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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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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중국의 부상과 국내정치적 취약성

중국 
시진핑 정권의 가장 중요한 국내와 국제의 정치경제적-정치안보

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일대일로’ 정책은 중앙아시아와 서

아시아(중동), 러시아를 거쳐 중국과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一帶)’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중동)를 거쳐 중국과 동-서유럽을 연

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일컫는다. 이미 이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 

국내적, 국제적으로 심대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챕터는 이러한 중국의 국가 대전략인 ‘일

대일로’ 정책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국내 정치경제적 근원과 그 취약성을 국가 전

체와 각 해당 지역 및 산업의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China’s Xi Jinping leadership has initiated and enforced “One-

Belt, One-Road” policy since 2013. This grand strategy aims 

at recreating the infrastructure and trade routes to connect China, 

Southeast Asia, South Asia, Russia the Middle East, and Europe via 

land and sea. This grand strategy of China has already made some 

significant impacts on economy, politics, and society from both do-

mestic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This paper analyzes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jects to understand this strategy, its rationale, 

goals and weaknesses in the China’s contemporary political eco-

nomic conditions across regions and industries.

key words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중국 China, 아시아 Asia, 정치경제 

Political Economy, 인프라 Infrastructure, 리스크 Risk, 국가역량 Stat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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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중국의 대외협력

I  일대일로 정책의 발전과 국내 정치경제적 근원

중국 시진핑 정권의 가장 중요한 국내와 국제의 정치경제적-정치

안보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일대일로’ 정책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중동), 러시아를 거쳐 중국과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실

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중동)를 

거쳐 중국과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

를 일컫는다(國家發展改革委·外交部·商務部 2015; 『新華網』 2017.2.7).1 

아래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의 동남부를 기점으로 도

로, 철도, 통신의 인프라 건설을 통하여 육상의 선상에 있는 국가

들을, 항만, 항로, 통신의 인프라 건설을 활용하여 해로의 선상에 

있는 국가들을 연결하고 북미와 남미를 제외한 전 세계의 경제를 

중국 중심으로 묶어내는 지경학적, 지정학적 국가 대전략이다(김흥

규 2016; 박홍서 2016; 서정경 2015; 원동욱 2016a; 정성삼 2015; 정환우, 

조민경 2017; Godement 2015; Swine 2015; 杜德斌, 馬亞華 2015; 『光明

日報』 2014.10.20; 『新華社』 2016.8.17). 

‘실크로드’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대일로 정책은 역

사 속의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현대적 의미와 수준

으로 재해석해서 각종 인프라 건설을 통해 비교적 저개발된 지역 

및 국가들을 중국과 유럽의 두 중심축에 연결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유도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역협력 및 통합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공진(共進)’전략이다(『文彙報』 2015.7.23). 또한 일대일로 정

1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전략”에서 “의제(‘創意’, Initiative)”로 정정

하여 지칭하고 있다.

세계정치27_책01.indb   69 2017-12-11   오후 5:38:20



70 중국의 부상과 국내정치적 취약성 

책은 시진핑 정권이 새롭게 시작한 정책이라기보다 기존의 국내경

제와 국제경제의 결합의 맥락에서 중국의 국경지역들과 연결해오

던 하위 인프라 산업 정책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정책으로 개념화, 

구체화한 것이다. 

시진핑은 이 일대일로 정책의 육상 및 해상 지역적 핵심인 중

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일대, 2013년 9월)’

를,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일로, 

2013년 10월, 동시에 AIIB설립 발표)’를 발표하였다. 이는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 지역이 국제적으로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

고 국내적으로 이와 연결된 중국의 서북부 및 서남부 지역임을 보

여준다. 이러한 일대일로 정책은 선언적 수준에서 구체적 정책 수

립 수준으로 발전하여 2015년 2월 정치국 상무위원 장가오리를 조

장으로 당국가(party-state)의 최고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일대일

로건설공작영도소조’가 수립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관영 싱크탱크, 

대학연구기관, 그리고 국가급 국영기업들의 정책네트워크 그룹들

이 출범했다.

