체 Rio Tinto 인수 실패
(2009년), 항공기 제조업체 Superior Aviation Beijing의 미국 중소형
비행기 제조업체 Hawker Beechcraft 인수 실패(2012년) 등이 대표적
인 사례라 하겠음
최근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중 인수협상이 결렬된 사례
중국기업
2011.2 CNPC

피투자기업
EnCana

3 China Railway Construction
9 China Power Investment

Asia World Company

11 CNOOC

Pan American

12 HNA

NH Hotels

2012.4 Sinohydro

금액 이유
(억달러)
캐나다 에너지(가스) 53.9 협상1)
대상국

분야

리비아 교통(철도)

42.4

정치2)

미얀마 발전(수력)

36.0

여론3)

아르헨티나 에너지

71.0

정치

스페인 부동산

4.4

자금4)

이란

발전(수력)

20.0

정치

7 Superior Aviation Beijing

Hawker Beechcraft

미국

제조업(비행기)

17.9

정치

8 Wanxiang

A123 Systems

미국

제조업(자동차)

4.7

정치

주 : 1) 양측간 가격협상에서 발생한 의견차이
2) 정정불안 및 대상국 정부의 지나친
간섭, 안보문제 등 3) 현지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 4) 중국기업의 자금압박
자료 : Heritage Foundation, 언론보도자료 종합

o 아울러 기업을 인수한 이후 현지 인력여건 및 인허가 절차 등과 관련
하여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
￭ CITIC의 호주 Sino프로젝트는 2006.4월 개시하여 당초 2009년 상반기까
지 25억달러를 투자하여 철광산을 개발하고 항만 등 관련 인프라까지
건설하는 계획이었으나 2012.10월까지의 투자액이 40억달러를 넘어섰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결되지 않고 있음
o 인수 이후 제조공장의 중국으로의 이전, 환경 및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등에 따라 선진국에서 중국기업의 M&A에 대한 우려도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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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률(2011∼15년 중국정부의 목표성장률 7%) 등을 감안할
때 에너지 및 자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해외직
접투자도 계속 확대될 전망
* 중국의 일일 석유소비량 추정(U.S.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2010년 920만배럴(전세계의 11%) → 20년 1,440만배럴(15%) → 30년 1,760만배럴(17%)

o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안정
적인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해 제12차 5개년계획 기간(2011∼15년)에도
해외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합작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2011.3.16일)
주요국 석유소비량 추정

1인당 철강소비 증가율
(%)

자료 : EIA

중국

인도

미국

일본

1971∼80

5.6

3.7

-1.5

3.1

1981∼90

3.7

5.5

-0.7

2.0

1991∼00

9.5

2.1

1.7

-1.9

2001∼10

13.6

6.2

-2.4

-0.8

자료 : World Steel Association

o 에너지 및 원자재 부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 및 가격인상을 유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원개발의 확대
및 기술습득을 통해 공급을 증대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
* 최근 CNOOC는 캐나다의 에너지 기업 Nexen을 중국기업의 해외 M&A사상 최고액
인 151억달러에 인수(2012.12.8.일)하였으며, 동 거래를 통해 중국은 셰일가스 기
술을 확보하면서 세계 최대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내 셰일가스 개발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중국의 셰일가스 채굴가능량은 1,275조 입방피트(ft3)로 미국
862조 입방피트의 1.5배 수준, EIA)

 한편 관련 규제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목적의 지분확보
를 위한 소규모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이와 함께 공동펀드 조성, 홍콩
의 인프라 등을 활용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o 누증되는 외환보유액을 해외의 전략적 부문에 투자하여 생산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서도 투자절차의 간소화, 투자승인금액의 상향 조정 및 투
자심사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 등의 면에서 제도적인 정비가 계속
추진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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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상무부는 2004.7월 한국 등 67개국, 2005.10월 스페인 등 28개국,
2007.1월 벨기에 등 32개국 등 총 127개국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업,
광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산업구
조 및 유망투자업종을 분석하고 투자 장려부문을 제시(대외 투자국별
산업지도목록)

― 해외 M&A를 위한 용도의 상업은행 대출을 시행(2008.12월)하고 자원
및 에너지 분야의 해외투자시 정부 승인이 필요한 금액을 기존의 3
천만달러에서 3억달러로 상향조정(2011.2월)
― 또한 2003년부터 해외투자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대외진출(走出去)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경제무역합작구(境外经贸合作区)
건설을 추진*
* < 참고 3 > 「해외경제무역합작구」참조

o 인수합병 이외에 지분 확보를 위한 소규모 투자가 늘어나면서 투자유
인이 보다 다양해질 전망
― 최근 중국기업들은 해외 M&A시에 다국적기업의 지분을 100% 인수
하는 대신 지분 일부를 확보한 후 중국시장을 공동으로 공략하는 전
략을 구사*
* 부동산 그룹 Fosun 그룹이 그리스 엑세서리 전문 브랜드 Folli Folli 지분 9.5%
를 인수하여 중국의 중고급 사치품 시장 공략(2011.5월)

o 이밖에 외국과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하거나 국제금융센터로
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홍콩의 금융･법률･투자자문 등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중국수출입은행과 미주개발은행(IADB)은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총 10억달러)하여
중남미의 인프라, 자원개발, 농·임업 등에 투자 계획(201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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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중국기업의 계약액 10억달러 이상 M&A 실적(1999~2011년)
연도1)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2005 CNPC International

Petro Kazakhstan Inc

2006 Sinopec

대상국

업종

금액
(억달러)

영국

에너지(원유‧천연가스)

41

OAO Udmurtneft

러시아

에너지(원유‧천연가스)

35

CNOOC

NNPC-OML 130

나이지리아

〃

27

CITIC Group

Nation Energy

캐나다

〃

20

Andes petroleum Co

EnCana Corp Ecuador Assets

에콰도르

〃

14

China Construction Bank

Bank Of America(Asia)

홍콩

은행

12

2008 ICBC

Standard Bank Group

남아프리카

은행

56

2009 Investor Group

OAO MangistauMunaiGaz

카자흐스탄

에너지(원유‧천연가스)

26

호주

광물

14

China Minmetals
Nonferrous Metals
2010 Sinopec
CNOOC

OZ Minerals Ltd-Certain Assets
Repsol YPF Brasil SA
Bridas Corp

Petro China International Athabasca Oil Sands Corp
Investment

브라질

에너지(원유‧천연가스)

71

아르헨티나

〃

31

캐나다

〃

17

미국

전자서비스

16

〃

에너지(원유‧천연가스)

11

CIC

AES Corp

CNOOC International

Chesapeake Energy

Zhejiang Geely

Volvo Personvagnar AB

스웨덴

자동차

15

GDF Suez SA-Exploration &
Production Business Operations

프랑스

전자서비스

33

PetroChina

INEOS Group
Ltd-European Refining Business

〃

에너지(윤활유)

10

Sinochem Group

Peregrino
Project,Campos Basin

브라질

에너지(원유‧천연가스)

31

China Niobium Investment

Cia Brasileira de Metalurgia e
Mineracao

〃

합금철

20

Sinopec

Occidental Argentina
Exploration &Production

아르헨티나

에너지(원유‧천연가스)

25

China National Bluestar

Elkem AS

노르웨이

알루미늄

22

Sinopec International
Petroleum

Daylight Energy

캐나다

에너지(원유‧천연가스)

21

Sinopec

Australia Pacific LNG Pty Ltd

호주

에너지(원유‧천연가스)

18

Yantai Wanhua
Polyurethanes

BorsodChem Zrt

헝가리

유기화학

17

China National
Agrochemical Corp

Makhteshim Agan Industries Ltd

이스라엘

화학(농약)

15

China Huaneng Group

InterGen

미국

전기

12

Investor Group

GE SeaCo Ltd

바베이도스

심해운항

10

2011 CIC

주 : 1) 1999~2004년까지는 중국기업의 10억달러 이상 해외 M&A가 없음
자료 : 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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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중국상무부의 해외직접투자 통계

□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 및 조세피난처(tax haven)를 해외투
자의 최종목적지로 인식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중국 상무부의 해외직
접투자 통계는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o 홍콩,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해외직접투자의 70% 이상이 집
중되어 있고 부문별로는 리스 및 상업서비스 부문에 35%가 집중
o 특히 홍콩으로
유출되었던 자금 중 상당부분이 국내로 환입되는 우회
투자 문제*가 발생
* 세금감면, 부동산임대시의 우대, 외환송금 보장 등 FDI 장려 정책에 따라
중국투자자들이 홍콩으로 ODI형태로 유출한 자금이 다시 외국인투자의 형
태를 띠고 중국본토로 환류되는 것

― 이러한 우회투자(round-tripping) 금액이 중국 전체 FDI의 1/4에 이르는 것
으로 추정(US-China Economic &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1)
중국의 주요 ODI 대상국 및 투자금액1)
08
홍콩
386.4
버진아일랜드
21.0
케이먼아일랜드
15.2
호주
18.9
싱가포르
15.5
룩셈부르크
0.4
미국
4.6
프랑스
0.3
캐나다
0.1
러시아
4.0
기타
92.6
전체
559.1
주 : 1) flow 기준

09

10

11

356.0
16.1
53.7
24.4
14.1
22.7
9.1
0.5
6.1
3.5
59.1
565.3

385.1
61.2
35.0
17.0
11.2
32.1
13.1
0.3
11.4
5.7
116.2
688.1

356.5
62.1
49.4
31.7
32.7
12.7
18.1
34.8
5.5
7.2
135.9
746.5

중국 ODI 금액 및 증가율1)

(억달러, %)

08∼11년
금액
비중
1484.0
58.0
160.4
6.3
153.2
6.0
92.0
3.6
73.5
2.9
67.8
2.7
44.9
1.8
35.8
1.4
23.2
0.9
20.3
0.8
403.8
15.8
2559.0
100.0
자료 : 중국상무부

중국 ODI 산업별 금액 및 비중1)

주 : 1) 2005년까지는 비금융기업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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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2003∼11년 합계 기준

< 참고 3 >
해외경제무역합작구
□ 중국정부가 국외지역에 현지정부와 합작 형태로 건설하는 산업클러스터 지
역을 지칭
o 정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를 용이하게 하면서 해당국의
지역개발 및 고용증대를 추구하고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및 무역마찰 확대
에 대비
― 진출 기업에 대해 2∼3억위안의 재정지원과 최대 20억위안의 중장기대
출 등의 혜택을 부여
o 2006년 走出去 전략의 주요 조치로 시작되었으며 2012.7월말 현재 13개 국가에
16개의 합작구가 건설중이며 이중 9개는 중국정부의 최종승인을 얻은 상태
―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벨라루스, 모리셔스 등에 건설된 해외경제무역
합작구에 현재 237개 기업이 입주하여 1.8만명의 현지 채용직원을 고용
□ 그러나 신흥국에 집중됨에 따라 제도 및 신용리스크, 현지정부와 기업의 무
관심,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유인 부족 등의 문제점도 노정
o 당초 중국정부는 2007.10월 한국도 합작구 건설지역으로 결정하고 “무안
기업도시”내 ｢한중 국제산업단지｣를 추진하였으나 한국측(49%)의 PF자금
모집이 부진해지면서 2012.2월 중국측 철수로 사업이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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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역간 격차 현황과 성장여건 평가*
강지연
신흥경제팀 전문보조원
안성희 조사국 동향분석팀 조사역
◆ 중국정부가 대륙 연안의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외개방, 산업육성 등의
경제개발을 추진한 이래 고성장을 지속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
두었으나, 그 과정에서 동부지역과 여타 지역간 격차가 확대
o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정부는 서부대개발, 동북진흥전략, 중부발
전촉진계획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동북 및 중서부
지역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동부지역은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이전보다는 다소 축소
◆ 중국내 7개 지역의 향후 성장여건을 천연자원, 인적자원, 인프라, 과학
기술기반 및 수요기반의 5개 부문을 대상으로 비교해 본 결과, 인프라,
과학기술 및 수요기반에서 우위를 보이는 동부지역의 성장여건이 대체
로 여타 지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
o 중서부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 및 양질의 인적자원 등을 고려하면 비
교적 견실한 성장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서북지역은 인프
라 측면을 제외하고는 동부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여건을 구비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중국정부는 지역별 성장여건을 고려한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소
득·생활수준을 증진하고 도시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줄여 나
가는 데 더욱 노력할 것으로 예상
o 원유, 천연가스 등의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부지역의 경우
산업기반이 확충되고 동부지역과 연계되는 교통인프라가 갖추어진다면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자체 생산함으로써 동
부지역과의 격차를 줄여 나갈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또한 동북부 및 중서부지역에서의 수요기반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1인당 소득수준 향상 및 도시화 촉진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
o 중국정부가 동부 이외 지역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정투자
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
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투자 합리화 및 비용·편익을 고려한 중
점 전략분야의 선정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16호(2013.4.18), 국제경제분석 제2013-4호(20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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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
□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초기 동부 연안지역에서부터 대외개방, 산업육성
등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지역간
trickle-down 효과)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동부지역(화북, 화동 및
화남)과 여타 지역(동북, 화중, 서북 및 서남)간에 격차가 확대
o 이에 따라 지역간 갈등이 유발되고 농민공이 동부지역으로 대거 유입
되면서 동부지역에서 도시문제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을 노정
7개 행정구역에 따른 지역 분류
지역

성(省) 및 시(市)

비고

화북 북경, 천진, 하북
화동 상해, 절강, 산동, 복건, 강소

동부

화남 광동, 해남
동북 흑룡강, 길림, 요녕

동북부

1)

화중 하남, 호북, 호남, 산서, 강서, 안휘 중부
서북2) 영하, 청해, 감숙, 신장, 섬서, 내몽고
서남3) 중경, 운남, 귀주, 사천, 광서, 티벳

서부

주: 1) 중국정부의 행정구역 분류에 따르면 산서는 화북으로, 강서 및 안휘는 화동으로 분
류되나 지리적･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이들 지역을 화중으로 분류
2) 내몽고는 중국정부의 분류체계로는 화북으로 분류되나 본고에서는 서북으로 분류
3) 광서는 중국정부의 분류체계로는 화남으로 분류되나 본고에서는 서남으로 분류

□ 중국정부가 지역간 불균형 성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부대개발(2000년),
동북진흥전략(2003년), 중부발전촉진계획(2009년) 등 일련의 지역개발계획*
을 추진해 왔으나 동부지역과 여타 지역은 소득 및 생활수준, 도시화
등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임
* 구체적인 투자내용은 <참고> ｢중서부개발계획에 따른 주요 투자내용｣을 참조

o 지역의 발전도 및 소득·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역발전‧민생지수*
(Development & Life Index, DLI)는 동부지역(71)이 동북(61) 및 중서부(57) 지
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
* 지역발전‧민생지수(DLI)는 중국국가통계국이 31개 성‧시에 대해 ①경제발전, ②민
생개선, ③사회발전, ④생태환경, ⑤과학기술, ⑥주민만족도 등 6개 부문의 42개
항목을 토대로 작성한 지수로서 100에 가까울수록 발전정도가 높음을 의미(GRDP
로 가중하여 7개 지역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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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RDP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지역발전·민생지수(DLI)1)

주: 1) 2011년 기준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도시화율1)

주: 1) 2010∼11년 평균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중국의 지역간 격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별로 천연자원, 인적자원,
인프라, 과학기술기반 및 수요기반 등을 고려하여 향후 성장여건에 대
해 평가한 후 시사점을 도출

2 . 지역간 격차 현황
 (성장률 및 산업구조) 동부지역(화북, 화동 및 화남)의 성장률이 2000년대
중반까지 여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지역간 성장격차가
확대되어 왔으나, 이후에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여타 지역의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성장격차가 다소 축소
o 이에 따라 개혁･개방 초기인 1978년 명목GDP의 44%를 차지하던 동부
지역의 비중이 2006년에는 55%까지 높아졌다가 이후에는 점차 낮아져
2011년에는 52%를 기록
지역별 GDP 비중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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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업구조의 경우에도 동부지역에서는 2차산업 비중이 2000년대 중반까
지 높아진 후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여타 지역에서는 2차산
업 비중이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1차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서비스업 등 3차산업 비중은 동부지역에서 40∼50%에 이른 반면 여
타 지역에서는 여전히 30%대 중반의 낮은 수준
실질GDP 성장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지역별･산업별 GDP 비중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광공업 생산) 광공업 생산은 2000년대 후반 들어 동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이들 지역에서의 공업화가 가속되는 모습
o 이에 따라 전국 광공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동부지역 비중이 2006년
68%를 정점으로 2011년에는 58%로 하락한 반면 여타 지역의 비중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32%에서 42%로 상승
*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 음식료품 및 담배, 철강･금속제품, 광업 등의 높은 성장
에 기인하며 특히 안휘성에서 2009년 철강･금속제품 제조업 육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동 업종이 빠르게 성장

광공업1)생산 증가율

지역별 광공업1)생산 비중

주: 1) 전기･가스･수도업 포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주: 1) 전기･가스･수도업 포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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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업종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의 생산비중이 높
은 가운데 동부지역에서는 전기･전자기기 및 철강･금속제품, 여타 지
역에서는 광업, 철강･금속제품, 음식료품･담배 등을 중심으로 성장
― (화북) 하북성에 세계 2위의 철강생산 기업인 허베이철강(河北钢铁集团)
이 위치하여 철강･금속제품의 생산비중이 높으며 중국의 실리콘 밸
리인 북경 중관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전자기기가, 천진 인근의
석유･천연가스 개발로 광업 및 석유･석탄･화학제품이 각각 주력업종
으로 발전
― (화동) 대만과 인접한 복건성을 중심으로 대만기업의 전기･전자기기
업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여 지역 전체로는 중국 전기･전자기기 생
산의 48%(2010년 기준, 이하 동일)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소성･절강성･산
동성이 중국 방직업 생산의 61%를 점유하고 강소성에는 세계 8위의
철강생산기업(沙钢集团)이 위치
― (화남) 처음 개혁･개방이 시작된 광동성을 중심으로 홍콩 자본이 전
기･전자기기 업종에 집중 진출한 데다 이후로도 세계 유수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동 업종이 중국 생산의 22%를 차지*
* 세계 최대의 전자･통신 관련 하청 생산기업인 폭스콘(Foxconn)이 위치

― (동북) 풍부한 천연자원을 토대로 중국 최대 규모의 중화학･중공업
기지로 부상한 요녕성과 옥수수･대두 최대 생산기지인 길림성, 흑룡
강성을 중심으로 광업 및 음식료품 제조업 등이 발달하였고 근래에
는 운송장비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
* 길림성에는 중국 자동차업계의 선두기업인 일기자동차(一汽吉林) 및 폭스바겐
이, 요녕성에는 화신그룹(和信集团)이 중화(中华), 금배(金杯) 등 자체브랜드와
GM, BMW 등 해외브랜드 차량을 생산

― (화중) 석탄이 산서성을 중심으로, 비철금속은 하남성을 중심으로 각
각 중국 생산의 39%를 차지하고 음식료품* 및 담배 생산도 23%를
점유하는 등 이들 관련 업종이 주종을 구성
* 화중지역은 농업 생산 및 경작면적이 전국 1위이며, 장강유역을 중심으로 농
산품 제조업 생산도 화동지역(중국내 37%) 다음으로 많음(21%)

― (서북) 석탄(중국내 37%), 천연가스(56%), 원유(30%) 등 풍부한 천연자원
을 바탕으로 관련 업종이 성장하여 왔으며, 내몽고 등에서는 유제품
관련 업종도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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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 중국 담배생산의 28%, 음료품생산의 24%를 차지하는 등 음식
료품･담배 제조업이 활발하며 운송장비 제조업도 비교적 발달*
* 2002년 현대자동차가 북경(화북), 기아자동차가 강소성(화동)에 현지 합작법인
을 설립한 이래 2012.8월에는 현대자동차가 사천성(서남)에 트럭, 버스 등 상
용차 생산공장을 착공(연 16만대 규모)하였으며 포춘 글로벌 500개 기업중
200여개 기업이 사천성에 진출

광공업1) 업종별 생산 비중(2010년 기준)
화북

화동

화남

동북

화중

서북

서남

전국

10.7

2.3

1.5

17.0

13.5

26.1

9.2

6.9

음식료품･담배

6.6

7.5

5.0

24.5

13.5

11.2

16.9

9.4

섬유･가죽제품

4.1

11.3

8.0

9.9

8.4

2.7

3.3

7.5

목재･종이･인쇄

1.8

3.5

3.9

1.7

2.7

1.4

3.5

3.3

12.9

15.6

10.5

13.9

15.9

19.5

12.6

14.4

2.2

3.6

4.6

0.2

1.4

1.0

2.0

3.0

광업

석유･석탄 및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3.9

5.0

5.7

9.4

5.0

4.7

7.1

4.9

27.0

12.4

10.4

4.4

16.6

20.1

17.1

15.3

7.5

10.6

4.2

2.1

5.5

4.0

7.7

8.7

13.0

19.0

37.0

6.8

9.1

4.6

7.8

16.1

운송장비

9.7

7.9

6.5

10.0

8.0

4.7

12.1

8.5

가구･기타

0.6

1.3

2.7

0.1

0.4

0.1

0.7

2.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중국국

100.0

철강･금속제품
기계설비
전기･전자기기

합계
: 1)

주 전기･가스･수도업은 제외

가통계국

 (고정자산투자) 고정자산투자는 1995년까지는 동부지역의 신장세가 여
타 지역을 압도하였으나 이후로는 서북, 화중 등 여타 지역의 증가세가
동부지역을 상회*
* 2007년 이후로도 동부지역보다는 여타 지역의 신장세가 높은 가운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내수부양과정에서 모든 지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1996～2006년에
비해 상승

o 이는 서부대개발, 동북진흥전략, 중부발전촉진계획 등에 따라 동부지역
보다는 여타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 동부지역의 고정자산투자 비중은 1995년 59%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
져 2011년에는 43%를 기록한 반면, 여타 지역의 비중은 광공업, 부
동산,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57%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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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지역별 고정자산투자 비중 업종별･지역별 고정자산투자 비중1)

광공업 ①
②
부동산 ) ①
②
인프라 ) ①
②
농림어업 ①
②
서비스업 ①
2
3

화
북화
동화
남동
북화
중서
북서
남
8

41

8

10 18

8

7

9

31

5

12 25

8

10

17

5

12

10 20

8

14

13 35 10
11 29

8

8

8

29

8

9

23

7

10 21 13 17

11 19

4

15 21 17 13

15

3

15 27 15 16

11 28

9

10 21

9

12

7

12 22

9

12

9

② 10 28

7

20 12 16

주: 1) 업종별 전지역의 합계 = 100, ①은 2004～06년 누계 기준, ②는 2007～11년 누계 기준
2) 부동산은 건설업 포함
3) 인프라는 전기･가스･수도업 포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o 외국인직접투자는 화동을 중심으로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그 비중이 다소 낮아지고는 있으나 2011년에도 59%를 기록
―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정자산투자 대비 비율은 동부 및 동
북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투자가
집중되었던 여타 지역에서는 미미한 수준에 그침
지역별 고정자산투자 대비 FDI 비율

자료: 중국 상무부, 국가통계국

지역별 FDI 비중

자료: 중국상무부

 (수출) 수출*은 2005년까지는 동부지역의 증가율이 여타 지역을 상회하
였으나 이후에는 서남, 화중 등을 중심으로 여타 지역의 증가세가 확대
되는 모습
* 수출의 지역별 분류는 수출품의 생산기업 소재지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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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규모 면에서는 동부지역의 수출비중이 2005년(89%) 이후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2011년 기준으로 85%를 차지하는 등 지역 편중현
상이 뚜렷이 나타남
o 또한 GDP대비 수출비중은 동부지역의 경우 평균 39%에 달하고 있으
나 여타 지역에서는 5∼11%에 그쳐 수출의 성장에 대한 기여가 여전
히 낮은 수준*(2011년 기준)
* 31개 성･시별로 동부지역 이외에서 GDP대비 수출비중이 10%를 상회하는 성･시
는 동북의 요녕(15%), 화중의 강서(12%), 서북의 신강(16%), 서남의 중경(13%) 및
티벳(13%) 등인데, 요녕은 대련 등지의 선박, 강서는 섬유･의류 등 경공업제품과
반도체 및 전자부품, 중경은 오토바이 및 자동차, 신강 및 티벳은 석탄,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의 수출이 활발

수출 증가율

자료: 중국해관총서

지역별 수출비중

자료: 중국해관총서

GDP대비 수출비중1)

주: 1) 2011년 기준
자료 : 중국해관총서, 국가통계국

3. 지역별 성장여건 평가
1. 평가 방법
□ 지역별 성장여건을 ①천연자원, ②인적자원, ③인프라, ④과학기술기반
및 ⑤수요기반의 5개 부문에 대하여 총 19개 지표를 토대로 비교 평가*
* 기존 연구에서는 국가별 경쟁력 요인을 요소여건(Factor Conditions), 기업여건
(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연관･지원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수요여건(Demand Conditions)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미국 Harvard大
Michael Porter교수의 Diamond model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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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7개 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개별지표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지역에
7점을, 최저 수준인 지역에는 1점을 부여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1
∼7점 사이의 점수를 비례 배분
o 개별지표의 지역별 점수를 단순 평균하여 부문별 점수를 산출하고 이
를 재차 단순 평균하여 지역별로 성장여건에 대한 종합점수를 산출
성장여건 평가에 이용된 지표1)
부문

지표
석탄 생산량3)

지표 내용
석탄 연간생산량

천연자원 2)

지표
천연가스 생
산량

지표 내용
천연가스 연간생
산량

철광석 생산
철광석 연간생산
량6)
량
생산가능인구비중 15∼64세 인구/총인구 지역별인구비중 지역인구/총인구
평균임금
연평균 임금(역계열)
인구증감률
2006년 대비 2011년
인적자원
고등학생이상
고등학생이상 재학생수
재학생비중4)
/지역인구
도로밀집도
도로연장/토지면적
산업용지 비중7) 산업용지/건설용지
인프라
철도밀집도
철도연장/토지면적
도로･철도연장 증감률 2006년 대비 2011년
지역별R&D비중
R&D비중
R&D증감률
2006년 대비 2011년
/지역별생산액비중
과학기술기반
5)
정부재원 비중
정부재원/R&D투자
1인당 소득수준 1인당 도시가처분소득 도시인구증감률 2006년 대비 2011년
지역별 최종소비
수요기반
소비비중
/전국 최종소비
주: 1) 별도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2010∼11년 연평균 통계를 사용
2) 천연자원은 지역별로 매장량 통계가 없어 생산량 통계를 대용지표로 사용
3) 2008∼09년 평균
4) 고등교육 이수 인구비중 통계에 대한 대용지표로 활용
5) 2009∼10년 평균
6) 2011∼12년 평균
7) 2010년
원유 생산량

