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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원조

중국식 개발원조의 등장: 역사적 발전과 특성

▶ 상무부 > 외교부

▶ 발전기금조성

▶ 해외경제무역 특구

▶ 거대 국유기업 주도의 직접투자

▶ “대외로” 정책, 중상주의적

개발원조

중국

대외원조 에 관한 상반된 시각과 현실을 중국 대외원조 레짐의
역사적 변화와 아프리카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우선, 역사적 변

화를 살펴봄으로써, 대내외적 변화와 연동되어 달라진 중국 대외원조 목적과 이
념적-제도적 특색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사례를 통해 중상주의적 경
제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식 개발원조의 특색을 기업이 중심이 된 직접투자
와 해외경제무역특구, 발전기금, 그리고 상무부와 외교부의 세력균형의 변화를
통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중국식 개발원조 레짐이 국제원조 규범과 제도에 어
떠한 도전을 하는지, 그리고 대안적 개발협력 모델이 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
다. 마지막으로 최근 원조 수원국에서 증가하는 갈등과 분쟁이 반영하는 중국식
개발원조의 어두운 단면과 중국의 막대한 비공적원조가 국제개발원조에 어떠한
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지도 검토한다.

T

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China’s foreign aid regime and key features of Chinese-style development aid, focusing

on the case of Africa. Particularly, the central roles of state firms and their
overseas direct investments, foreign economic trade special zones, the
rise of development fund, and the changing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Commerce are discussed
as the signs of China’s mercantilistic foreign aid. In doing so, this study
attempts to beg some questions on how this Chinese-style development
aid challenges the norms and institutions of international aid, as well as
whether it can be the alternative to the West-centered regime of development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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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국 대외원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와 내용에 관한 지대한 국제적 관심과
비판적 시각은 무엇보다도 중국의 강력해진 경제적 힘을 바탕으
로 빈곤개도국에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원조들이 기존 서구 선
진국 중심으로 발전되고 보편화된 다자적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레짐에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Woods 2008; Wang, Ozanne and Hao 2014; Naim 2007; Weston,
Campbell and Koleski 2011).

우선, 중국 개발원조 레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보수적인
시각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 중국의 대외원
조는 ‘내정불간섭 원칙(주권존중과 조건부적 원조 반대)’ 하에 짐바브
웨나 수단과 같은 불량국가(rogue state)에 원조를 제공하여 국제
공조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한다(Rone 2003; NewsOK 2007).
무엇보다 공여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운 불량국가에
대한 개발원조는 수원국 국민들의 장기적 복지를 위협한다는 점에
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 중국 대외원조의 70-80%는 사
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저개발국에 집중되어 있는데(<표 2> 참조),
특히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저발전 개도국에 중국이 ‘원조-자원’
연계를 통해 자원약탈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신식민주
의(neo-colonialism)와 다름없다는 점을 지적한다(Kjollesdal and
Welle-Strand 2010; Jian 2007). 마지막으로, 중국이 다자적 원조기

구를 통해 부채를 경감받은 최빈곤 채무국들(highly indebtedpoor
countries)에 새로운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공여국들의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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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프로그램에 무임승차할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에 새로운 부
채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Haroz 2011; Bland and Dyer
2011).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G7 재무장관들은 2007년 4월
‘책임 있는 대출/차관 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lending)’을
발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책임 있는
차관’의 실천을 저개발 개도국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노
력으로 보고 IMF/World Bank 공동 협력 아래 실현할 것을 강조
한다(Group of Seven 2007). 이러한 요인들을 근거로 중국의 조건
이 까다롭지 않은 공적·비공적 대외원조(예를 들면, 수출차관, 비양
허성 정부차관 등)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국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다자적 국제기구를 통한 서구 선진 공여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
만 아니라, 기존 국제원조 레짐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Woods 2008).
반면에 중국 내부의 시각은 이러한 서구 중심적인 보수적 시
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 대외원조에 대
한 비판적인 관점들이 상당 부분 중국의 여러 정책과 의도 그리
고 역사적 배경 등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고 반
박하고 있다(谢琪·田丰·黄梅波 2012). 우선, 중국을 ‘새로운 공여국
(emerging donors)’으로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의 지난

1950년부터 지속된 대외원조 역사를 고려할 때 중국의 대외원조
프로그램들은 결코 새로운 정책이 아니며 지난 50여 년에 걸쳐 발
전된 ‘중국적’ 개발원조임을 강조한다(张郁慧 2012; 谢琪·田丰·黄梅
波 2012). 오히려 서구 선진국들의 원조 활동의 정체 혹은 약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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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최근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의 소위 ‘불량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원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대외원조 원칙 중 하나인 ‘주권존중,
상호불간섭원칙’에 따라 수원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국제기구나 다자적 채널을 통해 수원국 내부 분
쟁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은 다르
지만 중국도 불량국가에 침묵하며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다. 예를 들면, 수단의 다르프 위기(Darfur
Crisis) 당시 후진타오(湖锦涛) 국가주석은 중국-아프리카 정상회담

에서 수단 대통령에게 분쟁해결을 위해 유엔과 협조할 것을 강력
히 촉구했으며, 2007년에는 유엔, 아프리카연합(the Africa Union),
수단 정부로 구성된 삼자기구(tripartite mechanism)를 통한 대화
와 교섭 강조, 분쟁지역에 아프리카연합-유엔 평화유지군을 상주
시키기 위한 노력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중국적 접근을 ‘불량원
조(rogue aid)’로 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People’s
Daily Online 2008; Woods 2008).

셋째, 천연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에 각종 정부보조 특혜차
관, 수출차관,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해 진출한 중국기업들이 개발
이라는 명목 하에 현지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신식민주의’라
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아프리카, 아시아와의
개발원조는 평등선언에 기반한 수평적인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이라는 점(胡美·刘式 2012), 중국의 개발원조 차관과

투자가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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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비공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기반시
설건립(基础设施建设)이 중국 개발원조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한다는 점과(Foster, Butterfield, Chen and Pushak 2008) 중국의
개도국으로서의 경제 발전 성공사례가 아시아-아프리카 저발전 개
도국에 보다 많은 공감과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자원수탈과 착취가 아닌 ‘공동발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G7국가들보다 앞서 최빈곤 개도국의 부
채탕감에 앞장서 왔다는 점을 통해 중국 개발원조가 새로운 차관
을 통해 부채를 증가시켜 경제발전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을 반
박한다. 실제로 2000년 중국-아프리카 협력회의(中非合作论坛)에서
최빈곤 개도국 부채경감을 강조하며 12억 달러의 아프리카 부채를
탕감해 주었고, 2003년 제2차 중국-아프리카 회의에서 31개 아프
리카 국가에 추가로 7억 5천만 달러의 부채를 면제하고 비관세 무
역도 제안하였다(谢琪·田丰·黄梅波 2012; 中国国务院新闻办公室 2014;
贺文萍 2010; Melville and Owen 2005). 당시 에디오피아 국무총리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는 중국의 이러한 아프리카 부채탕
감 노력이 진실에 기반한 헌신과 결속을 보여준다고 높이 평가했
다(Woods 2008). 중국에 대한 서구 선진국들의 이러한 잘못된 이
해는 무엇보다도 다자적 국제기구를 통해서가 아닌 중국이 부채경
감 노력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 또한 원조에 관한 많은 자
료를 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Woods 2008).
본 연구는 중국 대외원조에 관한 이러한 서로 다른 시각과 현
실을 중국 대외원조 레짐의 역사적 변화와 아프리카 사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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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 우선, 역사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대내외적 변화와 연
동되어 달라진 중국 대외원조의 목적과 이념적-제도적 특색을 설
명한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사례를 통해 중상주의적 경제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개발원조 레짐의 특색을 기업이 중심이 된
직접투자와 해외경제특구 그리고 상무부와 외교부의 세력균형의
변화를 통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중국 대외원조 레짐이 국제원조
규범과 제도에 어떠한 도전을 하는지 검토하고, 대안적 개발협력
모델이 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원조 수원
국에서 증가하는 갈등과 분쟁이 반영하는 중국적 개발원조의 어두
운 단면과 중국의 막대한 비공적원조가 국제개발원조에 어떠한 도
전과 과제를 제시하는지도 검토한다.

