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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경사무소

양회(两会)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 중국정부는 금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되 고용안정, 과학
기술혁신 강화, 시장주체 활력 제고, 대외개방 확대, 거시레버리지 축소
등 경제안정과 질적성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할 계획*
* 2021년 경제정책 방향(3.5일), 리커창(李克强) 총리 전인대 기자회견(3.11일) 등 참고

1. 중국경제 주요 정책 방향
[ 경제성장 목표 : 6% 이상 ]
□ 중국정부는 양회에서 금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하되,
양적성장보다는 고질량(高質量) 발전,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향후 경제발전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
ㅇ 리커창 총리는 성장목표가 시장 예상(8% 내외)을 하회하지만 세계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중국경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6% 성장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
2021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IMF
8.1

OECD
7.8

세계은행
7.9

글로벌IB
8.5

블룸버그
8.5

― 현재 6% 성장은 약 6조위안(2020년 명목 GDP, 101.6조위안 기준)의
GDP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13․5 시기(2016~20년)에 8% 성장해야
달성 가능한 수준임
― 실제 성장률이 6%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 이후의 성장목표
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타당한 목표일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 제고 및 지속가능 발전의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임
* 일시적으로 빨리 걸으면 안정적으로 오래갈 수 없으며, 안정적으로 순조
롭게 걸어야 비로소 힘차게 걸을 수 있음(一时走得快不一定走得稳，只有
走得稳才能走得有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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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 ]
□ 중국정부는 금년 경제정책 수립시에도 고용을 최우선 과제(天大的事)로
정하였으며, 신규 도시고용 창출 목표를 1,100만명 이상으로 전년(900만명)
보다 높게 책정하고 정책 역량을 이에 집중할 계획*
* 리커창 총리는 성장목표를 정하지 않은 지난해에도 고용목표는 설정했다고 상기하
면서 고용은 민생의 근본이자 발전의 기반이며, 또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라고 강조
(就业是民生之本，是发展之基，也是财富创造的源头活水)

ㅇ 금년 역대 최대인 대졸자 909만명을 포함하여 약 1,400만명의 도시노동자
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고용 확대가 긴요
ㅇ 중국정부는 시장주체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금 및 금융지원, 공상보험료율 인하, 실업보험
환급 확대 등 고용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
―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최근 성장 속도가 빠른 온라인 쇼핑, 택배
등을 통한 고용 확대도 지원

[ 과학기술혁신 강화 ]
□ 과학기술역량 및 기술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과학기술 연구를 크게
확충하는 가운데 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적 지원
ㅇ 중국은 연구개발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을 뿐만 아
니라 특히 기초연구가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15~25%)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임
ㅇ 14․5 기간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금 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다른 국가와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
할 방침
― 연구개발투자를 연평균 7% 이상 늘려가는 동시에 국가혁신시스템
의 개선을 통해 전략기술역량 확충을 가속화할 것임
― 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175% 비용공제 정책을 지속하고, 특히 제조업
의 경우 금년부터 공제비율을 200%로 상향하여 세제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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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주체 활력 제고 ]
□ 시장경제주체가 코로나19 위기와 대외충격에서 벗어나 경제활력을 제고
*

(市场主体青山常在 中国经济生机盎然)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
*‘시장경제주체가 중국경제의 푸른 산(青山)이자 중국경제 활력의 원천’이라는 뜻
으로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 이어 양회 기자회견에서도 그 의미와 맥락
을 보다 자세히 재차 언급

ㅇ 시장이 자원배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참가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진입규제 완화 등 정부역할의 간소화,
권한 이양(放管服) 등을 추진
― 아울러 에너지․교통․통신 등 기초인프라부문 개혁을 통한 서비스효율
제고 및 비용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인터넷 및 전용선 비용 10%
인하, 민영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추진
ㅇ 한편 민생과 직결된 교육, 의료, 양로부문의 개혁을 통해 양질의 교육
과 안정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
― 교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민공 자녀에게도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의 질과 양을 확충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14･5기간 노동연령인구의 평균교육연수(현재 10.8년)를 11.3년으로 확대
― 인구노령화에 대비하여 법정정년(현재 남성 60세, 여성 50~55세)을 점진적
으로 연장하고 다단계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여 기본양로보험 커버
리지를 현재 91%에서 95%까지 확대