더욱 구체화된 지역적 구상은 소위 ‘6대경제회랑’이라 지칭되

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연결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위에서 간단

히 언급하였듯이 이 경제회랑은 기존의 중국 국경지역들과 그 접

경지역들을 연결하는 다양한 그리고 여러 수준의 인프라 건설 프

로젝트들을 통합하고 정리한 것으로 위의 <그림 1>에 잘 나타나 

있다. 지역적으로 분류해보면 중앙아시아 방향으로 (1) 중국-중

앙아시아-중동(서아시아) 회랑, (2) 중국대륙횡단 회랑, (3) 중국-

몽골-러시아 회랑이 설정되었으며 동남아시아 방향으로 (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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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중국의 대외협력

국-인도차이나 회랑, (5) 중국-파키스탄 회랑, (6) 방글라데시-인

도-미얀마-중국 회랑을 지정하였다(國家發展改革委·外交部·商務部 

2015).2 첫 번째 중앙아시아 방향으로는 각각 중국의 서북지역 성

들과 부분적으로 동북지역 성들이 연결점이 되며 두 번째 동남아

시아 방향으로는 각각 서남지역 성들과 부분적으로 동남지역 성들

이 연결점이 된다. 물론 그 각각에 필요한 경제자원 공급의 시발점

은 가장 발전한 중국의 연안동남지역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중국의 국가 대전략인 ‘일대일로’ 정책의 국

내 정치경제적 추동 원인을 국가 전체와 각 해당 지역 및 산업의 

2　 중국 정부의 공식 일대일로 웹사이트 “中國一帶一路網”(https://www.yidaiyilu. 

gov.cn/) 참조. 이 웹사이트는 일대일로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

다. 물론 이 자료들은 다분히 중국 중심적인 내용으로 그 객관성에 대해서는 비판

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림 1. 일대일로 지리적 개념도 

출처: 연합뉴스 2016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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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자 한다. 물론 중

국의 당국가(party-state) 지도부는 이 ‘일대일로’를 국내의 정치경

제적 위험요인(risk)의 해결만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국

제 정치적, 경제적 목표를 상정하고 국내 정치적, 경제적 목표와 

결합하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상호보완적인 전략이 ‘일대일로’

라고 할 수 있다(杜德斌, 馬亞華 2015; 國家發展改革委·外交部·商務部 

2015; 『新華網』 2017.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의 국제적 추동 원인, 전략적 목

표 그리고 그 대상국들과의 상호작용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

고 있으며 대체로 추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이 ‘일대일로’ 

정책이 2013년 후반에 불완전한 형태로 발표되어 급속하게 형성

되고는 있으나 약 3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는 그 국제적인 맥

락에서의 분석이 어렵다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대일

로’의 국제적 측면을 다루기보다 가장 기초적이고 이미 상대적으

로 명확한 국내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

가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실증

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일대일로 정책의 국내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추후의 국제적 요인과 국제-국내 요인들의 상호작용 연구의 기반

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 

동시에 이 논문은 일대일로의 국내 정치경제적인 추동 원인 

분석을 통해 중국 당국가가 주목하는 국내 정치경제적인 취약성

(weakness)의 파악도 동시에 추구한다. 이러한 연구 주제, 배경과 

3　 대부분의 국문, 중문, 영문 문헌은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피상적으로 언급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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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문들을 기본으로 2장에서는 시진핑 지도부 집권하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일대일로 정책의 관계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일대

일로 정책의 국내 정치경제적 추동 원인들을 4가지로 분류하여 분

석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분석들을 중국 집권당국가의 국내적 취

약성의 맥락에서 기초적으로 평가하며 중국의 국력(state capacity) 

평가의 맥락에서 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II  시진핑 지도부 집권하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일대일로 정책 

시진핑이 주도하는 제5세대 지도부가 2012년 후반 집권 이후 1년 

만에 발표한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았다. 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그 국내적, 국제적 

규모와 함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즉각적인 긍정적, 부정

적 반응들이 학계, 정책계, 언론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왔다(김태식 

2015; 김흥규 2016; 박홍서 2016; 서정경 2015; 이선진 2014; 『주간조선』 

2015.4.27; 정환후, 조민경 2017; Das 2017; Godement 2015; Kennedy 

and Parker 2015; Swine 2015; 盧鋒 외 2015; 『新華網』 2015.3.8).4 그

러나 즉자적이고 피상적인 분석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실제로 

이 정책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명확히 발표되지 않았던 

이유도 컸다. 2015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 

4　 각국의 중국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한 것으로 중국사회과학원 발간 國際
中國研究動態 2015년 4월호의 [重點關注:“一帶一路”專題]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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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발표한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