II 중국 대외원조 레짐의 역사적 진화
1978년 개혁-개방 이전 마오쩌둥(毛泽东)의 집권기 중국의 대외원
조는 이념적-정치적 요인에 기반하여 주로 빈곤-개발도상국에 원
조가 이루어진 반면, 개혁 이후 중국의 대외원조 레짐은 상호개발
과 경제적 이익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중국 대외원조 레짐의 역
사적 변화와 발전 과정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다섯 단계로 구분하
고, 시기별로 이념적·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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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단계(1950-1963년)
초기 중국 대외원조 레짐은 국가안보, 자주독립을 중시하며 서구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제3세계 ‘민족해방’ 운동의 일환으로 전
개되었다. 1950년대 초반에는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예를 들면, 북
한, 베트남, 몽골리아, 알바니아 등)이 주요 수원국이었고(He 2010; 李
平·王春晖·于国才 2011),

1955년 반둥회의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과

의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 이후에는 대아프리카 원조가 급격히 증가
하게 된다. 당시 마오쩌둥 국가주석은 국제사회를 3가지로 구분하
여(미국과 구소련의 제1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개도국의 제3세계,
그 가운데 선진국을 제2세계로 분류), 서구 열강의 식민지 역사와 개도

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제3세계를 우방국으로 만드는 것을 강조하
였다. 이는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의 투쟁과 승리가 제국주의 식민지
체제를 약화시키고 붕괴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He 2010).
당시 국무총리인 저우언라이(周恩来)는 민족해방운동을 사회주의
혁명의 일부로 간주하고, 이러한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을 지지하고
고취시키는 것을 중국의 임무라고 강조했다(中国外交部·中共中央文
献研究室 1990).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오쩌둥은 이집트의 수에즈운하에
대한 주권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956년 11월 아무런 조건 없이
460만 달러의 원조를 현금으로 제공하였으며, 대약진운동(19581965년)기간의 국내경제의 극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60년

과 1962년 사이에 이루어진 기니아(Guinea)의 발전프로젝트를 지
원하고 말리(Mali)에 농업기술자를 파견하였다. 이러한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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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시 중국의 대외원조가 경제적 이익보다는 이데올로기에 입각
한 민족해방운동의 일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2. 발전단계(1964-1970년)
1964년 2월 당시 저우언라이 총리가 제안한 ‘중국 대외경제 기술
원조 8대 원칙’(中国对外经济技术援助八项原则)은 중국 대외원조 레
짐의 기본원칙과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후 중국 대
외원조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李小云·唐丽霞·
武晋 2009).

한편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대외원조 8대원칙이 당시

(1963년-1965년) 저우언라이 총리의 3번의 아프리카 순방과정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아프리카 관계 강화를 위해 제시되었
다는 주장도 있으나, 평등호혜(平等互利)와 수원국 주권존중(尊重主
权)과

내정불간섭(不干涉内政), 종속적 발전이 아닌 점진적 자립과

독립적 경제발전 등을 강조한 8대원칙이 이후 아프리카를 포함한
중국 대외원조를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역할한다는 점에서 중국
대외원조 레짐의 규범적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李小云·
唐丽霞·武晋 2009).

당시 중국 대외원조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이념적·외교적 측
면’을 많이 고려하였고, 특히 8대원칙은 이후 아프리카의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는
데, 예를 들면 1971년 제26회 UN총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대신해
서 회원국으로 가입을 결정하는 투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는 점, 대만문제에 미국의 불개입을 지지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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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국지지는 당시 중국을 고립화시키려는 서구열강의 외교 전략
을 무력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陈敦德 1999).

3. 급변기(1971-1978년)
중국의 대외원조 레짐은 1970년대에 중대한 전환기를 거치게 되
는데, 이는 1971년 유엔가입 이후 급격히 증가한 대외원조 지출
이 1973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
했다(<그림 1> 참조). 1971년부터 1974년까지 대외원조 지출이 정
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 이상을 기록했고, 특히 1973
년엔 대외원조지출액이 국민총생산(GNP)에서 2.1%를 차지했다
(张郁慧 2012). 예를 들면, 1971년에서 1974년 사이 중국의 원조

액은 250억 달러에 달해, 전체 원조액의 58%를 차지하였다(罗建
波·刘鸿武 2007).

1971년에서 1978년 사이에는 많은 아프리카 국

가들과 경제-기술협력 조약을 맺음으로써 1977년에 중국의 대외
원조를 받는 아프리카 국가는 36개에 이르게 되었다(何中顺 2007).
또한 1970년에서 1975년 사이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액은
319억 달러로 1961-1969년 대비 6.9배 증가하였으며, 아시아에
대한 원조는 310억 달러로 같은 기간 대비 1.8배 증가하였다(张郁
慧 2012). 이 기간 동안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원조범위에 있어

서도 기존의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서 중동, 유럽, 오세아니아로
확대되어 1971년에서 1978년 사이 기존의 32개 수원국에서 36개
국이 추가되어 총 68개국으로 증가하였다(张郁慧 2012). 중국의 원
조는 보조금 혹은 차관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1970년대 중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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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张郁慧. 2006. 『中国对外援助研究 』. 中国中央党校博士论文, 165-166; 张郁慧. 2012. 『中国对外援助研究
1950-2010』. 北京: 九州出版社, 219-221; 中国财政部. 2013. “关于2012年中央本级支出决算的说明”, http://
yss.mof.gov.cn/2012qhczjs/201307/t20130715_966185.html; 中国财政部. 2014. “关于2013年中央本级
支出决算的说明 ”,http://yss.mof.gov.cn/2013qgczjs/201407/t20140711_1111869.ht ml; 中国国家统计局.
2014. 『中国统计年鉴』. 北京: 中国统计出版社, 55.

그림 1. 중국의 대외원조 자금지출, 1950-2012

외원조는 주로 보조금 형식이었으며, 차관원조의 경우 1950년에
서 1978년까지 기본적으로 무이자 대출이었다(孙露晞 2007).
중국의 대외원조가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2년엔
6.7%, 1973년엔 7.2%, 1974년엔 6.3%를 기록함으로써, 1975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제5차 경제계획(1976-1980년) 기간 동안
5%이하로 유지하고 총 원조액이 50억이 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1976년 3.7%로 감소되고, 1977년 당
중앙 위원회는 당보고서(关于进一步做好援外工作的报告)를 통해 중
국의 대외원조 지출이 재정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를 초과
하는 일이 없도록 제한하고(张郁慧 2012), 엄격한 기준으로 원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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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선택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중국의 양대 핵심원조 수원국인 북베트남과 알바니아에 대한 원조
를 1978년 최종적으로 중단한 점이다. 특히 중국은 베트남의 경우,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에 걸친 미국과의 베트남전에서 민족해
방운동 차원에서 총 2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자원과 인력을 지
원하였는데, 이는 1964년부터 1970년까지 6년간 중국의 전체 대
외원조액의 57.6%를 차지하였다(石林 1989). 1971년에서 1975년
사이 북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중국 전체 원조의 43.4%를 차
지했으며, 특히 이 중 93.1%를 차지한 북베트남은 당시 중국이 그
에 대해 가졌던 외교적-이념적 중요성을 잘 반영한다. 하지만 실용
적 노선을 강조하는 덩샤오핑(邓小平)으로 중국 지도부가 변화됨에
따라, 1978년 중국은 북베트남에 대한 모든 대외원조를 중단하기
로 결정한다. 알바니아의 경우, 1954년에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시작한 이후, 1978년 6월까지 146개의 원조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거의 6,000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있었으나, 1976년부
터 시작된 알바니아의 중국공산당과 마오쩌둥에 대한 비난과 중국
대외원조에 대한 중상모략으로 1978년 원조중단에 이르게 되었다
(石林 1989).

