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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중국의 부상과 국내정치적 취약성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개발이 낳은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

해 있으며, 이에 따른 대중 시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

다. 이 논문은 산업정책과 환경문제 간의 충돌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서, 파라자일렌(Para-Xylene, PX)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시위들을 사례로 삼아 

환경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정책의 집행과정에 중국 시민들의 집단행

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 논문은 먼저 2007년 이후 지난 10

여 년간 PX 프로젝트 반대시위가 일어난 9개의 사례들을 간략히 리뷰하고, 샤먼

과 닝보의 성공사례를 집중 분석한다. 성공사례에서 드러나는 흥미로운 사실은,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시 중산층과 지식

인들의 조직화된 참여가 이루어지는 한편, 환경이라는 표면적 이슈 아래 주요 행

위자들의 경제적인 이익의 충돌이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변수로 작용했다는 점이

다. 환경문제는 중국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주요 산업정책의 

집행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으로 부상했다. 이 논문의 사례들은 이러

한 집단행동이 다양한 경제적 이익과 결합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하의 정책 집행과정에서도 시민의 참여와 집단행동이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는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China is now facing a va-

riety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mass protests against 

industrial policies with potential environmental hazards. By focusing 

on a series of protests against para-xylene(PX) projects, this paper 

attempts to illuminate how citizens’ collective action can affect im-

portant industrial policy implementation in China. After a brief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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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중국의 정책과정

of nine cases of anti-PX protests since 2007, this paper analyzes two 

success cases in Xiamen and Ningbo. This paper finds that, while 

urban middle class and intellectuals’ active particitation in protests 

utilizing internet and SMS plays an important role in both cases, the 

conflict of economic interests among key actors seems to have had 

a more decisive impact on the outcomes. It is too hasty to general-

ize these findings as signs of the rising civil society or the widening 

openness and fragility in China’s policy process. However, this paper 

shows that the environmental issue has become a critical area where 

citizens’ collective actions can influence industrial policies, and sug-

gests that citizens’ participation combined with economic interests 

could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policy making and imple-

mentation process even in authoritarian China.

keywords 중국 China, 정책과정 policy process, 시민참여 citizens’ participation, 

시위 protest, 환경문제 environmental issues, 파라자일렌 para-xylene(PX), 산업정

책 industr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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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중국의 부상과 국내정치적 취약성 

I  서론 

70년대말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온 중국

은 현재 환경오염이라는 커다란 부작용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환

경오염문제는 이미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

준에 이르렀으며, 많은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오늘날 중국에서 발생하는 시위(군체성사건)의 가장 중요한 원

인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어 그 파장이 지대하다. 특히 환경문제는 

지역과 계층을 초월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산층과 지식인의 

관심과 참여가 큰 영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중국에서 환경관련 시위는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 1996년 

이후 연평균 29%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012년에만 연 8만여 건의 

환경관련 시위가 발생했다. 특히 중화학공업과 관련된 폭발 및 오

염사건들이 빈발하면서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중화학공업 프로젝

트에 대한 대중적 논쟁과 반대시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로 지방정부의 산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논문은 지난 10여 년간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파라자일렌

(Para-Xylene, 이하 PX)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시위들을 사례로 삼

아,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정책의 집행과

정에서 중국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분

석한다. 함성섬유나 페트병 등의 기초 재료인 화학물질로 대체가 

불가능한 주요 산업물자인 PX 생산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산

업인 동시에, 지방정부에게는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산

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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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중국의 정책과정

생산 프로젝트는 환경에 대한 위해성 논란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

을 겪어왔다. 무엇보다 큰 장애는 PX 공장 건설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대이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 전역에서는 일련의 PX 프로젝트 

반대시위가 일어났다. 2007년 샤먼(厦门)에서 발생한 PX 프로젝트 

반대시위를 시작으로, 2008년 장저우(漳州)와 청두(成都), 2011년 

다롄(大连), 2012년 닝보(宁波), 2013년 쿤밍(昆明), 2014년 마오

밍(茂名), 2015년 상하이(上海), 2016년 룽커우(龙口) 등에서 적게

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만 명이 참여하는 반대시위가 발생한 것이

다. 이 중 샤먼과 닝보의 경우 시민들의 반대시위가 성공적으로 프

로젝트 철회를 가져왔다는 점이 시사하듯, 시민들의 반대와 집단

행동은 중국 PX 산업정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시위는 어떠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PX 프로젝트처럼 환경문제와 전략적, 경제적으

로 중요한 국가 산업정책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경우 그 정책의 집

행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는가. 소수의 

PX 반대시위 성공사례들은 권위주의 정권하의 중국에서도, 적어

도 환경문제와 같이 비정치적인 이슈영역에서는, 시민들의 집단행

동이 지방정부의 주요정책 집행과정에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가. 더 나아가 중국 공산당 정권이 특정 이슈

영역에서는 여론과 시민의 요구에 보다 취약해지고 있고, 정책집

행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영향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인

가. 달리 말하면, 환경시위의 확산과 성공사례들은 중국 국내정치

에 있어서 공산당 정권의 정책결과에 대한 통제력이 완화 또는 약

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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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지난 10여 년간 중국

에서 발생한 PX 프로젝트 관련한 논란 및 시위에 대해 접근 가능

한 자료들을 매우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시

위에 대한 연구는 그 정치적, 학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제의 

민감성으로 인해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파편적이라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 이 논문은 PX 반대시위라는 특정 이슈에 집중하여 관

련 시위들에 대해 중국 국내외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조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동시

에 현지 인터뷰를 통해 보강함으로써, 기존연구에서 잘 드러나 있

지 않은 중국 환경시위의 양상과 전개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이

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먼저 2007년 이후 발생한 9개의 

PX 프로젝트 반대시위 사례들을 간략히 리뷰하면서 시민들의 반

대여론이 조직화되고 반대시위로 표출되는 과정과 그 결과들을 살

펴보고, 이후 샤먼과 닝보의 성공사례를 집중분석하면서 위 질문

들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이 논문이 분석하는 사례들의 시사점은 아직 잠정적이다. 우

선 환경이라는 특정 문제영역에서 중국의 대중들이 조직화되어 대

규모 시위 등의 집단행동을 통해 정책집행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단초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특히 중산층과 지식인들이 인터넷, 소셜 네트워킹 서비

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

여 시위참여와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이를 중국 정책결정과정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해석

하거나, 더 나아가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관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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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기에는 때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X 프로젝트 반대시위

의 성공사례들은,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중의 

조직화된 집단행동이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집행과정에서 결정적

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행동이 다양한 경제적 이익과 결합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도 주요 산업정책 집행과정에 대한 국

가 통제력을 약화 또는 완화시키면서 시민의 참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II  중국의 환경문제와 환경시위의 양상 

1. 중국의 환경문제 

지난 30여 년간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을 추진한 결과, 중국은 지금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미국을 추월하

고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으며, 2014년 현재 전 세

계 온실가스의 27%를 배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의 많은 도시들이 WHO 권고량의 2-5배에 달하는 이산화황을 배

출하고 있으며 이산화황 오염에 의한 산성비는 중국 전체 국토의 

30%에 내리고 있다. 대도시의 이산화질소 배출량도 급증하여, 베

이징에서 호흡하는 것은 하루 2갑의 담배를 태우는 것과 같은 효

과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1월 베이징의 공기오염이 

극에 달했을 때는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1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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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터당 5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여 무려 정부 안전수치의 20

배,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의 40배를 넘었다. 2015년 11월 9

일 랴오닝(辽宁)성 선양(沈阳)의 PM 2.5 농도는 1000㎍/㎥ 안팎에 

도달했고 일부 지역은 1400㎍/㎥를 돌파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24시간 평균 25㎍/㎥)의 56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

치이다. 2015년 12월에는 베이징에 최초로 오염 적색경보가 내려

져 학교와 공장을 닫고 교통을 통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질오

염도 심각한 상황인데, 전국 강과 호수의 70% 이상이 심각하게 오

염된 상태로, 중국 북부의 강들은 심지어 관개수로도 적합하지 않

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4년에는 주요 도시 60% 이상에서 

공급된 지하수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으로 분류되었으며 4분의 1 

이상의 주요 강은 “인간의 접촉에 부적합함”으로 분류되었다(ISN 

2016). 

그림 1. 주요 이슈들의 심각도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 

출처: “Corruption, Pollution, Inequality Are Top Concerns in China,” Pew Research Center, 2015.09.24. 

http://www.pewglobal.org/2015/09/24/corruption-pollution-inequality-are-top-concerns-in-china/ 

매우 큰 문제 다소 큰 문제 합계

공직자부패

공기오염

수질오염

빈부격차

범죄

물가상승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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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오염은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미국 UC버

클리 대학의 물리학자들이 2015년 7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

르면 매년 160만 명의 중국인이 심각한 공해에서 비롯된 심장마

비와 폐암, 천식, 뇌졸중 등으로 사망하는데, 이는 하루 4000여 명

이 공해로 사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중국

이 지불하는 경제적 비용도 GNI의 3-10%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

된다. 중국 환경부는 2010년 기준으로 오염이 초래하는 비용이 1

조 5천억 위안(2270억 달러), GDP의 3.5% 정도라고 예측했다(ISN 

2016). 이러한 경제적 비용은 2004년 비용의 3배에 이른다는 점에

서 환경문제로 인한 비용이 얼마나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지 드러

난다(The New York Times 2013). 