설 비전과 행동계획’(國家發展改革委·外交部·商務部 2015)이 가장 구

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혔지만 그 내용이 ‘시대적 배경’, ‘공동건설 

원칙’, ‘구성 방향’, ‘협력의 중점’, ‘협력 메커니즘’, ‘중국 가 지역

의 개방추세’, ‘중국의 적극적 행동’, ‘아름다운 미래의 공동창조’ 

등의 8가지로 여전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일대일로 정책의 모호한 특성은 물론 국가 대전략 정

도의 위치를 점하는 정책을 미시적으로 구체화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하고 무엇보다 이 정책이 중국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들이 

수립하고 추진해오던 기존의 여러 정책들을 큰 틀로 묶어낸 사실

에 기인한다(國家發展改革委·外交部·商務部 2015). 특히 중국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정치경제적인 조건들과 결과

들을 모두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며 특히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급속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과 집행에 큰 자율성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각 지역의 지

역 내, 지역 간, 그리고 인접 국가와의 정치경제적 정책 방향은 상

이하다(Chung 2016; Naughton 2007). 물론 중국의 권위주의적 당

국가 체제하에서 중앙정부의 경제발전 계획, 즉 현재 13차(2016-

2020)가 진행 중인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각 지방의 경제발전 계

획 수립, 집행에 큰 틀을 부여하는 것이 사실이며 국가 전체의 관

점에서 실행되어 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

적인 정치경제의 맥락에서 경제성장 전략과 집행의 조건에서 일대

일로 전략 수립과 실행의 국내적 원인, 목표 그리고 위험요인을 이

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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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지난 39년간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발

전은 실로 엄청난 성과임과 동시에 이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수준

을 급속도로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이로 인

한 수많은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의 산적과 동시에 기존의 고속 성장 모델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모델 수립의 필요성에 직면했다(Dickson 2016; Paik 2012; 

Paik and Baum 2014). 현 시진핑 지도부가 선언한 소위 중국 경제

의 ‘뉴노멀(신창타이, 新常態)’은 이 필요성에 대응한 하나의 상징

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수한, 유다형 2015). 이에 따라 시진핑 

지도부는 기존의 덩샤오핑 개혁개방의 모델인 제조업 중심, 특정 

지역 중심, 수출 주도 중심의 고속성장의 한계에서 발생한 (1) 발

전 지역과 저발전 지역(소수민족 변경 지역 포함) 간 경제발전 정도

의 불균형, (2) 공급과잉산업(인프라 및 부동산 포함)의 국내외적 해

소, (3) 지속 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 (4) 신기술 산업에

서의 중국 기업 국제 경쟁력 육성 및 국외 진출을 경제의 가장 중

요한 과제로 선정하고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 2010년대 

초반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지역적 균형,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장기적 경제성장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경제 구조 개편이 현 

중국 지도부의 핵심적인 국내 정치경제적 과제이다. 

이러한 현 시진핑 지도부의 4가지 정치경제 분야의 과제는 대

체로 일대일로 정책의 국내 정치경제적 추진 동기와 일치한다. 물

론 이외에도 다양한 국내 정치경제 및 사회적인 요구가 추진 동기

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 이슈들의 해결이 현 

중국의 향후 국내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 그리고 이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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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역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 나아가 중국 공산당국가 중심

의 권위주의 체제의 연속성과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의 ‘위험요인(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Dickson 

2016). 다시 말해 이러한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중국 정치경제

의 취약성 관리와 극복 측면에서의 접근은 정치경제적 분야뿐만 

아니라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 연구 분야에

서 핵심 질문 중 하나인 “중국의 공산당 체제가 생존할 것인가?”

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 분석에도 핵심적이다(Dickson 2016; 

Nathan et al. 2013; Paik 2012). 