4. 조정과 초기개혁(1979-1994년)
중국의 리더쉽의 변화는 대외원조 레짐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
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이념·정치 중심’의 결정에서 ‘경제적 이익
과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계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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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에도 불구하고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기 시작한 것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용주의와 탈이념적 분쟁을 강조하는 덩샤오핑은 10년간의 정치
적 문화혁명으로 빈곤에 빠진 국내경제 발전을 우선시하며, 이념
적 노선에 의한 무분별한 사회주의 국가(북베트남, 북한, 알바니아
등)에 대한 원조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개혁을 단행하였다. 우선,

기존의 민족해방, 제국주의 착취에 저항하는 이념적 정치적 고려
보다는 경제적 이익과 “개발”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또한, 중국의
대외원조 레짐은 수원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의 발전에
도 기여하는 진정한 “상호적” 이익이 원조결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규범적 변화는 1983년 당시 국무총리였던 자오즈양
(赵紫阳)이 아프리카 국빈 방문 중 발표한 4대원칙에서 나타나는데
(人民日报 1983), 중국-아프리카 국가 발전과 경제-기술협력에 있어

‘평등호혜’, ‘실사구시’, ‘형식다양’, ‘공동발전’을 강조하여 1964년
에 발표된 8대원칙을 기본적으로 계승발전하고 있으나 경제발전과
상호이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张郁慧 2012; 李
小云·唐丽霞·武晋 2009). 중국-아프리카 국가 경제기술 협력 진행에

있어, 첫째, 상호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정치적조건 부과금지,
특권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평등과 상호이익’을 강조하며; 둘
째, 쌍방의 실제수요와 가능한 조건을 찾아 모든 잠재적 자원을 발
휘하여 적은 투자로 짧은 기간에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
이익’을 강조하며; 셋째, 기술서비스, 과학기술 교류, 생산협력, 합
자경영 등 가능한 다양한 방식을 통한 상호 개발협력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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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수원국의 자립적 능력과 민족경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조한다
(张郁慧 2012; 李小云·唐丽霞·武晋 2009). 이와 같이, 이제 중국의 대

외원조는 경제적 이익에 기반하여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 전
략책(economic statecraft)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979년에서
1994년까지 16년간 중국의 대외원조액은 총 221억 위안, 연 평균
138억 위안에 불과했고, 이는 원조가 활발했던 1960년대 중반 평
균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총 재정지출과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
는 비율 또한 1949년 건국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张郁慧
2012).

제도적 측면에서 주요한 변화로는 우선 1992년 장쩌민(江泽
民)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선언과 함께 대외원조 프로그램도 시장

원칙에 따른 경제이익 고려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
면, 과거 전적으로 정부예산에 기반한 무이자 차관원조로 인해 증
가한 국내 재정지출 부담과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원조방법으
로 양허성 대출(concessional loans)을 도입하였다. 이는 은행이 금
융자본으로 수원국에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정부가 은행에
차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중국수출입은행이 이를 위
해 1994년 설립되어 보통 2-3% 사이의 이율로 15년에서 20년 후
에 환급하는 조건으로 수원국에 대출을 제공했고, 이는 과거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던 대외원조 재원을 금융기관이 시장자본을 이용
해 양허성 대출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중국 대외원조 ‘시장화’의 첫
걸음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연관된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원조 재
원, 주체, 수원국의 ‘다변화’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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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외원조 레짐의 다변화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발
견되는데, 첫째, 앞서 언급한 재원의 다양화와 함께, 둘째, 이러한
재원의 다양화는 원조주체가 과거 정부에서 국내외 비정부기구로
의 확대와 깊은 연관이 있다. 대내적으로, 경제재건에 따른 자금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대외원조 자금은 상당히 제약될 수 밖에 없었
고, 따라서 중국은 다자적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재정, 물자,
기술 등 원조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원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외원조 방식의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张郁慧 2012). 예를 들면,
1986년에 다자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37개 국가에 11개 기술원조
항목을 승인하였다(俞新天 1993). 또한, 중국 국내기업이 대외원조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적극성을 활용하여 대
외원조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
이었다(中国对外经济贸易年鉴编辑委员会 1995). 마지막으로 기존의 소
수 국가에 집중된 원조에서 수원국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화되었다
는 점도 들 수 있다. 이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 한정되었던 것에
서 벗어나, 1983년 중국 대외원조 수원국은 총 95개에 이르렀으며
(宋效峰 2002), 구 소련의 붕괴 이후에는 1994년 102개 국가에 이

르게 되었다.

5. 개혁의 심화(1995-2010년)
1990년대 초 대외원조 정책 개혁의 필요성이 지도부에 의해 여러
차례 강조되면서(张郁慧 2012) 이념적 측면에서 기존의 ‘원조’(援
助)

개념에서 경제이익 추구와 시장화를 가속화하는 ‘공동개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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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
한 국내 경제발전에 힘입어 2000년대 이후 인도주의 원조가 증대
하고(人民日报, 2009), 이는 대내외적으로 제기되는 중국의 ‘대국 책
임론’(大国责任论)과 무관하지 않다(赵亚辉 2005). 이 기간 동안 중국
지도부의 아프리카 방문은 눈에 뜨게 늘어났고, 국빈방문을 전후
로 지도부는 거의 4년마다 중국-아프리카 경제협력/발전을 장려하
는 원칙과 정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1996년 5월 장쩌민 당시 국가
주석의 아프리카 6개국 방문 시 중국-아프리카의 전면적 협력 관
계에 관한 5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뒤이어 2000년 10월 ‘베이징
선언’을 통해 중국-아프리카 국가 간의 경제적·사회적 협력을 장
려하기 위한 4가지 항목을 승인하였다. 무엇보다 베이징 선언을 통
해 ‘아프리카 인력자원 개발 기금’ 설립을 제안하여 단순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새로운 원조방식으로 빈곤저개발
국에 대한 부채탕감에 동의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반
영한다는 점에서 경제개혁 초기와 다른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부족한 시장개척과 자원개발을 주도할 중국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이로써 아프리카
에서 ‘대외로’(走出去)라는 전략적 개별협력 정책이 가속화되게 되
었다. 2005년 후진타오(湖锦涛)지도부가 발표한 중국 대외원조 ‘5
대조치’와 ‘8대조치’ 모두 보다 강력해진 중국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를 포함한 저개발 빈곤개도국에 원조를 제공하고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원조와 투자를 이용한 경제무역전략 으로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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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아프리카 원조에 관한 ‘8대조치’는 중국의 아프리카 개발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총 50억 달러에 달하
는 중국-아프리카 발전기금(中非发展基金) 설립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각종 점진적·경제적 진출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할 만하다. 하지만 ‘공동 발전’이라는 허울 아래 아프리카의 시장
과 자원을 중국이 지배하는 상황으로 변화되면서 2000년대 후반
이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주요한 변화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외원조 재원과 방식에서 다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원조
재원 측면에서, 과거 무상원조로 인한 정부재정의 부담이 가중됨
에 따라, 정부할인 특혜차관(政府贴息优惠贷款)을 도입하여 널리 시
행하였다. 이러한 변화된 중국 대외원조 방식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1995년 주룽지(朱镕基) 총리와 리펑(李鹏) 총리는 중국
의 가장 큰 원조대상국인 아프리카 13개국을 방문하였다. 정부할
인 특혜차관은 정부와 금융기관 자본의 결합으로 정부의 대외원조
재원 부족을 보완하고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예
를 들면, 중국석유천연가스기업(中国石油天然气公司,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의 경우 이러한 정부할인 특혜차관을 이용