주목할 만한 사실은 환경오염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오염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수준

에 이르면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급속히 증가하

고 정치적 불만 또한 야기하면서 중국 내 시위(군체성사건)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공기오염과 수질오염은 중국인들에게 부

패 다음으로 중요한 관심사이다(Pew Research Center 2015). <그

림 1>은 중국인들에게 주요 이슈들의 심각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3,649명의 답변을 보여준다. 응답자들 중 공기오염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사람은 피조사자의 35%를 차지했고, 수질오염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사람도 34%였다. 환경오염을 공기

오염과 수질오염으로 나누어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4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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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가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공적 부패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

이며, 빈부격차나 물가상승 그리고 식품안전 등의 문제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

한 일반의 인식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 환경시위의 양상 

11차 5개년 계획 기간(2006년-2010년) 동안 환경문제에 관련한 민

원 신청서(环境信访)는 30여만 건에 달했다(南方周末 2012). 하지

만 지방정부의 이익을 고려한 지방법원이 대부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의 입안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해결된 환경 분

쟁은 1% 미만이다(新京报 2012a). 이처럼 급속히 환경문제가 악화

되고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해

결이 미비한 상황에서, 환경 관련 시위는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

고 또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민정부(民政部)에 따

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8만 여 건의 환경 관련 시위가 발생했다

(Morton 2014).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은 사회 정세에 대

한 분석과 예측을 담아 매년 사회청서를 출간하는데, 2012년 출간

된 『2013년 사회청서(2013年社会蓝皮书)』는 환경 이슈와 관련한 

군체성사건이 노사분쟁으로 인한 군체성사건과 함께 2012년 총 

군체성사건 수의 3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시위의 증가속도이다. 『2013년 사회청

서』는 2012년 10월 26일에 중국환경과학학회 부이사장인 Yang 

Zhaofei(杨朝飞)가 전국인민대표대회특강(全国人大专题讲座)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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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표를 인용하여, 환경 관련 시위가 1996년 이후 연평균 29% 

증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陆学艺, 李培林 & 陈光金 2012). 그리

고 『2014년 사회청서』에 따르면, 2013년에는 전체 민원 수, 군체

성사건 발생 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상황임에도, 환경 관련 민원

과 군체성사건의 발생 수는 유달리 급속하게 증가했다(张翼, 李培林 

& 陈光金 2013). 중국 군체성사건을 수집하고 정리한 플랫폼인 ‘비

신문(非新闻, Non-News)’의 설립자인 Lu Yuyu(卢昱宇)에 따르면, 

환경 시위는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 또한 급속

히 확대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발달한 대도시부터 낙후된 산

골까지, 각 성(省)마다 환경 관련 시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

다(Duggan 2015). 

주목할 만한 점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환경 관련 시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오염성과 위험성이 높은 중공업 프로젝

트에 반대하는 시위라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 당보(党报)인 『광명

일보(光明日报)』의 인터넷판(光明网)은 Yang Zhaofei의 10월 26

일 발표를 인용, “2005년 이후, 환경부가 직접 처리한 환경 사건은 

927건, 중대·특대 사건(重特大事件)은 72건이었으며, 그 중 2011

년에 발생된 중대 사건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0% 증가했고, 

특히, 중금속 및 위험화학품으로 인한 환경 사건은 발생률이 높은 

형세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光明网 2012). 

실제 2015년 한 해의 사례만 보아도, 중화학공업 관련 폭발 

사고의 빈발성과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2015년 1월 31일에 산

동성 린이시(山东省临沂市) 코크스화학공장 폭발로 인해 7명이 사

망했고(新浪新闻 2015b), 4월 6일에는 푸젠성 장저우시(福建省漳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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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구레이(古雷) 파라자일렌 공장에 2013년 7월에 이은 제2차 폭

발이 발생하여 15명이 부상하고 3만 명의 촌민들이 부득이 거처를 

이전하였다(财新周刊 2015). 4월 21일에는 장쑤성 난징시(江苏省南

京市) 양쯔(扬子) 석유화학공장에 2014년 6월에 이은 제2차 폭발

이 발생, 1명이 입원하였으며(新浪新闻 2015a), 8월 12일에는 톈진

항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소방관을 포함하여 최소 50명이 사망했

고 701명이 부상하였다(The New York Times 2015). 8월 31일에는 

산동성 빈위안(滨源) 석유화학공장 폭발로 13명이 사망했고 25명

이 입원하였다(中国新闻网 2015b). 

중화학공업 관련 시위참여도가 높아진 것은, 이처럼 중금속 

및 위험 화학물질 폭발사건들이 빈발하면서, 시민들의 중화학공업 

안전성에 대한 회의가 심화되고 정부의 관리 감독 능력에 대한 신

뢰가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吴强 2015). 2012년 

쓰촨성 스팡시(四川省什邡市)의 합금공장 설립 반대시위,1 장쑤성 

치둥시(江苏省启东市)의 폐수배출관 건설 반대시위,2 2015년 광둥

성 루펑시(广东省陆丰市)의 핵발전소 건설 반대시위,3 그리고 2016

1　 2012년 7월 1-2일에 쓰촨성 스팡시 만여 명의 주민들은 몰리브덴·구리 합금공

장 설립에 대한 반대시위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시위대가 진압경찰과 대치하면

서 폭력 시위로 전환했다. 결국 경찰은 시위대에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대응

에 나셨고 스팡시 정부는 시위에 굴복해 총 투자액이 104억 위안에 이르는 시 최

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포기했다(미디어 오늘 2012).

2　 2012년 7월 28일에 장쑤성 치둥시의 수만 명 시민들은 해안 환경오염을 이유로 

일본 제지업체의 공장폐수 처리 설비 건설에 항의하기 위한 강력한 반대시위를 

벌었다. 시위 당일, 치둥시 정부는 폐수배출관 건설 계획을 포기했다고 공고했다

(뉴시스 2012; 연합뉴스 2012).

3　 광둥성 루펑시에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활동은 2005년의 토지수용으로부

터 시작되었다. 2015년 9월 12일 새벽에 지방정부는 약 2,000명의 경찰을 출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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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장쑤성 롄윈강시(江苏省连云港市)의 핵폐기물 재처리시설 건립 

반대시위4 등 일련의 중공업 프로젝트 반대 시위들은 모두 이러한 

특징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실제로 이러한 시위

들이 지방정부의 산업정책에 변화를 야기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시민들이 환경 시위를 통해 잠재적으로 환경문제

를 야기할 수 있는 정부 중화학공업 건설 프로젝트에 여론의 압력

을 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요한 중화학 산업정책이 시민들

의 이익과 날카롭게 맞서는 양상이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일

보(人民日报)』는 2012년 7월 30일의 보도에서 ‘환경민감기의 새로

운 테스트(环境敏感期的新考题)’라는 표현을 통해 중화학 산업의 발

전과 환경오염을 우려한 시민의 저항 사이에 처한 정부의 딜레마

를 설명했다(人民日报 2012). 그 빈도와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 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변수로 대두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중화

학 산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들은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켜 19명의 촌민들을 체포했다. 당일 약 백 명의 촌민들이 다시 반대시위를 벌였으

나 진압당했다. 보도일(2015년 9월 14일) 현재 약 100명 촌민들이 구류를 받고 

있었다(人民报 2015).

4　 중국과 프랑스가 합자한 핵폐기물 재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 장

쑤성 롄윈강 시민들은 2016년 8월 6일부터 3일간 시위를 벌였다. 결국 롄윈강시 

정부는 프로젝트를 중지한다고 선포했다. 비슷한 핵폐기물 재처리시설 건립 반대

시위는 2013년에 광둥성 장먼시(广东省江门市)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었다(BBC 

中文网 2016).

세계정치27_책01.indb   153 2017-12-11   오후 5:39:54



154 중국의 부상과 국내정치적 취약성 

III  중국의 PX 프로젝트 반대시위의 전개 

1. 사례선택: PX산업 

본 논문은 중화학 산업 중에 파라자일렌산업을 사례로 삼아 그에 

대한 반대시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 시위를 야

기하는 다양한 중화학 산업들 중 PX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PX산업이 국가산업발전에 가지는 중요성 때문이다. PX

는 벤젠에 기반한 화학물질로, 합성섬유나 페트병 등의 기초 재료

가 되는 중요한 공업 원료이다(财新周刊 2011). 한 국유 석유화학

기업의 건강, 식품 및 환경관리 시스템 책임자가 재경망(财经网)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핵심적인 산업자원인 석유는 만약 무역

을 중단한다고 해도 국내에도 상당한 생산량과 보유량이 있지만, 

PX는 산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업 원료일 뿐만 아

니라 대체불가하기 때문에 석유보다 더 중요한 전략물자라고 말할 

수 있다(财经网 2015). 즉 PX 생산은 한 나라의 화학공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10년 이후 세계 최대의 PX 소비국이 된 중국의 

PX 소비는 세계 PX 소비량의 32%에 달한다(FT中文网 2013). 하지

만 2000년부터 PX 부족이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

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PX 부족분은 600만 톤에 이르렀

고 수입의존도는 44.1%에 달했다(南方周末 2013; 新浪科技 2015). 

그 결과 중국 석유화학공업 발전이 기초 원료를 가진 외국 기업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环球时报 2015)는 점에서 PX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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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발전은 중요한 국가과제이다. 