원유 연간생산량

2. 평가 결과
 (천연자원) 중부 및 서부 지역이 화북을 제외한 동부지역보다 전반적으
로 우위에 있는 가운데 서북지역이 가장 우위에 있고 화북, 동북 및 화
중의 순으로 나타남
o 서북지역은 천연가스, 원유, 석탄 등의 주생산지이며 화북은 하북성을
중심으로 중국 철광석의 40% 이상을 생산하고 원유 생산량도 서북 및
동북지역 다음으로 많음
o 동북지역에는 원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이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화중지
역의 경우 중국 최대 석탄생산지인 산서성이 위치하고 철광석도 비교
적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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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종합)

자료: 자체시산

개 별 지 표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인적자원) 화중지역이 높은 인구비중 및 고등교육 이수 인구비중, 낮은
평균임금 등을 토대로 가장 우위에 있으며 동북 및 서북 지역도 동부
및 서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o 동북지역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고 생산가능인구비중은 가장 높으며,
서북지역은 고등교육 이수 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임금도 동부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
o 다만 서남지역은 최근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생산가능인구 및 고등교
육 이수 인구비중도 낮아 여타 지역에 비해 열위
인적자원(종합)

자료: 자체시산

개 별 지 표

자료: 중국 교육부,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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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구비중(%)

화북

화동

화남

동북

화중

서북

서남

7.9

21.7

8.5

8.2

26.7

9.1

17.9

 (인프라) 면적당 도로 및 철도 연장, 산업용지 비중 등은 동부지역에서
더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5년간 도로･철도 연장은 서부 및 화
중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
o 화중지역에서는 산업용지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도
로, 철도 등의 면에서는 동부지역과 비슷한 수준
인프라(종합)

자료: 자체시산

개 별 지 표

자료: 중국 철도부, 교통운수부, 국토자원부

 (과학기술기반) 과학기술기반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액대비 비율, 증가
율 및 정부재원비중에 비추어 동부지역이 여타 지역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액대비 비율이 동부지역에서 훨씬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어 과학기술기반 확충이 여타 지역에 비해 보다 원활히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연구개발투자는 화중, 화남 및 서남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폭
으로 늘고 있으나 동북지역에서는 신장세가 약한 데다 정부재원비중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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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반(종합)

자료: 자체시산

개 별 지 표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수요기반) 1인당 소득수준, 전국대비 소비비중, 도시인구 증가 등으로
평가한 수요기반을 보면, 동부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훨씬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남*
* 특히 1인당 소득수준의 경우 동북 및 중서부 지역은 동부지역의 70% 정도에 그침

o 다만 화중 및 서부지역에서 도시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화중
및 서남 지역에서는 소비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
o 특히 화동은 1인당 소득수준 및 소비비중 면에서 여타 지역을 압도
수요기반(종합)

자료 : 자체시산

개 별 지 표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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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 동부지역의 성장여건이 인프라, 과학기술 및 수요기반에서
여타 지역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중부 및 서부 지역도 풍부한 천
연자원, 비교적 양호한 인적자원 등을 기반으로 비교적 견실한 성장여
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특히 서북 및 화중 지역은 인프라를 제외하면 화북, 화동, 화남 등 동
부지역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종합평가

종합평가(인프라제외)

자료: 자체시산

자료: 자체시산

4. 시사점
□ 중국에서는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래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다가 2000년대 들어
중서부지역의 개발 등으로 다소 축소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중국정부
는 지역별 성장여건을 고려한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격차 해소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
o 특히 원유, 천연가스 등의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부지역의
경우 교통, 산업기반시설 등의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 현지에서의 가
공 및 제조 여력이 미진한 상황
― 향후 동 지역에서 산업기반이 확충되고 동부지역과 연계되는 교통인
프라가 갖추어진다면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을 자체 생산함으로써 동부지역과의 격차를 줄여 나갈 기반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또한 동북부 및 중서부지역에서의 수요기반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
장이 가능하도록 1인당 소득수준 향상 및 도시화 촉진에 노력을 경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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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40조위안을 투자하여 전국의 도시화율을 60%
로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全国促进城镇化健康发展规划(2011~2020年))
― 새 정부의 신형도시화(新型城镇化)정책은 그린도시(Green City) 건설
및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시장의 육성 등을 강조
□ 중국정부가 동부 이외 지역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투자 합리화 및 비용·편익을 고려한 중점 전
략분야의 선정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
o 한계자본계수*가 2000년대 전반에 낮아지다가 후반 들어 동부지역보다
는 중‧서부 및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높아지는 등 이들 지역에서의 투
자효율성이 저하
* 한계자본계수(MCK)는 GDP 한 단위 증가에 필요한 자본의 증가분(≒투자)으로 동
계수가 높아지면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됨를 의미(MCK=⊿K/⊿Y≒I/⊿Y, K는 자본
투입, I는 총자본형성, Y는 GDP)

총투자율1)

한계자본계수1)

주: 1) I/Y, 명목 기준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주: 1) 실질 기준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한편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또는 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의 경우 지역별
및 산업별 경쟁력 우위 분야 및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
o 외국기업들은 현재 동부지역에 집중된 시야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
― 동북 및 중‧서부 지역의 평균임금은 동부지역의 80% 수준을 하회하
고 있으며, 매년 전력난을 겪는 동부에 비해 중‧서부지역의 전력수급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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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연계하는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는 가운데 공업용토지 가격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지원도 강화*
* 중‧서부지역의 경우 도시내 공업용지는 최저가격의 50%, 도시외 공업용지는
85%의 할인율을 적용

o 외국기업들은 현재의 경쟁력 우위에 주목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
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을 개
척하는 것이 유리
― 현재 동부 이외 지역은 철강‧금속제품, 음식료품‧담배 등을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가구산업,
비금속 광물제품 등의 성장성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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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중서부개발계획에 따른 주요 투자내용
 서부대개발(西部大开发) 계획
o 서부대개발을 시작한 이후 2000~12년중 총 187개 주요 프로젝트에 3조 6,800억위안이 투입
― 특히 2012년에는 철도‧도로 등 22개 프로젝트*에 5,778억위안이 투자
* 주요 인프라 투자
철도: 중경 - 완저우(重庆-万州), 둔황 - 거얼무(敦煌-格尔木), 장자커우 - 후호하오터
(张家口-呼和浩特), 시안 – 허페이(西安-合肥)
도로: 운남 마리우완 - 자오통(云南麻柳湾-昭通), 섬서 황링 - 통촨(陕西黄陵-铜川), 청
해 차카 - 거얼무(青海茶卡-格尔木), 신강 아커쑤 - 카스(新疆阿克苏-喀什), 내몽
고 우란하오터 - 자란둔(内蒙古乌兰浩特-扎兰屯), 318번 국도

o 섬서성(陕西省): 시안(西安) 지하철 1, 2, 3, 4호선을 건설하고 5, 6호선의 기초작업
을 추진하여 2015년에는 시안 지하철의 연장을 100km로 확충
― 2006.9.29일부터 착공하여 2011.9.16일 2호선을 운행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1, 3
호선이 시공중이며 1, 2, 3호선에 총 159.5억위안을 투입함
 동북진흥(东北振兴) 계획
o 2003.9.29일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 부흥전략｣(关于实施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
兴战略的若干意见)이 마련되고 2012.1.9일에는 ｢동북진흥 12‧5 계획｣을 발표
― 길림성(吉林省): 2012년 400개의 주요 프로젝트에 2,927억위안을 투자
― 흑룡강성(黑龙江省): 2012년 교통 및 운수에 323억위안을 투자(도로건설에 129.1
억위안을 투자)
․ 하얼빈(哈尔滨): 건설면적 460만㎡에 달하는 China International Industrial Expo
City에 180억위안을 투자(2012.6월)하고 대중교통 인프라 건설에는 2012년중 25억
위안을 투자
― 요녕성 션양(辽宁省沈阳): 2012.1~11월중 총투자액 1,502억위안의 288개 프로젝
트를 착공하여 연간 투자목표의 77.1%을 달성
 중부발전촉진(中部崛起) 계획
o 하남성(河南省): 2015년 말까지 신도시의 도로‧수도‧오수 등 기초설비 건설에 약 2,500
억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2년중 4,636개의 도시 인프라건설에 2,170억위안을 투자
o 강서성(江西省): 도시화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
― 2012.10월 총 149km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착공(투자액 108억위안)
― 난창(南昌, 강서성 성도)는 2012년 56개의 주요 프로젝트에 654억위안을 투자함
o 안휘성(安徽省)
― 2012.1~11월중 총 2,104개의 프로젝트에 5,877억위안을 투자하였으며, 2013년중
총 5,139개의 프로젝트에 6,000억위안을 투자할 계획
― 허페이(合肥): 신교(新桥) 국제공항은 안휘성 11차 5개년계획의 주요 프로젝트중 하
나로 2008년말부터 착공하여 현재 완공 단계에 있으며 투자액은 43.6억위안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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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과잉설비 현황 및 시사점*
공대희 북경사무소 과장
◆ 중국경제의 과잉설비 수준을 자본스톡순환도, 재고순환도 등을 토대로 가
늠해 보면 경제전반의 설비과잉이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
◆ 과잉설비는 통상 시장수요의 불확실성 및 공급의 비탄력성 등에 주로 기
인하나 중국은 이외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ㆍ순환적 요인에도 기인
o (구조적 요인) ①투자ㆍ수출 주도형 성장전략, ②지방정부의 성장 중심
발전전략, ③국영기업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④낮은 수준의 생산요소 및
에너지가격 등
o (순환적 요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4조위안 규모)으
로 국영은행의 대출과 국영기업의 투자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대내외 수
요회복이 지연되면서 과잉설비가 누적
◆ 과잉설비 문제는 향후 상당기간 실물 및 금융 부문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할 전망
o (실물부문) 재고 증가, 상품가격 하락, 기업이윤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
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의욕 등 경제주체의 심리도 약화
o (금융부문) 기업이윤 감소 및 경제주체의 심리 약화는 관련업종의 부실
채권 증가와 함께 자금공전(资金空转) 현상 및 신용공급과 실물경기간 디
커플링(decoupling)을 초래하는 등 금융리스크를 확대
◆ 중국정부는 과잉설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장패러다임 전환 및 산업구조
조정･경제개혁을 굳건히 추진할 전망이나, 제반 구조적 요인의 해소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o (단기 대책) 과잉부문 진입기준 강화 및 자금공급 차단(신규대출금지ㆍ만기
도래회수) 등 산업정책적 조치를 통해 산업재편을 유도하고 지방정부 성
과평가 지표를 개편
o (중장기 대책) 수요확충을 통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형도시화 정책
을 통한 성장패러다임의 전환(투자ㆍ수출 중심 → 소비ㆍ내수 주도)을 추진
⇒ 중국경제의 과잉설비 문제는 중국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자
원부국 및 세계경제 전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31호(2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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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중국경제는 그동안 고정투자･수출 주도형 성장모델을 추구하면서 과잉
설비(overcapacity) 문제가 누적
o 투자율(고정투자/GDP)이 2000년 34%에서 2012년 46%로 상승하여 한국
및 일본의 역대 최고치(각각 1991년 38% 및 1973년 36%)를 웃돌고 한계자
본계수(추정치)도 과거 1990년대 후반 설비과잉기 수준을 상회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로 고정투자가 급
격히 확대되면서 자본생산성을 악화시키고 과잉투자 문제를 초래*
* Bloomberg의 M. Mcdonough Senior economist는 2008년 4조위안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신용팽창과 함께 과잉설비 문제를 초래하였다고 지적(China Daily,
2013.7.16일)하였으며, IMF의 Zhu Min 부총재는 설비가동률이 과거 90% 수준에
서 최근 60%까지 하락하는 등 과잉설비가 주요한 경제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2013.3월)

경제성장률 및 고정투자비중

가통계국

자료 : 중국국

한계자본계수

자료 : 日本総合硏究所

□ 중국정부도 2013년 全人大 국정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 2013.3.5일)에서 과잉
설비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중 하나로 제시*
* 동 보고에서는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과잉생산능력 해결 등 자원배분 및 산업배치의 최적화를 제시

⇒ 중국의 제조업 과잉설비 문제가 지속되면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
하는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현황 및 주요 요인 등
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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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잉설비(over capacity) 현황
( 개 황 )
□ 중국경제의 과잉설비 수준을 나타내는 정량적 통계는 없으나 자본스톡
순환도, 재고순환도* 등을 토대로 그 정도를 간접적으로 가늠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자본스톡순환도와 재고순환도｣참조

자본스톡순환도

공업 재고･판매 순환도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① 자본스톡순환도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장기 균형증가율인 45°선을 상당수준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과잉투
자가 지속된 것으로 보임
② 공업 재고-판매 순환도의 경우 2011.1/4분기 이후 재고수준이 감소하
고 판매는 감소폭 둔화･증가하는 국면(경기회복기)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요회복 부진 등으로 판매증가세가 약해 본격적인 경기확장국면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Core CPI 및 생산자물가

설비가동률(추정)

자료 : IMF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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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MF(2012.7월)도 중국경제가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물가상승
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 비추
어 경제전반의 설비과잉이 상당한 수준임을 지적
( 업종별 현황 )
◇ 중국정부 및 전문가들은 주요 과잉설비 업종으로 철강･평판유리･시
멘트･자동차･선박 등 전통 제조업과 태양전지･풍력발전설비 등 전략
적 신흥 제조업 부문을 지적
 ( 철강 ) 철강업계의 생산능력은 연간 10억톤에 달하나 글로벌 경기회복
부진 등으로 철강수요는 7～8억톤 수준에 그쳐 전체적으로 과잉설비
수준이 30% 정도에 달함(가동률 : 2008년 82% → 2012년 72%, △10%p)
o 재고-판매 순환을 보면 2010년 이후 재고조정(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
으며 철강가격 하락 등으로 수익성도 크게 악화(적자기업비율 : 2007.12월
3% → 08.12월 21% → 09.12월 12% → 10.12월 9% → 11.12월 10% → 12.12월 29%)

강철 생산능력･가동률

자료 : Nomura Global Economics

철강제품 재고･판매 순환도

자료 : 중국철강협회

철강제품 재고 및 가격

자료 : Morgan Stanley

 ( 태양전지 ) 태양전지 산업은 중국정부의 차세대 전략적 신흥 제조업중
하나로 초기투자보조금 및 세제지원 등 정책적 혜택과 향후 국내외 태
양전지 수요과다 전망 등을 토대로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
o 이에 따라 2012년 현재 중국의 태양전지 생산량은 전세계의 63%로 증
가하였으나 미국 및 유럽의 반덤핑 제소 등으로 전세계 수요대비 중국
의 점유율은 15% 수준에 그치는 등 과잉생산 규모가 상당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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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로 인한 가격 하락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세계 1ㆍ2위 태양전지 제
조업체인 중국의 Suntech파워(2013.3월 파산)와 LDK솔라(2013.4월 부분파산)
가 경영난에 봉착하는 등 업체의 1/3 가량이 가동률 50%를 하회*
* 국무원은 시장메커니즘에 따른 M&A･적자생존 등을 통한 태양광산업의 구조조정
을 적극 추진하고 기술진보, 적극적 산학협력 및 국제협력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갖는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것임을 공표(2013.7.15일)

태양전지 지역별 생산량 및 설치량

주요 태양전지업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자료 : 관련업체 내부자료

자료 : 각기업 재무제표

 ( 평판유리 ) 평판유리 산업은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선점을 위한 경
쟁적 설비증설에 따라 생산능력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2011년 이후 부
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수요 증가는 정체됨에 따라 2012년에는 가동률
이 69%까지 급감
평판유리산업 생산능력 및 생산량

평판유리업 재고증가율 및 적자기업 비율

자료 : 中国玻璃信息網

자료 :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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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방정부의 지원*하에 2008년말 대비 2012년말 가마 수 및 가마당 생
산능력이 각각 46% 및 68% 증가하는 등 과잉설비가 심각해지면서 제
품가격하락, 재고누증 등으로 기업 수익상황도 크게 악화
* 중앙정부의 신규 가마 신설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에너지절약형 유
리라는 명분을 앞세워 기존 낙후설비를 더 큰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가 빈번

 ( 자동차 ) 자동차 산업도 차량판매 급성장기가 일단락되고 저속성장 단
계로 진입하면서 중국 국내업체를 중심으로 가동률이 현저히 하락
o 특히 동 산업의 설비투자 추이를 감안할 경우 2015년 승용차 생산능력*
은 2012년(1,777만대)보다 45% 증가한 2,578만대에 달할 전망
* 승용차 생산능력(만대) : 2010년 1,255 → 2011년 1,448 → 2012년 1,777
→ 2013년e 2,043 → 2014년e 2,244 → 2015년e 2,578

자동차 판매대수

승용차산업 가동률 현황 및 전망

자료 : CEIC

자료 : 銀河證券

 ( 기타 ) 시멘트, 선박 산업에서도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수
요 부진, 과잉설비 및 재고급증 등으로 2011년 이후 가동률이 급감하고
적자기업비율이 급등하는 등 기업 수익상황이 크게 악화
시멘트산업 공급능력 및 가동률

선박산업 재고증가 및 적자기업비율

자료 : Nomura Global Economics

자료 :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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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잉설비의 주요 요인 점검
◇ 과잉설비는 통상 시장수요의 불확실성 및 공급의 비탄력성 등에 주
로 기인하나 중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적 및 경기순환적 요인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설비과잉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 구조적 요인 )
 ( 투자･수출 주도형 성장전략 ) 중국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장기간 국
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 중심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성장전략을 추
구해옴에 따라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
o 각종 정부지원 등으로 불필요한 투자 및 설비 증설이 지속되었으며 국
영기업의 내부유보 증가, 가계의 높은 저축율도 과잉투자의 한 요인으
로 지적
지출항목별 성장기여율

자료 : 국가통계국

주요국 저축률 비교

자료 : World Bank

 ( 지방정부의 성장중심 발전전략 ) 지방정부는 경제성장률 제고 등을
위해 투자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반면 고용감소 우려 등으로 산업
구조조정에는 소극적으로 대응
o 이는 지방정부의 예산집행이 연성예산(soft budget constraint) 성격이 강한
데다 지방정부에 대한 성과평가*도 GDP성장률, 고용 및 세수,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치우쳐 있는 데 주로 기인
* 2007년도 중국공산당의 지방공무원 평가기준은 GDP 성장･세수 증가･고정자산투
자 증가 등 경제발전 항목이 60점, 공산당 조직건설 및 지역안정이 25점, 사회발
전 항목이 15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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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기업에 토지ㆍ자금조달 및 에너지비용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국가경제 전체보다는 각 지방의 이익을 위해 고정투
자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생산 및 설비과잉을 유발**
* US China Economics & Security Review Commission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정부
는 일반적으로 제조업 고정투자의 대부분을 승인(2011년 기준 95%)하는 경향
** 철강산업의 경우 현재 중국의 잉여설비가 2～3억톤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
부의 강력한 요구로 2012년 5월 廣東과 廣西지역에 각각 900여만톤 규모의 제철
소 건립계획(총 투자비 1,300억위안)을 허가한 바 있음

주요 과잉설비 요인에 대한 설문 결과
Q) 과잉설비를 가져온 Micro-economic

Q) 과잉설비를 가져온 Macro-economic
reason은?

reason은?

자료 : European Chamber(2010)

 (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 중국의 국영기
업은 그동안 주식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해 왔으나 정부의
관여가 심한 데다 기술수준과 혁신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모를 중
시하는 경영문화 등으로 여전히 양적 경쟁에 치중하는 경향
유형별 기업부채비율

기업규모별 대출·매출·총이익 비중1)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 : 1) 2009∼2011년간 평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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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산업독점 및 자연독점이 큰 부문에서 국영기업들의 무분별한 투
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o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영기업은 민영기업과 달리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대출을 이용한 투자를 급속히 확대하면서 부채비율과
대출 비중이 증가한 반면 매출 및 총이익 비중은 저조한 수준
 ( 낮은 수준의 생산요소 및 에너지가격 ) 지방정부의 세제우대 및 각종
정책적 보조 등이 지원되는 가운데 정부규제 등으로 자본ㆍ토지비용 등
생산요소 및 에너지 가격*이 과도하게 낮아 기업들은 설비투자 결정시
향후 수익성 전망에 매우 낙관적인 경향
* 정부가 전력가격을 과도하게 낮은 수준에서 통제․공급함에 따라 중국(2011년)의 1인
당 GDP(PPP)는 세계평균의 0.7배 정도이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세계평균의 1.3배
수준

o 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수단인 은행대출금리가 자본수익률을 훨씬 하
회하는 가운데 특히 2000년대 들어 그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공업용지
조달비용도 상업 및 주택용지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
자본비용과 자본수익률

유형별 토지공급 가격

자료 : 福本․武藤(2011)

자료 : 海通證券

( 경기순환적 요인 )
□ 중국경제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전후 심각한 과잉설비 문제에 직면
하여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이를 상당부분 해소*하였으나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4조위안 규모)이 시행되면
서 과잉투자가 재차 심화
*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1990년대 후반 중국의 과잉설비 문제와 정책대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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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국영은행의 대출과 국영기업의 투자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대내외 수요회복이 지연되면서 과잉설비가 누적
국영은행 위안화 대출

국영기업 고정자산투자

자료 : 중국인민은행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IMF는 2008년 이후 중국의 투자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과잉설비 및
설비가동률 수준 등을 감안한 output 갭(2011년 기준)이 –5%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
* IMF는 2009년 GDP대비 투자비중이 적정수준(40%)에 비해 10%가량 높았던 것으
로 추정

GDP대비 고정투자 비중

Output 갭(추정)

자료 : IMF(2012.11월)

자료 : IMF(2012.7월)

4. 설비과잉의 영향 및 시사점
◇ 중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인 과잉설비 문제는 상당부분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기초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
이며, 향후 상당기간 실물 및 금융 부문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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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물부문 ) 설비과잉은 재고증가, 상품가격 하락, 기업이윤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의욕 등 경제주체의 심리도
약화
o 최근 중국경제는 설비과잉의 영향으로 재고지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는 가운데 가동률지수는 하락하고 있어 경기하방압력이 작용
o 이러한 설비과잉과 재고조정은 그동안 중국경제의 투자주도형 성장에
크게 수혜를 보았던 자원부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투자 및 재고지수

자료 : 중국인민은행

생산증가율과 설비가동률지수 GDP성장률과 재고투자 성장기여도

자료 : 국가통계국, 인민은행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금융부문 ) 과잉설비에 따른 기업이윤 감소 및 경제주체의 심리 약화
는 관련업종을 중심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자금공전(资金空转) 현상을
심화시키는 등 금융리스크를 확대시킬 가능성
o 은행의 부실대출비율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2011.4/4분
기 이후 부실대출 규모 및 비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설비과잉에 따른
기업수익성 악화가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상업은행의 부실대출 규모는 2003.6월말 2.5조위안(부실대출비율 18%)에 달했으나
정부의 부실채권 매입 등으로 2011.3/4분기 0.4조위안(부실대출비율 0.9%)으로 감
소한 이후 2013.1/4분기(5,243억위안, 0.99%)까지 6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

― 다만 1990년대 후반과는 달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
는 데다 재고관리 기술의 진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2013년 글로벌 500대기업(Fortune誌)내 중국기업 89개社중 금융기관은 26개에
불과하나 순익비중은 절반을 상회(50.2%)하는 등 은행 순이익이 매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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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기업이윤 감소, 심리 저하는 실물부문의 기대수익률을 하락시켜
시중자금이 실물로 유입되지 않고 부동산시장이나 금융부문에서 맴도
는 자금공전 현상*을 야기하며, 이는 부동산버블과 함께 실물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
* 최근의 cash crunch 현상도 근본적으로는 시중자금이 실물을 기피하고 Shadow
Banking 등 수익률이 높은 금융부문에서만 공전(空转)되면서 자금시장의 이중구
조(과잉유동성(钱流)과 유동성경색(钱荒)의 공존)가 형성된 데 주로 기인(Sun
Lijian 复旦大 금융연구소 부주임)

― 이러한 자금공전 현상은 신용공급과 실물경기간 디커플링을 초래하
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함으로써 정책당국의 경기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우려
상업은행 부실대출 현황

자료 : CBRC, 언론보도

대출금리와 GDP성장률

자료 : Morgan Stanley

산업생산 및 M2 증가율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인민은행

◇ 중국정부는 이와 같은 과잉설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산업구조조정 및
경제개혁을 굳건히 추진할 전망이나 제반 구조적 요인의 해소에는 상
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o 특히 신규진입 규제, 기업간 M&A 등을 통한 공급측면 대책에 비해 내
수확충･수출시장 개척 등 수요측면의 노력은 상당히 장기간을 요함

단기 대책

 (
) 신지도부는 생산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과잉부문 진입기
준 강화 및 자금공급 차단(신규대출금지ㆍ만기도래회수) 등 산업정책적 조
치를 통해 산업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정부에 대한 성과평가지표
의 개편**도 추진
* 국무원은 지도의견을 통해 신성장 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과잉 부
문의 M&A 및 퇴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2013.7.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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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주석은 경제성장률이 유일한 평가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인민의 생활수
준 향상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6.29일)이라고 언급하였으며, 국가발전
개혁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성과평가에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을 위한 1인당
GDP, 환경안전 기준 등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역할을 구별하고 차별화된 평가체계
를 도입할 예정(中國金融時報, 5.10일)

o 또한 SOE 개혁*을 지속하는 한편 M&A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낙후산업
도태를 위한 부실기업정리 관련 법률과 제도의 미비점 등도 보완해 나
갈 계획
* 국무원은 국영기업 수익의 정부배당을 5%p 추가 인상하여 이를 민생지출에 사용
키로 결정(2012.2.5일)하였으며 국영기업 비유통주의 거래금지도 조만간 해제할 예
정(新华网, 2013.7.14일)