한 합작투자로 대외 석유자원 개발을 시작한 최초의 중국기업으
로, 1997년 1월 시작이후 현지 10개 대외합작 기업 간의 치열한 경
쟁 속에서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는 등 선두적인 위치에 있다(中国对
外贸易经济合作部 2001). 중국 수출입은행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5

년에서 2001년 사이 중국수출입은행이 비준한 차관 항목은 92개
로, 총 금액은 697억 위안에 이르고, 40개 국가(아프리카 20개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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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11개국, 남미와 기타 9개국)에 제공되었다(张郁慧 2012). 2009년

에 특혜차관이 수혜국에 사용된 산업별 분포로는, 경제기반시설이
61%, 공업 16.1%, 에너지자원 개발 8.9%, 농업 4.3%, 사회공공시
설 3.2%, 기타 6.5%를 차지하고 있다(中国国务院新闻办公室 2011).
이와 같이, 과거 무상원조에 비해 금융기관을 통한 재원의 운용은
원조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원조공여-수원국 기업 쌍방 간 투자, 무역, 기술, 설비 방면의 합작
(合作)을 통해 중국 설비, 기술, 원자재 등을 수출하는 기회도 늘어

나게 되었다(张郁慧 2012). 원조 방법의 측면에서, 중국은 일방적인
공여가 아닌 ‘합자협력(合资合作)’을 통해 원조공여국은 자원과 시
장을 개발하게 되고, 수원국 기업은 관리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기
업의 이윤이 증가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합자협력을 통한 개발원조
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1998년 ‘대외원조 합자협력 기금’ 설
립 후 이 기금을 이용하여 2002년 30여 개의 수혜국이 93개 합자
협력 프로젝트가 체결되었다(财政部财政科学研究所 2003). 또한, 앞
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수원국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발전기금
을 설립하였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발전기금을 통해 사회적
원조로 범위를 확대하여, 저발전 개도국에서 온 정부관료들을 훈련
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등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외원조 개혁
이후 눈에 뜨게 변화된 양상으로는 관리규정의 법규화가 활발해졌
다는 점이다. 1998년 ‘대외원조지출예산자금 관리방법’(对外援助支
出预算资金管理办法)

이후 2008년까지 10년 동안 13개의 대외원조

관련 규정을 발표하여 제도화를 통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
한 이러한 활발한 대외원조관련 법규화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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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张郁慧 2012).
이와 같이, 지난 60여 년의 중국대외원조 흐름을 살펴볼 때 원
조주체나 방법 면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중국원조 레짐의 대내
적 변화를 지적할 수 있으며, 중국이 차지하는 국제원조의 비중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변화가 전통적 국제원조 레짐에 미칠 규범적, 제
도적 영향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1990년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국 대외원조가 정치-외교적 수단에서 점
차 경제발전 치국책(economic statecraft)의 중상주의적 접근으로
실질적인 레짐의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사례를 통해 변화의 특징을 설명한다.

III

사례연구: 아프리카

중국 대외원조 레짐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아프리카 지역 사례연구
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지역이 중국대외
원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대륙은 1965년부터 1994년까지 40%를
상회하는 중국 대외원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2012년 기준으로 51.8%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아프리
카의 이러한 중요성은 2006년 북경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
개발 회의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과거 1970년대,
1980년대에도 아시아를 앞지르는 최대 원조 수원지역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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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吴天. 2004. 『中国对外援助政策分析』, 外交学院硕士学位论文, 37-40; 蒋镶赢. 2000. 『中国援外改革问
题研究 』. 对外经贸大学硕士学位论文, 44-45; 中国国务院新闻办公室. 2011. 『中国的对外援助白皮书』. http://
www.gov.cn/gzdt/2011-04/21/content_1849712.htm; 中国国务院新闻办公室. 2014. 『中国的对外援助白皮
书』. http://www.scio.gov.cn/zfbps/ndhf/2014/document/1375013/1375013 _3.htm

그림 2. 중국 대외원조의 지역별 분포, 1956-2012

고려하면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또한, 서구 공여국과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아프리카 지역이라는 점에서도(<그림 4> 참조), 아
프리카 사례는 중국의 변화하는 대외원조 레짐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 할 것이다. 국제정치 이론적 측면에서 중국의 아
프리카 대외원조는 현실주의적 정치-외교적 수단에서 경제발전 치
국책의 중상주의적 성격으로의 변모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
는데, 이러한 특징을 직접투자와 해외경제무역특구를 통한 원조,
정부 지원하의 기업주도의 투자, 이를 위한 중국-아프리카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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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성과 운용, 외교부와 상무부의 세력균형의 변화를 통해 구체
적으로 논의한다.

1. 직접투자와 해외경제특구를 통한 개발원조
앞서 지적하였듯이,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대외원조는 1970년
대 말까지 무상원조나 무이자차관으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제공
된 원조는 주로 농업, 농산품가공, 수력발전, 교육 및 위생 등의 분
야에 기여하였다. 예를 들면, 탄자니아-잠비아 철도건설(TAZARA
Railway) 사업은 이러한 전통적 정의에 따른 원조의 대표적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상주
의적 접근은 1983년 자오즈양의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의 방문시
발표된 ‘중국 경제-기술협력의 4대 원칙’에서 이미 모습을 드러내
고, 이후 1995년 대대적인 원조개혁으로 원조와 무역, 투자를 결
합하는 새로운 ‘개발원조’ 정책과 이를 위한 제도를 설립하고 본격
화되었다(Brautigam 2009; 张郁慧 2012). 특히, 당시 지구화로 인한
국내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대
외로’라는 전략적 개발협력 추진과 함께 기존의 무상원조 중심의
원조방식 이외에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공
동번영’을 강조하며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동투자로 경제협력을 결
합하는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지역기구 설립에 박차를 가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원조 항목 공동투자 방식’(援非项
目合作合资方式)에서 천명하였듯이 중국정부와 아프리카 수원국 정

부가 공동으로 정책과 자금을 제공하여 중국기업과 수원국 기업간

중국식 개발원조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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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접적인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중국 국내기업들의 아프리카 투
자와 시장개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예를 들면, 2003년 다
르프(Darfur)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인 1996년에 수단은 이미
중국해양석유총공사(中国海洋石油总公司)와 합자로 석유탐사 재정
지원 명목으로 중국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은 최초의 아프리카 수원
국이다(中国国家统计局 1996). 이러한 개발원조를 통해 2000년 기준
으로 아프리카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엔지니어와 숙련 노
동자들은 모두 42,393명에 달하고, 같은 해 중국 상무부는 57건의
아프리카 투자를 승인해서 총투자는 거의 500건의 프로젝트에 이
른다(中国国家统计局 2002).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의 아프리카 직접
투자 세계 점유율은 3.84%에 불과하지만, 2007년 202%, 2008년
250%에 달하는 성장률은 2005년 64%를 제외, 50% 미만의 성장
률을 보이는 전 세계 아프리카 직접투자율과 비교할 때 엄청난 증
가를 확인할 수 있다(<표 1> 참조).
중국의 이러한 중상주의적 개발원조에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
계가 증가하지만, 중국의 원조와 무역, 투자를 결합한 ‘개발원조’
는 사실 2009년까지 공여국이면서 동시에 수원국이기도 했었던
중국이 수원국 입장에서 학습한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강조
하며, 특히 1990년대 초 원조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대
중국원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Brautigam 2009; 이
정환 2016). 하지만 중국은 일본, 유럽과 같은 제국주의 세력들과

는 차별되는 수원국-공여국 간의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을 강조하며
중국의 부상이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개혁
과 발전의 경험을 아프리카 개도국과 공유하고 전수함으로써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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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ᅦ계정치24_책.indb 246

2016. 6. 3. 오후 5:52

표 1. 중국과 전 세계 아프리카 직접투자 비교, 2004-2010
중국의
아프리카 직접투자
(1억 US달러)

성장률
(%)

전세계
아프리카 직접투자
(1억 US달러)

성장률
(%)

중국의
아프리카 직접투자
전세계 점유율(%)

2004

3.2

-

180

-

1.78

2005

3.9

21.88

295

63.89

1.32

2006

5.2

33.33

458

55.25

1.14

2007

15.7

201.92

630

37.55

2.49

2008

54.9

249.68

722

14.6

7.6

2009

14.4

-73.77

586

-18.84

2.46

2010

21.1

46.53

550

-6.14

3.84

출처: 黄梅波, 卢冬艳; 2012. “中国对非洲基础设施的投资及评价”, 『国际经济合作』，2012, 12, 19.