둘째, PX산업은 그 발전전망이 상당히 밝다는 점에서 지방정

부에게 경제적 이익이 큰 사업이다. 현재 PX산업은 중국 제조업 

중에 생산 능력이 과잉되지 않은 소수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FT中

文网 2013). 중국국제공사자문회사의 석유화학공업처 처장인 Guo 

Chen(郭琛)은 2020년 중국의 PX 수요량을 1821만 톤으로 예측했

다. 이는 2010년의 수요량이었던 817만 톤 대비 1004만 톤이 증

가한 양으로, 향후 PX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PX산업은 기술과 자금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아서 석유화학 산업 중 접근이 비교적 쉬운 동시에, 거액의 이윤

도 가져올 수 있다(财新周刊 2011). 즉 PX산업은 매우 시급한 국가

과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

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강한 동기를 가

지고 있는 사업이다. 

셋째,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PX 프로젝트는 환경문

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 PX에 환

경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은 2007년에 샤먼 대학교 교수인 Zhao 

Yufen(赵玉芬) 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위

원들이 제출한 제안에서 최초로 등장했다. 이 제안은 PX가 위험 

화학품이고 발암물질이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상

상조차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샤먼대의 또 다른 교수는 PX 

생산 과정에서 매년 약 600톤의 화학 물질이 누출되어 대기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화학 물질에 장시간 노출된다면 건강

에 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中国青年报 2007). 그 후 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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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극독성, 종양 및 환경오염 유발과 관련한 소문이 시민들에게 퍼

지면서 PX 프로젝트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했다. 한편 PX의 무해

성에 대한 주장도 적지 않았다. 중국 각급 정부의 홍보 책자, 『인민

일보』, 『환구시보』, 『신경보(新京报)』 등 신문 매체, “지디엔방탄(焦

点访谈)”(20140407期), “저우진커쉬에(走进科学)”(20150311期) 등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은 PX의 심각한 독성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PX가 그 독성은 경미하나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2013

년에 이어 2015년에 장저우(漳州)시 구레이(古雷) PX 공장이 폭발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PX에 대한 국가적 홍보는 그 설득력이 떨

어지고 시민들의 PX산업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증폭되게 된

다(中外对话 2015b). 중국에서 ‘PX 프로젝트’는 한때 민감한 단어

가 됐고 ‘PX 프로젝트’란 단어만 들어도 마치 알레르기가 생길 정

도로 PX산업정책의 실행을 반대한다는 의미의 ‘PX 프로젝트 알레

르기’란 사회현상까지 나타났다(新京报 2012b). 

즉, PX 사업은 그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이 큰 동시에 유해성

에 대한 논쟁도 첨예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반대시위는 국가 산업

정책에 대한 환경시위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다. 

2. PX 프로젝트 관련 시위의 전개와 결과 

PX 관련 산업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시위는 전국 곳곳에서 빈번하

게 발생해 왔다. 중국 국내외 신문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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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2007년에 샤먼(厦门)시에서 일어난 PX 프로젝트 반대시위를 

필두로 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에만 중국 전역에서 최소 13개의 

도시에서 PX 프로젝트가 시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였고, 그 중 9개 

도시에서 대규모 PX 반대시위가 일어났다. 2008년 장저우(漳州)

와 청두(成都), 2011년 다롄(大连), 2012년 닝보(宁波), 2013년 쿤

밍(昆明), 2014년 마오밍(茂名), 2015년 상하이(上海), 그리고 2016

년 룽커우(龙口)가 바로 이러한 사례들이다(그림 2). 

이 절에서는 이 9개 사례에서 반대시위의 전개양상을 간단히 

리뷰함으로써 중국에서 PX 반대시위가 어떻게 조직되고 어떤 결

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각 사례에 대한 간

그림 2. 중국 PX 반대시위 지도

출처: 『BBC中文网』, 『大紀元』, 『鳳凰週刊』, 『搜狐网』, 『新浪新闻』, 『星島日報』의 보도를 종합하였음.

랴오닝 다롄(辽宁大连)

2011년 8월 14일

산둥 룽커우(山东龙口)

2016년 5월 10일

상하이 진산(上海金山)

2015년 6월22~28일

저장 닝보(浙江宁波)

2012년 10월 26일~28일

푸젠 샤먼(福建厦门) 

2007년 6월 1일~2일

푸젠 장저우(福建漳州) 

2008년 2월 29일~3월 2일

광둥 마오밍(广东茂名) 

2014년 3월 30일~4월 3일

쓰촨 청두(四川成都) 

2008년 5월 4일

윈난 쿤밍(云南昆明) 

2013년 5월 4일 &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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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한 리뷰가 보여주듯, PX 프로젝트는 그 환경 위해성에 대한 논

란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논쟁과 시민들의 반대를 야기하고 있으

며, 그 결과 발생한 반대시위는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

래에서 살펴볼 9개 대규모 PX 반대시위들 중 시민들의 반대의사

가 실질적으로 관철된 사례는 단 2개, 즉 2007년 푸젠 샤먼 시위와 

2012년 저장 닝보 시위, 두 건에 불과하다. 

푸젠 샤먼(福建厦门)

푸젠성 샤먼시 하이창(海沧)구에 연간 80만 톤의 PX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계획은 2006년 7월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통과한 후, 같은 해 11월에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샤먼일보(厦门

日报)』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도입은 샤먼시에 약 108억 위안의 

산업 투자액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생산에 들어가면 공업 생

산액은 400억 위안 이상에 달할 것이며, 샤먼시에 수천 개의 일자

리를 창출할 것으로도 예측되었다(鳳凰週刊 2007). 이런 상황에서 

샤먼 PX 프로젝트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샤먼대학교 교수들의 주목을 받으면

서 운명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Zhao Yufen 등 샤먼대학 교수들이 

PX의 위험성에 대한 제안을 작성하고, 2007년 3월에 105명의 정

협 위원들이 제1호 제안(No.1 proposal)의 형식으로 중국인민정치

협상회의에 제출한 것이다(南方人物周刊 2008). 그 후, 샤먼 PX 프

로젝트에 관한 반대 여론은 주로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

산되기 시작했다. 2007년 5월 말부터는 PX의 위험성을 알리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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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위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가 샤먼 시민들 사이에 널리 퍼졌

고 샤먼시 정부는 PX 프로젝트의 일시중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新

华网 2007). 하지만 정부의 결정은 시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2007년 6월 1-2일 이틀 동안, 만여 명의 샤먼시민들은 ‘산책’이라

고 불리는 평화적인 PX 프로젝트 반대시위를 열었다. 

결국 시위가 발생한 지 6개월 후 샤먼시 정부는 지역 공청회

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수집하였고, 12월 15일에 열린 푸젠 성정

부 특별회의에서 샤먼 PX 프로젝트를 푸젠 장저우(漳州)시로 이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南方周末 2008). 샤먼 PX 반대시위는 중국 

최초로 발생한 PX 반대시위인 동시에, 공청회와 같은 민주적인 방

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방정부의 양보를 받아낸 최초의 환경 시

위 사례가 되었다. 이는 이후 발생한 PX 반대시위뿐만 아니라 중

국 환경운동의 본보기라고 말할 수 있다. 샤먼 시위에 대해서는 다

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푸젠 장저우(福建漳州)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푸젠성 샤먼시에서의 PX 반대시위의 결

과 샤먼시 PX 프로젝트는 푸젠성 장저우시 장푸현 구레이진(漳州

市漳浦县古雷镇)으로 이전이 결정되었다. 그 결과 2008년 2월 29일

부터, 구레이와 인접한 동산현 퉁링진(东山县铜陵镇)에서 수천 명

이 PX 프로젝트 이전 결정을 반대하는 거리 시위를 벌였다(阿波罗

新闻网 2008). 구레이진의 촌민들은 PX 프로젝트로 인해 높은 보상

금을 받는 반면 동산현에는 경제적인 이익이 없었음에도, 오히려 

PX 프로젝트로 인한 위험은 동산현이 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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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퉁링진의 어민, 수산가공 공장주와 일부 거주민들이 참여하

여 시작된 시위에서는(自由亚洲电台 2008a) 오토바이로 길을 막고 

경찰차를 때려 부수는 등 경찰과 폭력 충돌이 발생했다. 3월 1일에

는 동산현 정부소재지(县城)인 시푸진(西浦镇)에서 다시 시위가 일

어나 시위대가 현정부청사에 돌입, 시위자 한 명이 사망했다는 소

문이 돌았다. 3월 2일에 동산현에서 3차 시위가 일어났다(阿波罗新

闻网 2008). 그 후 시위는 동산현의 첸다이진(陈岱镇), 자오안현(诏

安县), 라오핑현(饶平县)으로 확장되었고, 총 수만 명의 시위대가 

폭력 시위에 참가했다(自由亚洲电台 2008b).

정작 PX 프로젝트가 입주한 구레이진에서의 양상은 다소 달

랐다. 토지수용 당시 정부는 “경제기술 개발구역”을 건설한다는 

명목하에 촌민들을 설득했다. PX 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알려

지지 않은 상황에서 촌민들은 경제기술 개발구역의 건설을 지지했

고, 토지 수용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더 높은 토지 배상

금을 받기 위해 몇 명의 촌민들이 길을 막아 체포를 당하는 등 소

규모의 충돌이 있었으나, 저자가 현지 촌민과 진행한 인터뷰에 따

르면 구레이에서는 PX 프로젝트에 대한 큰 반대시위는 일어나지 

않았다(저자 인터뷰 20151124). 결국 샤먼에서 PX 프로젝트를 이전

하겠다는 결정은 변경되지 않았고, 구레이 PX 프로젝트는 2009년 

5월 8일에 공사를 시작했다(腾讯财经 2015). 