― 다만 지도부가 현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어
주롱지式의 급진적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모습인 데다 사회주의 특성
상 체제안정과 직결된 고용동향에 매우 민감*한 점을 감안할 때 신
속한 산업구조 개편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 리커창 총리는 “거시경제운영을 경제성장률과 고용 상황을 ‘下限’으로, 물
가 상황을 ‘上限’으로 통제하여 경제운영이 합리적인 구간에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2013.7.9일)

o 한편 이와 관련된 향후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은 신지도부의 첫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인 3中全會(제18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2013.10.19
일~21일 예정) 이후 보다 구체화될 전망

중장기 대책

 (
) 리커창 총리 등 신지도부는 수요확충을 통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형도시화(인적 도시화) 정책을 통한 성장패러다임의 전환
(투자중심․수출지향 → 소비중심․내수주도)을 추진하고 있음
o 또한 국가주도 성장(국영은행･기업 중심)에 따른 비효율성과 불균형을 개
선하기 위해 정부기능의 재정립, 시장원리 제고･금융개혁 등 시장개혁
을 강조*
* 중국정부는 국무원 상무회의 의결문 등을 통해 생산능력과잉산업 구조조정 등 경
제구조･금융개혁 지속과 유동성 stock 및 flow의 효율적 활용을 수시로 강조

⇒ 중국정부의 과잉설비 문제 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에 비추
어 볼 때 향후 과잉설비에 따른 재고조정과 투자 증가세 둔화 등은
중국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그동안 중국의 투자주도형
성장에 크게 수혜를 보았던 자원부국과 세계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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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자본스톡순환도 및 재고순환도
 자본스톡순환도
o 고정자산투자의 장기성장률은 궁극적으로 자본스톡의 증가율과 같
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두 지표의 증가율을 비교하여 과잉투자를 간
접적으로 판단
― 자본스톡의 증가율은 투자증가율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따라가며
단기균형을 이탈ㆍ회복하는 형태를 보임
o 장기 균형증가율 45。 선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음


  

 = I -δK, 
― 
         (여기서 K는 자본스톡, I는 신







 는 자본스톡 변동분, 
규투자, δ는 감가상각률, 
 자본스톡 변화율)

― 균형수준에서는 
 의 변화율이 0이므로 ( I/K )가 일정한 상수 값
을 가져야 되며 이는 투자와 자본스톡의 변화율이 동일하다(X-Y
그래프에서 45。 선상에 위치)는 의미
 재고순환도
o 재고순환변동은 통상 2~6년 정도의 변동주기를 가지며 재고변동 국
면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재고감소(회복국면) : 수요는 증가하나 생산 증가가 더뎌 재고수준이
감소하고 출하는 감소폭이 둔화되거나 증가
￭ 의도된 재고증가(성장국면) : 수요 및 생산 증가로 재고 및 출하 모두
증가
￭ 재고누증(둔화국면) : 수요는 감소하나 생산 감소가 더뎌 재고수준이
증가하고 출하는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감소
￭ 재고조정(침체국면) : 수요 및 생산 위축으로 재고 및 출하 모두 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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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1990년대 후반 중국의 과잉설비 문제와 정책 대응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수출ㆍ투자주도 경제성장이 급속히 진행되면
서 1990년대 후반 섬유산업 등 경공업을 중심으로 심각한 설비과잉
현상이 발생*
* 1998년 국가통계국의 주요 900개 공업제품 생산능력 조사결과 대다수 제품의 가
동률이 60%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남

o 아시아 외환위기로 1998년 수출이 15% 감소하는 등 대외수요가 급
감하고 1999년 국영기업의 35%가 손실을 기록하는 등 생산ㆍ설비과
잉 문제가 전산업 부문으로 확산되며 핵심 이슈로 부각
□ 이에 따라 1998~2001년중 주롱지 총리는 국영기업의 20%를 폐쇄하고
3천만명 가량의 국영기업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 개
혁을 단행
o Deutsche Bank의 산업별 과잉설비 조정기간 분석결과 의류ㆍ가구
등 경공업 부문이 철강ㆍ화학 등 중공업에 비해 조정속도가 상대적
으로 빨랐으며 산업별로 최소 13개월에서 최장 60개월이 소요
GDP 및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국영기업 취업자수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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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리스크 평가와 전망*
김진용 북경사무소 차장
◆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규모는 ①2011.9월말 융자플랫폼 대출규모가 전
년말 수준을 유지한 점, ②2011년 만기도래분(2.6조위안)의 상당부분이
상환된 점, ③융자플랫폼 신규대출 규제가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
2011년말 현재 전년말(10.7조위안)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
o 지방정부 부채의 GDP대비 비율도 2010년말 26.7%에서 2011년말
22~23%로 하락
◆ 지방정부의 융자플랫폼에 대한 대출규제로 2012년 들어 회사채･중
기어음･기업어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대폭 증가하는 등 그간의
은행대출에서 채권 위주로 자금조달방식이 바뀌고 있음
◆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부채규모가 중국의 경제규모, 부채의 부실화 정
도, 최근 증가 추이,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등에 비추어 충분히 감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
o 다만 지방부채의 만기 장기화(최장 35년) 등으로 실제 위험이 과소평가
될 소지가 있는 데다 최근 경기둔화 방지를 이유로 융자플랫폼에 대
한 대출규제 완화 요구도 점증하고 있어 지방정부 부채가 다시 급증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채무관리에 계속 노력을 기울일 필요

1. 지방정부 부채 현황
□ 유로존 채무위기의 해결이 지연되면서 최근 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잠재
리스크를 우려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어 지방정부 부채현황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점검
( 부채규모 )
□ 중국 감사원(审计署)은 지방정부 부채가 2010년말 현재 10.7조위안(지방정
부 세수 7.3조의 147%)이라고 발표(2011.6월)하였으나, 향진(乡镇)정부 부채 3
∼3.5조위안을 포함할 경우 지방정부 부채는 총 14조위안에 달하는 것
으로 추정(Moody’s, 2011.11월 등)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31호(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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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1년말 기준으로는 아직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2010년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
―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에 따르면 지방정부 부채의 대종을
차지하는 은행의 융자플랫폼을 통한 지방정부 대출규모가 2011.9월말
9.1조위안으로 2010.11월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10년말 부채잔액(10.7조위안)중 2011년 만기도래분 2.6조위안의 상당
부분이 상환된 것으로 추정되고 CBRC 등 감독당국이 융자플랫폼에
대한 신규대출 증가를 엄격히 규제하여 왔음
은행의 지방정부 융자플랫폼대출

자료 : CBRC

조달수단별 지방부채 현황

주 : 2010년말 기준

자료 : 审计署

o 다만 지방정부가 도로․철도․수리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발행한
도시투자채권(城投債)은 2011년중 4,280억위안으로 2010년(3,011억위안)에
비해 1,269억위안 증가(중국 Wind)
― 城投債는 지방 도시개발공사(융자플랫폼회사)가 국가발전개혁위(NDRC)
의 승인을 얻어 중장기 회사채(企業債)․중기어음(中期票拒)․기업어음(短期
融資券)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하고, 은행대출과 함께 페이퍼컴퍼니
인 융자플랫폼회사의 주요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만기도래 현황 )
□ 지방정부 부채는 2011~12년중 4.4조위안이 만기도래하고 이후에는 연 1
조위안 내외로 장기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현재에는 어려운 고
비를 넘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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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부채 만기도래 현황

자료 : 审计署

⇒ 지방부채 규모는 2011년말 현재 10~11조위안 내외로 추정되고, GDP대
비 비율은 2010년말 26.7%에서 2011년말 22~23%대로 낮아진 것으로 추
정됨(WSJ 등)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자료 : 审计署 및 북경사무소 자체 추정

2. 최근 지방정부 부채의 조달방식 변화
□ 지방정부의 융자플랫폼에 대한 대출규제로 2012년 들어 회사채･중기어
음･기업어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대폭 증가하는 등 그간의 은행대
출에서 채권 위주로 자금조달방식이 변화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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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기업의 회사채(企業債) 발행이 2012.1~6월중 3,125억위안으로 2011년
연간 발행액(2,873억위안)을 이미 초과하였으며, 이중 지방공기업의 발행
비중이 70%에 육박
― 금년 2월 CBRC가 은행의 융자플랫폼 신규대출을 불허하고 만기도
래 채무에 대해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상환방안을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지방공기업 등의 회사채 발행이 급격히 증
가하여 3월중 1,000억위안을 초과
o 중기어음･기업어음 등을 포함한 도시투자채권 발행액도 2012.1~6월중
4,312억위안에 달하여 2011년 연간수준(4,281억위안)을 이미 상회하는 등
자금조달방식이 다양화
공기업의 회사채 발행

도시투자채권 발행

자료 : Wind

3. 지방정부 부채의 리스크 평가
□ 전문가들은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 경제규모, 부채의 부실화 정도,
최근의 증가 추이,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등에 비추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
① 지방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 규모가 GDP대비 40% 내외*로 여타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지방부채의 부실규모도 GDP의 6∼8%
수준인 2.5∼3.2조위안(CBRC 2.5조위안, S&P 3.2조위안)으로 추정
* 2010년 44%(중앙 17%, 지방 27%) → 2011년 38%e(중앙 15%, 지방 23%e)
** 2010년 미국 90%, 일본 199%, 브라질 61%, 인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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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부채의 46%를 차입한 융자플랫폼회사의 약 30%가 부실한 것으
로 추정되나 부채의 대부분을 도시개발 등(37%)․교통운수(25%)․토지매입
(11%), 교육․주택시설(9.5%) 등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여 실물자산을 보
유하고 있는 상태
③ 지방부채중 5.1조위안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
양 과정에서 발생하여 전년말 대비 부채 증가율이 2009년 61.9%에 달
하였으나, 2010년 18.9%로 낮아진 데 이어 2011년에는 추가차입이 사
실상 차단되어 동 부채규모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추정
④ 중국의 재정적자는 GDP대비 1% 내외로 재정상황이 양호한 데다 4조
위안대의 정부예금 보유, 중국경제 성장세 유지 등에 비추어 중앙정
부가 부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닌 상황
― 운남성 등 일부에서 융자플랫폼회사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
였으나 부실 융자플랫폼회사의 청산 등을 통해 빠르게 수습해 나
가고 있는 상황(사회과학원 楊志勇 등)
중국의 GDP대비 재정적자

중국의 재정수지

자료 : CEIC

⑤ 중앙정부가 지방부채 증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부채
상환기간 연장불가 입장에서 선회하여 최근 일부 연장을 허용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어 지방에서 대량의 디폴트 사태가 유발될 가능
성도 낮은 상태
― 지난해부터 상해․심천․광동․절강 등 4개 지방정부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지방채 발행(연 2,500억위안)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금융시장
에서도 지방부채의 상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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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중국 재정수입의 30%, 지방정부 재정의 60% 내외를 차지
하는 토지양도수입*(土地出让金)이 부동산경기 부진으로 크게 축소되
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11년중에도 증가세를 유지
* 2011년 중국정부의 전체 토지양도수입은 3.3조위안으로 2010년(2.9조위안)에 비
해 12.8% 확대(다만 증가세는 2010년 106%보다 둔화)

중국정부의 토지양도수입

재정수입중 토지양도수입 비중

자료 : 재정부, CEIC

⇒ 이러한 점에 비추어 중국내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부채문제가
어려운 고비를 넘긴 것으로 평가(海通證券 2012.7.19일 등)
o 그러나 Citi(7.5일), Morgan Stanley(7.19일) 등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유로존
채무위기로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방정부 부채
를 부동산가격 버블과 함께 중국경제의 양대 리스크로 여전히 지적
□ 한편 상환기한 연장으로 지방부채가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더
라도 융자플랫폼대출중 만기가 3~10년인 대출이 39%, 10년 이상인
대출이 28%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최장만기가 35년에 달하여 CBRC의
대출위험 분류기준으로는 실제 위험이 과소평가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
o 지방부채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미래로 이연된 데 불과한 만큼
디폴트가 10%를 넘어설 경우 상당한 충격이 우려
― 예컨대 상장은행 융자플랫폼대출의 90% 이상이 원리금 상환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실제 디폴트율이 약 20%에 이를
경우 은행의 순자산대비 순손실이 12%를 넘어서면서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격 급락 등의 파급영향이 예상(陳龍 長江商學院 금융학교수 추정,
2012.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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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융자플랫폼대출의 시나리오별 손실액 추정
(억위안, %)
대출잔액(11.9월말)
<전제> 디폴트율(%)
대출위약액
자산회수율(%)
순손실(A)
은행 순자산(2011년말, B)
A/B(%)

시나리오Ⅰ

Ⅱ

Ⅲ

91,000
10.0
9,100
80.0
1,820
72,094
2.5

91,000
19.5
17,745
50.0
8,873
72,094
12.3

91,000
40.0
36,400
20.0
29,120
72,094
40.4

자료 : CBRC, 財經(2012. 7월)

4. 향후 전망
□ 중국 지방부채가 중국경제의 위기를 초래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대
내외 우려에 따라 중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융자플랫폼회사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지방부채 문제가 향후 완화될 것으로 전망
o 다수의 전문가들은 금년에 지방부채 1.8조위안의 만기가 도래하는 등
상환압박은 있겠으나 토지양도수입 증가, 최근 부동산시장 회복조짐,
토지개발회사의 토지매입 재개 움직임, 재정수입 및 경제규모 증가세
등에 비추어 향후 수년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新浪网, 7.2일)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추이 및 전망

자료 : 审计署 및 북경사무소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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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투자 지속 등으로 지방부채가 줄어들
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 융자플랫폼회사의 디폴트 선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토지양도수입 위축 등이 현재화될 경우 지방부채 문
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o 또한 최근 중국정부가 사회기반시설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지방공기업
의 도시투자채권 발행에 대한 심사를 완화하여 채권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경기둔화 방지를 이유로 지방정부의 융자플랫폼에 대한 대
출규제 완화 요구도 점증하고 있는 실정
⇒ 지방 융자플랫폼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토지가격이 재상승하고
지방부채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방정부 채무관리에 계속
노력을 기울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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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PMI와 주요 경제지표간 정합성*
한재현 신흥경제팀 과장
◆ 중국에서 주요 서베이지표로서 활용도가 높은 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와 관련하여 국가통계국과 HSBC에서 발
표하는 PMI가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발생
o 2005.9∼2013.8월의 96개월 기간중 국가통계국 PMI와 HSBC PMI가
상반된 신호를 3개월 이상 나타낸 경우가 세 차례 발생
— 동 기간은 경제의 흐름이 바뀌고 있던 시기로 모두 국가통계국 PMI
는 기준치 이상, HSBC PMI는 기준치 이하를 기록
— 이는 국가통계국 PMI의 경우 대부분의 설문대상 기업이 대형 국유
필수산업에 속해 있어 경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동시에
경기부양 등 국가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기 쉬워 경기를 보는 시각
에 관대화 경향*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
* 국가통계국 PMI의 경우 지난 8년간 기준치 이하를 기록한 경우는 단지 10%
에 불과(HSBC PMI는 29%)

◆ 한편 중국 PMI 통계와 주요 경제지표(경제성장률, 산업생산, 수출)와의
정합성을 상관도, 적합도 및 예측력을 통해 분석한 결과, 높은 정합성
을 보이고 있어 속보성을 갖춘 유용한 지표인 것으로 평가
o 교차상관관계로 분석한 상관도, 조정결정계수(adjusted R2)로 분석한 적
합도, 평균제곱근오차(RMSE)와 평균절대치오차(MAE)로 분석한 예측력
등 모든 경우에 국가통계국 PMI는 경제성장률 및 산업생산증가율과,
HSBC PMI는 수출증가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정합성을 나타냄

1. 검토 배경
□ 중국에서 주요 서베이지표로서 활용도가 높은 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와 관련하여 국가통계국과 HSBC에서 발표하는
PMI가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발생
* 구매관리자지수는 제조업 PMI와 비제조업(서비스업) PMI로 구분되나 통상 제조업
PMI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중요성도 더 크다는 점에서 이하에서는 제조업 PMI
에 한정하여 분석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42호(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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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년 5∼7월중 국가통계국 PMI는 기준치(50) 이상을 유지한 반면 HSBC
PMI는 3개월 연속 기준치 이하를 기록하면서 경제 흐름의 해석과 관
련해 상이한 신호를 보임
2013년중 중국PMI 추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국가통계국 PMI

50.4

50.1

50.9

50.6

50.8

50.1

50.3

51.0

51.1

HSBC PMI

52.3

50.4

51.6

50.4

49.2

48.2

47.7

50.1

50.2

⇒ 두 기관 PMI 통계간의 차이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GDP 등 경제지표와
의 정합성 분석을 통해 두 기관이 작성한 PMI의 유효성을 평가

2. 구성요소, 특징 및 비교
1. PMI의 연혁
□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가 1948년 PMI를 최
초 작성 발표하였으며 제조업 부문의 대표적인 서베이지표로 간주됨
o 20개 산업의 400여 제조업체 회원에게 매월 제조업 동향에 대한 설문
을 통해 수집된 결과를 지수화
o 현재 지수는 생산(output), 신규주문(new orders), 고용(employment), 공급업
체 배송시간(supplier’s delivery times), 제품재고(stocks of finished goods) 등
5개 부문 지수를 동일한 가중치 20%*로 평균하여 산출
* 이전 비중은 각각 25%, 30%, 20%, 15%, 10%였으며 이는 1982년 상무부 senior
economist였던 T.Torda가 PMI와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를 극대화시키는 가중치
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알려짐(R.F.Pelaez, 2003). 그러나 경제여건의 변화 등에 따
라 ISM은 2008년부터 20%로 가중치를 통일

o Index=(P1×1)+(P2×0.5)+(P3×0)으로 산출. (P1은 상승(improvement), P2는 불변
(no change), P3는 둔화(deterioration) 응답자 비중)

— 기준치는 50이지만 그동안의 경험상 42.2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경
기가 확장국면에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남(ISM, 2013.9.3일)
o 한국도 HSBC에서 PMI 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나 활용도는 높지 않으며,
한국은행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를 작성･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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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국가통계국 PMI
□ 여타 경제지표보다 다소 늦은 2005년부터 작성되었으며 현재 국가통계
국과 중국물류구매연합회*(China Federation of Logistics & Purchasing)가 공동
으로 작성하여 매월 1일 공표
* 2001.2월 국무원의 중앙부처 개혁 방침에 따라 국내물자유통과 통계업무를 담당하
던‘국내무역국’이 철폐되면서 일부기능이 이관되어 조직된 민간단체

o 중국 내 31개 산업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며, 기
업 선정시에는 지역별, 업종별, 소유형태별 균형을 고려
* 당초 820개 기업이었으나 2013.1월 대표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기
업 수를 대폭 확대

― 설문대상 기업중 1차금속(철강 및 합금강), 일반설비, 화학공업 등 3대
업종 비중이 가장 크며 대부분 국유기업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2008년 이전의 미국과 동일하게 생산 등 5개 부문을 각각의 가중치로
합산하여 종합 PMI를 편제하며, 부수적으로 6개 부문을 추가로 조사하
여 총 11개 부문의 세부 PMI를 발표
중국국가통계국 PMI 세부 구성 항목
구분

종합지수
구성 항목

부수 항목

항목
신규주문(New Order)
생산(Output)
고용(Employment)
공급업체 배송시간(Suppliers' Delivery Time)
제품재고(Stocks of Finished Goods)
신규수출주문(New Export Order)
수주잔량주문(Backlog Order)
구매량(Quantity of Purchases)
수입(Import)
구매가격(Purchasing Price Index)
원재료재고(Raw Material Inventory)

지수구성 가중치(%)
30
25
20
15
10

3. HSBC PMI
□ 홍콩 HSBC은행과 영국의 컨설팅사인 Markit Group이 공동으로 작성하
여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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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9.8월까지는 크레디리요네 증권(CLSA)이 Markit Group과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이후 HSBC가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명칭이 HSBC PMI
로 변경
o 지수구성 5개 항목과 가중치는 국가통계국 PMI와 동일하며 나머지 6
개 부수 항목중 수입(Import)대신 판매가격(Output prices)이 포함되는 것
만 제외하면 역시 동일
o 주로 남동부 연해도시에 분포한 4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과 수출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o 매월 2일 전후에 발표되며 특히 잠정치는 국가통계국 PMI보다 일주일
가량 먼저(23일 전후) 발표되므로 시장의 관심이 높은 상황
— 중국의 경우 수출입, 소비자물가지수, 대출,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는 익월 10∼20일 전후로, 경기선행･동행지수의 경우 익익월 초
에야 발표
중국 주요 통계 발표 시기(2013.9.20∼10.31일 기준)
항목
HSBC PMI(잠정치)
국가통계국 PMI
HSBC PMI

경기선행지수, 경기동행지수
M2, 대출
수출입
CPI, PPI
GDP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

발표주기

발표시기

비고

월
월
월

9.23 전후
10.1
10.2 전후

9월분
9월분
9월분

월
월
월
월
분기
월

10. 2 전후
10.10 전후
10.12
10.14
10.18
10.18

8월분
9월분
9월분
9월분
3/4분기분
9월분

4. 국가통계국 PMI와 HSBC PMI의 비교
( 분포의 특징 )
□ 전반적으로 국가통계국 PMI가 HSBC PMI에 비해 더 높은 값을 나타냄
o 국가통계국 PMI가 HSBC PMI에 비해 더 높은 평균값과 중간값을 보이
며 더 큰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를 기록
o 두 지표 모두 정규분포보다 우측으로 치우친 분포(마이너스의 왜도값)를
보이는 가운데 국가통계국 PMI의 치우친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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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국 PMI와 HSBC PMI 기초통계량 비교(2005.9∼13.8월)
국가통계국
HSBC

평균
52.54
51.35

중간값
53.10
51.80

최대
59.20
57.40

최소
38.80
40.90

국가통계국 PMI 분포

표준편차
3.20
3.19

왜도
-1.26
-0.89

첨도
6.92
4.35

HSBC PMI 분포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HSBC

( 명절효과 )
□ 국가통계국 PMI가 HSBC PMI에 비해 명절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o 3,4,9월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데, 통상 가장 긴 휴무일이 있는 2월 춘
절 이후 3월중 생산량 급증 현상과 5월 노동절 및 10월 국경절 직전월
(4,9월)에 생산 및 재고축적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등에 주로 기인
o 계절효과를 고려하여 조정된 수치가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국가통계국
PMI는 여전히 명절효과에 의한 월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국가통계국 월별 PMI(2006∼12년 평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HSBC 월별 PMI(2006∼12년 평균)

자료 : H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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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된 흐름을 보인 경우 )
□ 국가통계국 PMI와 HSBC PMI는 대체적으로 기준치(50)를 중심으로 동일
한 방향의 신호를 보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산견
o 2005.9∼13.8월의 96개월 기간중 국가통계국 PMI와 HSBC PMI가 상반
된 신호를 나타낸 기간은 총 20회이나 대부분 당해월에 그쳤으며 3개
월 이상 지속된 경우는 세 차례 발생
국가통계국 및 HSBC PMI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HSBC

o 세 차례 경우는 경제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기간중 나타난 것으로 모
두 국가통계국 PMI는 기준치 이상을, HSBC PMI는 기준치 이하를 기록
3개월 이상 상반된 신호를 나타낸 기간의 PMI와 전후의 성장률
기 간

국가통계국 PMI

HSBC PMI

2011.7∼9월

50.9

49.7

2011.12∼12.7월

51.1

48.8

2013.5∼7월

50.4

48.4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HSBC

- 232 -

전후의 GDP성장률

— 이는 국가통계국 PMI의 경우 대부분의 설문대상 기업이 대형 국유
필수산업에 속해 있어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동시에 부양정책 등
국가시책의 수혜 대상이 되기 쉬워 경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
는 경향*이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
* 국가통계국 PMI의 경우 지난 8년간 기준치 이하를 기록한 경우는 단지 10%에
불과(HSBC PMI는 29%)

3. 주요 경제지표와의 정합성
1. 주요 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 2005.3/4∼13.2/4분기 총 32분기의 GDP와 PMI*, 2005.9월∼13.7월 총
95개월의 산업생산 및 수출과 PMI의 교차상관관계 분석
* PMI 수치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분기자료로 변환

o 국가통계국 PMI는 당분기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상관계수가 0.77이
고 2분기전까지의 상관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등 HSBC PMI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
경제성장률에 대한 PMI의 교차상관계수
국가통계국 PMI
HSBC PMI

3분기전
0.30
0.05

2분기전
0.54
0.30

1분기전
0.74
0.55

당분기
0.77
0.68

1분기후
0.52
0.51

2분기후
0.34
0.25

주 : 1) 음영부분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이며 이하 동일

o 한편 산업생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가통계국 PMI가 HSBC PMI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산업생산증가율에 대한 PMI의 교차상관계수

가통계국 PMI

국

HSBC PMI

4개월전
0.62
0.51

3개월전
0.63
0.57

2개월전
0.63
0.62

1개월전
0.63
0.66

당월
0.69
0.67

1개월후
0.63
0.61

2개월후
0.46
0.52

o 수출의 경우 5∼6개월전의 PMI와 현재의 수출증가율간의 상관관계
가 가장 높은 가운데, GDP 및 산업생산과는 달리 대개의 시차에서
HSBC PMI 상관계수가 국가통계국 PMI보다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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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HSBC PMI의 주요 설문대상기업이 중국 남동부 연해도시의 중
소 수출기업인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수출증가율에 대한 PMI의 교차상관계수
국가통계국 PMI
HSBC PMI

7개월전
0.62
0.61

6개월전
0.65
0.65

5개월전
0.64
0.68

4개월전
0.62
0.66

...
...
...