국 소프트파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00년대 이
후에 급증한 아프리카 공무원에 대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장학금,
부채탕감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조생산품에 대한 면세, 투자증진
을 위한 특혜적 기금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외경제무역합자특구(境外经济贸易合作区) 설립은 중국의 이
러한 원조와 무역/투자를 결합한 접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
외로’ 정책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 50
여개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张忠祥 2011; 贾玲俊·萨秋荣 2015;
洪联英·张云 2011). 대내적으로 1990년대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

조 업그레이드 필요에서 2000년대 본격화되기는 했지만, 일찍이
자오쯔양 전 총리가 1983년 제시한 대외원조를 통한 ‘공동발전’
4대원칙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Brautigam and Tang
2012). 중국은 대외경제무역특구 건설을 통해 제조업과 같은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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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sunset industries)을 해외로 이전하여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달성하며 동시에 수출시장 확대를 통해 생산과잉을 해소하고, 수
원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이전되는 제조업을 통해 기술개발과 기
업투자로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개발원조 전략의 일환이다
(李丹·陈友庚 2015). 이러한 대외경제무역특구 설립은 초기 소규모

의 다양한 해외 산업/무역거점(zones) 실험을 거쳐 정부의 공식적
인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1994년 이집트 정부가 중국정
부에 이집트 경제특구 설립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1999년 중국의
대규모 가전기업인 하이얼(Haier)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캄댄
(Camden)에 해외 산업공원(industrial park)을 처음으로 건설하고

뒤이어 2001년 파키스탄 기업과 합자로 인근에 산업공원을 건설한
것은 모두 초기 실험단계에 해당된다(Brautigam and Tang 2012).
2006년 상무부는 대외경제무역특구 지원을 공식화하고, 우선적으
로 최소 10개 정도의 특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500여 개의 중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여 총 20억 달러의 투자가 예측되었다. 이러
한 대외경제무역특구가 아프리카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러한 정책이 후진타오 당시 주석의 아프리카 방문시 최초로 언급
되었다는 점에서 아프리카가 중국 해외 투자의 중심이 될 것이라
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Taylor 2011). 2007년 말까지 상무부는 아
프리카에 총 7개의 대외경제무역특구 건설을 승인하였고, 현재까
지 21개의 승인된 대외경제무역특구가 개발원조 전략으로 설립되
어 운영되고 있으며, 33개 국가에 총 69개의 경제무역협력구역 건
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观察者 2015). 물론 최종 참여 기업 선정
은 정부가 하지만, 중국의 대외경제무역특구는 기업 중심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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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기반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며, 기업들은 구체적인 특구의
위치도 제안할 수 있으며,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도 벌인다(Brautigam 2009). 서부사하라 아프리카에 설립된
최초의 대외경제무역경제특구 중 하나로 챔비시(Chambishi)에 광
산과 선광(mineral processing) 개발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잠비아중국 특구가 2006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사실, 공식 출범
이전인 2003년 중국의 비철광산그룹(Chinese Nonferrous Mining
Group)은 이미 챔비시에 금속공학 산업집단(industrial cluster)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고, 잠비아정부 역시 그 당
시 다용시설의 경제특구(Multi-facility Economic Zones, MFEZ) 조
성을 위한 법률안을 진행하고 있어서 양국 간의 협의가 빠르게 진
행될 수 있었다(Brautigam 2009). 중국비철광산그룹은 잠비아에서
현지 구리, 니켈과 같은 철금속 천연자원으로부터 전선, 케이블 등
을 생산함으로써 아프리카에 산업체인(industrial cluster)을 형성
할 수 있는 기업집단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잠비아는 중국이
원자재를 수입하는 대신에 잠비아 현지에서 제조(manufacturing)
를 함으로써 원자재에 지역가치를 부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러한 특구설립을 기회로 생각했다. 실제로 챔비시 특구는 2011년
까지 대략 40여개의 중국기업과 최소 10개 정도의 다른 국가 기업
들의 참여를 목표로 하는데, ‘녹색서약(green pledge)’을 추가 요
건으로 부과하며 챔비시 특구에서 사업하는 모든 개발자는 환경관
리에 관해 ISO 14000 글로벌 표준에 인증을 신청할 것을 요구한다
(Brautigam 2009). 이러한 엄격한 환경관리 기준은 이후 중국기업

과 잠비아 현지인들과의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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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주도의 원조와 투자
중국이 과거 정부주도의 원조에서 경제적 이익추구를 강조하는 기
업주도의 투자가 중심이 된 개발원조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대외원조가 다분히 중상주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해외
직접투자를 하는 중국기업은 상무부에 등록이 요구되는데, 상무부
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대략 2,000개의
중국기업이 총 49개 아프리카 국가에 투자하였고, 최대 수원국인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잠비아, 에디오피아, 이집트에 대한 투자
가 전체 투자의 12%를 차지한다(Chen, Dollar and Tang 2015). 이
기간 동안 중국 투자의 최대 거점인 나이지리아에 투자된 사업은
모두 404개로 총 240개의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진출해 있다(<표
2> 참조). 앞서 논의한 대외경제무역특구도 기업이 주된 행위자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아프리카 개발원조에 개입하는
중국기업이 다양하기는 하나, 천연자원 개발과 대규모 인프라사
업 건설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예를 들면, 수출입은행의 양허성 차관
혹은 중국-아프리카발전기금 등)을 통해 대규모 국유기업이 전담하

고 있다는 점에서 거대 국유기업은 국가의 대리인에 가까운 역할
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나이지리아 자원
개발 투자를 위해 16억 달러의 소프트론을 대출받았고(Pamlin and
Long 2007), 중국국유석유총공사는 모잠비크 가스에, 중구석유화

공집단공사는 앙골라 석유와 가스에 투자했다(Chen, Dollar and
Tang 2015). 요컨대, 중국의 대규모 국유기업의 아프리카 개발원

조 투자는 기초시설건설과 광산업에 집중되어 있다(张海冰 2012; 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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华 2012; 宋丽丽·李梦晓 2013; 陈默 2014). 석유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특혜차관을 받아 처음으로 개발원조에 나선 중국 석유천연기
탐사개발공사(中国石油天然气勘探开发公司)는 1995년 수단의 원전 6
곳을 개발하였고, 뒤이어 중국 기기설비 수출입공사(中国机械设备进
出口总公司),

중국토목공정건설공사(中国土木工程建设公司), 중국 안

후이 건축공정공사(中国安微建筑工程公司) 등의 국유기업이 나이지
리아 발전소건설과 철도현대화사업에 참여하였다(周琪 2010).
민영기업의 아프리카 개발원조 사업의 참여도 활발한데, 1990
년대 초부터 2006년 말까지 700여 개에 이르며, 국영기업과 같
이 사회기초시설과 연구시설 건설에도 참여하기는 하지만 통신
망 구축과 같은 통신서비스사업에 진출이 두드러진다(刘鸿武·王涛
2008). 절강성 닝보시의 민영기업인 절강시국제경제기술협력유한