III  일대일로 정책의 국내 정치경제적 추진 원인 분석

1. 발전 지역과 저발전 지역의 균형

일대일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서북 지역과 서남 지역이

다. 동북 지역은 부분적으로 포함되었지만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없

으며 동남부 지역은 핵심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육상(一

帶) 및 해상(一路) 실크로드의 시작점이자 정책 실현에 필요한 경

제적 자원의 공급지이다. 이러한 지역적 중심은 일대일로 정책이 

2000년대 들어 동부와 남부 지역에 비해 저발전 문제가 심각한 서

부, 중부, 동북부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

전이 목표임을 적시하며 동전의 양면처럼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

이 가장 큰 국내 정치경제적 리스크임을 의미한다. 특히 서북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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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소수민족(위구르신장자치주, 티베트시짱

자치주, 칭하이성, 스촨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만 한족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하여 소수민족과 한족

의 갈등과 충돌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더구

나 동부와 남부 지역에 비하여 풍부한 자연자원 보유량에 비해 중

국 성장의 핵심 동력인 제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이와 

연관된 입지 조건이 열악하여 서북부와 서남부 지역에는 외자기업 

및 내자기업들의 투자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지역 경제성장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제4세대 후

진타오 지도부가 2000년대 들어 실시한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 

정책은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 효과는 충칭직할시와 스촨

성의 청두시와 같은 대도시 지역들에 국한되었고 위에서 언급한 

변경지역들의 경제발전은 여전히 더디다(趙天睿 외 2015; 孫久文 외 

2017; 雷德雨 2016). 더구나 이 서부대개발은 상당히 높은 성별 경

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서부 지역 내에서의 지역 간 격차를 급격

히 확대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서북 지역의 위구르

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서남 지역의 티베트족이 다수

를 차지하는 지역에서조차 대규모로 이주한 한족 중심 지역과 비

교할 때 경제성장과 분배의 수준이 매우 낮으며 이러한 민족 간

의 불균형은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邱俊翔 2016). 이 

‘서부대개발’과 같은 저발전 지역의 경제발전 전략 달성의 어려움

이 이 ‘일대일로’ 정책의 국내 정치경제적 핵심 동인이라는 맥락에

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옌성 비서장은 “일대일로는 어떻게든 중

국의 서부대개발로 귀결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中國經濟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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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5).

이 소수민족들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와 직간접적으로 종

교적·민족적·지역적 공통성을 분모로 정치적 연계를 형성하고 있

어 국가의 정치안보에도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 전반적으로 서

부 지역의 특정 도시 및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타 

저발전 지역에로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유도하는 기

본 모델은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 수혜 영역을 급속히 확장하는 

것이 서부지역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趙天

睿 외 2015; 孫久文 외 2017). 그러므로 일대일로 정책이 이러한 서

북부 및 서남부의 경제 저발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

는 정책이며 위의 장옌성 비서장의 주장은 이 일대일로 정책의 국

내적 정치경제적 해당 지역은 서북 지역과 서남 지역임을 확인해

준다. 

이에 비해 동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일대일로 정책에서 소외되

었다. 이것은 일대일로 정책의 전략적 목표가 중국의 ‘서진정책’이

라고 가정할 때 자연스러운 정책적 결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육상 및 해상 교역로의 출발점은 중국 동남부에 

위치하며 동북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을 비롯하여 그 접

경국가인 한국, 북한, 일본으로 구성되는 소위 동북아시아는 제외

되었다.6 이러한 동북 지역의 일대일로 정책에서의 제외는 대표적 

5　 구체적으로 신장의 위구르족과 중앙아시아, 중동의 이슬람 투르크 계통 국가 및 

민족과의 연결, 티베트의 티베트족은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불교 및 힌두권 국

가들과 연결되어 있다.

6　 일대일로 정책 대상국에서 미국, 일본, 북한은 공식적으로 제외되어 있고 한국

도 제외되어 있지만 일대일로 68개 대상국에는 포함되어 있다. 즉, 일대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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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발전 지역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의 정치경제적, 정치안보적인 

중요성에 따라서 일대일로 정책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즉, 동북 지역의 경우 조선족, 몽고족, 만주족 등의 

소수민족 문제가 서북 및 서남 지역에 비해 사회불안정을 야기할 

수준에 다다르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정치적으로 이들이 민족

적 공통성을 분모로 한국 또는 북한 그리고 몽골과 연결하여 중국

의 국제정치적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북한이라는 

주변국의 국제정치안보적 효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북 지역의 

경제 저발전 문제를 상대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현재까지도 각 지역별로 아래와 같이 대략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을 뿐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일