쓰촨 청두(四川成都) 

쓰촨성 청두시에서 PX 프로젝트는 중국의 3대 국유석유회사 중 

하나인 페트로차이나(PetroChina, 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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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 “펑저우 석유화학(彭州石化) 프로젝트”의 일부로 추진되었

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에 공식적으로 청두시에서 40킬로미터 

떨어진 현급시(县级市)인 펑저우시를 입지로 선정하여(中国广播网 

2013; 東方日報 2015) 2013년에 조업을 시작, 연간 천만 톤의 정제

유와 80만 톤의 에틸렌과 60만 톤의 PX를 생산할 계획이었다(Fox 

News 2013; 新浪财经 2013). 청두시 정부는 펑저우 석유화학 프로

젝트가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십 억 위안에 달하는 생

산을 가능케 하여, 중국 서남지역 석유화학 산업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자랑했다(BBC中文网 2008; 新浪新闻 2008; 東方日報 

2015). 

그러나 청두 시민들의 의견은 달랐다. 2008년 5월 4일, 약 

200명의 청두 시민들이 펑저우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평

화적인 시위를 진행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끼고 청두 왕지앙 공

원(望江公园)부터 지우옌 다리(九眼桥)까지 2시간 동안 침묵 행진

을 함으로써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를 표현했다. 시위에 참여한 시

민들은 지방정부가 돈을 위해 청두 시민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시

내와 가까운 곳에 화학공장의 건설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5월 10

일에 청두시 공안국(公安局)은 기자회견을 소집하여 청두 PX 반대

시위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시위 조직자들이 행정 구류나 경고

를 받았다고 발표했다(新浪新闻 2008). 그러나 2008년 5월 원촨대

지진(汶川大地震)5이 발생하고 펑저우시가 심각한 지진피해를 입자 

5　 2008년 5월 12일에 쓰촨성 북서쪽에 있는 원촨현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8.0

의 큰 지진이다. 원촨대지진은 중국 건국 이후 파괴력이 가장 강한 지진으로 알려

져 있다(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8%EB%85%84_%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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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저우 석유화학 프로젝트는 일시 중지되었으며, 이후 재평가를 

받고 같은 해 11월에 프로젝트 건설이 재개되었다(搜狐财经 2013; 

東方日報 2015). 

2013년에 펑저우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생산에 들어가기 전, 

공장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대지진으로 인한 화학물질 누

출을 우려한 시민들의 논쟁이 다시 인터넷에서 시작되었다(BBC 中

文网 2013a). 2013년 4월 29일에 청두시위원회와 시정부는 법으로 

정한 정식검수를 받기 전에는 기업의 생산을 금지하고 검수과정 

또한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中国广播网 2013). 페트로차

이나 쓰촨석유화학유한공사도 공장 부지를 펑저우로 선정하는 것

은 과학적이고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연속 세 번 공개적인 성명

을 발표했고(人民网 2013), 환경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공장 가

동을 시작하지 않고, 가동을 시작한 후에도 환경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생산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했다(中国日报 2013). 하지만 

정부와 기업의 약속을 믿지 못한 시민들은 인터넷에서 5월 4일에 

있을 시위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시위 현장과 조

직자들을 강력히 통제하고, 시위 참여를 경고하는 공안국 공문을 

발급하며, 휴일인 5월 4일을 근무일로 정하는 등 일련의 예방 조치

를 취하면서 5월 4일에 예정되었던 반대시위는 성공하지 못했다

(BBC中文网 2013a; 大紀元 2013; National Public Radio 2013; South 

China Morning Post 2013). 이후 펑저우에서의 PX 생산은 계속 진

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B%90%EC%B4%A8_%EB%8C%80%EC%A7%80%EC%A7%84; 联合早报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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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다롄(辽宁大连) 

랴오닝성 다롄시 PX 프로젝트는 민영기업인 푸자그룹(福佳集团)

과 국유기업인 다화그룹(大化集团)이 합자한 푸자다화석유화공유

한공사(福佳大化石油化工有限公司, 이하 푸자다화)가 추진한 것으로, 

중국에서 민영기업이 지배주주인 최초의 PX 프로젝트이다. 연간 

45만 톤의 PX를 생산하는 푸자다화의 PX 프로젝트는 2005년 국

가발전개혁위원회의 증인을 받아 2007년 10월에 공장건설을 시작

했고 2009년 6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다(第一财经日报2011; 亞洲週刊 

2011; 三联生活周刊 2011).  

PX 공장 유독 물질의 노출에 대한 다롄 시민들의 우려는 2011

년 8월 8일에 태풍 무이파(Typhoon Muifa)로 인해 푸자다화 PX 

공장 부근 방파제가 무너지면서 촉발되었고, 푸자다화의 대응방식

으로 인해 시위로 격화되었다. 방파제가 붕괴된 후 현장을 보도하

려는 기자들은 푸자다화의 저지를 받았는데, 중앙텔레비전(中央电

视台)의 기자들은 PX 공장에서의 취재 중 구타를 당했다. 또한 8월 

9일에 중앙텔레비전에 방송 예정이었던 다롄 PX 프로젝트에 관한 

프로그램은 예고편이 방송된 후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른 프로

그램으로 대체되었다(亞洲週刊 2011). PX 공장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는 웨이보(微博), QQ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서 확산되었으며, 8월 14일에는 약 12,000명의 다롄 시민들이 PX 

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를 벌였다(Reuters 2011). 『대기

원시보(大紀元時報)』는 다롄 PX 반대시위가 89년 천안문 사태 이

후 중국 북부 대도시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권익옹호 사건이

라고 평가했다(大紀元 2011). 당일 오후 다롄시 정부는 PX 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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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하고 공장을 이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人民网 2011). 

하지만 PX 생산은 약 4개월 후에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2012

년 12월에 『신경보(新京报)』는 푸자다화의 PX 공장이 재가동된 지 

이미 1년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2011년 12월 7일에 다롄시 진저

우신구 관리위원회(金州新区管委会)가 다롄 세관에 보낸 공문에 따

르면 이러한 PX 생산 재개는 다롄시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나(新京

报 2012b), 이에 대해 다롄시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

다(The Guardian 2012). 다롄시 선전부와 인민망 등은 다롄 PX 프

로젝트의 이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The Guardian 

2012; 人民网 2012), 2017년 8월 현재 푸자그룹 홈페이지에는 다

롄 PX 프로젝트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福佳集团 

2017).

저장 닝보(浙江宁波) 

2007년에 중국의 3대 국유석유회사 중 하나인 시노펙(Sinopec, 中

国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과 저장성 정부는 닝보시 전하이(镇海)구

에서 연간 1500만 톤의 정유와 120만 톤의 에틸렌을 생산할 “전하

이정유화학 확장 및 통합 프로젝트(镇海炼化扩建一体化项目)”를 추

진할 것을 결정했다(三联生活周刊 2012). “12차 5개년 계획(十二五

规划, 2011-2015년)”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프로젝트의 일부가 바

로 연 100만 톤의 PX를 생산할 예정이었던 닝보 전하이 PX 프로

젝트였다(亞洲週刊 2012). 이때 시노펙 산하 전하이연화분공사(中

国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镇海炼化分公司, 이하 전하이연화)는 이미 전

하이에 연생산 65만 톤 규모의 PX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鳳凰週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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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2년 10월 22일에 전하이연화 공장 근처에 있는 일부 촌

민들은 토지수용 문제로 집단적으로 전하이 구정부에 집단민원(集

体上访)을 제기했다. 촌민들의 민원은 PX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

다는 점에서 닝보 시민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닝보 시민들은 

QQ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말에 시위에 참여할 것을 논의했다. 

10월 26일 금요일부터 전하이구에서는 폭력 시위가 일어났고, 당

일 밤에 51명의 시위자들이 구류되었다. 27일부터 시위는 닝보시 

도심과 시청으로 확산하여 수천 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시위대와 경찰 간의 폭력 충돌이 발생했다(鳳凰週刊 2012; 亞洲週刊 

2012; The New York Times 2012a; 现代金报 2012). 홍콩의 시사주

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에 따르면, 28일에 전하이구에서만 3만 

명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도심에서의 시위 참가자의 수는 이

보다 더 많았다(亞洲週刊 2012). 

결국, 10월 28일 저녁에 닝보시 정부 대변인은 PX 프로젝트

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으며, 전하이정유화학 확장 및 통합프로젝

트 초기 작업의 추진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现代金报 2012). 즉 닝

보는 샤먼 사례와 함께 시민들의 반대시위가 PX 프로젝트의 중단

을 낳은 또 다른 사례이다. 닝보 사례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샤

먼사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윈난 쿤밍(云南昆明) 

윈난성 쿤밍 PX 프로젝트는 대형 국유석유기업인 중국석유천연가

스공사(中国石油天然气集团公司, CNPC)가 쿤밍시의 현급시인 안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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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安宁市)에 연간 1000만 톤급 정유시설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

트의 일환이었다. 국유기업인 윈톈화 그룹(云天化集团)과 CNPC가 

연간 65만 톤의 PX와 100만 톤의 PTA를 생산하는 계획이 이 부

설 프로젝트에 포함되었다(南方都市报 2013). 전체 석유화학 프로

젝트는 1500억-2000억 위안의 생산을 창출하여 쿤밍시와 윈난성

의 GDP를 각각 50% 및 15% 향상시킬 것으로 예측되었다(财新网 

2013). 