공사(浙江国际经济合作有限公司)는 2007년 ‘배냉(Benin)센터’ 사업
에 선정되어 배냉-중국센터를 개발 및 경영하는 향후 50년간의 경
영권을 획득하였고, 중국대표 통신설비 기업인 화웨이(Huawei)는
나이지리아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여 현지 ICT기술 발전에 노력하
고 있다(刘鸿武·王涛 2008). 상무부 자료에 의하면, 중소 규모의 중
국 민영기업의 아프리카 투자는 천연자원 부문에 대한 투자는 상
대적으로 적은 반면, 서비스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중국
의 아프리카 개발원조/투자의 전략적 중요성이 큰 천연자원에 대
한 투자개발은 국유기업이 전담하고, 다른 시장적 요소가 지배적
인 산업에 대해서는 민영기업이 주도하는 전략적인 선별적 접근
을 보여준다(Chen, Dollar and Tang 2015). 2005년 세계은행 위임
으로 북경대학교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투자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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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1998-2012
국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잠비아
에디오피아
이집트
콩고
가나
앙골라
짐바브웨
탄자니아
수단
케냐
알제리아
모잠비크
우간다
가봉
말리
남비아
마리티스
카메론

사업 숫자
404
280
273
255
197
193
192
189
167
149
148
137
123
94
89
71
68
66
65
60

기업 숫자
240
152
125
114
99
80
90
80
68
85
78
71
75
41
45
23
33
30
40
28

출처: 中国商务部. 中国商务部直接投资统计数据 http://www.mofcom.gov.cn/article/tongjiziliao/
(검색일: 2015년 11월 27일); Chen, Wenjie, David Dollar and Heiwai Tang. 2015. “Why is China investing
in Africa? Evidence from the firm level.”Brookings Institution, 25.

획하고 있는 중국기업의 90%가 ‘시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아프리카의 인구밀집 국가인 이집트, 남아
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중국 투자가 집중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Yao and He 2005). 더욱이 2008년 시작된 국제금융위기는 새로

운 시장과 생산비용이 낮은 곳을 찾아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압박
을 중국기업에 더욱 가중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기업은 석유개발, 광산개발뿐만 아니라, 국내에
서 생산과잉으로 문제가 심각한 제조업이나 사양사업(sunset
industries)을 아프리카와 같은 해외로 이전시키는 데 적극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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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2002년에서 2007년 사이 세계은행
의 서부사하라 아프리카 국가의 산업과 무역에 투자한 대출성 원
조가 전체 대출의 5%이하라는 점, 서구 공여국의 산업에 대한 원
조가 1% 미만이라는 점에서 중국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World Bank 2007). 사실 영국과 미국기업들은 수익성 좋은 석유

와 광산업을 제외하면 아프리카 투자에 소극적이었는데, 영국의
경우 1994년까지 단지 65개의 자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제조업에
투자하였으며(Bennell 1995), 1995년에서 2007년 동안 아프리카
제조업에 투자한 미국기업은 11%에 지나지 않았고, 절반은 자원
이 풍부한 남아프리카에 집중되었다. 또한 사양사업의 해외 이전
이 국내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염려에서 미국의회는 1994
년 USAID의 개도국의 미국투자 유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활
동을 금지하였는데,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천연자원에 편중된
투자패턴을 형성하게 된 측면도 있다(Brautigman 2009).

3. 중국-아프리카 발전기금(中非发展基金有限公司)
중국의 중상주의적 아프리카 개발원조는 2007년 6월에 출범한 중
국-아프리카 발전기금(China-Africa Development Fund, CADF, 中
非发展基金有限公司)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중국-아프리

카 발전기금은 2006년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
럼(the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FOCAC)’에서 후진타
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8가지 중국-아프리카 주요 협력
대책의 방안으로 처음 제안되어 기금의 최대 주주인 중국개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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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Development Bank)의 10억 달러 투자로 2007년 운영되기

시작했다(Grimm and Schickerling 2013). 이후 2012년 중국-아프
리카 기업가 회의를 계기로 20억 달러가 추가되었으며 전체 50억
달러 규모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艾亚 2007; Grimm and
Schickerling 2013). 중국-아프리카 발전기금은 중국 개발원조의

주요 수단으로 과거 무상원조와 특혜성차관 방식의 원조와 투자
의 재정적 부담을 개선함과 동시에 아프리카 수여국에 채무의 부
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안으로, 국가별 투자가 아닌 사업별 투자
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중국과 아프리카 기업 간의 투자협력을 증
진시키는 것을 명시적 목적으로 한다(姚桂梅 2009). 하지만, 실질
적으로는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아프리카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Grimm and
Schickerling 2013). 이러한 중국-아프리카 발전기금이 등장한 대

내적 배경으로는, 당시 지구화의 도전으로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와
함께 자원부족 문제에 직면하면서 아프리카투자의 중요성이 대두
하기 시작하였는데, 1990년대 말부터 추진된 “대외로(走出去)” 발
전전략과 함께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권장하면서 풍부한 자원
과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는 원조와 무역/투자를 결
합한 중국의 새로운 개발원조 레짐의 주요 전략거점이 되었다. 하
지만, 아프리카는 2000년대 초에도 여전히 중국기업들에게는 새
롭고 낯선 곳이었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도 공유하고 위험관리 경
험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했다
(Brautigam 2009). 또한,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와 정보부족, 특히

현지 협력자와의 소통문제 등으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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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중국-아프리카 발전기금을 통해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진출에 관한 현지 정보, 투자전략
설계 등 상담서비스도 지원하여 중국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설립된 중국-아프리카 발전기금은 중
국개발은행의 자회사인 일종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로
서 시장원칙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과 효용성을 고려하여 투자 사
업을 승인하고 투자기업의 자주경영과 위험책임제를 강조하는 체
제로 운영·관리된다(艾亚 2007; Grimm and Schickerling 2013). 이
러한 점에서 중국-아프리카 발전기금을 원조가 아닌 시장에 기반
한 “펀드”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5년 대
대적인 개혁 이후 중국이 “원조-무역-투자”를 결합하는 대외원조
정책 추구를 명확히 해 왔다는 점에서, 중국-아프리카 발전기금은
중국 대외원조 레짐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姚桂梅 2009). 이와 함께, 기금에서 승인하는 모든 투자
사업은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아프리카 경제/외교 정책에 부합해
야 하고,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하며, 아
프리카 국가들의 관련법과 정책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기금의
정책에 명시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중국-아프리카 발전기금은 다
양한 정부부처(예를 들면, 외교부와 상무부)로 구성된 감사회에 투자
사업 승인과 경과보고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고, 이사
회(directorate)는 보통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아프리카 발전기금의
회원들로 구성된다(Grimm and Schickerling 2013).
발전기금은 각 사업별로 최소 500만에서 최대 5,000만 달러
투자를 승인하고, 설립초기엔 아프리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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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가졌고 자금이 부족한 유럽 국가들과 사업동반자로 합자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Brautigam 2009). 이는 기존의 양자적인 접근만을 고집하던 모습

과는 변화된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다자적 개발원조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07년 6월
정식출범 즈음에 최대 주주인 중국개발은행은 임시 사무소 설치를
위해 이미 아프리카에 20개 팀을 파견하여 농업, 제조업, 교통, 통
신, 도시 기간산업, 자원탐사 등의 분야에 이미 투자 사업을 탐색
하고 있는 상태였다. 2015년 10월까지 중국-아프리카 발전기금은
아프리카 35개국의 80여개의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총 액수는 31
억 달러를 넘어섰고, 실질적 투자액은 23억 달러 이상에 이른다(张
玥 2015).