1개월전
0.44
0.48

당월
0.29
0.38

1개월후
0.17
0.23

GDP와 PMI

산업생산과 PMI

수출과 PMI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HSBC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HSBC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HSBC

2. 적합도 검정
□ PMI가 경제성장률, 산업생산증가율 및 수출증가율을 얼마나 잘 설명
하고 있는지를 조정결정계수(adjusted R2)를 이용하여 적합도를 검정
o 단순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국가통계국 PMI와 HSBC PMI중 어느 지
표가 더 설명력이 높은지를 파악하되 유의성이 있으면서 조정결정
계수의 값을 최대로 하는 PMI시차를 반영
단순모형에 적용된 PMI 시차1)
국가통계국 PMI
HSBC PMI

경제성장률
0,-1
0

산업생산
0,-1,-2
0,-1

수출
-6
-5

주 : 1) 0은 당월(당분기)를, -t는 t분기(월) 전의 PMI 의미

— 경제성장률 및 산업생산증가율을 설명하는 데에는 국가통계국 PMI
가, 수출증가율을 설명하는 데에는 HSBC PMI가 조정결정계수 값이
더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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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본모형으로 시차분포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한 후, 여기에 PMI지표를
추가하여 추정하는 경우 적합도가 더 높아지는지를 분석하되 단순모
형분석에서와 동일하게 유의성이 있으면서 조정결정계수의 값을 최대
로 하는 PMI시차를 반영
* 경제성장률은 2분기전, 산업생산증가율은 전월, 수출증가율은 2개월전까지의 자기
시차분포가 유의적이었으며 AIC값도 가장 작게 나타남

시차분포모형에 적용된 PMI 시차1)
국가통계국 PMI
HSBC PMI

경제성장률
0
0

산업생산
0,-1,-2
0

수출
-1
-2

주 : 1) 0은 당월(당분기)를, -t는 t분기(월) 전의 PMI 의미

— 경제성장률, 산업생산, 수출의 자기시차모형의 경우 국가통계국
PMI를 추가시 0.06∼0.10p, HSBC PMI를 추가시 0.03∼0.07p 조정
결정계수 값이 상승*
* 자세한 적합도는 <참고>의 ｢PMI의 적합도 검정결과｣를 참고

3. 예측력 검정
□ 예측력 평가를 위해 평균제곱근오차(RMSE; Root Mean Squared Error)와 평균
절대치오차(MAE ; Mean Absolute Error)*를 사용하되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단순회귀모형은 제외하고 시차분포모형만을 고려
* RMSE=


 

   , MAE= 












    , Y : 예측치, Y









s
t

a
t : 실적치,

T : 기간

o 경제성장률, 산업생산증가율 및 수출증가율이 자체적으로 지닌 예측력
이외에 PMI를 변수로 추가하였을 때 추가적인 예측력을 어느 정도 제
공하는지를 분석
( 검정절차 )
① 2005.3/4∼10.4/4분기의 경제성장률(2005.9∼09.12월의 산업생산 및 수출증가
율) 시계열자료로 시차분포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다음 분기(월)의
경제성장률(산업생산 및 수출증가율)을 예측
② 1분기(월)씩 자료를 추가해 가면서 모형을 재추정한 후 다음 분기(월)
예측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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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의 ①∼②과정에서 추산된 2011.1/4∼13.2/4분기까지의 경제성장률
(2010.1∼13.7월까지의 산업생산 및 수출증가율) 예측치와 실적치간의 오차를
RMSE와 MAE를 이용하여 평가
④ 위의 시차분포모형에 국가통계국 PMI와 HSBC PMI를 변수로 추가한
후 ①∼③ 과정을 반복하여 예측력을 검정
□ 검정 결과 경제성장률 및 수출증가율은 국가통계국 PMI와 HSBC PMI를
변수로 추가하는 경우 모두 예측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
생산증가율은 국가통계국 PMI의 경우에만 개선효과가 나타남
o 경제성장률의 경우 자기시차변수에 PMI를 더하여 추정할 경우 예측력
이 크게 개선. 즉, RMSE 기준으로 평균예측오차는 0.63%에서 0.46%
및 0.47%로 감소
경제성장률 예측(시차분포모형)

PMI의 예측력 검정결과(경제성장)
(%)

설명변수

RMSE

MAE

Yt-1, Yt-2

0.63

0.55

Yt-1, Yt-2, NPMIt

0.46

0.38

Yt-1, Yt-2, SPMIt

0.47

0.41

주 : 1) 예측기간은 2011.1/4∼13.2/4분기
2) Y : 경제성장률, NPMI : 국가통
계국 PMI, SPMI : HSBC PMI

o 산업생산증가율의 경우 자기시차변수에 PMI를 더하여 추정할 경우 국
가통계국 PMI는 예측력이 개선되었으나 HSBC PMI는 예측력에 변화가
없었음. 즉, RMSE 기준으로 평균예측오차는 국가통계국 PMI를 추가할
경우 0.19%p 감소하였으나 HSBC PMI 추가시에는 오히려 0.04%p 증가
PMI의 예측력 검정결과(산업생산)

산업생산증가율 예측(시차분포모형)

(%)

설명변수
VAt-1,
VA t-1 , NPMI t,
NPMIt-1 , PMIt-2
VAt-1, SPMIt

RMSE
1.45

MAE
0.93

1.26

0.84

1.49

1.02

주 : 1) 예측기간은 2010.1∼13.7월
2) VA : 산업생산증가율, NPMI : 국
가통계국 PMI, SPMI : HSBC 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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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출증가율의 경우 자기시차변수에 PMI를 더하여 추정할 경우 예측력
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HSBC PMI를 추가할 경우 RMSE 및 MAE가 더
큰 폭으로 감소
PMI의 예측력 검정결과(수출)

수출증가율 예측(시차분포모형)
(%)

설명변수

RMSE

MAE

EXt-1, EXt-2

11.15

8.93

EXt-1, EXt-2, NPMIt-1
EXt-1, EXt-2, SPMIt-2

10.11
9.81

8.38
7.92

주 : 1) 예측기간은 2010.1∼13.7월
2) EX : 수출증가율, NPMI : 국가
통계국 PMI, SPMI : HSBC PMI

4. 종합평가
□ 중국 PMI는 속보성 및 여타 주요 지표와의 높은 정합성 등을 감안할 때
서베이지표로서의 효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통계국 PMI와
HSBC PMI가 모두 전반적인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
o 다만 경제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기간에는 두 지표가 상반된 신호를
나타내는 사례가 있었는바, 이 경우에는 설문대상 기업의 성격 및 행
태에 비추어 국가통계국 PMI가 경기상황을 인식함에 있어 관대화 경
향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
□ 한편 중국 PMI 통계와 주요 경제지표와의 정합성을 상관도, 적합도 및
예측력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국가통계국 PMI는 경제성장률 및 산업생산
증가율과, HSBC PMI는 수출증가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정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교차상관관계로 분석한 상관도, 조정결정계수(adjusted R2)로 분석한 적합
도, 평균제곱근오차(RMSE)와 평균절대치오차(MAE)로 분석한 예측력 등
모든 경우에 경제성장률 및 산업생산증가율은 국가통계국 PMI가, 수출
증가율은 HSBC PMI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 및 정합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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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PMI의 적합도 검정결과
모
형

설명변수
NPMIt, NPMIt-1

단
순
회
귀
모
형

SPMIt
NPMIt, NPMIt-1
NPMIt-2
SPMIt, SPMIt-1
NPMIt-6
SPMIt-5
Yt-1, Yt-2
Yt-1, Yt-2, NPMIt
Yt-1, Yt-2, SPMIt

시
차
분
포
모
형

VAt-1
VAt-1, NPMIt,
NPMIt-1, NPMIt-2
VAt-1, SPMIt
EXt-1, EXt-2
EXt-1, EXt-2, NPMIt-1
EXt-1, EXt-2, SPMIt-2

추정결과
Yt=-30.62+0.41NPMIt+0.37NPMIt-1
(-6.33)*** (3.98)*** (3.57)***
Yt=-17.04+0.53SPMIt
(-3.15)*** (5.07)***
VAt=-34.70+0.66NPMIt-0.27NPMIt-1+0.53NPMIt-2
(-7.86)*** (5.25)*** (-1.56)
(4.25)***
VAt=-25.32+0.40SPMIt+0.36SPMIt-1
(-5.86)*** (2.18)** (1.93)*
EXt=-171.08+3.55NPMIt-6
(-7.53)*** (8.26)***
EXt=-176.68+3.74SPMIt-5
(-8.33)*** (9.11)***
Yt=1.65+1.23Yt-1-0.39Yt-2
(1.70)* (6.99)***(-2.22)**
Yt=-12.99+0.88Yt-1-0.23Yt-2+0.31NPMIt
(-4.42)*** (6.12)*** (-1.74)* (5.13)***
Yt=-8.77+0.87Yt-1-0.16Yt-2+0.23SPMIt
(-2.38)** (4.39)***(-0.90) (2.91)***
VAt=1.91+0.85VAt-1
(2.48)** (15.61)***
VAt=-13.21+0.68VAt-1+0.43NPMIt-0.41NPMIt-1+0.31NPMIt-2
(-3.45)***(9.61)*** (4.78)*** (-3.37)*** (3.44)***
VAt=-9.08+0.71VAt-1+0.25SPMIt
(-2.92)***(10.85)*** (3.63)***
EXt=1.98+0.46EXt-1+0.39EXt-2
(1.27) (4.73)*** (4.11)***
EXt=-72.24+0.35EXt-1+0.43EXt-2+1.43NPMIt-1
(-4.36)*** (3.90)*** (4.91)*** (4.50)***
EXt=-80.69+0.31EXt-1+0.40EXt-2+1.65SPMIt-2
(-4.64)*** (3.31)*** (4.62)*** (4.77)***

adjusted
R2

0.70
0.44
0.56
0.46
0.43
0.48
0.79
0.89
0.83
0.72
0.78
0.75
0.64
0.70
0.71

주 : 1) 분석기간은 경제성장률 2005.3/4∼2013.2/4분기, 산업생산증가율 및 수출증가율
2005.9∼2013.7월
2) Y : 경제성장률, VA : 산업생산증가율, EX : 수출증가율,
NPMI : 국가통계국 PMI, SPMI : HSBC PMI
3) ( )내는 t값이며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성장률, 산업생산증가율 및 수출증가율을 설명
하는데 PMI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경제성장
률과 산업생산증가율은 국가통계국 PMI, 수출증가율은 HSBC PMI의
적합도가 더 높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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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추진 현황과 평가*
한재현 신흥경제팀 과장
◆ 중국경제는 그동안의 양적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제반 문제점 및 인
구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취약성이 제기됨에 따라 투자 및 수출 위주의
성장방식을 탈피하여 소비에 근간을 둔 내수 위주의 성장 방식으로 전환
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은 소비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와 공
급 측면의 구조개혁 분야로 대별
o 소비여력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개인소득세 면세점 상향 조정 등
의 소득증대 조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그동안 소비의 제약요인으로 지
적되어 온 부동산가격의 하향 안정을 위한 조치와 사회보장제도 확충
및 호적제도 정비 등을 추진
o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과잉설비 해소 및 국유기업 비중 축소, 환경관련
투자 확대,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등을 추진
◆ 성장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2006년 이후의 정책추진효과를 소득증대,
소득 및 소비 격차, 부동산 및 사회보장, 경제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등 5개 부문 13개 지표로 평가해 본 결과 농촌지역 소득증대, 사회보장
관련 재정지출 확대 등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경제 구조조정 측면에서 소비의 성장기여율이 높아지고 내수기반 확충
에 중요한 3차산업의 비중도 점차 상승하였으며 대외교역 의존도는
하락
o 그러나 소득의 증대 및 분배, 주택가격, 산업 구조조정 등의 분야에서
는 성과가 미진함에 따라 동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이 가속될 필요
→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 지 오래되지 않는 데다 선결
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는 만큼 그 효과가 각 분야에서 가시화되려면 어
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성장 둔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
서 제반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강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
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음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22호(2013.11.7), 국제경제리뷰 제2013-22호(20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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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1979∼2012년) 연평균 성장률이 9.9%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그동안의 양적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제반 문제점(환경오염, 소득불평등 및 지역간 불균형 심화, 생산설비 과잉 등) 및
인구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됨에 따라 기존의 성장 패러
다임을 바꾸어 나갈 필요성 증대
o 경제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빈부격차**
가 심화
* 중국 주요 도시의 환경문제가 여타 국가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
데, 2013년 상반기 전국 74개 도시 미세먼지(PM2.5) 농도 조사에서 기준치 이하의
도시는 라싸, 하이코우 등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0년 이후‘사회적인 갈등과 불만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
로 간주되는 0.4를 상회

o 2012년 생산활동가능인구(15∼59세)가 1949년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2011년 9.41억명→2012년 9.37억명)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루이스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을 통과할 것으
로 예상
* 임금상승 없이 농촌지역의 잉여노동력이 완전히 흡수되는 시점을 지칭하는 것
으로, 이에 도달하게 되면 저임금 노동에 의존한 제조업 발전이 한계에 이르면
서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성장도 둔화
추정 시기
LTP 도달 시점

국무원발전연구센터
2012.3월
2017년

BNP Paribas
2013.4월
2017년

미세먼지(PM2.5) 농도(2013.6월)

중국사회과학원
2011.5월
2018년

지니계수

자료 : 환경보호부(2013.7)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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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13.3월
2020∼25년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투자 및 수출 위주의 성장
방식을 탈피하여 소비에 근간을 둔 내수 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
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o 성장 패러다임 전환은 제11차 5개년 계획(2006∼10) 기간부터 시작된 이
래 제12차 5개년 계획(2011∼15)에서도 강조
― 제11차 계획 기간중 연평균 성장률 및 개인소득 증가율 목표는 7.5%
및 5%였으나 제12차 계획 기간의 목표는 모두 7.0%로 설정되는 등
성장의 질을 중시
o 패러다임 전환의 성패는 향후 중국의 지속가능한 안정 성장기반 뿐만
아니라 세계 및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평
가

2.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 중국 정부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내용을 소
비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와 공급 측면에서의 구조개혁 분야로 구분
하여 정리

1. 소비여력 강화를 위한 정책 분야
□ 정부는 소비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부동산, 사회보장제도 등의 부
문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이를 위해서는 ①사회안전망 확보에 따른 예비적 저축유인 약화, ②최저임금제를 통
한 임금 인상 및 근로자 보호‧단체협약제도 확립, ③의료, 교육 등의 공공재 공급 확
대, ④누진세제 강화를 위한 세제구조 개혁 등이 주요 과제인 것으로 지적
(T.I.Palley, 2011)

( 소득 증대 )
□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92년 55% → 11년 47%)으로 인한 소비여력 약화에
대응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지속적인 인상, 개인소득세의 면세점 상향
조정,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조치 등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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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저임금*은 2006∼12년중 연평균 19.1%를 기록하여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36.8%에 도달(2012년 기준)
*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의 소득 및 소비 증대와 연관되
는데, 도시가계의 소득 기준으로 상중하로 구분할 경우 각각의 한계소비성향은
66.3%, 77.4% 및 96.1%(1986∼2010년 평균)

주요국의 최저임금과 1인당 국민소득 비교(2012)
최저임금(현지통화) 최저임금(달러)(A) 1인당 국민소득(달러)(B)
멕시코
15,741
1,212
9,742
미국
15,080
15,080
49,965
브라질
7,464
3,720
11,340
중국
13,968
2,242
6,091
일본
1,539,200
17,882
46,720
자료 : OECD, World Bank자료 기초로 자체 계산

비율(%)(A/B)
12.4
30.2
32.8
36.8
38.3

o 개인소득세의 면세점은 월 기준 1,600위안(2006.1월)에서 3,500위안까지
상승(2011.9월)하였으며, 임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권리 등을 규정한 개정‘노동계약법’을 2013.7월부터 시행
o 곡물수매가 인상, 농업보조금 확대, 농업기반시설 투자 등을 위한 3농
관련 예산액이 2012년 1.23조위안에서 2013년 1.37조위안으로 11.3% 증
가(전체 예산 증가율은 8%)하는 등 농민소득 증대에 노력
o 국무원은 2013년 초반 ‘소득증대 및 분배제도 개혁을 위한 종합계
획’을 발표(2013.2월)
― 2020년까지 국민소득을 2010년 기준 2배 증대, 노동소득분배율 제고,
공적부조 확대 등을 통해 빈곤층(연간소득 2,300위안 미만) 규모를 2011
년말 1.3억명에서 2015년 0.8억명으로 축소
o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해 카드(신용･직불) 보급 확대* 및 수수료의 대폭 인
하** 등을 통해 카드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
* 신용카드 발급 규모(억장) : 0.5(06) → 1.4(08) → 2.3(10) → 3.4(12)
** 카드수수료를 종전의 평균 2%에서 1.25%로 인하(국가발전개혁위, 2013.1.21.일)

( 부동산시장 안정 )
□ 소비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높은 수준의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을 위
해 각종 투기억제 정책과 함께 서민층 대상의 염가주택공급 등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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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베이징, 상하이 등지의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price to income ratio)이
적정 수준(3∼6)을 초과한 10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를 강화
* 2주택 구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매매차익의 20% 소득세 징수(2013.2월), 은행업감
독관리위원회의 부동산개발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2013.4월) 등

― 제12차 계획기간(2011∼15년)중 3,600만채의 보장성주택 공급계획을 수
립하여 염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 2011년 432만채, 2012년 550만채, 2013.8월말 현재 356만채 완공

노동소득분배율

자료 : Wind

省 최저임금 인상률1)

주 : 1) 2006∼2012년 평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PIR 추이

자료 : 80m2당 가격, 가처
분소득 등을 기초
로 자체 계산

( 사회보장제도 및 호적제도 정비 )
□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해 가계의 소비율 제고를 추진
o 가계소비의 GDP비중은 40% 미만으로 미국(7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데, 그 요인의 하나로 미흡한 사회안전망에 따른 높은 저축률을 지적
― 가계저축률(저축/가처분소득)이 1992년 29.5%에서 2009년 40.4%로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가격의 시장결정 확대와 함께 주거 및 학업 등
과 관련된 비용 부담의 주체가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전**된 데에 주
로 기인
* 2009년중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15개국(한국, 중국, 인도, 홍콩 등)을 기준으로
중국은 15개국 전체 GDP의 52%를, 전체 가계저축액의 66%를 차지하여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저축률을 기록(E.S.Prasa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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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소득대체율이 하락하고(75∼90% → 59%) 부담률이 높아졌던 중국의 1995
년 연금제도개혁을 전후하여 저축률이 20대에서는 6∼9%p, 50대에서는 2∼3%p
상승한 것으로 추정(Jin Feng 등, 2011)

가계소비/GDP 비중

주요국 가계소비/GDP 비중1)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 : 2010년, PPP기준
자료 : Penn World Table 7.1

가계저축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o 교육･주택･의료의 3개 부문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이 늘어나면서 총예
산 대비 비중이 2009년 8.3%에서 2013년 12.9%까지 상승
― 도농지역의 의료보험 관리체제가 통폐합되고 기초양로보험의 전국
통합방안이 마련(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2013.6월)되는 등 사회보장제도
를 꾸준히 확대
□ 한편 경직적인 호적제도에 기인한 농민공* 확대도 소비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최근 호적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
고 있으며 농민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제도를 개선
* 2012년말 현재 도시거주 인구 7.1억명에서 도시호적 보유 인구는 4.7억명에 불과하
며 2.4억명은 주로 농민공으로 구성된 유동인구로 추정

o 농민공이 지출한 2012년 소비규모가 6,770억달러(인도네시아-인구 2.5억명소비지출액의 1.5배, FT 13.7월)에 이르고 있으나 사회보장 혜택 소외, 고용
의 불안정 등으로 예비적 저축유인이 강하고 내구재 구입을 꺼리는 경
향이 있는 등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이로 인한 소비 억제 규
모는 GDP의 1.8% 정도로 추정, 陆铭 2012)

o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농민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을 확대하였
고, 그 결과 육아(生育), 실업(失業), 양로(養老), 의료(醫療) 및 상해(工傷)의
5대 사회보험에 대한 농민공의 평균 가입률이 2008년 10.5%에서 2012
년 13.9%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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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지방정부로는 충칭(重慶)이 2010.8월 이후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2020년까지 1,000만명 정도의 농민공을 도시민으로 전환시킬 계획이
고, 광저우(廣州)도 현재 학력·기술·직업에 따라 차등적 점수를 부여
하고 호적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
* 2013.6월말 현재 14개 성(시)이 도농간 일원화된 호적제도 개혁방안 검토(국무원)

2. 구조개혁과 관련된 정책 분야
□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 리코노믹스(Likonomics)로 지칭되는 구조개혁
(structural readjustment)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 과잉설비 해소 및 국유기업 비중 축소 )
□ 설비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과잉설비를
해소하는 데 노력
* 철강, 비철금속, 석탄, 시멘트 등이 대표적인 과잉설비 산업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설비 가동률은 80% 미만에 불과하여 통상 합리적 수준으로 간주되는
85% 내외를 하회

o 베이징·톈진·허베이 등의 지역에 소재하는 설비과잉 산업에 대해 신
규프로젝트 인가를 금지(2013.9월)
o 국무원은 최근 대표적 과잉설비 산업으로 지적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및 조선의 5대 업종에 대해 향후 5년간의‘과
잉생산능력 축소 로드맵’을 발표하고 진입제한 및 지방정부의 의무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2013.10월)
□ 또한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성격*이 강한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기업 독점 부문에 대한 민간기업의 진출
및 투자장려 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국유기업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도
노력
* 2012년 기준으로 국유기업은 전체 기업 총자산의 41%, 매출의 26%, 순이익의 27%
및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된 73
개의 중국 기업중 93%(68개)가 국유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o 국무원이 철도･통신･금융 등에 대한 진입장벽 축소, 민간자본 진출 범
위의 세분화 및 국유기업의 국유자본 비중 축소 등을 규정한 민간투자
촉진조치(2010.5월 및 2012.7월)를 실행함에 따라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민간자본의 비중이 2011년 이후 빠르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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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투자 중 민간자본 비중
비중(%)

2005
35.6

2006
41.1

2007
45.0

2008
47.0

2009
48.2

2010
51.1

2011
58.1

2012
61.4

2013.1∼9
63.6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o 한편 국유기업의 수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하락
국유·국유지배 제조업체 수량과 전체기업의 총자산 대비 비중1)
숫자(개)
자산 비중(%)

2005
2006
29,229 26,101
69.7
66.3

2007
21,067
63.9

2008
20,463
62.8

주 : 1) 연매출 2천만위안 이상 기업 대상

2009
20,528
62.9

2010
20,179
61.4

2011
16,415
58.3

2012
17,341
57.7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환경관련 투자 확대 )
□ 산업구조를 고도화･선진화하기 위해 공해유발 산업에 대한 규제와 퇴
출, 환경관련 투자 확대 등을 추진
o 정부는 ‘순환경제촉진법’을 제정하여 오염방출량 통제, 생산자 책임
강화,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중점 관리감독 등을 개시(2009.1월)
― 환경오염처리 관련 투자액이 2001년의 1,107억위안에서 2006년 이후
급증하여 2011년에는 6,593억위안까지 5배 이상으로 확대
o 공업정보화부는 매년 노후 및 공해유발 시설을 대상으로 퇴출대상 노
후설비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
― 2013년의 경우 제철 1,044만톤, 시멘트 7,345만톤, 제지 455만톤 등
19개 산업의 퇴출대상 노후설비용량을 발표하였으며(2013.4월), 각각 7
월, 9월, 10월 등 3차에 걸쳐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
o 국무원은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육성을 통해
2010년말 2조위안 수준인 관련산업 생산액을 2015년 4.5조위안으로 확
대할 계획(2012.6월)
―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입보조금(3.5∼6만위안)정책의 만기를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연장하고 신규 공무용 차량의 30%는 신에너
지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 등) 구입을 의무화(2013.9월)하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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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체에너지, 바이오기술 등 7대 신흥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신산업에 대
해 적극적 투자/지원을 통한 주력산업으로의 육성 계획(국무원, 2010.10월
및 2012.3월)을 추진하고 ‘기술자립형 국가’의 비전하에 R&D투자도
대폭 확대
( 금융지원 강화 )
□ 국무원 등 관련 부처는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
o 과잉설비 산업에의 차별적 대출을 통한 자연도태 유도, 3농관련 보험
업무 개발, 신용카드의 사용환경 개선을 통한 소비자금융 활성화, 민
간자본의 금융업진출 확대 등을 발표(‘경제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위한 금융
지원에 관한 의견’, 2013.7월)

o 인민은행도 과잉설비산업에 대한 대출 억제를 강조(2013.2/4분기 통화정책
집행보고서, 2013.8.2일)

주요 과잉설비산업 설비가동률1)

주 : 2012년 기준
자료 : 易诚(2013)

환경오염처리 관련 투자액

주요국 R&D 지출액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 2012

3. 종합 평가
□ 성장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정책 추진 효과를 소득증대,
소득 및 소비 격차, 부동산 및 사회보장, 경제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등 5개 부문의 13개 지표로 평가해 본 결과, 농촌지역 소득증대, 사회
보장 관련 재정지출 확대 등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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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평가 항목1)
부문
소득증대
소득 및
소비 격차
부동산 및
사회보장
경제구조
조정
산업구조
조정

항목
최저임금(월)
도시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연간)
농촌가계 1인당 현금소득(연간)
노동소득분배율
지니계수
농촌/도시 가계소비 비중
제곱미터당 주택가격(35개 도시)
교육주택의료 예산 비중
3차산업/GDP 비중
대외교역 의존도
가계소비/GDP 비중
소비 성장기여율

2006
1.0
2.0
1.8
8.2
6.1
6.5
2.6
0.3
3.4
4.6
6.2
5.8

07
1.1
2.3
2.1
8.0
6.3
6.4
2.2
0.3
3.5
4.8
6.0
5.7

08
1.4
2.6
2.4
8.0
6.1
6.5
2.2
0.3
3.5
5.3
5.9
6.3

09
1.7
2.9
2.6
8.2
6.1
6.5
1.8
1.4
3.6
6.8
5.9
7.1

10
1.7
3.2
3.0
7.9
6.3
6.5
1.6
1.6
3.6
6.0
5.8
6.2

11
2.1
3.6
3.6
7.8
6.3
6.9
1.6
1.8
3.6
6.0
6.0
7.9

12
2.3
4.1
4.1
7.8
6.4
7.1
1.5
2.1
3.7
6.4
6.0
7.4

과잉설비산업(철강+시멘트) 가동률

10.2

9.8

9.2

8.9

8.5

8.5

8.6

합 계

58.7 58.6 59.7 63.5 61.9 65.8 67.4

주 : 1) 후베이성 경제발전방식 전환평가 시스템(2012.10.26.일)을 원용하되, 목표 대비 실
제 값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100점 기준으로 산출(구체적 내용은 <참고> 성장패러
다임 전환에 대한 평가 항목 및 가중치 참조)

o 경제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소비의 성장 기여율이 높아지고 서비스업
등 내수기반 확충에 중요한 비교역재 생산이 확대되면서 3차산업의
비중도 점차 상승
― 경기상황에 따른 등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성장 기여율이 2011년에
는 10년 만에 50%를 넘어서는 등 소비의 역할이 꾸준히 확대
소비의 성장기여율
성장기여율(%)