하지만 2012년 연말부터 이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PX 프로젝

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쿤밍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

다. 공장의 소재지인 안닝시와 쿤밍시 도심과의 거리는 28킬로미

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PX 공장으로 인해 공기오염과 수자원 고갈

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BBC中文网 2013b; 财新网 2013; The 

Guardian 2013). 2013년 4월부터 쿤밍 시민들은 인터넷에서 PX 

반대시위를 조직하기 시작하였고(BBC中文网 2013b), 5월 4일에 

3000여 명이 안닝시에 정유 및 PX 공장을 건설하는 것에 반대하

며 ‘산책’의 형식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때 

대규모 경찰이 시위대를 포위했지만 폭력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

다(Reuters 2013; 财新网 2013; VOAChinese 2013). 5월 10일 쿤밍

시 정부, CNPC와 윈톈화 그룹이 기자회견을 소집했고, 쿤밍 시장

인 Li Wenrong(李文荣)은 부설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보고가 완성

된 후 민주적인 절차에 따를 것이며, “대부분의 군중들이 (PX 프로

젝트 실행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시정부는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것

이다”고 약속했다. 다른 한편, CNPC와 윈톈화 그룹의 CEO는 안

닝시 석유화학프로젝트에 PX 프로젝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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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BBC中文网 2013c; 中新网云南频道 2013). 하지만 시민들의 정

부와 기업에 대한 불신은 여전했다. 5월 16일에는 2000여 명의 쿤

밍 시민들이 다시 거리 시위를 벌였다(自由亚洲电台 2013). 

시위 당일 쿤밍 시장이 시위 현장에서 민중들에게 사과하면

서 민의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지만(VOAChinese 2013), PX 프

로젝트를 포함한 안닝석유화학프로젝트에 대해 여전히 명확한 처

리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5월 16일의 시위가 끝난 후에도 쿤밍

시 정부는 여전히 안닝석유화학프로젝트를 “백년에 한 번 올까 말

까한(百年难遇)” 발전 기회로 간주했고(中国经济网 2013), 시민들

이 PX 반대 슬로건을 작성하여 광고하거나 시위할 수 없도록 복사 

및 마스크 판매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고 흰티셔츠 판매를 금지

하는 등 일련의 시위 방지 조치를 시행, 『인민일보(人民日报)』, 『광

명망(光明网)』 등 주류매체를 포함한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腾讯新

闻 2013a; 2013b). 시위 발생 2년 후인 2015년에 실시한 『난방도

시보(南方都市报)』 기자의 조사에 따르면, 쿤밍시 정부와 기업들은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했

고 환경보호부의 승인 없이 안닝석화의 생산을 확대했다(南方都市

报 2015). 2017년 6월 현재 안닝시 석유화학프로젝트는 본격 가동 

직전 단계에 들어갔으나(21经济网 2017), PX를 생산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광둥 마오밍(广东茂名) 

연간 생산량 60만 톤에 달하는 광동성 마오밍시의 PX 프로젝트는 

마오밍시 정부와 국유기업인 시노펙마오밍석유화공공사(中石化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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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石油化工公司, 이하 마오밍석화)가 공동으로 출자한 것이다. 이 프

로젝트는 ‘12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12년 10월에 국가발

전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마오밍시 정부는 PX 프로젝트가 

생산이 들어간다면 연평균 6억 7천 4백만 위안의 세수와 2억 4백

만 위안의 재정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프로젝트는 

“남방의 석유도시(南方油城)”인 마오밍이 세계적인 석유화학 기지

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되는 주요 사업이었다(China Daily 

2014; 新京报电子报 2014).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마오밍시 정부는 2014

년 2월부터 선전을 준비했고, 3월 하순부터는 마오밍석화의 직원

뿐 아니라 마오밍 시내 일부 초중고교의 교직원과 학생들로 하여

금 PX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서명을 하게 했다. 하지만 PX 프로젝

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음성적으로 강요된 서명운동

은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과 반감을 초래했고, 인터넷에서는 마오

밍 PX 프로젝트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졌다. 마오밍시 정부는 영향

력 있는 네티즌들을 소집하여 PX 홍보회를 열었으나, 홍보회에 참

석한 네티즌들이 관료들의 답변에 불만을 표하면서 네티즌과 정부 

직원 간에 말다툼까지 발생했다. 이 회의는 오히려 네티즌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줬고 이후 마오밍 PX 반대시위의 예정 시간과 

장소가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졌다(新京报电子报 2014). 

2014년 3월 30일에는 결국 PX 반대시위가 일어났다. 수만 명

의 시위자들이 마오밍 시청 앞에 모여서 PX 프로젝트의 철회를 요

구했다. 시위자들은 대부분이 하층민이었고, 시위 중에 경찰과의 

폭력 충돌이 일어났다. 시위자들은 경찰차를 소각했고, 시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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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방의 경찰까지 동원하여 최루탄과 경찰봉 등으로 시위대를 진

압했다(大紀元 2014; Lee & Ho 2014). 3월 31일에 마오밍시 정부는 

PX 반대시위가 “엄중한 위법 행위”라고 경고했고, 당일 밤에 시정

부 대변인은 PX 프로젝트가 아직 홍보 단계에 있으며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정부는 민의에 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人

民网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지속되었고, 4월 1일에는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시(广州市), 4월 3일에 광둥성 선전시(深圳

市)로까지 확산되었다(Financial Times 2014; South China Morning 

Post 2014). 

시위 나흘째인 4월 3일에 마오밍시 정부가 소집한 기자회견에

서 부시장인 Liang Luoyue(梁罗跃)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PX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공안국 부국

장인 Zhou Peizhou(周沛洲)는 경찰의 진압 행위를 승인하기는 했

으나 인터넷에서 퍼진 “15명 사망 300명 부상” 등의 소문은 사실

이 아니며, 44명 시위자를 처벌했다고 설명했다(茂名新闻网 2014; 

人民网 2014). 하지만 이 기자회견에는 친정부적인 1개의 통신사 

및 10개의 신문사만이 초대되었고 다른 국내매체와 국제매체는 

이 문제에 대한 보도가 금지되었으므로, 추후 관련보도가 없어 시

위의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Lee & Ho 2014; Zhu 2017). 하지만 정

부의 강경한 대응과 언론통제로 미루어 볼 때, 마오밍의 PX 프로

젝트는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사례를 다룬 Lee & 

Ho(2014) 또한 마오밍 시민들 사이에는 PX 프로젝트가 조만간에 

추진된다는 암묵적 이해가 있었다고 설명한다(Lee & H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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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진산(上海金山) 

2015년 6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상하이시 진산구에서는 수만 명

의 주민들이 거리시위를 벌였다. 상하이시 푸둥(浦东) 신구 가오차

오(高桥)에 있는 PX 공장을 상하이 외곽에 있는 진산구로 이전하

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였다. 

당시 시노펙 그룹이 600억 위안을 투자하여 상하이 진산구에 

연간 2000만 톤의 정유와 100만 톤의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새

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상하이시 가오차오에 있던 시노펙상하이

가오차오석유화공유한공사(中国石化上海高桥石油化工有限公司, 이

하 가오차오석화)의 시설을 이전하려 한다는 소문은 웨이보와 위챗

(WeChat)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었다. 6월 20일부터는 인

터넷상에 PX 공장 이전에 대한 반대 언론이 급증하였고, 진산구

민들에게 이전 반대시위에 참여하자는 호소가 등장했다(台灣大紀

元 2015; 中外对话 2015a). 6월 22일에 수천 명에 이르는 진산구민

들이 시위를 벌인 후 진산구 정부는 “시민들에게 고하는 글(告公

民书)”을 발표하여 상하이화학공업지구계획(上海化工区规划)에 대

한 환경영향평가에는 PX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

했다(中外对话 2015a). 상하이화학공업지구 책임자도 PX 프로젝트

는 지금도 계획에 없고 나중에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东方网 

2015).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설명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

고, 반대시위는 지속되었다. 6월 26일 밤 상하이시정부공보실(上海

市政府新闻办公室)은 공식 웨이보에서 상하이화학공업지구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작업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끝나지 않아 6월 27일에 약 5만 명의 시민들이 다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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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가 시위에 참여하였고(中外对话 2015a), 수천 명의 경찰들이 

출동하여 시위를 저지하고 시위자들을 체포했다(台灣大紀元 2015; 

博讯新闻网 2015). 

7월 2일에 상하이 시위원회 서기와 시장 등은 진산구를 시찰

하면서 구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했다(中国新闻网 2015a). 

11월 7일에 시노펙 공식 웨이보는 시노펙이 가오차오에서의 이전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상하이시 정부는 500억 위안의 보상

금을 지불할 예정이라 발표했으나, 이틀 후인 9일 시노펙은 『매일

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을 통해 보상금 지불계획을 부인하고 가오

차오로부터의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없다고 주장했

다(每日经济新闻 2015). 2017년 8월 현재 정부의 결정은 알려져 있

지 않고, 가오차오석화는 아직 운영중이다. 

산둥 룽커우(山东龙口) 

가장 최근의 PX 프로젝트 반대시위는 산둥성 룽커우시에서 발생

하였다. 2016년 5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산둥성 룽커우시에서 

만여 명의 시민들이 PX 프로젝트 반대시위를 벌인 것이다(21世纪

经济报道 2016; 大紀元 2016). 