하지만, 명시적인 설립의도와는 다르게, 중국의 경제이

익을 극대화하는 경제치국책(economic statecraft)으로 기금이 운
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 대규모 국유기업이 주를 이루고 소규
모 아프리카 기업들은 참여가 저조하여 아프리카 현지기업이 기금
의 설립동기와는 다르게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아프
리카 발전기금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 발전기금이 중국개
발은행의 산하 기구로 조직됨으로써 이사회와 감사회가 중국측 인
사들로 독점되어 아프리카 기업과 정부들의 발전기금 운영과 투자
승인에 대한 발언권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아프리카
현지 기업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와 발전계획보다는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개발 전략과 중국기업의 이익에 따라 발전기금의 승
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张霞 2015; 姚瑶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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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무부 주도의 대외원조
중국의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은 원조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역
할을 맡아 연간 원조예산과 150만 달러 이상의 현금보조금, 1,250
만 달러 이상의 모든 원조사업,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가에 대한
원조와 대외원조 연간계획을 초과하는 요구에 대해 승인하는 권
한을 가지고 있다(Brautigam 2009). 재정부는 다국적 기구(예를
들면, 유엔의 여러 기구들이나 세계은행의 국제개발연합(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에 기부를 할당하고 원조부채 탕감을

처리하며, 무엇보다도 연간 원조계획/예산을 승인한다(刁莉, 何帆
2008). 1998년 재정부는 <대외원조 지출예산 자금관리방법>을 발

표하여, 대외원조 지출의 범위, 예산결정, 집행, 조정, 재무관리 감
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도화하고 이를 근거로 상무부가 승
인한 사업에 관한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자금을 제공한다(胡建梅·
黄梅波 2009).

실무적인 면에서 상무부, 외교부, 중국수출입은행이 중국대외
원조 관련 중심기구로 있으며, 원조가 과거 외교정책 수단에서 공
동협력을 통한 중상주의적 경제이익을 강조하는 '개발원조'로 변
화되면서 대외원조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 상무부의 약진과 외교
부의 상대적 약화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우선,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대외원조정책의 원칙을 설정하고
원조를 통해 정치적·외교적 전략을 달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
며, 특히 아프리카 대외원조의 규모와 관련 베이징 지도부에 조언
을 하는 최전선에 있다. 이념적 정치외교 전략이 원조정책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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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조상황 보고

국무원

3. 상호협의

외교부

3. 상호협의

재정부
4. 예산분출

3. 상호협의

상무부

4. 예산분출

대외원조사
2. 보고

1. 요청

수혜국 정부
7. 긴급
인도주의 원조

해당국
중국 대사관
사업소

중연부, 교육부, 위생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공안부, 국토자원부,
공업정보부, 농업부
+
수출입은행,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5. 예산전달
6. 대외원조 사업
실행기업 선정

7. 대외원조 사업시행
및
특혜차관 제공

출처: 周弘. 2008. “中国对外援助与改革开放30年.” 『世界经济与政治』，2008:11, 41; 钟开斌. 2015. “中国对外
人道主义援助的发展历程.” 『中国减灾』 2015:9, 27; 全球环境研究所. 2013. 『走出去:中国对外投资, 贸易和援助
现状及环境治理挑战 』. 中国环境科学出版社, 59-60; 黄梅, 波谢琪. 2013. “中国对外援助项目的组织与管理.” 『厦
门大学国际发展论坛』 2013:3; 胡建梅, 黄梅波，“中国对外援助管理体系的现状与改革.” 『发展与援助』 2012:10;
何妍. 2011. “中国对外援助管理模式的建立和完善.” 『湖湘论坛』 2011:4。

그림 3.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결정과 집행

주된 요소였던 195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외교부의 역할
이 막중하였으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이념적 대결
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게 되면서 대외원조 정책결정의 리더
쉽도 시장적 요소를 중시하는 상무부로 옮겨가게 된다. 따라서 외
교부는 상무부, 재정부와 함께 연간 원조계획의 초안 작성에도 참
여하고 원조계획의 변화와 현금원조에 관한 결정에도 서명에도 참
석하지만, 대외원조와 관련한 상무부와의 역할분담에 있어 지속적
인 경쟁과 갈등관계에 있다(刁莉·何帆 2008). 외교부는 현재 다양한
대외원조 정책을 결정하고 원조사업을 승인하는 상무부와 협의는
하지만 대외원조는 정책의 목적이지 상업적 이익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프리카에 지원되는 규모가 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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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사업에 외교부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예전에는 콩고의 광산투자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 외교부도 승인과
정에 포함되었으나, 이제는 승인회의에 초대도 받지 못하는 실정
이다(Brautigam 2009; Buckley 2007).
상무부는 현재 중국 대외원조의 ‘핵심’ 정부부처로, 대외원조
정책, 규정, 전체적 계획과 연간계획을 담당하며 각종 대외원조 사
업을 비준하고 관리한다. 국가별 원조에 대한 정책결정 시 필요하
면 외교부, 재정부, 그리고 수출입은행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지만
중국의 대외원조가 원조와 무역, 투자를 결합한 ‘개발원조’로 변화
하며 상무부는 중국 대외원조정책 결정과 투자사업 승인을 책임지
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상무부 중심의 대외원조는 2006년
중국-아프리카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무부 주도하에 외교부, 재정
부와 협력체제 강화와 이후, 2008년 상무부, 외교부, 재정부를 포
함 24개의 중앙부서 및 위원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대외원조 부서
간 연계체제 시행 및 협조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무부 부장을 주임
에, 외교부, 재정부 부부장금 인사를 부주임으로 조직하였는데 이
런 점에서도 상무부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刘培龙·王昱 2015;
全球环境研究所 2013). 상무부가 주관하는 대외원조 사업은 주로 경

제적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全球环境研究所 2013), 예를 들면 보조
금과 무이자 차관제공을 결정하고 수출입은행과 양허성 차관에
관하여 긴밀하게 협의한다(<그림 3> 참조). 상무부 내 여러 대외원
조 관련 부서 중 핵심 기구로 대외원조사(对外援助司)가 있는데 대
외원조를 시행할 정책 및 방안을 상정하고 원조방식의 개혁도 추
진한다. 대외원조 협상, 타결, 협의를 조직하며 정부 부처 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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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원조 사무를 처리한다(全球环境研究所 2013). 1982년 전까지 현
대외원조사는 대외경제협력부였으며, 모든 무이자차관과 보조금
을 계획하고 원조예산과 규정 초안을 작성하며 대외원조합자협력
기금을 운영한다. 1,612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영국의 국제개발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2,200여 명의 미국

국제개발기관(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과 비교하면,
담당하는 업무에 비하여 상무부 대외원조부서의 직원의 규모는 70
여명의 전문가를 포함한 100여 명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
에 속한다(Brautigam 2009). 이는 대외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 대신 현지 대사관에 부속된 중국경제/상업 영사
관의 사무실이 원조프로그램을 감독할 직원을 파견한다(Brautigam
2009). 상무부의 국제경제협력 사무국은 기술협력을 포함, 대외원

조 사업 선정 후 집행을 담당하고 사업의 진행과정 동안 감독 및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정부 간 대외원조 사업 실천에
수반하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全球环境研
究所 2013). 상무부가 승인하는 많은 투자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

침하는 중국수출입은행은 1995년에 설립된 ‘정책성’은행으로 상
무부의 지도 아래 수여국 혹은 수여국의 기업에 특혜차관과 특혜
수출구매자 신용차관(export buyer’s credits)의 지급 및 회수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특혜차관은 수출입은행 채권발행으로
충당하며, 특혜차관의 이율과 인민은행 기준이율에서 발생하는 차
액은 상무부의 대외원조예산으로 보충하는 반면, 특혜 수출구매자
신용차관의 이율과 수출입은행 자금조달 자본사이에서 발생한 차
액은 재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刁莉·何帆 2008). 특히, 1990

260 개발협력의 세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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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말부터 강조된 “대외로(走出去)”정책으로 중국기업의 아프리
카 투자의 급속한 증대와 해외경제무역특구 건설은 중국의 개발원
조에서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IV

맺음말: 도전과 과제

중국의 아프리카 개입의 본질은 기존 서구 공여국의 위계적이고
까다로운 정치적 조건을 첨부하는 원조와는 다르게 ‘비정치적인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공동발전(共和发展)’과 ‘모두에게 유리한 협
력(互赢互利合作)’을 통한 상호이익을 추구한다고 중국정부와 학자
들은 강조한다. 서구선진국들이 오히려 중국의 개발원조가 어떻
게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성공을 이
룰 수 있었는지 중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조와 무
역, 투자를 결합한 중국식 개발원조의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李安
山 2008).