2006
40.4

2007
39.6

2008
44.1

2009
49.8

2010
43.1

2011
55.5

2012
51.8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제10차 5개년 계획(2001∼05년) 이후 3차산업의 성장률은 전체 산업의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매판매 증가율도
상승
제9차∼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3차산업 성장률 및 소매판매증가율1)
3차산업성장률(%)
소매판매증가율(%)

9차(1996∼00) 10차(2001∼05)
9.5
10.5
10.7
11.4

11차(2006∼10)
12.0
18.6

주 : 1) 기간중 평균(전년동기대비)이며 12차는 2011,12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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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2011∼15)
8.8
15.7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또한 대외교역 의존도가 2006년 65%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2년
47%를 기록
o 그러나 소득의 증대 및 분배, 주택가격, 산업 구조조정 등의 분야에서
는 성과가 미진함에 따라 동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이 가속될 필요
― 도농간 소득격차는 2011년 이후 약간 축소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도시가계 소득이 농촌가계의 소득을 2.5배 정도 상회
하고 있는 데다 지니계수도 0.47∼0.49의 높은 수준을 유지
도농간 소득 격차 및 지니계수
도시/농촌 소득비율(배)1)
지니계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73
0.49

2.75
0.49

2.74
0.49

2.70
0.48

2.52
0.48

2.51
0.47

2.78
0.48

주 : 1) 도시가계 가처분소득/농촌가계 현금소득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그 간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이 추진되는 상황 하에서도 대도시를 중
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농촌가계의 전체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상승하는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도 시급한 상황
전국 35대 도시 평균주택가격 및 농촌가계의 의료비 관련 지출 비중
2

평균주택가격(위안/m )
농촌가계 의료비 지출 비중(%)

2005
4,010
7.9

2006
4,350
7.9

2007
5,128
7.6

2008
5,130
7.8

2009
6,328
8.2

2010
6,830
8.5

2011
7,080
9.2

2012
7,649
9.5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한편 과잉설비가 존재하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환경오염 규제
에 있어서도 아직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철강 등 과잉설비 산업의 경우 설비 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과잉설
비가 종전보다 누증되고 있는 실정
주요 과잉설비산업의 설비가동률
(%)
2008년
2012년

철강
75.8
72.0

시멘트
73.3
73.7

전해알루미늄
73.2
71.9

자료 : 중국국무원,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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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유리
88.3
73.1

조선
60.6
75.0

·대기오염을 포착하는 대표적 지표인 1인당 이산화황(SO2) 배출량은
2006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질오염과 관련된 1인당 공업폐수
배출량은 계속 증가*
* 1인당 이산화황 배출량(kg) : 19.7(06) → 17.5(08) → 16.3(10) → 15.6(12)
1인당 공업폐수 배출량(ton) : 3.9(06) → 4.3(08) → 4.6(10) → 5.1(12)

□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 지 오래되지 않는 데다 선결
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는 만큼 그 효과가 각 분야에서 가시화되려면 어
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성장 둔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
서 제반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강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
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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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성장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평가 항목 및 가중치
분야별 목표 및 가중치
부문
소득증대

소득 및 소비 격차
부동산 및 사회보장

경제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항목
최저임금(월)
도시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연간)
농촌가계 1인당 현금소득(연간)
노동소득분배율
지니계수
농촌/도시 가계소비 비중
제곱미터당 주택가격(35개 도시)
교육주택의료 예산 비중
3차산업/GDP 비중
대외교역 의존도
가계소비/GDP 비중
소비 성장기여율
과잉설비산업(철강+시멘트) 가동률

단위
위안
위안
위안
%
%
위안
%
%
%
%
%
%

목표
2,500
30,000
12,000
60
0.3
50
2,250
30
60
30
60
70
85

가중치(%)

5
5
5
10
10
10
5
5
5
10
10
10
10

주 : 1) 후베이성 경제발전방식 전환평가 시스템(2012.10.26.일)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
며 동 시스템은 경제발전, 경제구조조정, 기술혁신, 자원집중도, 사회민생 등
5개 부문 26개 항목으로 구성
2) 도시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 등 5개 항목은 후베이성 평가시스템 항목을, 나머
지 8개 항목은 본문 내용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을 필자가 선정하여 사용
3) 목표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음

최저임금(월)
도시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연간)
농촌가계 1인당 순수입(연간)
노동소득분배율
지니계수
농촌/도시 가계소비 비중
제곱미터당 주택가격(35개 도시)
교육주택의료 예산 비중
3차산업/GDP 비중
대외교역 의존도
가계소비/GDP 비중
소비 성장기여율
과잉설비산업(철강+시멘트) 가동률

단위
위안
위안
위안
%
%
위안/m2

%
%
%
%
%
%

목표
2,500
30,000
12,000
60
0.3
50
2,250
30
60
30
60
7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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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선정 근거
1인당 GDP의 50%
후베이성 평가 시스템 기준
후베이성 평가 시스템 기준
후베이성 평가 시스템 기준
아주 평등한 정도(0.2)의 1.5배
1980년대 초반 수준
PIR 6일 경우의 가격
OECD 하위권 수준
후베이성 평가 시스템 기준
2006년의 절반 수준
후베이성 평가 시스템 기준
일반적인 선진국 비중
일반적인 인정 기준

항목별 및 연도별 실적치
부문

항목
최저임금(월)
도시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연간)
소득증대
농촌가계 1인당 현금소득(연간)
노동소득분배율1)
소득 및
지니계수
농촌/도시 가계소비 비중
소비 격차
부동산 및 제곱미터당 주택가격(35개 도시)
사회보장
교육주택의료 예산 비중
3차산업/GDP 비중
경제구조
대외교역 의존도
가계소비/GDP 비중
조정
소비 성장기여율
산업구조조정 과잉설비산업(철강+시멘트) 가동률2)

2006
500
11,759
4,302
49.2
0.49
32.5
4,350
1.9
40.9
64.9
37.1
40.4
87.0

07
574
13,786
4,958
48.1
0.48
32.2
5,128
2.0
41.9
62.2
36.1
39.6
83.5

08
708
15,781
5,737
47.9
0.49
32.6
5,130
1.6
41.8
56.7
35.3
44.1
78.5

09
870
17,175
6,270
49
0.49
32.6
6,328
8.3
43.4
44.2
35.4
49.8
75.5

10
870
19,109
7,089
47.5
0.48
32.5
6,830
9.7
43.2
50.1
34.9
43.1
72.5

11
1,060
21,809
8,639
47.0
0.48
34.4
7,081
11.0
43.4
49.8
35.7
55.5
72.5

12
1,151
24,565
9,787
47.01
0.47
35.4
7,649
12.4
44.6
46.8
35.7
51.8
73.0

주 : 1) 2012년은 자료 미비로 2011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2) 2006년 자료는 철강산업, 나머지 연도는 철강산업과 시멘트산업 평균치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국무원,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공
업정보화부, 중국철강협회, 중국시멘트협회, 중국세관,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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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본자유화 정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배상인 신흥경제1팀 조사역
◆ 한 나라의 자본자유화 정도는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의 對GDP 비율
(양적 자본개방도)과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정도,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지분소유 제한정도 등(법률적·제도적 자본개방도)으로 평가됨
◆ 중국은 양적 자본개방도는 높은 편이나 그동안의 자본자유화 추진
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양적 자본개방도(외환보유액 제외)와 법률
적·제도적 자본개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 중국 자본자유화의 진전이 저조한 것은 ①환율의 신축성 미흡, ②과도
한 금융규제, ③사회적 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자본자유화의 비용(예：경
제위기)이 편익(예：경제성장)보다 크다고 추정되는 데 주로 기인
◆ 그러나 중국경제가 무역규모 확대 등으로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가 크게
높아진 반면 금융부문은 규제를 통한 보호하에서 국영은행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옴에 따라 직접금융시장의 발달 저해, 그림자 금융의 만연,
은행업의 발전가능성 제약 등의 부작용이 누적된 상태
◆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IMF 등이 “규제를 통한 보호”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환율제도 등을 개혁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 점에 유의하여 금리자유화, 환율자유화 및 위안화 국제화(3化)
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개요
□ 중국의 자본자유화*는 중국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
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조심스럽게 진
행되어 옴
* 자본자유화는 국제수지표상 금융 및 자본계정(capital and financial account)에 해당
하는 국경간 거래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므로 금융개방(financial
opennes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봄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5호(2012.2.2), 국제경제리뷰 제2012-7호(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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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은 1996.12월부터 경상거래를 대부분 자유화한 반면 대외 자본거
래는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음*
* 이강(易綱) 중국외환관리국장은 대부분의 나라가 경상거래 개방으로부터 7~10년
이후 자본거래를 개방하였으나 중국은 경제규모가 크고 불균형적으로 발전해 왔
기 때문에 자본자유화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Caixin, 2010.7월)

□ 중국이 자본자유화를 통한 위안화의 통용 확대 등의 편익을 잘 알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자유화를 서두르지 않는 것은 그에 따른 금융불안
과 금융위기의 촉발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
o 중국은 1993년부터 경상거래의 개방을 추진하면서 2000년까지 자본거
래를 자유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2020년 이후에나 자본자유화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환
― 자본자유화로 인해 투기성 단기자금의 유출입이 늘어나 경기변동이
단기화되고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
* Aghon(2005년) 등은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자본유출입의 방향
이 급격히 변화할 경우 빈번한 경기변동이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

⇒ 중국 자본자유화의 현황, 중국정부가 자본자유화를 완만히 추진하고 있
는 배경 등을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

2. 자본 자유화 현황 및 평가
1. 현황
□ 자본거래는 크게 FDI, 포트폴리오투자, 파생금융상품투자, 기타투자로
분류되는데 중국은 일차적으로 장기자본(FDI) 유입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자유화를 추진
o FDI 유입은 1990년대초부터 단계적으로 개방*을 시작하여 현재는 전략
적 산업 등에 대한 일부 제한 외에는 대부분 자유화
* 1) FDI의 검토, 승인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 2) 공동벤처투자형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순수외자기업의 설립을 허용 3) 외자기업의 가격결정과 재
무의사결정에 있어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 4) 외자기업의 관세, 소득세, 이익송금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

― FDI 유출은 1999년부터 자국기업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규제를 완
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외대출, 보조금 제공
등을 통해 다각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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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의 FDI 유출 지원 현황
일자

기관

내용

2008.12월

중국은행업감독관리
위원회(CBRC)

국경간 M&A를 위한 은행 대출을 허용하는 지침
마련

2009.5월

중국상무부(MOFCOM)

해외투자 심사권한의 85%를 지방으로 이전

7월

국가외환관리국(SAFE)

해외투자자금 사전승인제 → 해외직접투자 실시
후 자금출처 등록 및 자금출처대상을 확대

o 포트폴리오투자는 2002년부터 외국인의 중국내 투자(QFII제도)를, 2006년
부터 내국인의 해외투자(QDII제도)를 제한적으로 허용(2011년말 QFII 135개사
216억달러, QDII 75개사 749억달러로 총유출입 허용규모가 GDP 대비 1.5% 정도임)
* QFII는 도입 초기에는 폐쇄형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했으며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데 3년간 매도제한이 있었으나 이후 개방형펀드 투자가 허용되고 자금
회수에 대한 제한도 완화됨
** QDII제도는 2006년 채권형투자만 허용하다가 2007년에는 지분투자를 허용하였으
며 현재 대부분의 QDII가 주로 홍콩증권거래소에서 활동

o 파생금융상품투자의 경우 비거주자의 중국내 투자를 불허하고 있으며
거주자도 리스크 헷지를 위해 허가받은 금융기관만 가능
o 기타투자(무역금융, 국외대출 및 차입 등)는 무역규모 확대에 따른 무역신용
증가와 더불어 2004.12월 홍콩내 위안화 예금, 2009.7월 위안화 무역결
제 허용 등을 계기로 개방폭이 점차 확대됨*
* 2011.11월말 홍콩내 위안화 예금잔액: 6,273억위안(GDP의 1.3%), 2011년중 위안화
무역결제액 20,800억위안(GDP의 4.1%)

2. 자본자유화 정도에 대한 평가
□ 자본자유화의 정도는 양적 자본개방도와 법률적·제도적 자본개방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음
o 양적 자본개방도는 자본자유화의 편익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경제모형
에서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의 GDP 대비 비율로 측정*됨
*

Milesi-Ferretti 등(2005년)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금융통합(financial
integration, 자본자유화의 결과로 일국의 금융구조가 국제금융시장과 동일화된
상태)의 지표로 ‘(대외자산+대외부채)/GDP’를 사용

o 법률적·제도적 자본개방도는 국제금융기구가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는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정도,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지분소유에 대한 제
한정도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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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양적 자본개방도는 높은 편이나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민간부문
의 양적 자본개방도는 낮은 수준임
o 양적 자본개방도는 2000년대 들어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늘어난 데 힘
입어 2000년 69.9%에서 2010년 109.9%로 크게 상승
― 2010년말 국제투자포지션을 보면 대규모 외환보유액에 기인하여 대
외자산이 대외부채보다 많으며 대외부채는 FDI 유입이 대부분임
한·중·일 국제투자포지션
(2010년말)

항목

중국

일본

한국

70.2

125.8

67.8

FDI(유출)

5.3

15.1

13.7

포트폴리오

4.4

60.9

대출

2.0

15.9

자산

항목
부채

(對GDP 비율, %)
중국 일본 한국
39.7

69.7

81.3

FDI(유입)

25.1

3.9

12.5

11.2

포트폴리오

3.8

34.4

48.4

5.0

대출

4.1

20.4

13.7

30.5

56.2

-13.5

외환보유액
49.6
19.9
28.7 순투자 포지션
자료: IMF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IIP)

o 그러나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양적 자본개방도는 낮은 수준
이며 2006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경상거래가 빠르게 늘어난 데 비해 민간부문의 자본거래가 확
대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경상수지+전체자본수지(=금융계정+준비자산 증
감)=0)

중국의 양적 자본개방도

주요국의 양적 개방도(2010년)

자료: IMF IIP(2010),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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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외환보유액
개방도
제외)
중국
109.9
60.3
인도
64.1
43.6
브라질
90.4
76.5
러시아
157.5
125.1
한국
149.2
120.4
미국
295.6
292.2
일본
195.5
175.6
주: 인도는 2009년 기준
자료: IMF IIP(2010), World Bank

□ 법률적·제도적 자본개방도는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
o 중국의 자본거래규제지수(0~1, 1은 완전개방)*는 2009년 0.16으로 세계 평
균(0.54)을 크게 하회
* IMF의 환율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AREAER), 2010년)의 4가지 항목(다양한 환율의 존재,
경상거래 통제, 자본거래 통제, 본국의 송금 요구정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
여 작성됨(“A new measure of financial openness”, Chinn and Ito, 2008년)

― 이는 중국이 13개* 자본거래 항목을 모두 규제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 ∙거래에 대한 규제：①자본시장증권, ②머니마켓상품, ③집합투자증권, ④파생
상품, ⑤무역신용, ⑥금융신용, ⑦담보·보증 제공 등의 금융지원기능, ⑧직접
투자, ⑨직접투자의 회수, ⑩부동산거래, ⑪민간 자본거래
∙특정투자자의 거래에 대한 규제：⑫상업은행 및 신용기관, ⑬기관투자자

o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지분소유제한지수*(0~1, 1은 외국인의 지분소유가 완전
금지)도 여타 신흥경제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에서 일국의 자본시장에서 외국의 기관투자자가 투자가능한 비율을 차감하여 계
산됨(”A simple measure of the intensity of capital controls“, Edison and
Warnock(2001년)에 근거하여 IMF에서 자료를 산출)

자본거래규제지수(2009년)

자료: Chinn and Ito(IMF)

외국자본의 지분소유제한지수

자료: Edison and Warnock(IMF)

Ⅲ. 중국 자본자유화 진전이 저조한 배경
□ 중국 자본자유화의 진전이 저조한 것은 ①환율의 신축성 미흡, ②과도
한 금융규제, ③전반적 사회적 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자본자유화의 비
용(예: 경제위기)이 편익(예: 경제성장)보다 크다고 추정되는 데 주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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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율의 신축성(flexibility) 미흡
□ 중국은 수출 및 FDI 유입 촉진을 통한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사실상 고
정환율제에 가까운 환율제도를 유지해 옴에 따라 자본자유화가 확대될
수록 환차익을 목표로 한 단기투기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교란이 심화될
수 있음
o 중국정부는 2005년부터 공식적으로 관리변동바스켓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IMF(2010년)는 위안화가 사실상 미달러에 페그되어 있다고 평가
주요국 환율정책1)
환율제도

환율 고정
미달러
Composite
중국
러시아

인플레이션
목표

다양한 변수
고려

관리 병동(안정화 개입)
관리 변동(기타 통제된 개입)
변동
브라질, 한국
인도
자유변동
호주, 영국
일본, 미국, 독일
주: 1) 실제 사용(De facto)하는 환율정책으로 각국의 공식적인 정책(De jure)과 다름
자료: IMF AREAER(2010)

― 이러한 환율관리 정책으로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그 대가
로 불가피하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
* 삼각 딜레마(trilemma)에 따르면 개방경제하에서 한 나라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환율의 안정성 및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음

삼각 딜레마(trilemma) 지수(2010년)

환율의 안정성
통화정책의 자율성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1)
주: 1) 2009년

중국
0.65
0.45
0.16

(1에 가까울수록 각 항목의 목표달성도가 높음)
호주
러시아
인도
한국
브라질
0.31
0.29
0.24
0.23
0.19
0.64
0.38
0.43
0.23
0.37
0.47
0.16
0.53
0.53
0.69
자료: NBER

o 이처럼 환율의 신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자본자유화를 추진할 경우
단기투기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으로 금융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Rogoff, 피터슨연구소 등)
* Ghosh 등(2010년)은 자본시장을 개방한 국가들에서는 고정/관리변동환율제를 채
택한 경우보다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한 경우 위기발생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국가별 환율제도의 차이와 위기
발생빈도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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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현상태에서 자본시장을 개방하면 내외금리차, 환차익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투기자본에게 장기간의 차익거래 기회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금융불안이 가중될 우려*(중국사회과학원, 2012.1월)
* 통상적으로 환율과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면 차익거래의 기회가 단기간에 사
라지면서 국제투기자금의 국내금융시장 교란위험이 완화

□ 한편 중국이 앞으로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환율을 조정할 경우
오히려 국내 외환시장의 발전 촉진 등의 편익으로 자본자유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Prasad 등, 2005년)
o 환율이 신축적으로 조정될 경우 금융기관들이 환리스크에 대응하는 노
력을 강화하게 됨에 따라 외환시장의 발전이 더 빨라질 수 있으며 환
율변동이 대외충격의 상당부분을 흡수하게 되므로 통화정책은 오히려
국내충격의 완충에 적극 나설 수 있음
o 중국의 성장에 필요한 FDI 유입은 환율수준보다는 거대 시장과 빠른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인하므로 환율의 신축적 조정으로 인한 FDI의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음

2. 과도한 금융규제
□ 중국은 과도한 규제하에서 국영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가 이루어져 급격한 자본개방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기반
상실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o 중국은 신용(신규대출총액 제한, 예대율 관리 등) 및 금리에 대한 규제가 강
하고 금융산업의 진입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주요 은행도 대부분 국영
인 등 금융규제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금융혁신지수(Abiad(2008년), 1에 가까울수록 혁신도가 높음, 2005년 기준): 중국
0.49, 브라질 0.57, 인도 0.62, 한국 0.71, 러시아 0.81, 일본 0.86, 홍콩 0.95

― 이로 인해 회사채, 구조화 증권, 파생상품 등 직접금융시장의 발달이
취약해 금융의 영역(financial breadth)이 협소한 데다 회사채 발행기업
도 대형 국영기업, 철도국, 또는 주요 은행들로 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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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채권시장 규모(2009년)

비금융기관 자금조달 비중(2009년)
(%)

주: Market Capitalization 기준
자료: World Bank

대출

회사채

기타

중국

78.7

11.4

9.9

미국

7.5

22.2

70.3

일본

48.1

10.9

41.0

주: Flow of Funds 기준
자료: CEIC

o 이와 같이 금융의 영역이 협소한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개방할 경우 대
체투자수단 부족 등으로 자산가격 버블이 형성될 위험이 높은 데다 은
행의 경쟁력도 외국 금융기관에 뒤처질 우려가 큼
― 은행업이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면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
으나 이는 정부의 순이자마진(NIM) 관리 등을 통한 보호에 기인
* 은행의 2010년 부실대출비율(non-performing loan ratio)이 1.14%(2001년 29.8%)
로 낮고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은 12.2%로 국제기준(8%)을 크게 상회하며 ROE
도 17.5%로 높음

― 은행의 경쟁력이 낮은 상태에서 자본시장이 개방될 경우 ①예금자들
은 안전한 외국은행으로 예금을 이동하고, ②예금통화를 다변화할
것이며, ③예금이 기타자산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높음(피터슨 연구소,
2011.2월)

□ 한편 자본시장 개방을 늦추면서 과도한 금융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내부
적으로는 민간기업이 그림자 금융*(shadow finance)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
는 등의 부작용도 심화
*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은 대체로 은행의 부외활동(off-balance sheet activity)을 통해
공급된 신용과 은행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 이외의 부문에서 창출되는 신용을 총칭

o 신규대출총액 및 예대율 규제 등으로 은행의 대출여력이 제한된 상태
에서 2009~10년중 은행권 신규대출 및 회사채 발행의 약 60%가 지방
정부와 관련된 국영기업*에 의해 이루어짐
* 홍콩계 거시경제분석 컨설팅사 Gavekal에 따르면 지방정부 관련 국영기업의
GDP 대비 부채규모가 2008년 18%에서 2010년 34%로 확대되었음(20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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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소기업 등이 제도권내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그림자 금융을 통한 자
금조달을 늘림에 따라 그림자 금융 규모가 2009년말 8.4조 위안에서
2011.6월말 17.1조 위안(2010년 GDP의 42.6%)으로 확대됨(Gavekal, 2011.9월)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민간기업의 해외 우회상장도 늘어나 현재 약 400개의
기업이 미국의 장내·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2011.6월 이후 SEC가 재무제
표 위조, 비자금 조성 등의 사유로 Yuhe international 등의 기업을 퇴출하기 시
작하면서 중국기업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해외자금조달도 어려워짐

비금융기업 부채

비금융기업(비상업 국영 제외) 부채

자료: Gavekal(2011.12월)

자료: Gavekal(2011.12월)

3. 사회적 제도의 미성숙
□ 사회적 제도 측면에서도 중국은 법치주의, 부패통제 등의 제도가 선진
화되지 않아 자본자유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비용이 큰 것으
로 평가됨
o 다수 논문*에서는 FDI, 주식투자 등 안정적이고 편익이 높은 형태의
자본이 유입되고 이들 자본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기업·공공부문의 지배구조 개선, 부패방지, 재산권 보호 등의 제도발
전이 필요하다고 분석(Krueger, 2002; Rajan and Zingales, 1998)
* Alfaro 등(2008년)은 경제이론 예측과 달리 자본이동이 ‘선진국→신흥국’간보다
‘선진국→선진국’간 더 활발(Lucas Paradox)한 현상이 정부정책, 제도적 기반
미비 등 신흥국의 펀더멘털 취약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으며 Broner and
Ventura(2010년)도 개발도상국은 채무상황 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제도가 미흡하
여 해외투자자들의 소극적 투자, 국내투자자의 자본유출 성향으로 자본이 오히려
순유출된다고 분석

- 262 -

o 특히 Kose 등(2009.4월)은 양적인 금융심화도(Private credit/GDP)와 더불어
제도발전정도(WB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가 임계수준* 이상이
되어야 자본자유화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고 제시
* 양적 금융심화도(국내민간신용/GDP, WB)의 임계수준으로 50~70%를, 제도발전정
도의 임계수준은 WB WGI 6개 부문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0.2를 제시

― 중국의 양적 금융심화도는 130%로 임계수준(50~70%)을 상회하나 제도
발전정도는 –0.58로 임계수준(0.2)에 크게 미달
금융심화(국내민간신용/GDP, 2010년)

자료: World Bank

주요국의 제도발전정도

자료: World Bank

World Governance Indicators의 구성항목
항목
언론·집회의 자유 및
정부의 신뢰성(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성 및 비폭력
(Political Stability &
Absence of Violence)
정부의 효율성
(Government
Effectiveness)

관련 내용
집회, 언론, 종교의 자유, 경제정책의 투명성, 의회의 신뢰
도, 소수자에 대한 보호, 선거의 자유 및 공정성, 정부의 투
명성 등
보안 위험, 정치적 살인의 발생빈도, 사회적 불안, 군부
갈등, 권력획득을 위한 폭력적 수단의 사용, 분리지역의
자치권 허용여부 등
정부의 전산화율, 공공재(교통시스템, 공공교육, 공공의료, 수자
원, 전력공급 등) 공급의 질, 정부예산의 수입·지출 및 공공부
채의 관리, 정부의 능력범위 및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등
비거주자의 사업·지분소유 규제, 환율시스템, 사적부문의
규제의 질
발전을 저해하는 환경, 자본시장에의 접근성, 사업의 용이성,
(Regulatory Quality)
조세구조, 불공정 경쟁, 가격통제, 차별관세, 보호주의 등
정부계약의 시행가능성, 법률·계약의 집행에 대한 신뢰성,
법치주의
지적재산권 및 사적재산권의 보장, 법률 프로세스의 공정
(Rule of Law)
성, 외국인 납치, 차압가능성, 법원·경찰에 대한 신뢰도 등
기업의 뇌물제공 관행(수출입허가, 공공설비, 세금납부,
부패의 통제(Control
공공계약 수주, 법률판결 매수, 정부정책에 영향 행사),
of corruption)
부패로 인한 공금의 남용정도, 정부관료의 부패정도 등
자료: Governance Matters VIII(WB 2009.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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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B WGI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정부효율성도 0.12로 임계수
준인 0.2를 하회하고 있는 데다 언론·집회의 자유 및 정부의 신뢰
성, 정치적 안정성 및 비폭력, 부패의 통제 등의 평가는 매우 저조
중국의 제도발전정도

중국의 제도영역별 발전정도(2010년)
(2.5=srtong, -2.5=weak)
제도영역
지수
언론·집회의 자유 및 정부
-1.65
의 신뢰성
정치적 안정성 및 비폭력 -0.77
정부의 효율성
0.12
규제의 질
-0.23
법치주의
-0.35
부패의 통제
-0.60
자료: World Bank