롱커우시의 PX 프로젝트는 2015년 룽커우시 민영기업인 난

산그룹(南山集团)과 싱가포르 기업인 주롱 인터내셔널( Jurong 

International)의 협력하에 시작되었다. 두 기업은 연간 4000만 톤

을 정유하고 PX를 포함한 화학제품을 생산할 화학공업 프로젝트

를 룽커우시 남쪽의 인공섬인 위룽도(裕龙岛)에서 추진하기로 결

정했다(South China Morning Post 2016; 星島日報 2016; 21世纪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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济报道 2016). 이에 따라 2016년 5월 4일 룽커우시 환경보호국이 

위룽석유화학산업기지(裕龙石化产业基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공시하자, 시민들의 반대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21世纪经济报道 

2016). 

5월 10 아침, 만여 명의 룽커우시민들이 시청을 포위하고 PX 

프로젝트 반대시위를 진행했다. 당일 시정부는 PX 프로젝트에 대

한 환경평가 작업을 잠시 중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시 공안국

은 시민들에게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통지했다(21世纪经济报道 

2016; 人民网 2016). 하지만 시민들은 정부가 프로젝트를 취소한 것

이 아니라 주장하며 11일에도 시청 앞에서 프로젝트의 철회를 요

구하는 시위를 계속했다(大紀元 2016). 2016년 6월 15일에 룽커우

시 정부가 발표한 “롱커우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차 5개년 계

획 개요(龙口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에는 여전

히 위룽도 석유화학산업이 포함됐지만, 룽커우시 정부 선전부 직

원은 이 프로젝트의 추진에 대해 시정부에 아직 통일된 결론이 없

다고 말했다. 룽커우 PX 프로젝트의 결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珠

海新闻网 2016). 

IV  PX 반대시위의 성공 사례: 샤먼과 닝보 

위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중

국 전역에서는 PX 프로젝트에 대한 많은 논쟁과 시민들의 반대가 

일었고, 언론에 보도되어 외부로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알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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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해도 13건에 달한다. 이 중 9건은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만 명

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귀결되었다. 지방정

부가 PX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마다 거의 시민들의 논쟁이나 시위

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정책인 PX 프로젝트의 실행에 시민들의 여론과 집단행

동이 가지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물론 이것이 곧 중국의 산업 및 

환경정책 결정에 있어 시민들의 의사가 정책의 내용과 결과를 좌우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PX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시위들과 

부분적인 성공 사례들은, 적어도 환경이라는 문제영역에서는 시민

들의 반대가 시위의 형태로 조직화되어 핵심 산업정책의 집행에 결

정적인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양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장에서는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PX 프로젝트의 실행을 성

공적으로 저지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성공’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기란 쉽지 않다. 시민들의 반대와 

집단행동이 표면화되기 이전에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의식하여 선

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갈등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타

협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각 사례

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비교분석 이전에 프로젝트의 결과만 놓고 

그것이 곧 시위의 성패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심지어 공개된 자료

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사례는 아직 프로젝트의 향방이 불확실하

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들의 반대가 표면화되고 집단행동이 발생

한 이후 그들의 요구대로 지방정부가 PX 프로젝트의 실행을 철회

한 사례들이 있다면,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

해 중국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국가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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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2007년 이후 PX 프로젝트 반대시위가 일어난 9개의 사례 중, 

이처럼 PX 프로젝트가 철회된 사례는 단 2개이다. 본 장은 이 2개

의 사례, 즉 PX 프로젝트 반대시위의 결과 시정부가 PX 프로젝트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2007년의 샤먼 사례와 시정부가 

프로젝트 중단을 약속한 2012년 닝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샤먼 PX 프로젝트 반대시위6 

푸젠성 샤먼시의 PX 프로젝트는 하이창구에 대만 자본 기업인 샹

루텅롱그룹(翔鹭腾龙集团)의 자회사인 드래곤 아로마틱스(腾龙芳烃

有限公司, Dragon Aromatics Company)가 연간 80만 톤의 PX를 생

산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2006년 7월에 국가발전개혁위

원회를 통과했다. 『샤먼일보(厦门日报)』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도입은 샤먼시에 약 108억 위안의 산업 투자액 증가를 가져올 뿐

만 아니라, 생산에 들어가면 공업 생산액이 400억 위안 이상에 달

할 것이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었다(鳳凰週

刊 2007). 이런 상황에서 샤먼 PX 프로젝트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샤먼 PX 프로젝트 도입에 대한 반대는 2006년 중순부터 PX 

프로젝트 공장 소재지 근처의 고급주택가인 ‘미래해안(未来海岸)’

6　 샤먼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Jung & Zeng 201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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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주민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이들은 부동산 기업의 전자

게시판, 샤먼시의 유명 전자게시판인 샤먼샤오위논단(厦门小鱼论

坛), 그리고 온라인 메신저인 QQ 등을 통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불

안을 표출했고, 샹루텅롱그룹, PX, 대기오염 등에 관한 정보를 서

로 공유하면서 PX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유하고 대안을 

토의했다(南方人物周刊 2008; 黄煜 & 曾繁旭 2011). 이러한 온라인 

활동에 더하여 미래해안 거주민들은 하이창구정부, 샤먼시 정부, 

국가 환경보호총국(环保总局)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수차례 투

서도 보냈다(南方人物周刊 2008).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인근 거주민들의 항의 배후에는 부동산

기업들(지방 국유기업)의 이익과 PX 프로젝트(외자기업) 간의 갈등

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방 국유기업인 샤먼하이창투자부동산유

한공사(厦门海沧投资房地产有限公司, 이하 하이투부동산)는 2002년

부터 하이창구에 중국 남방 최초의 고급 해변주택 단지인 ‘미래해

안’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미래해안’의 개발 규모는 샤먼시 최대

였으며, ‘건강한 주거’를 강조한 부동산개발의 시범 모델로 이름을 

날렸다(海沧区人民政府 2006; 2008). 게다가 ‘미래해안’은 하이창

구의 집값상승을 견인하면서 이 지역 부동산업을 촉진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샤먼시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2002

년 10월 ‘미래해안’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 평방미터당 평균 1600

위안-1700위안이었던 하이창구의 집값은 2003년 평균 3000위안

이 넘었고, 2004년에는 4000위안에 달했다. 그리고 2006년 ‘미래

해안’의 집값은 평방미터당 평균 5500위안이었다(厦门市人民政府 

2006). 이러한 상황에서 PX 프로젝트의 도입이 결정되자 하이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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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업들은 많은 손실을 보게 된다. 당시 샤먼 시내의 집값은 

2–3만 위안/m2로 급격히 오른 반면, 하이창구의 집값은 급격히 

하락했다(南方周末 2008). 특히 PX 공장과 인접한 ‘미래해안’ 거주

자들과 하이투부동산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미래해안’의 거

래량이 폭락했을 뿐만 아니라, 환불을 요구하는 부동산 매입자들

도 많아졌다. 하이투부동산 직원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환불을 요

구한 비율이 30%에 달했다고 한다(法制日报 2007). 

그러나 ‘미래해안’ 거주민들의 항의와 부동산 기업의 손실은 

그다지 샤먼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2007년 3월 18일 샤먼대학교의 Zhao Yufen 교수를 비롯한 105

명의 정협 위원들이 샤먼 PX 프로젝트의 이전을 주장한 제안을 중

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제출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부동산 거주민

들의 반대와 샤먼대학 교수 등 지식인들의 우려가 인터넷에서 확

산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야기하기 시작했고, 곧 PX 프로젝트를 

둘러싼 사회적인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샤먼의 유명한 칼럼니

스트인 Lian Yue(连岳)는 온라인 토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는 본인의 블로그에 PX 프로젝트와 관련된 글을 발표하고 PX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확산시킬 것을 독자들에게 호소하였다. 

Lian Yue 블로그의 인기에 편승하여 샤먼 PX 프로젝트와 관한 정

보들은 더욱 널리 확산되었고, 샤먼시 외부의 대중매체들도 이에 

대해 크게 보도하기 시작하였다(南方人物周刊 2008). 2007년 5월 

말부터는 PX의 위험성을 알리고 6월 1일에 반대시위에 참여할 것

을 호소하는 SMS가 샤먼 시민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新华网 2007). 

시위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샤먼시 정부는 5월 30일에 PX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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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건설에 대한 상무회의를 열고, PX 프로젝트의 추진을 일시 

중지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人民网 2007). 하지만 정부의 결정을 

불신한 시민들은 6월 1일 시위를 계획대로 진행하였다. 2007년 6

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만여 명의 시민들이 ‘산책’이라는 이름으

로 평화적인 시위를 펼쳤다. 중국에서 발행량이 가장 많은 주간지

인 『남방주말』에 따르면, 시위 참여자의 대부분은 샤먼 본토인보

다는 최근 20년 이래 샤먼으로 이주해 온 ‘신샤먼인(新厦门人)’이

었다.7 이러한 ‘신샤먼인’들은 대부분 고학력자로(南方周末 2007), 

시위대 중에는 기업가, 자유직업자, 대학 교수, 그리고 학생과 같

은 지식인층도 적지 않았다(邓辉 2009). 중국 매체는 물론, The 

Economist, Asia Sentinel, Washington Post 등 해외 매체도 시

위의 진행을 보도하면서 샤먼의 PX 반대시위는 국내외의 핫이슈

가 되었고, 그 처리 결과 또한 국내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이 같은 성공적인 시위 조직화 이면에 부

동산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다는 점이다. 부동산기업의 전

자게시판은 PX 프로젝트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었고, 부동산업자

들은 PX 반대시위 과정에 개입하였다. 샤먼시 인민대표대회 대

표인 Yang Jingcheng(杨景成)는 『샤먼만보(厦门晚报)』에서, 부동

산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을 선동하고 조직하

고 있으며 심지어 시위 참가자에게 매일 일인당 100위안씩 지불하

는 등 경제적 매수수단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확대했다고 밝혔고, 

『남방주말(南方周末)』과 『연합조보(联合早报)』도 이러한 증언을 인

7　 샤먼에서 외지인이 구매하는 부동산은 60%에 달했다(第一财经日报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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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보도했다(厦门网 2007; 联合早报 2007; 南方周末 2008). 저

자가 샤먼시 한 NGO의 환경보호운동가들과 실시한 인터뷰에서

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였는데, 그들은 심지어 PX 프로젝트에 관

한 정보를 누설하고 2007년 5월에 ‘6월 시위’를 호소한 문자 메시

지를 보낸 사람들이 부동산업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저자 인터뷰 

20170120). 