대일로 정책의 지역적 목표가 가장 명확하게 언급된 정부 문서는 

위에서 언급한 2015년 3월 28일 하이난성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 

국무원의 통제하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 공동으

로 작성하여 발표한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의 비전 및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國家發展改革委·外交部·商務部, 

2015).7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33개 성시 중 18개가 일대일로 계획

의 추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그 역할은 <표 1>과 같이 정

선(沿線)국가는 65개국이며 한국 포함 3개국은 일대일로 정책에서 중국과 긴밀

한 협력관계국가로서 지정되었다(國家發展改革委·外交部·商務部 2015; 『新華網』

2017.2.7).

7　 일대일로 참여 지역으로 지정된 18개 성정부는 각기 일대일로와 연관된 전략과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현재까지도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2017년 5월 

14-15일 북경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一帶一路”國際合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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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된다.8 

이러한 지방 균형발전 추진은 2016년 8월 17일 <일대일로 건

설사업 좌담회> 중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건설의 강화는 

징진지 합동 발전계획, 장강 경제지역 발전계획 등의 국가전략과 

연계하여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 효율 선진화발전, 

국경지역들의 개발과 개방 등으로 동부, 중부, 서부의 공동발전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라는 지시에서도 일대일로 정책의 첫 번째 추

高峰論壇)’에서 시진핑의 개막식 연설 “攜手推進“一帶一路”建設: 在“一帶一路”
國際合作高峰論壇開幕式上的演講”로서 국가급 계획 수준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중국 중앙정부가 포럼의 성과로 제시한 사항들을 

분석하면 이 일대일로 사업이 기존 국내적, 국제적 정치경제 전 분야의 계획들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8　 대부분의 중부 지역 성들은 제외되었다. 특히 중국 정부가 2005년부터 중부 6개 

성에 대한 발전전략인 중부굴기(中部崛起)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 정책 또한 실

패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일대일로 전략에서 제외된 것은 의문이다. 이들 성은 소

위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징진지’지역 정책에 일부 편입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지역 지방 역할

서북 지역 신장(新疆), 산시(陝西), 

깐수(甘肅), 닝샤(寧夏), 

칭하이(靑海), 네이멍구(內蒙古)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국가와 연결되어 진출하는 육상 

실크로드 통로 지역

서남 지역 광시(廣西), 윈난(雲南), 

시짱(西藏·티베트) 

남아시아와 연결되어 진출하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의 복합적 

통로 지역

동남연해 지역 상하이(上海), 푸젠(福建), 

광둥(廣東), 저장(浙江), 

하이난(海南)

동남아시아를 통하여 남아시아를 

포괄하는 해상 실크로드 통로 지역으로 

서북 지역으로 동남부를 연결하는 중국 

국내의 육상 실크로드 통로 지역

동북 지역 헤이룽장(黑龍江),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러시아, 몽골(한국, 북한, 일본 등은 

실질적으로 제외)과의 우회적 육상 

실크로드 통로 지역

표 1. 일대일로 정책 참여 지방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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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원인이자 정치경제적 위험요인으로 나타난다. 결국 중국 정부

가 저발전 지역의 신속한 경제성장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9

2. 공급과잉 산업의 국내외적 해소와 산업구조 개편

일대일로 정책은 1978년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래 지난 39년간 수

출주도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의 결과로 발생한 국내 경제

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국내 각종 인프라 및 관련 제조-서비스 

산업의 공급과잉을 타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劉瑞, 高峰 2016). 

제4세대 지도부 후진타오-원자바오 집권기(2003–2012),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 위기에 대응하여 4조 위안(6,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중앙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 실시한 경기부양

책은 그 단기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철강(제철/제강), 시멘트, 유리 

그리고 조선 등과 같은 인프라 관련 산업의 설비 과잉 현상을 악화

시켰다(이철용 2016; 趙明亮, 楊蕙馨 2015; 於燕玲 외 2017). 