자료: World Bank

□ 이는 중국의 경우 국가간 자본유출입의 충격이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미성숙함을 나타냄
* While industrialized economies have experienced a trend rise in the volatility of
individual components in the capital account, this variability is largely offsetting.
Such offsetting relationship appear less prevalent in emerging economies(Chirs
Becker and Clare Noone, 호주중앙은행, 2009년)

Ⅳ. 시사점
□ 중국은 양적 자본개방도 및 국내 금융심화도가 어느 정도 높아져 자본
자유화를 위한 양적인 기반은 갖추었으나 자본자유화의 부작용을 조기
에 해소할 수 있는 환율제도, 금융시스템, 사회적 제도의 구축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
o 이에 따라 중국은 자본개방을 늦추면서 과도한 금융규제를 지속하여
왔으나 내부적으로는 그림자 금융의 만연, 직접금융시장의 발달 저해,
은행업의 발전가능성 제약 등의 여러 부작용이 누적되어 왔음
□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IMF 등*이 “규제를 통한 보호”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환율제도 등을 개혁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 유의하여 금리자유화, 환율자유화, 위안화 국제화(“3化”)를 연계하
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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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exchange
rate flexibility in China” IMF(2005년),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the
role of the Renminbi” 피터슨연구소(2011.2월) 등

o 중국은 그동안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도 자본자유화를 늦추어 왔
으나 위안화 국제화는 위안화 절상기대를 가속화하여 환율관리 유인을
높임에 따라 자본자유화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IMF는 중국정부가 자본자유화를 위해 가장 먼저 추
진해야 할 과제로서 환율의 신축성 제고를 통한 중국 금융기관의 외
환관리 선진화를 들고 있음
― 중국사회과학원(2012.1월)도 현재 위안화 환율이 횡보상태에 있어 변
동환율제로 이행하기 적절한 시점*이며 당분간 위안화 국제화를 미
루어 두고 환율과 금리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 위안화의 절상/절하 압력이 균형수준에 있을 경우에는 동 시점에서 단기자금의
차익거래유인이 적어 제도변경이 용이함

― 도쿄대 Kenji 교수(2006년)도 중국이 자유변동환율제를 먼저 도입한 후
환율 변동추이에 따라 자본거래 통제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
o 한편 자본자유화가 기업 및 공공의 지배구조 개선, 부패 방지, 공시의
투명성 제고 등을 촉진하여 민간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사회제
도를 선진화 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어 자본자유화와 금융규제 완
화 가 병행 추진될 필요도 있음
* “Corporate governance, economic entrenchment and growth”, Morck 등(2005
년), “How taxing is corruption on international investors” Wei 등(2000a)

⇒ 중국정부가 금년 1.6~7일중 개최된 제4차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중국
의 금융업과 국제금융시장간의 연관성이 날로 높아짐을 감안하여 금융
개혁 및 개방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향후 자본자유화와 금융
규제 완화 병행추진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1997년 이후 매 5년마다 개최되며 중장기 금융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금융개혁 방
안, 새로운 금융관련 기구 설립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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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주식시장의 부진 요인 및 시사점*
배기환 신흥경제1팀 조사역
◆ 중국의 주가는 2010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주가가 보합 내
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달리 견실한 경제성장세에도 불
구하고 하락세를 지속
◆ 그동안 중국 주식시장은 주로 국영기업의 상장 및 민영화를 통한
시장경제체제 수립의 채널로 활용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정부정책
및 관련 제도 변화가 증시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보
여 왔음
◆ 이같은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최근 중국 주식시장의 부진은 주로
2010년 이후 통화정책 긴축기조 지속 및 경기 하방리스크 증가,
증시 자금조달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
석됨
◆ 향후 중국의 주가는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기조전환 여부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보장기금의 주
식투자 개시와 같이 수급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여부에
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1. 논의 배경
□ 중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면서 2010년 이후에도 9∼
10%대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주가는 계속 부진
o 2012.1월말 상하이종합지수는 2010년말 대비 18.4%, 2009년말 대비
30% 하락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회
복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제4차 전국금융공작회의, 1.6~7일)
* 제4차 전국금융공작회의는 지난 5년간(2006~11년)의 금융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향후 5년간(2012~17년) 금융발전을 위한 개혁 방향을 제시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7호(2012.2.16), 국제경제리뷰 제2012-12호(20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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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자바오 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의 주식시장 부진이 기초경제여건
에 비추어 이례적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중국 주식시장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최근 중국 주식시장의 부진 요인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

2. 중국 주식시장의 최근 동향 및 특수성
1. 최근 동향
□ 중국의 주가는 2009.8월중 급락한 후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2011.4월 이후에도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
o 2009.8월중 3,500선에 근접했던 상하이종합지수는 2011.12월중 2,100선
까지 하락하여 기간중 하락률이 36.5%에 이름
중국의 주가지수

주 : 상하이종합지수 기준

자료 : CEIC, 상하이거래소

o 특히 2010.하반기 이후 여타 국가들의 주가가 보합 내지 회복세를 나
타내고 있는 반면 중국의 주가는 현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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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과의 비교

BRICS와의 비교

주 : 중국은 상하이종합, 미국은 다우존
스, 한국은 KOSPI
자료 : Bloomberg

주 : 중국은 상하이종합, 브라질은 Bovespa,
인도는 SENSEX, 러시아는 RTS
자료 : Bloomberg

□ 주식시장의 거래액도 2010.11월 일시 급증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
로 감소하는 양상이며 특히 2011.하반기 들어 거래의 부진이 심화됨
o 시가총액은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2011.4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
으나 주식발행에 따른 물량 증가에 힘입어 시가총액 감소폭은 주가 하
락폭에 비해 제한적
중국 주식시장 거래액

중국 시가총액

주 : 상하이거래소 기준
자료 : CEIC, 상하이거래소

주 : 상하이거래소 기준
자료 : CEIC, 상하이거래소

□ 주가수익비율(Price-Earning Ratio, PER)도 주가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전
반적인 하락세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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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실적에 비해 주가가 빠르게 하락함에 따라 PER이 2010년초 28.4
에서 2011년말 13.2로 대폭 하락
o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의 PER은 여타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
준이어서 주가와 수익 간의 괴리(高 PER, 주가 고평가) 정도가 크게 축소
* 주요국 PER(2011년말 현재)
: FTSE100(영국) 10.1, KOSPI(한국) 10.9, NIKKEI300(일본) 15.4, SENSEX30(인도) 16.5

중국의 주가수익비율(PER)

주 : 상하이거래소 기준

자료 : CEIC, 상하이거래소

2. 중국 주식시장의 특수성
□ 중국의 주식시장은 주로 국영기업*(국영금융기관 포함)의 상장** 및 민영화
를 통한 시장경제체제 수립의 채널로 활용되어 옴
* 여기서 국영기업은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121개 중앙국영기업과 각급 지
방정부가 관리하는 약 15만개의 지방국영기업, 회금공사(匯金公社)가 지배하는 12개
의 국영금융기관 등을 지칭
** 2010년 중국의 100대 상장기업중 국영기업이 81개(沈佳, 2010)

o 중국은 1990년 상하이와 선전*에 증권거래소를 설립하고 1993년 사회
주의 시장경제 헌법을 채택한 이후 국영기업의 소유 분산 및 경영 효
율성 제고를 위해 우량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증시 상장을 추진
* 대기업은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중소기업은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

o 이에 따라 주로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에 이용되는 여타국 증시와는 달
리 중국의 증시는 주로 국영기업의 자금조달 및 민영화 채널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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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기업 상장으로 경영권이 급격히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
(非)유통주의 발행을 의무화
o 중국정부는 당초 기업공개시 발행주식의 70% 정도를 비유통주로 지정
하여 국가(국가주), 해당기업(법인주) 등이 보유하되 매각은 할 수 없도록
규정
o 그러나 2005년 이후 비유통주 유통화 개혁이 추진되어 2011년말에는
총주식중 비유통주 비율이 20%대로 하락
□ 국제 투기자금 유출입에 따른 증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주(A주)
와 외국인주(B주)를 구분
o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B주(달러 결제)의 시가총액은 A주의 1%
미만에 불과
o 외국인투자자가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자격을 획득한 경우 A주(위안화
결제)에도 투자할 수 있으나 QFII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주식거래에 대
한 규제도 매우 엄격함
⇒ 중국 주식시장은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주로 국영기
업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도 엄격하
여 정부정책이 증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보임

3. 최근 중국 주식시장의 부진 요인
1. 통화긴축 지속 및 경기 하방리스크 증가
□ 최근의 주식시장 부진은 기본적으로 중국정부가 고성장의 후유증 해소
를 위해 2010년 이후 지속하고 있는 통화정책 긴축기조에 기인
o 중국은 주요국*과 달리 2010.10월~11.7월중(약 9개월간) 예대기준금리(5회, 총
125bp) 및 지준율(9회, 총 450bp)을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등 긴축기조를 강화
* 미국, 일본 등은 리먼사태(08.9월) 이후 현재까지 제로금리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브라질(11.8월), ECB(11.11월), 러시아(11.12월) 등은 2011.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완화기조로 선회

―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2008.9월) 직후 통화팽창과 함께
2009.7월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중국의 주가는 2010년 이후
최근까지 하락세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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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1.11.30일에는 2008.12월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지준율이 인하(50bp)
되었으나 시장에서는 이를 본격적인 통화정책의 기조전환(긴축→완화)으
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
중국의 통화긴축1)과 주가 변동

통화량과 주가지수

주 : 1) 발표일 기준
자료 : Bloomberg, 상하이거래소

자료 : CEIC, 상하이거래소, 중국인민은행

□ 2010년 이후 강력한 부동산규제 정책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 확
대도 주가하락요인으로 작용
o 중국 국무원은 2010~11년중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규제 정책*을 발표
했으며 그중 두 차례(2010.4월, 2011.7월)의 정책 발표 후에는 주가가 수개
월에 걸쳐 대폭 하락하였음
* 2010.4월 주택구입시 선납계약금 비율 인상, 다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 제한 등 포
괄적 규제가 도입된 이래 2010.9월에는 동년 4월 도입된 조치의 적용범위가 확대
되었고 2011.1월 주요도시에서 주택구매제한정책, 부동산보유세 등이 도입되었으며
2011.7월에는 주택구매제한정책이 지방도시로 확대되었음

― 이는 중국이 부동산 경기와 직결된 고정자산투자의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만큼 투자자들이 부동산규제를 중요한
하방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는 데 기인
o 중국정부는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억제를 통한
투자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2012년에도 부동산 규제를
지속하겠다고 언급(중앙경제공작회의, 2011.12.12~14일)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도 당초 2011년말 만료 예
정이었던 주택구매제한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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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발표 시점과 주가 변동

자료 : Bloomberg, 상하이거래소

□ 2011년 하반기부터는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지속 등에 따른 수출 증가
세 둔화로 경기하강 우려가 증대
o 유럽 및 미국에 대한 수출이 총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2011.4/4분기 이후 선진국 경제 불안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하방위험을
경계하는 시장의 평가가 적지 않은 상황
― 2011.11월에는 제조업 PMI지수가 49.0에 머물러 2009.3월 이후 처음
기준치(50) 이하로 하락하고 수출주문지수는 45.6까지 하락(12.1월 46.9)
총수출 및 주요지역 수출

PMI 및 수출주문지수

자료 : CEIC,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 : CEIC, 중국 국가통계국

2. 증시 자금조달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
□ 글로벌 금융위기시 기업공개(신규상장, IPO)를 미루었던 기업들이 2010년
이후 IPO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식의 공급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주가 하락 압력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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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규상장 기업의 수가 2008∼09년중 171개에서 2010~11년중 641개로 급
증하고 동기간중 IPO 규모도 2,913억달러에서 7,797억달러로 대폭 증가
― 중국정부가 2009.10월 ChiNext(創業板, 이른바 차스닥)을 설립하여 281개
(2011년말 기준) 벤쳐기업의 상장을 허용한 것도 IPO가 증가한 요인
o 현재 IPO 심사를 통과했지만 아직 상장하지 않은 58개 기업의 예상 자
금조달액이 약 961억위안(2012.1/4∼2/4분기 상장 예상)에 이르는 등 2012년
에도 3,000억위안 이상의 IPO가 예상(中央人民广播电台, 12.23)
신규상장 기업수

기업공개(IPO) 규모

자료 : CEIC, 상하이거래소, 선전거래소

자료 : CEIC, 상하이거래소, 선전거래소

□ 중국정부가 2010년 이후 대출 및 건전성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주식시
장의 수급부담이 더욱 증대
o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주식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늘리면서 유상증자 규모가 2008~09년중 5,530억위안에서
2010~11년중 9,852억위안으로 대폭 확대
― 특히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화된 2011년에는 선전에 상장된 중소기업
들의 유상증자가 현저하게 증가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유상증자 규모

자료 : CEIC, 중국인민은행

자료 : CEIC, 상하이거래소, 선전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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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감독당국의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강화 요구*로 은행권의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주식 공급은 더욱 증가하고 시중의 주식
투자 여력은 감소
* 은감위(CBRC)는 2010년 이후 금융시스템 부실화 예방을 위해 상업은행에 대한 자
기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늘리도록 지도하였으며
2011.6월에는 75% 예대율 제한 기준을 월말잔액에서 매일잔액으로 강화

― 16개 상장은행은 자기자본비율 강화에 맞추어 2010~11년중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으로 6,860억위안의 자금을 조달
상장은행의 자금조달 현황
2010
2011
계
자료 : 投資者報(2011)

유상증자
2,935
258
3,193

후순위채
1,506
2,161
3,667

(억위안)
계
4,441
2,419
6,860

□ 비유통주 유통화 개혁으로 2011년 이후 매각 가능한 유통주의 물량이
증가한 것도 수급 부담을 가중
o 특히 2009년중 대량의 비유통주가 유통주로 전환되고 그중 대부분의
주식에 대한 매각 제한*이 2011년중 해제**됨에 따라 동기간중 수급 부
담이 크게 증가
* 중국정부는 비유통주에서 유통주로 전환된 주식의 경우 지분 5% 미만 주주는 1년
간, 5% 이상 주주는 2년간 매각을 제한하고 있음
** 2009년중 유통주로 전환된 주식중 91.2%가 중국정부 및 국영기업 등이 5% 이상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동 주식의 매각 제한이 2011년중 해제됨

― 2009년중 유통주 전환 비율(비유통주중 유통주로 전환된 주식의 비율)이
29.1%에서 68.4%로 상승
유통주 전환

비유통주 비율과 시가총액

자료 : CEIC, 상하이거래소, 선전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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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EIC, 상하이거래소, 선전거래소

4. 평가 및 시사점
□ 중국경제가 최근 수출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
고 있으나 주식시장은 통화정책 긴축기조 지속 등으로 인해 부진을 겪
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고성장을 유
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부동산투자, 지방정부 부채 누적 등의 문제가
심화되어 통화정책의 기조전환(긴축→완화)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중국의 주가는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기조전환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o 2011.8월 이후 물가 오름세가 축소되고 최근에는 그동안 버블 징후를 보
였던 부동산가격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함에 따라 경
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대응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함께 과거 상대적으로 수급부담이 적었던 기간에는 중국 증시가
대체로 강세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주식수급에 영향을 주는 제도의
변화도 주가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o 주가가 급등했던 2005~07년에는 2004년까지 주요 국영기업 상장이 마
무리(국영상업은행 제외)된 후 신규상장에 따른 수급부담이 적었고
2008~09년에는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대규모
지분(5%이상)의 매각이 제한되고 신규상장도 통제되었음
o 중국정부가 증시 수급 여건 개선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주
택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중
이어서 동방안이 시행될 경우 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2011년말 기준 사회보장기금 잔액은 2조 8,700억위안으로 상하이 A주 시가총액대
비 16% 정도이지만 최근 사회보장제도 적용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향후 기
금잔액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지난 5년간 연평균 28%의 속도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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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홍콩을 통한 자금조달 동향*
이명희 홍콩주재원 부국장
◆ 중국의 홍콩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2009년까지 연간 1조HK$(약
1,300억 미달러)를 하회하였으나 2010년 이후 2조HK$ 내외 수준으
로 급증
o 이는 중국내 대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조달이 늘어난 데다
내외금리차 확대로 차입재정거래도 증가한 데 기인
◆ 다만 2011년에는 자금조달규모가 전년대비 16.0% 감소
o 위안화채권(딤섬본드)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은행차입 등 여타 방식에 의한 자금조달이 ①홍콩금융관리국
(HKMA)의 대중국 신용증가에 대한 경계, ②증시 불안 및 경기 둔화
등을 반영하여 큰 폭으로 감소
◆ 향후 ①위안화 절상기대감 축소, ②중국내 경기둔화, ③전세계 증시
침체, ④중국당국의 금융긴축기조 완화 등을 배경으로 당분간은 중
국의 홍콩을 통한 자금조달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

1. 검토 배경
□ 국제금융중심지인 홍콩은 1979년 중국경제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대
륙과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gateway)으로서 중국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o 이는 홍콩이 안정적인 환율, 자유로운 외환거래, 낮은 세율 등을 배
경으로 동아시아 및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
급하는 금융중심지로 성장하여 외화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개발자금 수요가 홍콩으로 집중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 최근 중국의 홍콩을 통한 자금조달 동향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2-26호(20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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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자금조달 규모와 특징
□ 중국의 홍콩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2007∼09년중 연간 1조HK$(약 1,300
억US$)를 하회하였으나 2010년 이후 2조HK$ 내외 수준으로 급증
* 전통적인 자금조달 형태인 은행차입, 주식공개 및 증자, 외국인직접투자, 위안
화채권발행을 통한 조달규모를 홍콩금융관리국(HKMA), 홍콩증권거래소(HKEx),
BGC capital markets HK Ltd 발표 통계를 기준으로 종합

2007년 이후 중국의 홍콩을 통한 자금조달

자료 :

HKMA, HKEx, BGC capital markets HK Ltd

□ 그 결과 홍콩 은행들의 경우 대중국 영업의존도 및 신용리스크도
크게 증가
o 홍콩 은행들의 대중국 대출잔액은 2011년말 기준으로 3조 8,329억
HK$*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말 13%에서 2011년말
에는 28%로 두배 이상 급증
* 중국 대외채무잔액(6,950억US$)의 71% 수준

― 특히 2011년 홍콩 은행부문의 총자산 증가액에서 대중국 대출증
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79%(2010년은 78.6%)에 달함
홍콩 은행들의 대중국 의존도

(십억HK$, %)

잔
액
증
감

년말
년말
년말
년
년

2009
2010
2011
2010 중
2011 중

중국의 홍콩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잔액

은행부문
대중국 총자
비중
대출(A) )산(B (A/B)
1,385
10,635
13.0
2,687
12,290
21.9
3,833
13,741
27.9
1,302
1,655
78.6
1,146
1,451
79.0

자료: HKMA

자료 : H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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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최근 중국의 홍콩을 통한 자금조달규모가 급증한 것은 ①
중국내 대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조달수요가 늘어난 데다 ②
차입재정거래도 증가한 데 기인
o 중국정부가 인플레 진정 등을 위해 2010년(예금지급준비율 인상 6회, 금
리 인상 2회) 및 2011년 상반기중(예금지급준비율 인상 6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등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금융긴축에 적극 나
섬에 따라 국유은행 및 국영기업* 등이 중국내 대출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해외차입(위안화채권발행 포함)을 크게 증가시킴
* 중국은 기본적으로 해외차입자금의 중국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유은행 및 국영기업 등의 경우 외환거래시 특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해외차입자금을 중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2009년 중반 이후 위안화 절상기대감으로 중국내 미달러화 차입
수요가 급증하여 미달러화 차입금리가 상승하면서 중국과 홍콩간
미달러화 차입금리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미달러화 차입재정거래
수요가 크게 증가
* 2011년말에는 최대 3%p까지 확대

― 중국 기업들은 홍콩내 관계회사가 보유한 위안화 예금을 담보로
미달러화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차입금리를 낮추고 위안화 절상
이익까지 취득 가능
홍콩 및 중국의 미달러화 차입금리

자료: H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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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년중 자금조달 동향
□ 2011년 중국의 홍콩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1조 8,024억HK$(약
2,316억US$)로 2010년(2조 1,463억HK$, 약 2,763억US$)에 비해 16.0%(3,439억
HK$, 약 447억US$) 감소
o 위안화채권(딤섬본드) 발행이 크게 증가한 반면 HKMA의 대중국 신
용증가에 대한 경고, 증시 불안 및 경기 둔화 등을 반영하여 은행
차입 등 기타방식에 의한 자금조달이 큰 폭으로 감소
중국기업 등의 홍콩을 통한 자금조달
(십억HK$)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
193.3 (24.9)2) 1,302.6 (60.7) 1,145.7 (63.6) -156.9 <-12.0>3)
356.0 (45.9)
473.6 (22.1)
225.7 (12.5) -247.9 <-52.3>
210.1 (27.0)
329.7 (15.3)
309.1 (17.1)
-20.6 <-6.2>
17.0 ( 2.2)
40.4 ( 1.9)
121.9 ( 6.8)
81.5 <201.7>
776.4 (100.0) 2,146.3 (100.0) 1,802.4 (100.0) -343.9 <-16.0>
[100.2]1)
[276.3]
[231.6]
[-44.7]
주：1) [ ]내는 연간 평균환율로 환산한 미달러화표시 금액(십억US$)
2) ( )내는 비중(%)
3)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HKMA, HKEx, BGC capital markets HK Ltd
은행차입
증권시장 조달
외국인직접투자
위안화채권 발행
계

(은행차입)
□ 2011년중 중국의 홍콩 은행들을 통한 차입금은 1조 1,457억HK$(약
1,472억US$)로 2010년(1조 3,026억HK$, 약 1,677억US$)에 비해 12.0%(1,569억
HK$, 약 20.5억US$) 감소
o 차입주체별로는 중국 은행부문의 차입규모가 전년에 비해 감소
(2,206억HK$ 감소)하였으며 중국 기업 등 비은행부문의 차입은 소폭 증
가(637억HK$ 증가)에 그침
― HKMA가 2011.4.11일 홍콩 은행들의 과다한 대중국 대출 증가에
대한 경고를 발동하고 각 은행별 영업계획 및 자금조달 전략 등
을 점검한 이후 대중국 대출 증가세가 꺾인 데다 중국 당국이 하
반기 이후 중국 은행들의 신규대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홍콩을
통한 차입수요가 다소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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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액
(십억HK$)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A)

2011년(B)

B-A

은행부문

18.4

27.6

45.6

678.3

457.7

-220.6

비은행부문

228.3

84.0

147.7

624.3

688.0

63.7

계

246.7
[31.6]1)

111.6
[14.3]

193.3
[24.9]

1,302.6
[167.7]

1,145.7
[147.2]

-156.9
[20.5]

주：1) [ ]내는 미달러화 환산액(십억US$)
자료：HKMA

(홍콩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 2011년중 중국기업의 홍콩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액은 2,257억
HK$(약 290억US$)로 2010년(4,736억HK$)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o 유럽 채무위기 심화 및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의 영향으로 홍콩증
권시장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공개(2010년 2,244억HK$ → 2011년
948억HK$) 및 유상증자(2,492억HK$ → 1,309억HK$) 등이 모두 부진
― 증권시장 전체 자금조달규모에서 차지하는 중국기업의 조달비중
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로 하락
중국기업의 홍콩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1)
연도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십억HK$)
계

2007

248.9

(85.1)2)

122.7

(41.1)

371.6

(62.9)

2008

47.7

(72.3)

246.5

(68.2)

294.2

(68.9)

2009

205.6

(82.8)

150.4

(38.2)

356.0

(55.4)

2010

224.4

(49.9)

249.2

(60.9)

473.6

(55.2)

2011

94.8

(36.6)

130.9

(57.1)

225.7

(46.2)

주：1) warrants, 채권발행 등 주식자금 이외의 방법에 의한 자금조달분 제외
2) ( )내는 홍콩 증권시장 전체 실적중 중국기업의 비중(%)
자료：HKEx

o 한편 2011년중 홍콩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된 중국기업의 수는 54개
로 2010년(72개)보다 18개(25%) 감소*
* 중국기업의 홍콩 증권시장 상장 현황은 <참고>「중국기업의 홍콩 증권시장 상
장 현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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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대중국 직접투자*)
* 홍콩의 대중국 간접투자(채권 및 주식투자)를 통해서도 중국기업 등이 자금을 조
달할 수 있으나 중국당국이 부여한 투자한도가 제한적 수준인 데다 한도부여후
실제 투자금액에 대한 통계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집계대상에서 제외

□ 2011년중 홍콩의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3,091억HK$(약 397억US$)로
2010년(3,297억HK$)에 비해 소폭 감소
o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중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 수준
홍콩의 대중국 직접투자
(억US$)
연도
홍콩의 대중국 직접투자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2007
364 <2,839> (16.7)1)
2,184
2008
276 <2,152> (11.1)
2,492
2009
271 <2,101> (18.9)
1,431
2010
424 <3,297> (12.0)
3,532
2011
397 <3,091> (11.9)
3,311
주 : 1) < >내는 홍콩달러기준(억HK$), ( )내는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홍콩 통계청

(홍콩내 위안화채권 발행)
□ 2011년중 중국 기업 등의 홍콩내 위안화채권(딤섬본드) 발행액은 1,219
억HK$(약 156.7억US$, 1,012억위안)로 2010년(404억HK$, 352억위안)에 비해 3
배 정도 증가
o 발행주체별로는 기업이 795억HK$(660억위안)로 가장 많았고, 중국정
부 및 은행은 각각 241억HK$(200억위안) 및 183억HK$(152억위안)의 위
안화채권을 발행
중국의 홍콩내 위안화채권 발행