결국 6월 7일에 샤먼시 정부는 PX 프로젝트의 건설 여부를 전

구역 총체기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12월 5일에 나온 환경영향평가는 하이창구의 개발계획

이 ‘석유화학공업구(石化工业区) 건설’ 또는 ‘도시부심(城市次中心)  

건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고하였다(人民网 2007). 12월 

13, 14일에 샤먼시 정부는 지역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수

집하였고, 다수의 주민들이 PX 프로젝트를 반대하였다. 뒤이어 12

월 15일 열린 성정부 특별회의에서 샤먼 PX 프로젝트의 이전을 결

정하면서, 샤먼의 PX 반대시위는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된 첫번째 

사례가 되었다(南方周末 2008). 

2. 닝보 PX 프로젝트 반대시위 

앞서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닝보시의 PX 프로젝트는 시노펙

과 저장성정부가 닝보시 전하이구에서 추진한 “전하이정유화학 확

장 및 통합 프로젝트”의 일부이다(三联生活周刊 2012). 이 프로젝트

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조정 및 진흥 계

획(石化产业调整和振兴规划)” 중 하나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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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흥을 위해 세계적인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고자 하

는 계획을 시노펙의 계열사 중에 기초시설이 가장 좋은 전하이연

화가 담당하게 된 것이었다(鳳凰週刊 2012). 이 프로젝트는 닝보시

에도 좋은 기회였는데, 당시 민영기업과 중소기업 위주의 닝보시 

경제는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 대규모 프로젝트로 기

존의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위기를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新浪财经 

2011). 또한 전하이연화가 중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최대의 종합정

유 및 석유화학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노펙에게도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新华网 2012). 

즉, “전하이정유화학 확장 및 통합프로젝트”는 중앙 및 지방 정부

는 물론이고 대형국유기업인 시노펙에게도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

였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곧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전하이연화의 전신은 1975년에 전하이구에서 설립한 저장정

유공장(浙江炼油厂)이다. 1983년에 시노펙이 지배회사가 되기 전, 

전하이연화는 지방정부에게는 높은 세수를, 전하이구민에게는 높

은 임금과 혜택을 가져다 주는 유용한 회사였다. 하지만 시노펙에 

속하게 된 후 전하이연화가 지방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은 크게 감

소하였는데, 특히 2006년 이후에는 100억 위안에 달하는 전하이

연화의 연평균 이윤과 세금(利税) 중 지방정부에 낸 세금은 2억 위

안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전하이연화의 발전은 촌민들에게도 그

다지 큰 이익이 되지 않았다. 전하이연화는 2012년 당시 이미 전

국 최대규모이자 최고 이윤을 내는 정유기업이었지만,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노동력 수요는 계속 감소되었고 임금도 인상되지 않

기 때문에 전하이연화와 거주민들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다((第一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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经日报 2012; 三联生活周刊 2012). 

게다가 전하이연화가 성장함에 따라 주변에 중소 화학공장

이 잇달아 생기면서, 환경오염도 함께 발생하기 시작했다. 공업단

지 주변에 사는 촌민들은 오랫동안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에 시

달리고 있었고, 전하이구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암 사망률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처음 시위가 발생

한 완탕촌(湾塘村)에서는 촌민 5,300명 중 암환자들이 최소 100여 

명에 달했다. 이 같은 고용감소, 임금정체, 그리고 심각한 환경오염

과 건강문제로 인해 전하이연화를 비롯한 화학공장들에 대한 완탕

촌민들의 불만은 점점 심화되고 있었고 화학공장들의 영향에서 벗

어나고자 하는 갈망 또한 커지고 있었다(鳳凰週刊 2012; 三联生活周

刊 2012). 이러한 불만과 갈망이 “전하이정유화학 확장 및 통합프

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 폭발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닝보시의 PX 프로젝트 반대시위는 2012년 10월 22일

에 약 200명의 완탕촌민들이 토지수용 문제에 대한 집단민원을 제

기하면서부터 시작했다. 흥미롭게도 완탕촌민들의 요구사항은 프

로젝트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촌락이 화학공업 기업

과 가까우니 토지수용 계획에 속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사실 “전

하이정유화학 확장 및 통합프로젝트”는 간척지에 설립할 예정이었

기 때문에 완탕촌의 토지를 징용할 필요가 없었고, 정부는 이미 화

학공장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공업단지와 주택단지 사

이에 있는 기존 방호림에 더해 새로운 방호림을 건설하려고 계획

하고 있었다. 하지만 촌민들은 화학공업 프로젝트를 저지할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 아예 이 기회를 이용하여 토지수용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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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화학공장들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더 많

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전방식을 요구하려 했던 것이다. 즉 

초기단계의 시위에 참여한 촌민들의 핵심 목적은 PX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었다(鳳凰週刊 2012; 

三联生活周刊 2012). 

하지만 완탕촌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은 ‘PX 프로젝트’란 단

어로 인해 많은 닝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1998년 8

월에 설립한 닝보화공단지는 닝보의 유일한 화학공업단지로, 그 

안에 전하이연화를 포함한 70여 개의 기업이 있었다(中国工业园网 

2012). 닝보화공단지에서는 설립 이후 유독물질 유출 또는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가 여러 번 일어났는데(中国宁波网 2007; 蘋果日

報 2012), 화공단지에서 전하이구로 역풍이 불기 때문에 전하이구 

거주민들은 화공단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늘 가지고 있었다. 이에 그 동안 다른 PX 반대시위에서 확

산된 부정적 이미지 등이 더해지면서 닝보 시민들 사이에서는 전

하이연화의 PX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여론이 고조되었다(三联生活

周刊 2012; 亞洲週刊 2012). 

시위의 조직에는 온라인상의 시민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

다. 10월 23일에 닝보의 유명 온라인 게시판인 “티엔야논단(天涯论

坛)”에 “전하이만민구원요청서(镇海万民求救书)”라는 글이 올라와 

PX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전하이 정부관료들에게 PX 프로젝트의 

철회를 요청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PX 반대시위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예샹잉의 시평망(夜伤鹰提原创时评网)”라는 웹

사이트8에 발표된 “닝보와 전하이 환경보호 민의발기문(夜伤鹰提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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波和镇海环境保护民意发起书)”이란 글은 닝보와 전하이의 환경보호

에 대한 10개의 요구를 제기했는데, 이는 이후 발생한 닝보 PX 반

대시위의 요구사항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다. 닝보 시민들은 온

라인 메신저인 QQ 채팅룸을 통해서 시위의 시간 및 장소를 정하

고 시위의 요구내용 및 방식 등을 토론했으며(亞洲週刊 2012), PX 

반대시위에 관한 소식도 QQ,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시민들 사이

에 급속히 전파되었다(鳳凰週刊 2012). 

결국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PX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수많

은 시민들이 전하이구와 닝보시 도심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10월 

26일 금요일부터는 전하이구에서 이미 폭력 시위가 일어났고, 당

일 밤에 51명의 시위자들이 구류되었다. 27일부터 시위는 닝보시 

도심과 시청으로 확산되어 수천 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시위대와 경찰 간의 폭력 충돌이 발생했다(鳳凰週刊 2012; 亞洲週刊 

2012; The New York Times 2012a; 现代金报 2012). 홍콩의 시사주

간지인 『아주주간(亞洲週刊)』에 따르면, 28일에는 전하이구에서만 

3만 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도심 시위 참가자의 수는 이

보다 더 많았다(亞洲週刊 2012). 