하지만, 아프리카 현지의 모습은 중국의 주장과는 다르

게 노동력착취와 환경오염으로 얼룩진 개발원조로 인한 갈등과 대
립으로 반중국 정서가 커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최초의 해외
경제무역특구로 유명한 잠비아의 챔비시(Chambishi) 광산의 경우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중국기업과 현지 노동자들 간의 갈등과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챔비시 광산에서 일하는 잠비아 노
동자들은 일주일에 6일,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서 약 70-80유로를
급여로 받으며, 보험과 숙소도 제공되지 않는 열악한 조건에서 일
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카르데날, 아라우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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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들의 아프리카 개발투자로 선진 장비와 기술에 힘입어 생
산력은 향상되었을지라도, 증가한 수익에 비해 현지 노동자의 근
로조건과 임금은 제자리에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챔비시 광산에
서 발생한 충돌사건으로 중국관리측에 의해 잠비아 노동자 5명이
총상을 입었고, 2010년에는 임금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 중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 11명과 시민 1명이 부상당하는 충
돌이 있었다(吴芳芳 2013). 아프리카의 10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
들의 현장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현지 노동자
에 대한 인권유린, 열악한 노동조건,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노동관
행이 보편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Baah and Jauch 2009). 갈등의
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수단,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에디오피아
등에서도 노동력착취와 자원수탈문제로 유사한 시위와 폭력적 진
압이 반복되고 있다(Driessen 2015; 카르데날・아라우조 2014; 刘舒考·
张广本·胡立强 2015). 요컨대,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일찍이 의

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일방적 원조가 아닌 수여국과의 상호협력
과 발전을 통해 자립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개발원조를 내세
우며, 이를 위해 중국의 성공적 경제발전 모델을 전달하겠다고 강
조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사례가 보여주듯이 국내 과잉생산과 산
업구조재편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한 중국 기업의 공격적 개발투자
는 수여국의 지속적 발전보다는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
로 두는 다분히 중상주의적 경제전략(economic statecraft)에 가깝
다고 보여진다. 또한, 아프리카 개도국에 다양한 공무원 연수프로
그램과 교육사업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중국의 소프트파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노동력착취와 환경오염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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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십억 달러
**추정; ***유럽은 독일, 프랑스, 영국만 포함
출처: Brautigam, Deborah. 2009. The Dragon’s Gift: The Real Story of China in Af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4.

그림 4. 중국, 미국, 유럽의 아프리카로의 총 재정공급, 2007

중국 경제성장 모델을 중국기업들이 아프리카 수여국에 그대로 재
현하면서 오히려 중국경제발전의 부끄러운 민낯이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이 최근 다자적 제도를 통
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과 개도국 기초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국내
과잉생산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Bank, AIIB)을 설립했다는 견

해도 있으나(Hung 2015), 중국-아프리카 개발은행이나 대외경제
무역특구의 지속적인 확대를 고려할 때 기존의 양자원조에서 다자
적 개발협력으로 중국원조 레짐의 변화가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
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의 사례가 보여 주는 것처럼 중국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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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ᅦ계정치24_책.indb 263

263

2016. 6. 3. 오후 5:53

발원조가 국제개발협력에 제기하는 또 다른 도전으로 ‘원조의 범
위’를 들 수 있다. OECD의 규정에 따르면, 수출증진을 목적으로
수출신용기관으로부터 발행되는 수출차관 혹은 수원국에 투자하
는 공여국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를 위한 펀드는 공적원조에 포함
되지 않는다(OECD 2010). 중국은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와 마찬가지로 양허성 보조금과 차관,

무이자대출과 같은 공적원조는 정부 대외원조 예산으로 집행하지
만, 석유투자나 천연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정부 원조예산
으로 집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원조와 무역투자를 결합하
는 개발원조를 추구하는 중국은 공적원조(ODA)에 포함될 수 없는
많은 비용을 대외원조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로 중
국정부는 대외원조활동과 다른 종류의 경제협력을 분리해서 조직
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Brautigam 2011). 아프리카에 개발 투
자하는 중국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중국-아프리카 개발기금
이나 대외경제무역특구에 기업의 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중국수
출입은행이 발행하는 특혜차관이나 보조금 모두 OECD가 규정하
는 전통적 정의에 따른 공적원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에 해당된다. 중국은 이러한 비공적자금에 의

한 개발원조가 정부예산에서 나오는 공적원조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그림4> 참조), 그리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
는 중국의 비중을 고려할 때 전통적 국제개발협력 레짐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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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ᅦ계정치24_책.indb 268

2016. 6. 3. 오후 5:54

中國對外貿易經濟合作部. 2001. 『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 經濟科學出版社.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鑒編輯委員會. 1995.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鑒1994-1995』. 北京:
中國社會出版社.

中國商務部. 中國商務部直接投資統計數据

http://www.mofcom.gov.cn/article/tongjiziliao/ (검색일: 2015년 11월 27일).
中國外交部, 中共中央文獻硏究室. 1990. 『周恩來外交文選』. 中央文獻出版社.
中國財政部. 2013. “關于2012年中央本級支出決算的說明.” http://yss.mof.gov.

cn/2012qhczjs/201307/t20130715_966185.html (검색일: 2015년 11월 28일).

中國財政部. 2014. “關于2013年中央本級支出決算的說明.” http://yss.mof.gov.

cn/2013qgczjs/201407/t20140711_1111869.html (검색일: 2015년 11월 28일).

中非發展基金, http://www.cadfund.com/index.aspx (검색일: 2015년 11월 29일).

陳敦德. 1999. 『探路之行: 周恩來飛往非洲』.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陳默. 2014. 『中國援助的非洲模式及其對非洲發展影響的硏究』 上海外國語大學博士論文.

박사학위논문.

賀文萍. 2010. “中國援助非洲: 發展特点, 作用及面臨的挑戰.” 『西亞非洲』 2010:7.
何姸. 2011. “中國對外援助管理模式的建立和完善.” 『湖湘論壇』 2011:4.

何中順. 2007. 『新時期中國經濟外交：理論与實踐』. 時事出版社.

黃梅, 波謝琪. 2013. “中國對外援助項目的組織与管理.” 『厦門大學國際發展論壇』 2013:3.
黃梅波, 盧冬艶. 2012. “中國對非洲基础設施的投資及評价.” 『國際經濟合作』 2012:12.
洪聯英, 張云. 2011. “我國境外經貿合作區建設与企業‘走出去’戰略.” 『國際經貿探索』

2011:3.

胡建梅, 黃梅波. 2009. “中國對外援助管理体系的形成和發展.” 『發展与援助』 2009:5.

_____. 2012. “中國對外援助管理体系的現狀与改革.” 『發展与援助』 2012:10.

胡美, 劉式. 2012. “中國援非五十年与中國南南合作理念的成長.” 『國際問題硏究』

2012:1.

중국식 개발원조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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