주체별 위안화채권 발행

자료 : BGC capital market HK Ltd

자료 : BGC capital market HK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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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2011년중 중국의 홍콩을 통한 자금조달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은 향후
위안화 절상기대감 축소, 중국내 경기둔화 예상, 세계 증시 침체,
2011년 하반기 이후 중국당국의 금융긴축 완화 등에 주로 기인하며
당분간은 이같은 금융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년중
자금조달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
o 다만 중국정부가 외국자본유치를 위해 추가적인 자본거래 규제 완
화에 나설 경우 관련 자본거래를 통한 자금조달은 증가할 가능성
□ 홍콩의 대중국 의존도 상승이 홍콩 은행들의 대중국 신용리스크 증
가로 이어지고 있어 홍콩내에서는 과다한 대중국 신용공여가 홍콩
은행부문 등의 연쇄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o 특히 HKMA 등 관련기관은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관행으로 인해 민
간부문의 부실이 은행부문으로 집중되어 중국경제의 둔화가 결과적
으로 홍콩 은행부문의 부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지적
□ 한편 위안화 국제화의 전초기지로서 홍콩내 위안화 사용이 확대되
는 상황에서 중국과 홍콩간 실물 및 금융거래 증가가 현행 홍콩달
러의 미국달러화 페그제 개편 논의를 앞당길 것이란 관측도 대두되
고 있음
o 일부에서는 홍콩과 중국이 다른 금융시스템을 유지함에 따른 부작용
(차입 재정거래 성행, 핫머니 유입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홍콩달러를
위안화와 페그시키는 등 현행 환율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주장(2012.6.12일 전HKMA총재 Joseph Yam)
<참고자료>
Man-Keung Tang and Philip Ng, 2012, "Credit Developments in Hong Kong : How
are they related to monetary conditions in Mainland China?", HKMA
Occasional Paper 02/2012, 2012.5.18.
Joseph Yam, 2012, "The Future of the Monetary System of Hong Kong“, 2012.6.
HKMA, “Half-Yearly Monetary &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09. 3월호내지
2012.3월호.
HKEx, “Market Statistics”,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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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국기업의 홍콩 증권시장 상장 현황
□ 홍콩 증권시장은 main board와 GEM(Growth Enterprise Market)으로 구분
되며, 양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기업들은 기업의 본사 소재지 및 소유
주에 따라 ①H주기업 ②Red chip기업 ③비H주 민간기업 등으로 구분*
* H주기업 : 중국내에 설립된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
Red chip기업 : 중국밖에 설립된 국영기업
비H주 민간기업 : 중국밖에 설립된 민간기업

□ 2011년말 현재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기업의 수는 총
640개*로 전체 상장기업수(1,496개)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가총
액은 9조 7,238억HK$로 전체 시가총액(17조 5,373억HK$)의 55%에 달함
* H주기업 168개(main board 139개, GEM 29개), Red chip기업 107개(main
board 102개, GEM 5개), 비H주 민간기업 365개

홍콩 증권시장내 중국기업의 위상
(2011년말 기준)
중국기업

(십억HK$, 개)

전체 증권시장

상장 기업수
시가총액
상장 기업수
시가총액
상장기업 합계
640 (42.7)1) 9,723.8 (55.4)
1,496
17,537.3
- H주기업
168
4,101.3
- Red Chip기업
107
4,002.5
- 비H주 민간기업
365
1,620.0
주 : 1) ( )내는 홍콩 증권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국기업의 비중
자료 : HKEx

□ 2011년중 홍콩 증권시장에서 중국기업 주식의 거래금액은 7조 9,666억
HK$로 전체 거래금액의 66%를 차지
□ 한편 2011년중 홍콩 증권시장의 중국기업관련 H주 주가지수 및 Red
Chip기업 주가지수는 각각 21.7% 및 11.7% 하락(항생지수 하락률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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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식시장의 특징과 평가*
한재현

신흥경제팀 과장

◆ 중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하락
세를 지속하다가 새로운 정부 구성(2012.11.15일)에 따른 경기부양
책 강화 및 경제회복 기대에 힘입어 완만한 상승으로 전환
◆ 중국의 주식시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시가총액 기준)로 부상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o 직접금융시장의 발전이 더딘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의 역할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o 국유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수의 38.5% 및 시가총액의 59.9%를 차
지하고 상위기업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 주식시장이 국유기
업 중심으로 형성
o 주식보유에서는 일반법인이, 거래에서는 개인투자자가 각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문적인 기관투자가의 비중은 낮은 수준(시가
총액 기준 17.4%, 매매액 기준 15.2%)

o 정부가 자본시장 통제를 통해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반
영하여 비유통주*(Non-tradable shares)와 같은 고유한 제도를 보유
* 주주로서의 권리는 있으나 시장에서의 매매는 불가능한 주식을 지칭하며 2005
년 이후 순차적으로 매매 가능한 유통주로 전환되고 있음

◆ 그동안 중국 정부는 점진적이고 꾸준한 개혁·개방과 자본시장육성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건전화를 도모
o 주가지수 선물시장에 대한 참여 제한 완화, 신용·대주 거래 촉진을 위
한 제반 조치, 상장 신청 기업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을 추진
o 다만 공시제도 및 통계와 관련된 불투명성, 미진한 감독체계 등과
관련된 디스카운트 요인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개선될 필요
o 주식시장의 합리화 및 선진화는 제12차 5개년 계획(2011∼15년)중
주요 금융부문 과제(｢금융업 발전 및 개혁 관련 제12차 5개년 계획｣,
2012.9.17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
로 예상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12호(2013.3.21), 국제경제리뷰 제2013-6호(20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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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중국의 주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2.4/4분기 이후 경제회복 및 새로운 정부 구성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
성 해소 등에 힘입어 다소 회복*되는 모습
*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월말기준) : 1980(2012.11월) → 2269(12월) → 2385(2013.1월) →
2366(2013.2월)

o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직전인 2007년말의 주가 수준을 100으로 볼 때
2012년말 현재 주가(상하이 종합주가)는 43정도에 불과하여 한국(105), 미
국(101) 뿐만 아니라 홍콩(81), 일본(68) 등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는 등 회
복세가 상대적으로 약함
BRICs의 주가

한·미·일의 주가

NIEs의 주가

자료: 각국 증권거래소

자료: 각국 증권거래소

자료: 각국 증권거래소

o 한편 중국의 주식시장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형적으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
― 상하이 및 션전 주식거래소는 20여년 전에 출범*하였으나 2012년말 현
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시장으로 발전
* 주요 주식거래소 설립시기
션전 상하이
설립시기(년)
1991
1990

한국
1956

홍콩
1891

도쿄
1878

뭄바이
1875

런던
1802

뉴욕
1792

인도4)
2.5

한국
1.2

주요국 거래소의 시가총액(2012)
시가총액(조달러)

미국1)
20.0

중국2)
3.7

일본3)
3.7

영국
3.4

홍콩
2.8

주: 1) NYSE Euronext(US) 및 NASDAQ OMX, 2) Shanghai Stock Exchange 및
Shenzhen SE, 3) Tokyo SE 및 Osaka SE, 4)BSE India 및 National SE India
자료: W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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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말 현재 시가총액은 2000년말대비 4.8배, 상장기업수는 2.3배,
월평균 거래액은 5.2배에 도달
상장기업 수1)

시가총액

자료: 상하이·션전 증권거래소

주: 1) 연말 누계 기준
자료: 상하이·션전 증권거래소

거래액1) 및 총 계좌 수

주: 1) 월평균 거래액 기
준
자료: 상하이·션전 증권거래소

⇒ 중국 주식시장의 특징과 정부의 시장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개관

2. 중국 주식시장의 특징
1. 기업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인 수준
□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유은행의 대출을 중심으로 성장재원을 공
급하는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주식 및 채권시장 등의 직접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발전
o 주식시장의 관련 제도 및 금융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
들이 정부에 의한 성장전략 추진과정에 참여함에 따라 은행대출 등 간
접금융 위주의 자금조달에 의존
o 2012년말 현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비중(GDP대비)이 44.4%로 대출잔액
및 채권발행잔액 비중(128.7% 및 46.4%)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여타 주
요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
o 또한 2012년 사회융자총량*에서 주식발행액이 차지하는 금액도 3천억
위안으로 전체의 2% 정도 수준에 그침
* 일정 기간내 경제주체들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총규모로서 이중 주
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2002∼11년 평균 3.4%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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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규모(2012)

자료 : 중국인민은행, 상하이·
션전 증권거래소

시가총액/GDP(2011)

사회융자총량 구성(2012)

자료 : WFE, World Bank

자료 : 중국인민은행

o 한편 2004∼10년중 비금융부문(가계, 기업 및 정부)의 자금조달에서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평균 6.3%의 낮은 수준을 기록*
* 한국 기업의 자금조달 비중 : 대출 54.6%, 회사채 및 CP 40.8%, 주식 4.6%(2012년)
미국 기업의 자금조달 비중 : 대출 23.1%, 회사채 및 CP 21.6%, 주식 55.3%(2011년)

비금융부문의 자금조달 비중
대출
주식
국채
회사채

2004
82.9
5.2
10.8
1.1

2005
78.1
6.0
9.5
6.4

2006
82
5.6
6.7
6.7

2007
78.9
13.1
3.6
4.4

2008
82.4
5.8
1.7
10.1

2009
81.2
3.0
6.3
9.5

2010
75.2
5.5
8.8
10.5

(%)
평균
80.1
6.3
6.8
7.0

자료 : 중국인민은행

2. 국유기업 중심의 시장구조 형성
□ 중국정부는 4대 국유은행의 주식회사 전환 및 상장* 등을 통해 국유기
업 중심으로 주식시장의 육성정책을 추진
* 공상·건설·중국·농업 등 4대 국유은행은 공적자금에 의한 자본금 확충을 통해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으며 해외 전략적투자자의 유치, 재정투입 등을 통해 2006∼10
년중 순차적으로 홍콩 및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바 있음

o 2012년말 현재 A주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국유기업 및 중앙·지방정
부가 953개 기업의 주식을 보유·지배하는 등 전체 상장기업(2,472개)의
38.5%를, 시가총액으로는 13.7조위안으로 전체(22.9조위안)의 59.9%를 각
각 차지
* 중국의 메인보드시장은 내국인 전용의 A주시장과 내·외국인 모두 투자가 가능한
B주시장으로 구분되며 2012년말 현재 B주시장은 거래금액으로는 전체의 0.2%, 시
가총액으로는 0.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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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최대 주
주의 평균 주식보유 비중이 37%를 차지
o 국유기업이 발행주식, 시가총액 등에서 상위 10대 기업을 차지하고 있
으며 이들 10대 기업은 전체 발행주식의 46.6% 및 시가총액의 37.6%를
점유*(상하이 주식시장 기준)
* 한국의 경우 상위 10개 기업이 발행주식 기준으로 전체의 10.7%, 시가총액 기준
으로는 35.2%를 점유(2013.1월말 현재 코스피+코스닥 기준, 한국거래소)

상하이 주식시장의 발행주식·시장가치 상위 10대 기업(2012년말 기준)
회사

업종

농업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석유
중국石化
廣大은행
교통은행
中信은행
중국건축
上港그룹
계

은행
은행
은행
에너지
에너지
은행
은행
은행
건축
물류

발행주식
(천억주)
2.9
2.6
2.0
1.6
0.7
0.4
0.4
0.3
0.3
0.2
11.5

비중

회사

업종

11.9
10.7
7.9
6.6
2.8
1.6
1.6
1.3
1.2
0.9
46.6

중국석유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石化
중국人壽
중국神華
초상은행
贵州茅台
중국平安
계

에너지
은행
은행
은행
에너지
보험
에너지
은행
주류
보험

시장가치
(천억위안)
14.6
10.9
8.2
5.7
4.8
4.4
4.2
2.4
2.2
2.2
59.7

비중
9.2
6.9
5.2
3.6
3.1
2.8
2.6
1.5
1.4
1.4
37.6

자료 : 상하이 증권거래소

□ 국유기업 중심으로의 주식시장 형성은 민영기업의 경영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국유기업이 매출액, 순익 등의 측면에서 상장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충족함에 있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등 상장이 상대적으
로 용이*하였기 때문
* 상장을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의 주주, 최근 3년 연속 순익(누계 3천만 위안 이상),
최근 3년 年매출액 3억위안 이상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o 국유기업들은 금융, 에너지, 통신, 중화학 등 국가의 인프라부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데다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바탕으로 저
가의 토지이용, 은행대출의 활용 가능성 등에서 우월한 입지를 구축
― 세계 500대 기업(2012년)에 속하는 중국기업 73개중에서 국유기업이
68개(93%)에 달하고 있으며 CSI 300지수* 기준으로도 절대적인 비중
을 차지
* China Securities Index 300은 상하이 및 션전의 A주식중 대표성이 높은 300개
종목을 선정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대상지수이며 2005.4
월부터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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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중 국유·민영기업1)

세계 500대 기업중 중국기업 CSI 300지수의 구성(2011)
(개, 억위안, %)
국유기업 민영기업
수

233

67

비중)

77.7

22.3

순이익

15,678

718

비중)

95.6

4.4

(

(

주: 1) 2012년말 A주 시장기준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Fortune(2012)

자료 : 상하이 증권거래소

□ 한편 국유기업의 경영진은 투자, 배당 등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민영기업과는 상이한 경향을 보임
o 국유기업의 경영진들은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보다는 재투자
를 선택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장, 경영능력의 강화 등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Wall Street Journal, 2012.12.4.일)
― 국유기업의 강한 재투자 선호경향을 감안하여 중국정부는 기업의 배
당확대를 통한 투자자의 소득 및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배당성향*을
최소 3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장려하는 조치를 발표(「상하이증권거래
소 상장기업 배당지침」, 2013.1.7일)
* propensity to dividend ; 당기순이익 대비 현금배당금 비율. 2011년 기준으로 중국증
시 상장기업중 현금배당을 실시한 기업 비중은 67.7%이며 배당성향은 29% 수준

3. 주식보유 및 거래 주체의 불일치 및 기관투자가의 제한적인 역할
□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주식보유(시가총액 기준) 면에서는 일반법인이, 거래
금액 면에서는 개인의 비중이 가장 높아 주식 보유 및 거래의 주체가
불일치하는 경향을 보임
o 2009년부터 일반법인(정부 포함)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급증(상하이
*
주식시장 유통주 기준)하였는데, 이는 당시 유통주의 전환개혁 조치 가 일
단락되면서 정부 및 국유기업이 보유하던 비유통주가 유통주로 대규모
전환된 데 주로 기인
* < 참고 1 > 유통주 전환을 위한 개혁 조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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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주식거래 면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것(2012년 기준 84%)은
투기 목적의 단기차익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궁
극적으로 장기적인 가치투자를 어렵게 하는 동시에 주가의 단기 변동
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개인투자자의 약 70%가 매입 후 6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매회전율*(turnover velocity)이 여타 주요국 주식시장
수준을 상당폭 상회
* 중국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2007년의 경우 매매회전율은 상하이거래소에
서 211.0%, 션전거래소에서는 389.2%를 각각 기록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주식보유 기간별로 배당소득세율을 차별화*하
는 정책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장기 보유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상장기업 배당소득의 개인소득세율 차별화정책에 대한 통지｣, 2012.11.16일)
* 1개월 이하 20%, 1개월∼1년 이하 10%, 1년 초과 5%

주식시장 투자자 구성(시가)1) 주식시장 투자자 구성(거래금액)1) 주식시장 매매회전율(2012)

주: 1) 상하이 유통주 기준
자료: 상하이 증권거래소

주: 1) 상하이 유통주 기준
자료: 상하이 증권거래소

자료: WFE

o 또한 주식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할 때 주식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투자자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중국 주
식시장에서는 주식 보유 및 매매 등에서 전문적인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선진국 수준을 크게 하회
― 펀드사, 보험사,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사회보장기금 등의
전문적인 기관투자가는 전체 보유주식(시가 기준)의 17.4%, 거래금
액의 15.2%를 각각 차지(2012년 A주 기준)
*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A주시
장에 대한 투자 가능)가 허용된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 기관투자가로서
2012년말 현재 207개 기관이 허가를 받았음(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한
국투자공사 등의 17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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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주식보유 주체1)

(%)

국내 기관투자가
외국인
개인
일반법인·기타
중국
13.7
3.7
25.3
57.3
한국
13.0
30.6
24.4
32.0
미국
49.3
13.3
36.5
0.9
일본
31.4
26.3
20.4
21.9
주: 1) 중국은 2012년, 한국과 일본은 2011년, 미국은 2010년 시가총액 기준
자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한국증권거래소, 미국통계청, 동경증권거래소

― 한편 중국정부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2013년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중점사업 방향*의 하나로
“기관투자가 육성의 가속화”를 설정(2013.1.22일)
* 중층적 자본시장 건설, 상장 및 퇴출제도 개혁 강화, 지속적인 대외개방정책 추진 등

4.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시장을 형성
□ 중국은 자본 및 외환시장이 통제되고 관련 분야의 개방도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짐에 따라 규제완화조치 등 정부정책의 변화가 주식시장에 큰 영
향을 미침
o 중국의 주식시장은 “정부정책이 강하게 주도하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기조가 주식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주요
기준으로 인식
□ 2012년중 중국정부가 QFII 및 위안화적격기관투자가*(RQFII) 제도와 관련
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는 자본시장에 대한 통제 완화를 통해 주식시장
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
*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위안화로 중국 금융시장 투자가 가능
한 홍콩의 기관투자가로서 2013년부터는 대만 기관투자가까지 확대(2013.1.29.일)

o QFII 및 RQFII의 투자한도가 확대되고 투자승인 금액도 증가
― QFII의 투자한도는 300억달러(2008.1월)에서 800억달러(2012.4월)로,
RQFII 투자한도는 200억위안(2011.12월)에서 700억위안(2012.4월) 및
2,700억위안(2012.11월)으로 각각 확대
― 한편 투자승인 금액*도 QFII는 2011년 19.2억달러에서 2012년 158.0억달
러로, RQFII는 2011년 107억위안에서 2012년 670억위안으로 크게 증가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전체 투자한도를 결정하며 국가외환관리국은 건별
심사를 통해 개별기관에 대한 투자금액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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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QFII에 주가지수선물 거래를 허용한 데 이어 거래소 상장채권에 대한
직접투자 및 은행간 채권시장에서의 직접 채권매입도 허용(2012.6.20.일)
QFII 투자한도

QFII 승인기관 수1) 및 금액

자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 1) 누적
자료: 국가외환관리국

RQFII 승인기관 수1) 및 금액

주: 1) 누적
자료: 국가외환관리국

o 한편 궈수칭(郭树清)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이 QFII와 RQFII의 투자
승인액을 최대 10배 확대할 수도 있다고 언급(2013.1.14일)한 당일에 상
하이종합주가지수가 3.1%, 션전종합주가지수가 3.6% 급등하였는바, 이
는 “정부정책이 주도하는 중국 주식시장”의 성격이 잘 표출된 전형
적인 사례라 하겠음
□ 최근 중국정부는 경제발전 단계를 감안하여 일련의 자본시장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등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기능 제고에 노력을 경주
* < 참고 2 > 중국의 증권시장에 대한 주요 개혁개방 조치 참조

3. 평가
□ 중국에서는 경제규모 확대에 걸맞게 주식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
하고는 있으나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단계 및 금융시장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자본시장 개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o 중국정부는 QFII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금 통제가 외부여건의 변동으로
주식시장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유효한 장치이며, 이러한 종류
의 제한이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중국의 주식시장은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시장이므로 정책당국에 의한 행정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언급(궈수칭(郭树清)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 2013.1.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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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주식시장의 개방
폭을 확대하였는 바,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들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
여할 것으로 예상
o 신용·대주거래의 대상종목 및 취급기관 확대,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등이 시행
― 2010.3월부터 허용된 신용·대주거래는 계좌수 및 잔액 증가*와 함께
거래대상증권이 최초 90개 종목에서 500개 종목으로(2013.1.31일), 취급
증권회사도 최초 6개에서 2012년말 74개로 각각 확대
* 2010년말 128억위안 → 2011년말 382억위안 → 2012년말 895억위안

― 또한 2012년중 두 차례에 걸쳐 주식거래 수수료를 인하*
* 매매 당사자에 대해 각각 거래액의 0.011%→0.0087%(2012.5.1일) →0.00696%(2012.9.1.일)

o 금년에는 QFII의 주가지수선물시장에 대한 참여 조치가 구체화될 가능성
― 주가지수선물제도가 최초 도입된 2010.4월 대비 2013.1월의 거래건수
는 10.5배(143만계약 → 1,504만계약), 거래금액은 8.5배(1.37조위안 → 11.68조위
안) 각각 증가
― Morgan Stanley, UBS 등 5개 QFII가 최초로 주가지수선물시장에 참여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Wall Street Journal, 2013.1.27일), 이를 통해 적절한
헷지수단을 확보하게 된 QFII가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
신용·대주 계좌 수 추이

신용·대주 잔액 추이

자료: 중국증권등기결산공사

자료: 상하이·션전 증권거래소

주가지수선물 거래 추이

자료: 상하이 증권거래소

□ 한편 중국정부는 상장신청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건전한 주
식시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노력

- 295 -

o 현재 상장 대기중인 기업이 866개(2013.2월말 현재)에 달하는 등 소위
‘IPO저수지’ 현상이 심화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수급부담을 완화
하면서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신청 기업의 재무보고서
를 엄격히 심사할 방침*(2013.1.8.일)
* 금융시장에서는 약 300여개의 부실기업이 심사대기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

□ 그동안 중국 주식시장이 양적·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왔지
만 다음과 같은 제약요소들이 내재
o WTO가입(2001년) 이후 자본시장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2002.12월 도입한
QFII제도는 외국인투자와 관련 여전히 제약요소가 많으며, 특히 정보공
개 제도의 불투명성 및 상대적으로 미흡한 감독체계, 정치·문화적 차
이 등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유발(Liu Ningyue 등, 2012)
o 일부 상장기업들의 불투명한 경영상황, 주식시장의 ‘기본 인프라’라
고 할 수 있는 공시 및 통계와 관련된 문제점 등이 주식시장의 디스카
운트 요인으로 작용
⇒ 중국정부는 “주식시장의 합리화 및 선진화”를 위안화 환율제도 개
혁, 금융업의 대외개방 확대와 함께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15년)
의 주요 금융부문 과제로 추진(｢금융업 발전 및 개혁 관련 제12차 5개년 계획
｣, 2012.9.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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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유통주 전환을 위한 개혁 조치

□ 중국에서는 주식이 거래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통주(Tradable shares)와 비유
통주(Non-tradable shares)로 구분
o 비유통주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장에서의 매매가 불가능한
주식(국유주, 종업원주, 외국기업의 전략적 투자자지분 등)으로 국유기업의 지
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국유주가 대부분을 차지
o 중국정부는 주주 분산, 주식시장의 유동성 확대 및 활성화, 시장경제화 진
전 등을 위해 2005.4월부터 비유통주의 유통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
o 매각제한 해제 기한이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2013∼15년에는* 3조위안
(2012년말 시가 기준) 내외의 주식이 시장에 공급될 예정
* 2013년에만 시가 약 2조위안(739개 기업의 4,392억주)의 비유통주가 유통주로
전환될 계획인 바, 이는 2013.1.31일 기준 시가총액(24.4조위안)의 8.1% 수준

o 이러한 비유통주 전환에 따른 수급 면에서의 부담은 수년간 주가 약세를
초래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
유통주 전환주식 및 유통주의 전체 주식중의 비중
07
유통주
전환주식

08

09

10

11

12

13

물량(천억주)

1.0

1.4

6.8

4.2

2.0

1.5

4.0

시가(조위안)

1.6

1.9
31.9

4.9
69.5

5.2
73.1

2.1
76.7

1.2

2.0

78.4

-

유통주/전체주식 비중(%)

23.9

자료 :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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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일시
1986. 9
1990.12
1991. 7
1992. 1
10
1998. 4
12
2001. 2
3
11
2002.12
2004. 1
6
2005. 4
10
2006. 4
9
2007.10
2008. 1
4
2009.10
2010. 3
4
2011.11
12
2012. 4
11
2013. 1

중국의 증권시장에 대한 주요 개혁개방 조치
주요 조치

OTC 거래시장 설립
상하이 증권거래소 개장
션전 증권거래소 개장
외국인 투자 전용의 B주 시장 개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설립
요주의 주식(ST, special treatment) 제도 도입
증권법 제정
내국인의 B주 투자 허용
주식발행제도 개혁(사전승인제 → 발행심사제)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A주 시장 상장 허용
QFII 제도 도입(투자한도 40억달러)
자본시장 육성방안 발표
중소판(메인보드와 창업판의 중간 단계) 설립
비유통주 개혁 시작
QFII의 투자한도 100억달러로 증액
QDII 제도 도입
중국금융선물거래소 설립
QDII의 투자한도 480억달러로 증액
QFII의 투자한도 300억달러로 증액
주식거래시의 인지세 세율을 0.4% → 0.1%로 하향 조정
창업판(중국판 나스닥) 설립
신용·대주거래 시작
주가지수선물거래 시작
ETF(상장지수펀드) 거래 시작
RQFII 제도 도입(투자한도 200억위안)
QFII의 투자한도 800억달러로 증액, RQFII의 투자한도 700억위안으로
증액
RQFII의 투자한도 2,700억위안으로 증액
RQFII 자격을 기존의 홍콩에서 대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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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리자유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최정은 신흥경제팀 조사역
한재현 신흥경제팀 과 장
◆ 중국 정부는 금융시장 개방, 금융감독기능 강화 등과 함께 금리자유화를
핵심 금융개혁 과제로 설정하여 실물부문에 비해 낙후된 금융부문의 경
쟁력과 효율성 제고에 주력
o 금리자유화 기본방침 발표(1993년) 이후 콜금리(1996년), 채권금리(1997
년) 등의 순차적 자유화를 거쳐 금년 7월에는 대출금리가 자유화됨으로
써 현재는 위안화 예금금리에 대한 상한만 잔존
◆ 금리자유화는 금리의 가격기능 제고, 실질예금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소
비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o 금리자유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독체계 정비 및 예
금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 대형 국유상업은행에 미칠 영향
최소화 및 건전성 저하에 대비한 제반 대책 강구 등이 요망
◆ 최근 3중전회(2013.11.9∼12일)에서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 메커니즘이 종
전의 기본적(basic) 역할에서 결정적(decisive) 역할로 변경되는 등 시장기
능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향후 금융시장 개혁이 가속될 전망
o 다만 경제개혁을 위한 대상 분야가 광범위한 데다 여전히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이 요구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예금금리의 전면
자유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1. 검토 배경
□ 중국은 1996년 콜금리를 자유화한 이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년 7월에는 대출금리 하한을 폐지*함으로
써 현재 예금금리 상한 규제만 잔존
* 금리의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금리 하한 폐지, 농촌신용금융회사의 대출
금리 상한 폐지, 어음할인금리 규제 철폐 조치를 단행(2013.7.19일)

o 정부는 내수･소비 중심의 안정적･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성장전략
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을 강조
*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49호(2013.12.5), 국제경제리뷰 제2013-25호(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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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들어서도 금융개혁 추진 의지를 꾸준히 표명해* 왔으며 금리자
유화와 금융시장 개방, 금융관리감독기능 강화, 시장체제 구축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
* 金10條(국무원, 2013.7월), 3단계 금리자유화 추진 로드맵(인민은행, 2013.9월) 등