시민들의 반대와 시위에 직면한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샤먼과 다롄 PX 반대시위를 교훈으로 삼아, 

인터넷에서 닝보 PX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아지기 시작

하자 전하이구 인민정부판공실(人民政府办公室)은 10월 24일에 “전

하이정유화학 확장 및 통합프로젝트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关于镇

8　 예상잉(夜伤鹰)은 닝보 전하이의 한 프리랜서의 필명인데 본명은 Yu Xiaoming 

(俞小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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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炼化一体化项目有关情况的说明)”을 발표하여 “가장 엄격한 배출 

표준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는 PX 프로젝

트가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확인해 줬고,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PX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여론은 오히려 격화되었

다. 10월 27일 오후, 닝보 시위원회와 시정부는 간부회의를 소집

했고 시민들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의 내용은 

28일에 『닝보일보(宁波日报)』, 『닝보완보(宁波晚报)』 그리고 『현대

금보(现代金报)』 등 지방 관영 신문들에 실렸으나, PX 반대시위를 

불법 집회와 비이성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기사 내용으로 인해 시

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더욱 심화되었다(鳳凰週刊 2012).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11월 8일부터 공산당의 제18차 전

국대표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은 지방정부에게 상당한 

정치적인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The New York Times 

2012b). 향후 10년을 좌우할 새로운 공산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가

장 중요한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였기 때문이

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에 직면한 전하이구 정부

는 전하이구에 “쌍방 분리(双向分离)”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공업

은 바닷가로 촌락은 내륙으로 분리하여 개발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하이구 정부는 내륙에 새로운 거주구역을 건설하고 화공단

지와 가까운 촌락의 이전을 추진하며(鳳凰週刊 2012), 환경오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공업단지와 주택단지 사이에 있는 기존의 방호

림에 더해 새로운 방호림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三联生活周刊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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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자금문제였다. 전하이구 정부는 새로운 거주구역 건설

에 필요한 대량의 자금을 전하이연화가 제공하기를 기대했다. 『봉

황주간(鳳凰週刊)』이 정부 관계자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프로

젝트 실행 초기에 전하이구 정부는 전화이연화에 농가철거와 이

전비용으로 100억 위안을 요구했고, 전하이연화는 90억 위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鳳凰週刊 2012). 또한 처음에 전하이정유화

학 확장 및 통합프로젝트에 미온적이었던 전하이구 정부는 이익

분배에 대한 협상 후에야 프로젝트에 동의하였다. 시노펙은 국영

기업이라서 원래 대부분의 세수는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현지 지

방정부가 받을 수 있는 세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저자 인터뷰 

20170824), 그나마 모두 닝보시 정부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협상의 

결과 시노펙이 지방정부에 제출하는 이윤과 세금을 60% 대 40%

로 전하이구 정부와 닝보시 정부가 나누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

리고 전하이정유화학 확장 및 통합프로젝트의 투자액 중에 50억

을 투자, 닝보석화공업단지위원회 산하 개발회사가 참여하는 합자

회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전하이구 정부가 약 12억 위안의 세수

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하이구 정부는 촌민의 이

전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三联生

活周刊 2012). 즉 전하이구 정부는 전하이정유화학 확장 및 통합프

로젝트가 가져올 세수를 통해 이전과 관련한 자금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려 했다. 

하지만 촌민들의 보상금 요구와 닝보 시민들의 반대가 고조되

자, 전하이연화를 소유한 시노펙은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

는 전하이구 정부가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동기를 상실하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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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하이구 정부의 한 관료는 『삼련생활주간(三联生活周刊)』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후 기업 

측과 상의하면서 돈을 좀 출자해서 거리가 좀 먼 촌도 함께 이전하

도록 해주면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시노펙은 거부했다. 시노펙이 

전국에 수많은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선례를 남긴다면 이후 다른 

지방에서 프로젝트 건설에 더욱 곤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三联

生活周刊 2012). 또한 시노펙은 프로젝트를 실시하지 않으면 자신

들은 다른 도시로 프로젝트를 옮기겠다고 닝보시 정부를 압박했다

고 한다.9 

즉 이처럼 민감한 정치적 타이밍에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에 

직면한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담당한 거대 국유석유기업이 경제적

으로 매우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정치적인 압력과 경제적인 

압박 모두에 직면한 닝보시는 결국 PX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된다. 

10월 28일 저녁에 닝보시 정부 대변인은 PX 프로젝트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하이정유화학 확장 및 통합 프로젝트 초

기 작업의 추진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现代金报 2012). 

V  결론 

2007년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전역에서는 PX 프로젝트에 

대한 많은 논쟁과 반대가 일었고, 이 중 9건은 적게는 수백, 많게는 

9　 노팅엄 대학교 Yao Shujie(姚树洁) 교수가 2012년 11월 1일에 재신망(财新网) 

블로그에 발표한 글을 인용함. 

세계정치27_책01.indb   185 2017-12-11   오후 5:40:50



186 중국의 부상과 국내정치적 취약성 

수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시위로 귀결되었

다. 지방 정부가 PX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마다 거의 시민들의 논

쟁이나 시위에 부딪쳐 난항을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국

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정책인 PX 프로젝트의 실행에 시민들의 여

론과 집단행동이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적어도 환경이라는 문제

영역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시위가 핵심 전략산업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7년 샤먼에서 발생한 시위는 중국 최초의 PX 프로젝

트 반대시위인 동시에, 공청회와 같은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지방

정부의 양보를 받아낸 최초의 환경 시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샤먼 정부의 PX 공장 건설 포기 결정은 이후 발생한 PX 반

대시위들뿐만 아니라 중국 환경운동 및 중국 PX산업의 발전에 많

은 잠재적인 영향을 미쳤다. 샤먼 사건에서 정부의 산업정책 철회 

결정은 “크게 싸우면 크게 해결되고, 작게 싸우면 작게 해결되며, 

싸우지 않으면 해결도 없다(大闹大解决, 小闹小解决, 不闹不解决)”라

는 원리가 환경 이슈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중국 시민들에게 일

깨워 주었다. 금속 제련, 쓰레기 소각로 건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여타 중화학 산업에 대한 시민의 반대시위도 샤먼 PX 프로젝

트 반대시위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중국 국내학자와 언론인들조차 

샤먼 PX 프로젝트 반대시위를 권위주의 정권하의 인민의 승리, 또

한 중국 님비 운동의 시작으로 간주하기도 한다(南方都市报 2007; 

南方周末 2015). 그리고 샤먼 사건은 PX 프로젝트에 대한 중앙정부

의 정책 조정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샤먼 PX 반대시위가 끝

난 후 중국관세청(中国海关总署)은 PX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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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화하고 PX 등 산업에 대한 안전 및 환경보호 요구를 제고해

야 한다고 발표했다(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2007). 

2007년의 샤먼시위와 또 다른 성공적인 PX 반대시위인 2012

년 닝보시위를 비교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시사점이 발견된다. 

첫째,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부산물인 심각한 환경오염의 결

과, 환경문제가 강력한 파급력과 대중 동원력을 지닌 문제영역으

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특히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는 석유화학공

업시설 건설에 대한 우려는 다양한 배경과 이해관계를 가진 대중

들을 하나로 묶는 이슈가 되었고, 중산층과 지식인, 젊은층을 포함

하여 많게는 수만에 이르는 대중들의 적극적인 시위참여를 도출

해내었다. 환경문제는 정치적으로 정권에 도전적인 민감한 문제가 

아니면서도 다양한 계층이 함께 생존권과 건강권이라는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성공사례들이 등장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 샤먼과 닝보의 

사례 모두에서 PX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고 그 잠재적 위

험성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며 반대시위를 조직하는 데 있어 인터

넷, 문자메시지, 메신저, SNS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정치적 비판이나 중앙정부 관련 사항이 아닌 지방 수준의 환경이

슈와 관련된 역할이라는 중요한 전제가 있지만, 위의 사례들은 새

로운 IT기술이 중국에서도 대중의 효율적인 정보공유와 효과적인 

집단행동에 기여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도시 중산

층과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시위참여가 두드러진다. 이는 계층을 

불문하고 보편적인 파급력과 설득력을 가지는 환경이슈의 특징과, 

건강과 삶의 질 문제에 민감하고 IT기술에 접근이 용이한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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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식인들의 특성이 종합된 결과이다. 비록 환경이슈에 국한되

어 있지만 중산층과 지식인들이 성공적으로 조직화된 사례들은 중

국의 정치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에 더하여 또 하나 놓치지 않아야 할 시사점은, PX 프로젝

트에 대한 반대시위들을 살펴보면 환경이라는 표면적 이슈 아래 

주요 행위자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PX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의 배후에

는 부동산기업과 고급주택지 거주민들(샤먼) 또는 토지수용을 요

구하는 촌민들(닝보)의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샤먼

의 PX 프로젝트 반대시위에는 부동산기업의 직접적인 지원과 선

동이 있었고, 개발과 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될 장저우시 구

레이진의 거주민들이 큰 반대 없이 이전을 받아들인 것은 그를 뒷

받침한다. 닝보의 PX 프로젝트 반대시위의 시발점도 토지수용에 

포함되어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인근 완탕촌민들의 시위

였다. 그리고 두 사례 모두에서, 지방정부가 프로젝트 유치와 철회

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경제 및 세수에 대한 득실 계산이 중요

한 역할을 하였고, 이에 더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지방 국유부

동산기업(샤먼)이나 막강한 권력의 거대 국유석유기업(닝보)의 경

제적 이익이 프로젝트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결국 중국에서 환경시위 또한 단순한 환경문제 개선에 대한 요

구에 그치지 않고, 일반대중과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합되면서 중요한 산업정책의 향방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사례들은 환경이라는 특정 문제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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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중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

화되어 대규모 시위 등의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의 산업정책 집행

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전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샤

먼과 닝보의 PX 반대시위는 지식인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활발히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을 거치면서 집단행동을 

조직해나가고, 도시민들과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참여

가 이루어지며, 지방정부와 다양한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이 결정

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산업정책 집행과정 배후의 동

학을 드러내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들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

한 문제나 중앙정부의 통제와 개입이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한 반

대의견의 공유 및 조직화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환경시위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시민사회의 등장을 낙관하거나 

중국 공산당의 국내정치적인 정책집행 능력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다룬 

PX 프로젝트 반대시위들은,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에 대

한 대중의 조직화된 반대여론이 지방정부의 산업정책 집행과정에

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이익

과 결합하여 산업정책의 변경 또는 포기를 야기하는 변수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는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지고 새

로운 이슈영역이 부상하면서, 중국 권위주의 정권의 산업정책 집

행에 대한 일방적 통제가 다소 완화되고, 다양한 경제적 이익의 경

쟁과 갈등, 시민의 여론과 집단행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으

로 변모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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