[ 대외개방 확대 ]
□ 14․5 계획의 핵심인 국내․국제 쌍순환(双循环) 성장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과의 연계성 강화가 긴요한 만큼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한 상호 시장확대와 함께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
개방 확대, 환율제도 개혁 및 위안화 국제화 등 금융측면의 개혁․개방
과제도 꾸준히 추진
ㅇ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적으로 고려
ㅇ 중국은 소비․투자 등 내수시장을 확대하면서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중국
을 외국인 투자의 주요 목적지이자 세계의 큰 시장으로 만들고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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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레버리지 축소 등 금융안정]
□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등으로
거시레버리지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부채문제가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로 부각됨에 따라 양회기간중 부채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ㅇ 거시레버리지 비율은 2019년말 246.5%(가계․기업․정부부채/명목GDP)에서
2020년말 270.1%로 대폭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
ㅇ 2020년말 중국의 정부부채(46.6억위안 : 지방 25.7억위안, 중앙 20.9억위안)는 GDP
대비 45.8%로 일반적인 경고수준(60%)보다 낮은 수준이나, 통계에 포함
되지 않은 숨겨진 부채를 감안하면 실제 부채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우려

→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지방채무, 국유기업 채권부도 위험 등을 중국경제
의 주요 리스크로 지목하였으며, 주요 언론(SCMP 등)도 부채문제가 중국
경제의 회색코뿔소(gray rhino)가 아닌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
□ 이에 중국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를 3.2%로 전년(3.6%)보다
낮게 정하고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도 3.65조위안으로 전년
*

(3.75조위안)보다 축소하는 등 부채감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 장샤오징(张晓晶)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장은 지방정부, 국영기업, 금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부채의존형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발언

ㅇ 양회기간 전인대는 일부 지방정부에 맹목적인 인프라 투자를 중단하
도록 경고하였으며, 중국재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및 재정 데이터 모니
터링 등을 위한 국가 플랫폼 구축을 준비중에 있음
ㅇ 아울러 약한 고리인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출(一减)을 줄여 시장주체에 대한 직접지원 범위를 확대
(一增)하고 금융기관의 이윤양보를 통하여 중소영세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을 경감(一稳中有降)하는 등 리스크 완화에 노력
□ 한편 리커창 총리는 최근의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와 관련하여
시장경제주체의 혁신은 공정한 경쟁과 규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금융지주 및 핀테크 감독강화 등을 통한 공정성 확립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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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 전문가들은 2021년이 14․5 계획(2021~25년)의 원년이자 2035년까지의 장기발전
과제 추진의 첫해인 만큼 중국경제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내수확대, 세계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연간 8% 내외의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평가
ㅇ 특히 중국정부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지목한 고용안정은 소득향상, 내수
확대 등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성장에 관건이라고 분석

⇒ 통화정책은 일부 시장의 우려와 달리 급격한 긴축 전환 없이*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원에 주안점을 두면서 보다 유연(灵活精准)하고 합리적(合理适度)
으로 운영하되, 자산가격 상승 및 부채문제 등을 감안하여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할 것으로 전망
*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 양적완화정책(大水漫灌)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금년에도
통화정책의 급격한 회전(急转弯)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

ㅇ 당분간 재정정책은 14․5 계획 초에 다소의 재정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확장적 기조는 유지할 것이나, 경제 회복속도 등을 감안하여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은 점차 줄여나가면서 세금감면, 비용인하 등을 통해 경제
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
<참고>

2021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목표
2019년

2020년

2021년 목표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경제성장률

6~6.5%

6.0%

미제시

2.3%

6% 이상

CPI상승률

3% 내외

2.9%

3.5% 내외

2.5%

3.0% 내외

도시신규취업자수

1,100만명
이상

1,352만명

900만명
이상

1,186만명

1,100만명 이상

도시조사실업률

5.5% 내외

5.20%

6% 내외

5.20%

5.5% 내외

도시등록실업률

4.5% 이하

3.62%

5.5% 내외

4.24%

-

무역증가율

안정속
질적개선

-0.96%

1.49%

M2증가율

-

8.7%

사회융자총액증가율

-

10.69%

안정‧질적개선,
국제수지 균형
전년보다
높은 수준
전년보다
높은 수준

안정‧질적 개선,
국제수지 균형
명목GDP
성장률 수준
명목GDP
성장률 수준

10.1%
13.30%

재정적자율

2.8%

3.6% 이상

3.2% 내외

에너지 소비

-

-

단위GDP대비
3% 감축

식량생산

-

-

6.5억톤 이상

자료 : 국무원 정부업무보고,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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