□ 중국은 금융부문이 실물부문보다 낙후된 데다 금융부문도 은행업･대형
국유상업은행 중심 및 예금위주 금융자산구조 등의 특징을 보임
o 개혁개방 이후 34년간 연평균 9.9%의 고성장(GDP규모 세계 2위)을 통해
실물부문은 획기적으로 발전했으나 금융부문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대형 국유상업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높으며, 주요 자금운용방식도 대
출에 한정되면서 영업방식 및 금융기법 등도 상대적으로 낙후
― 다양한 금융상품의 부재 및 직접금융시장의 발달 지연으로 가계 금
융자산중 예금이 62%를 차지(2011년 기준)
금융업종별 자산규모1)

가계부문 금융자산별 비중1)

(조위안, %)
업종
총자산 비율
중
29.45
17.17
133.62 77.90
국
73.27
42.72
1.11
0.65
7.35
4.28
총
171.53
100
주 : 2012년말 기준
자료 : 중국인민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3.5)

앙은행
은행업
대형 유상업은행
증권업
보험업
계

□

주 : 1) 2011년말 기준
자료 : 중국인민은행

최근 제18기 3중전회(11.9∼12일)에서 시장이 자원배분의 ‘결정적
(decisive)' 역할을 하도록 명시하여 시장기능 강화를 강조하는 등 효율
적 자원배분과 공평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
력할 것으로 예상

o 중국인민은행은 금리･환율･자본자유화 및 금융시장체계 정비 등 금융
개혁개방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Zhou Xiaochuan 인민은행 총재, 2013.11.20일)
⇒ 중국의 금리자유화 추진과정 및 기대 효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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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리규제 및 금융개혁의 추진 배경
1. 금리규제의 배경
□ 금리규제는 압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신흥시장국 및 체제전환국에서
채택
o 경제개발 초기에는 성장촉진효과가 큰 중공업 부문 및 대형인프라 투자
에 집중함에 따라 대규모의 안정적 장기투자재원 조달 필요성이 증대
― 이에 따라 금융의 하부구조 미비, 낮은 소득수준, 자본의 가용규모
부족, 높은 자본비용 등의 제약요인을 감안하여 정부는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금리를 규제
o 중국은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엄격한 금융규제정책을 실시하였고 사
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 이후에도 금융규제를 지속하여 왔으며,
대형 국유상업은행의 지배적 지위 허용, 예금금리 규제 및 국유기업에
대한 차별적 신용배분 등이 상존
□ 중국은 국가 주도형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의 구체적 의사
결정에도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큰 상황
o 5대 국유상업은행의 시장점유율이 외형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국영기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의 실질적인 은행소유기조*는 불변
* 주식제 상업은행의 정부 및 국영기업 지분이 11∼90%에 달하는 등 정부의 영향
력은 절대적

총자산기준 은행형태별 시장점유율

국유상업은행 평균 주식소유 현황1)

(%)
2003년

2012년

정책은행
7.7
5대 국유상업은행
58.0
주식제상업은행
10.7
도시상업은행
5.3
농촌상업은행
0.1
외국계은행
1.5
기타
16.7
자료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8.4
44.9
17.6
9.2
4.7
1.8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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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회금투자공사는 인민은행 출
자 국유독자회사, HKSCC는
홍콩예탁결제원
자료 : 노은영･강효백 참조 재작성

2. 금융개혁의 추진 배경
□ 중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강화, 경제구조에서 파생되는 불균형
해소, 소득격차 개선 등을 위한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개혁을 추진
GDP 중 소비･투자 비중

자료 : CEIC

소득불평등도 추이

1990

5분위
배율1)
5.07

10분위
분배율2)
0.50

1996

5.98

0.43

1999

7.21

0.36

2002

8.89

0.31

2005

9.61

0.31

2009

10.08

0.31

주 : 1) 5분위소득/1분위소득
2) 1∼4분위소득/9∼10분위소득
자료 : World Bank, 자체 계산

o 금리규제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이 과도한 투자를 통해 과잉설비 문제의
심화를 초래
중국의 과잉설비산업의 가동률1)
업종
가동률(%)

철강
72.0

시멘트
73.7

알루미늄
71.9

주 : 1) 2012년 말 기준, 합리적 수준은 85% 내외

판유리
73.1

조선
75.0

자료 : 중국국무원

o 2001년 WTO가입 이후 금융시장 개방과 선진 금융시스템 구축 필요성
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융규제 및 금리자유화 지연 등으로 금융기관
의 저효율과 부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배분 제한 등의 자금
배분 왜곡 문제가 지속
― 은행규모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데다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국유은
행 개혁으로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과잉설비
산업에 대한 대출 지속 및 지방정부 관련 부채의 확대 등으로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가 상존
* 2000년대 초반 25% → 2013.9월 0.97%로 크게 축소
** 2013년 상반기 중 4대 은행의 회수불가능 채권은 전년동기대비 76.5억위안 증가
한 221억 위안에 달하여 부실채권 상각규모가 3배 증가(Bloomberg, 2013.10.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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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국유상업은행의 규모 및 수익성1)

세계순위, 억달러, %)

은행 부실채권규모 및 비율

(

기본자본

ROA

POC2)

공상은행 1 1,606 240 1.76 95

30.55

건설은행 5 1,376 226 1.80 107 29.05
중국은행 9 1,215 329 1.48 173 24.52
농업은행 10 1,115 349 1.42 139 26.80
교통은행 23

576

348 1.43 268 20.76

주 : 1) 2012년말 기준
2) profits(pre-tax) on capital
자료 : The Banker, Top 1000 World Banks 2013

자료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 전근대적인 은행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사업성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미비 등으로 대출금리가 양극화(국영기업은 우대금
리, 민영기업은 고금리 적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민영기업은 만성
적 자금부족에 직면
* 대기업 대출 선호 및 중소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 기피 성향, 민영기업 및 개
인기업에 대한 불신, 민영기업에 불리한 은행의 대출구조 설계 등

3. 금리자유화의 추진 과정 및 기대 효과
1. 금리자유화의 추진 과정
( 추진 원칙 )
□ 중국은 1993년 제14차 3중전회에서 금리자유화의 기본 방침을 설정한
이후 목표와 세부계획을 제시하고 금리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o 금리자유화 추진원칙으로는 ‘3先3後 방안’을 제시하고 외화금리, 대
출금리, 장기·고액금리 자유화조치를 위안화금리, 예금금리 및 단기･
소액금리보다 먼저 추진(중국인민은행, 2002년 중국 통화정책 집행보고서,
2003.2.20일)

( 추진과정 )
□ 1990년대 중반부터 은행간금리 등 금융시장 금리를 중심으로 자유화를
추진하여 채권금리 등은 자유화되었으나 예금 및 대출금리 자유화는 점
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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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리자유화 추진 과정
시기
1996
1997
1998

금융시장
- 콜금리
- 은행간 채권금리
(Repo, 유통)
- 은행간 채권금리
(Repo, 발행)
- 어음할인

2000
2003

2004
2005

- 기업어음(CP)

2007

- 일반회사채

2008

- 중기어음

대출1)2)

- 소기업 0.9 ∼ 1.2배
- 농촌신용사 0.9 ∼1.5배
- 보험회사
거액정기예금
(3천만위안, 5년)
- <외화> 거액예금
- <외화> 소액예금 하한
- 농촌신용사 1.3~1.5배

1999

2012

예금1)2)

- 중소기업 0.9 ∼ 1.2배
- 농촌신용사 현이하
0.9 ∼1.3배
- <외화> 전상품
- 농촌신용사 0.9 ∼ 2.0배

- <외화>1년이상
소액예금
- 금리하한 폐지

<2004.1>
- 상업은행 0.9 ∼ 1.7배
- 도시신용사 0.9 ∼ 1.7배
- 농촌신용사 0.9 ∼ 2.0배
<2004.10> 금리상한 폐지

- 금리상한 1.1배
(유일한 잔존규제)

- 금리하한 0.7배

2013

- 금리하한 폐지

주 : 1) 배수는 기준금리 대비 금리 상･하한 변동 허용폭
2) <외화>표기 이외는 위안화에 해당
자료 : 중국인민은행

o 2008년경 금융시장 금리와 채권금리의 자유화가 일단락되면서 단기금
융시장의 거래규모 확대, 금리의 가격기능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두었으
며, 채권잔액 비중이 상승하는 등 채권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
o 대출 및 예금금리의 경우 외화의 대출･예금금리 및 위안화 대출금리의
자유화가 완료되었으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안화 예금금
리는 상한 규제(기준금리 대비 1.1배)를 유지
* 예금금리 상한의 변동폭을 기준금리의 1.1배로 확대한 이후 기준금리 조정과 동시
에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가 모두 상한까지 조정하는 등 규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음

― 대출금리는 자유화 완료 이후에도 기존 대출금리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개별 은행이 자율적인 대출금리 운용체계를 갖추
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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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은행의 예금금리 현황

대출금리 분포

(예금만기 1년 기준, %)

2012.6 2013.10
기준금리

3.25

3.00

금리상한
(기준금리 1.1배)

3.58

3.30

5대 국유상업은행

3.50

3.25

주식제상업은행

3.58

3.30
자료 : 중국인민은행

자료 : 각 은행 홈페이지

□ 중국 정부는 성장전략을 기존의 수출･투자에서 내수･소비 중심으로 전
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금리자유화도 계속 추진할 것임
을 강조
o 금리자유화 관련 정책 제시*,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내 금리자유화 시범
실시 추진 등 금리자유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예금
보험제도 시행**, 양도성예금증서(CD)*** 도입 등 금리자유화에 필요한
선결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금리의 시장연동체제 구축, 은행의 자율적 대출금리 결정, 양도성 예금증서 발
행 추진 등 3대 방향을 제시(중국인민은행 Hu Xiaolian 부총재, 2013.9.27일)
** 미국 FDIC와 MOU 체결(중국인민은행, 2013.10)을 통해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정
책공조 강화를 도모, 국무원 관련부처는 ‘예금자보험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빠르면 2013년 내에 정식 공포될 것으로 보도(인민망, 2013.11.20일)
*** CD발행은 조달금리 결정의 자율범위를 확대하여 예금금리 자유화의 기초를 굳
건히 할 수 있으며 금리형성의 투명성 제고, 예금의 급격한 변동성 방지에 효과
적. 또한 CD예치자금은 지급준비예치대상이므로 CD예치자금이 예대비율 산출
시 예금으로 간주될 수 있어 예금유치가 어려운 중소 주식제 상업은행에 도움
이 될 것으로 전망(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 2013.9.26일)

o 단기적으로는 자유화조치가 비교적 조기에 완료된 시장금리의 시장기
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예금금리의 전면 자유화는 중기적인 시계
에서 추진(Zhou XiaoChuan 중국인민은행 총재, 2013.11.20일)
□ 한편 금리자유화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중국과 여타 주요국의 공통점
및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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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통점
o 금융시장 개방 등 금융국제화를 도모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의 가격기능을 활성화할 필요성 증대
o 장기적인 계획하에 점진적으로 추진
― 국가별로 금리자유화의 시작에서 완결까지 소요된 기간은 영국 10년
(1971∼ 81), 한국 16년(1988 ∼ 2004), 미국 16년(1970 ∼ 86), 일본 17년(1977
∼ 94)이 걸렸으며 중국은 1996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17년 동안
추진
― 이에 반해 남미 등지에서는 급속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으로 실패를
경험*
* 아르헨티나는 1975∼77년의 기간중 단기간에 금리자유화를 실시하였으나 초과
자금수요가 존재한 상황에서 예금금리 급등과 물가상승 및 외자유입 급증 등
의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칠레도 1973∼79년중 유사한
사례로 금리자유화에 실패

o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하여 여신금리 및 장기금리가 우선 자유화
되고 수신금리 및 단기금리는 순차적으로 자유화하는 수순으로 진행
o 금리자유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과도한 금리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 성격의 우대금리(prime rate)제도를 도입(한국, 1988.12월)하는 등
금융시장의 기초 금리시스템을 마련
― 중국인민은행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기준금리 성격의 대출우대금리
(贷款基础利率; Loan Prime Rate; LPR)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이 이를 기준
으로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2013.10월)
② 차이점
o 금리자유화를 오래 전에 완료한 선진국들의 경우 자금의 초과수요가
진정되고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낸 이후 금리자유화를 추진한 반
면, 현재 중국은 자금의 초과수요가 여전한 데다 시장금리의 변동성도
큰 상황
o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경제시스템으로 인한 본원적인
제약을 갖고 있어 여타국보다는 신중하게 금리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
며 시간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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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제(公有制)를 기본으로 하는 소유시스템 및 국가의 거시적 통제로
인해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파생되는 제약이 존재
o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서 금리경로(interest rate channel)보다는 신용경로
(credibility channel)가 상대적으로 잘 작동하는 중국에서는 완전한 금리자
유화를 위한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중국은 통화량 관리에 중점*을 두는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
국인민은행은 도의적 권고(moral suasion), 창구지도(window guidance) 등
의 직접 통제수단을 빈번히 활용하는 등 간접경로를 통한 영향력은
여전히 미흡
* 매년 초에 M2증가율 목표를 발표

2. 금리자유화에 따른 기대 효과
( 금리 )
□ 단기금융시장 금리(Repo)가 예금금리 상한 수준을 밑돌던 경향이 2011년
이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변동성도 높아지면서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시장금리가 형성되는 추세
o Repo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기준금리*였던 과거에 비해 중국인
민은행의 공개시장조작정책이나 직접금융수단 등 여타 요인의 영향력
이 점차 증가
* Nathan Porter･TengTeng Xu(IMF, 2009)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예대금리와 시장금리 상관계수
대출-Repo

예금-Repo

2004년주) 이전

0.97

0.95

2004년 이후

0.38

0.67

0.00

0.07

2011년 이후

주 : Repo : 7일물, Shibor : 익일물
자료 : CEIC

주 : 예금금리 하한 및 대출금리 상한
폐지
자료 : CEIC, 자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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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완전 자유화될 경우 은행의 예금유치경쟁 및 금융
상품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은행의 예금금리 상승 및 대출금리가 하락
하고 금리의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o 자금의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하락으로 일시적인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압박이 가중될
우려
(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
□ 단기금융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자금시장에서의 가격기능도 강화
o 2001∼12년 기간중 콜시장과 RP시장은 각각 연평균 63% 및 53%의 높은
성장세 시현
단기금융시장

은행의 수익성 및 효율성

자료 : CEIC

자료 : CEIC

□ 금리자유화가 진전될 경우 대형 국유상업은행의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
으나 영세 금융기관의 영업 환경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
o 대형 국유상업은행은 선진금융기법 도입과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각
종 리스크 관리기법 및 상품 개발 등에 힘입어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
― 2011∼13년중 은행권의 수익대비 비용비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
나 비이자수입 비율은 상승하는 등 수익성이 완만하나마 개선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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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세금융기관의 경우 대형 국유상업은행과의 수신경쟁으로 리스크가
상승*하여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 잠재
* 중소형은행의 자금조달창구는 은행간 거래 및 자산관리상품(WMP)이 주종을 이루
고 있는데, 대부분 단기･고금리의 특징을 보이며 이렇게 조달한 자금이 장기투자
프로젝트에 대출되고 있어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리스크가 상당히 크며 외부
충격에 의한 도산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중앙재경영도소조 Fang Xinghai,
2013.11.22)

( 가계 )
□ 금리자유화 진전에 따라 예금금리가 상승할 경우 저축과 소비패턴이 바
뀌면서 소비 여력이 강화될 가능성
o 가계저축률이 1990년대 중반 19% 내외 수준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2년 현재 32%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주로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기인
실질예금금리 추이1)

소비와 저축 추이1)

주 : 1) 3기 이동평균
자료 : CEIC

주 : 1) 가처분소득중 비율
자료 : CEIC

GDP증가율 기여도

자료 : CEIC

― 경제발전에 따른 1인당소득 증가, 연금 및 의료보험제도 등의 사회
안전망 미흡,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부양율 상승, 자산가격 상
승, 미래소득의 불확실성 등에 기인하여 실질예금금리 하락에도 불
구하고 저축률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소비여력은 점차 약화되
는 모습
― 가계저축이 가계의 수익자산 혹은 투자수단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장
래 사회보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더 큰 편이며, 낮은 예금금리 수
준은 저축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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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향후 예금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가계저축에 대한 이자보상도 증대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확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 실질금리와 저축률간의 관계를 연구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
국의 가계저축률은 실질금리와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금리자유화로 예금금리가 상승하게 되
면 저축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소비여력이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
(Nabar, 2011)

― 가계는 교육, 혼인, 노후대비 등을 위해 일정 수준의 저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금리상승 이후에는 종전보다 낮은 저축률로도 목표 수준
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
o 이는 정부가 소비･내수를 기반으로 한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민간 주도의 경제구조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기업 )
□ 대형 국유상업은행들의 대출기피 대상이었던 민영･중소기업에 대한 신
용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이 공급되지 못하여 투자가 지연되었던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도 기대
기업규모별 대출 비중1)
(%)
2009(A)

2010

2011

2012(B)

B-A

대형기업

43.0

42.2

38.9

39.9

-3.1

중형기업

35.8

30.8

30.9

31.5

-4.3

소형기업

21.2

26.9

30.2

28.6

7.4

주 : 1) 제조업 연매출 기준 대형기업은 3억위안, 중형기업은 3,000만위안 이상
자료 : 중국인민은행

o 2009∼12년중 대형 및 중형 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하락한 반면 소형
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크게 상승
o 2011년 기준으로 보면, 중․소형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이 여전히 14
∼17%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금리자유화가 진전될 경우에는 중소기업
에 대한 지나친 담보요구 등의 금융관행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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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대출 형태1)
대형기업
신용대출
45.2
보증대출
23.9
담보대출
30.9
주 : 1) 2011년 말 기준

(%)

중형기업
소형기업
17.3
13.6
32.7
33.1
50.0
53.2
자료 : 중국금융연감(2012)

□ 장기적으로는 금리자유화의 진전으로 생산효율이 낮은 기업의 경우 자
금조달비용 상승으로 구조조정이 가속되는 한편, 생산효율은 높으나 자
금난을 겪었던 기업의 경우 다양한 융자경로 확보로 자금수요 해소 및
성장촉진이 가능
o 시장원리에 따른 자금배분은 국영기업에 집중된 자금배분구조 개선에
기여
o 단기적으로는 금리상승으로 인해 기업 및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이 상승
할 수 있어 투자 억제 및 성장세 둔화가 초래할 우려 제기
― 그러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소비기반을 확충하면서 중장기 경
제성장률 목표를 현재보다 낮추어 설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
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2014년 중국 정부의 목표 경제성장률은 7.0∼7.5%일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투
자은행들은 경제성장률이 금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4. 향후 과제
□ 중국의 금리자유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독체계 정비
및 예금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 대형 국유상업은행에 미칠 영
향 최소화 및 건전성 저하에 대비한 제반 대책 강구 등이 요망
( 제도적 보완 )
□ 금리자유화는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시스템에서 벗어나 시장이 주도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 감독체계의
정비 및 예금보험제도 도입 등이 선결과제라 하겠음
o 금리자유화가 금융기관간 예금유치 및 시장점유 확보 경쟁 등으로 인
한 신용팽창과 마진 축소 등을 초래함으로써 수익성 저하를 유발할 가
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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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현재 은행, 증권 및 보험으로 구분된 별도의 감독기구가 존재하고는
있으나, 기관간 공조가 원활하지 않고 업무 중복이나 사각지대의 존
재(예: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 통합 감독기구의 설치를 통해 개별 감독기관간 공조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논
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 국무원은 금융감독기관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중국인민은행 주도의 ｢금융감
독기관 연석회의(金融監管協調部際聯席會議)｣도입을 승인(2013.8.20일)한 바 있
으나 그 실효성은 의문시됨

o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도 긴요
―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금리자유화 추진 사례를 보면,
이들 국가는 금리자유화를 전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금융안정을 도모
― 중국인민은행은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한 예금보험시스템 도입을 발
표(2013.6월)한 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
해각서(MOU)를 체결(2013.10월)
o 금리자유화의 전제조건인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기관의 경영환경 조성
도 중요
― 금리자유화 추진이 경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금리자유화가 원활히 추진
될 여건을 조성(萬筌 등, 2012)
―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이 대상기업의 생산성 및 경영성과에 의거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경제구조 및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사회후생*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간여를 축소
* two-way(국영기업 및 민영기업) 경제체제 하에서 한계자본생산･이자율 결정
간의 괴리 및 금융자원 배분의 왜곡 발생으로 효율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대규
모 자금이 유입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할 가능성(娄姚荣,
2013.5월)

― 금리경로가 원활히 작동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가 적절
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금융시장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다양한 금
융상품 개발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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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국유상업은행에 미칠 파급영향 최소화 )
□ 금리자유화가 대형 국유상업은행 등에 미칠 파급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o 예대금리의 전면 자유화는 예금금리 상승과 대출금리 하락을 통한 예
대금리차 축소로 이어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 5대 국유상업은행의 수익성 및 시장지배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
되는 등 금리자유화의 조기 실시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
o 5대 국유상업은행(총자산 기준 시잠점유율 44.9%, 20102년)은 대출심사･리스
크 관리능력 미흡 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보장된 예대금
리차 수입을 통해 막대한 순이익(2012년 당기순이익 1,250억달러)을 기록
― 이들 은행의 이자수익은 전체 수익의 70∼83%를 차지(2012년)하고 있
어 예대금리차 축소는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o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금리자유화 전후의 예대금리차 축소폭은 당시의
물가수준, 환율, 재정･통화정책,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등에 따라 상이
하였으나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모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중국은행,
2013.11월)

― 일본(금리자유화 시기 1977∼94년)에서는 자유화를 전후해 예대금리차가
계속 축소(350bp → 200bp)된 반면, 영국(1971∼81년) 및 미국(1970∼86년)의
경우에는 예대금리차가 실시 초기에 일시 줄었다가 은행권의 대출
구조 조정, 적극적인 부채관리 등으로 이전보다 오히려 확대(각각
70bp → 200bp 및 30bp → 200bp)

― 중국에서도 예금금리 상한이 기준금리의 1.1배로 확대(2012.6월)된 이
후 예대금리차가 소폭 축소되는 가운데 순이자마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 상장은행의 예대금리차 및 순이자마진 변화
(%, %p)
예대금리차

순이자마진

2012년말 2013.6월말 하락폭

2012년말 2013.6월말 하락폭

대형 국유상업은행(5개)

4.14

3.87

-0.27

2.56

2.52

-0.04

주식제상업은행(8개)

4.45

4.15

-0.30

2.58

2.48

-0.10

도시·농촌상업은행(4개)

4.87

4.66

-0.21

2.80

2.64

-0.16

자료 : 중국은행(2013.11월)의 자료를 일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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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상당 수(66.7%)가
금리자유화로 예대금리차가 축소될 것이라고 응답
* 홍콩의 컨설팅기구인 Fung Global Institute에서 13개 대형 국유상업은행 및 주
식제은행, 6개 도시･농촌상업은행, 10개 외자은행 임원들을 인터뷰한 결과임. 기
타 사항으로는 사업 및 고객 구조조정(14.3%), 경쟁 및 금융혁신 증가(4.8%) 등
으로 응답(Bank Readiness for Interest Rate Liberalization in China, 2013.5월)

o 다만 중국의 경우 5대 국유상업은행은 산업집중도가 높은 데다 충분한
경쟁력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예대금리차 축소
폭 및 순이자마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한편 금리자유화 과정에서 대형 국유기업들이 거래은행의 대출금리
하향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따른 마진 축소가 중소기
업에 전가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출금리의 마진 전이 및 양분화 현상이 심화
될 소지
* 2013.9월말 현재 금융기관 대출중 기준금리를 초과하는 비중은 66.0%에 달함
(중국인민은행, 2013.3/4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

대형상업은행의 이자･비이자수익(2012)

자료 : 각 은행 2012 연차보고서

예금･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

자료 : 중국인민은행

( 은행 건전성 유의 )
□ 금리자유화에 따라 금리는 시장수급, 정치상황, 국제금융시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성이 확대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o 금리자유화에 따른 은행간 경쟁심화로 예금금리 상승 및 대출금리가
하락한다고 가정하고 17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0.31∼0.73%p 하락할 것으로 추정(중국인
민은행, 201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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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변동에 따른 중국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1)

조건
결과
주 :
자료 :

약한 스트레스
중간 스트레스
강한 스트레스
대출금리 0.2%p 하락
대출금리 0.3%p 하락
대출금리 0.4%p 하락
예금금리 0.1%p 상승
예금금리 0.2%p 상승
예금금리 0.3%p 상승
자기자본비율 0.31%p 하락 자기자본비율 0.52%p 하락 자기자본비율 0.73%p 하락
1) 대형 국유상업은행 5개와 주식제 상업은행 12개 등 총 17개 은행의 2012년말
기준. 이들 17개 은행은 전체 은행 총자산의 63%, 순이익의 67%를 차지
중국인민은행 ‘2013 중국금융안정보고서’(2013.6월)

― 이러한 결과는 2012년말 은행권 전체의 자기자본비율이 13.25%임을
감안할 때 그리 큰 충격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떨어지는
여타 중소은행들*의 경우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부실채권비율의 경우 대형 국유상업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이 각각 0.99% 및
0.72%인데 반해, 소규모 농촌상업은행(전국 337개, 전체 은행 총자산의 5%)은 2
배에 가까운 1.76%를 기록중(2012년말 기준)

o 한편 금리자유화 과정에서의 경쟁 심화로 초래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문제*도 선진적 금융감시체제를 갖추지 못한 중국 금융감독
당국과 비이자 수익 창출 능력이 미흡한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대비해
야 할 과제로 지적
* 예금･대출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금융회사가 신용불량 차입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거나(도덕적 해이) 예금자보호･차입자 감시비용의 증가를 의도적
으로 회피하게(역선택)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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