이 후-원 지도부 시기 시작하여 2010년대 중반 들어 강도 높

은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이 수립되고 실행되었으나 성과는 제한적

이었다(劉金賀 외 2010). 더구나 현 중국의 산업정책이 ‘국진민퇴

(國進民退)’로 상징되듯 국영기업 개혁정책, 즉 구조조정과 민영화

는 이에 부정적인 시진핑 정권 들어 더욱 요원해졌다(왕윤종 2016). 

이러한 당국가의 국영기업 보호 정책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중앙

9　 원문은 다음과 같다. “加強一帶一路”建設同京津冀協同發展, 長江經濟帶發展等國
家戰略的對接，同西部開發, 東北振興, 中部崛起, 東部率先發展, 沿邊開發開放的結
合，帶動形成全方位開放, 東中西部聯動發展的局面.”(『新華社』 20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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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급지방 정부의 국영기업이 공산당 집권의 경제적 기반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시장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집권당의 사상적 

기조는 사회주의를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데올로기적 기조

와 당국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국영기업들의 시장 주도력 및 장

악력은 그 경제적 비효율성을 감수해야 함에도 집권당의 경제적 

역량을 보장한다. 전체 기업 수의 1.2%를 차지하는 이러한 국영기

업이 전체 국가 GDP의 60-67%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이는 공급

과잉 문제의 핵심인 인프라, 건설, 부동산 산업과 관련된 제조 산

업들이 국영기업의 영역으로 유지됨을 의미하고 낮은 수준의 국영

기업 구조조정의 한계를 극복할 다른 정책적 대안을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따른 도로, 철도 및 

고속철도, 항만, 통신, 신도시 건설 등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에 

대한 수요를 국내적(서북 및 서남 지역), 국제적(접경 지역인 중앙아

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으로 창출하여 국내의 심각한 인프

라,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산업들의 과잉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표 2. 중국의 6대 생산능력 과잉 산업

철강 석탄 시멘트 평판유리 조선 전해

알루미늄

2015년 생산능력 

이용률

70% 65% 60% 69% 70% 

미만

80%

2016년 상반기 생산 

증가율
- 1.1% - 9.7% 3.2% 1% - 7.4% - 1.9%

2016년 상반기 

적자기업 비율

28% 70% 

이상

40% 

이상

30% - -

생산능력 과잉 산업 

목록에 포함된 최초 연도
2003년 1998년 2003년 2007년 2009년 2003년

*출처: 이철용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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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려 한다(『中國建設報』 2017.1.3). 이 정책적 대안을 통해 공급과

잉 상태인 인프라 및 건설 산업들이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국영기업들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당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국영기

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산업구조의 고도화도 추구하고 있다. 

이와 연관된 핵심 공급과잉 산업이 바로 부동산 분야이다(백

우열 2014). 많은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개혁개방 시기 중국 부

동산의 과도한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투기 및 지방정부의 과도한 

토지개발 의존을 중심으로 한 과잉공급 문제, 즉 부동산 버블 현상

은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위험요인’이

며 당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대응 대상이다(백우열 2014). 위의 인프

라 산업 중 상당수의 과잉공급 문제는 부동산의 과잉공급 문제와

도 직결되어 있으며 부동산 산업에서 더 이상 이윤 창출이 어려운 

잉여 국내 자본들의 불안정한 움직임은 국내 증시에 대한 과도한 

투자 또는 투기를 유발하여 상당히 심각한 충격을 야기하기도 하

였고, 2010년대 중반에 국내 정치경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위기

론까지 야기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 산업의 국내 경제적 한계 상황은 일대일

로 정책과 결합하여 현 지도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해외투자 

장려 정책으로의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의 일부로서 해외 부동산 

투자의 급속한 확대 허용을 가져왔다. 물론 이러한 부동산 산업의 

상대적 침체와 위기는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사업의 실패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되는 서북 및 서남 지역에의 과도한 부동산 개발과 공

급을 통한 수많은 미분양 아파트와 상가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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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소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즉 베

이징, 상하이, 선전 등의1선 도시의 중심 지역은 포화 상태로서 가

격의 지속적 상승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외의 2선, 3선 도시 및 교

외 지역 등의 수요가 부족한 지역은 과잉공급이 계속되고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인프라 및 부동산 건설 산업은 새로운 국내

외의 시장 개척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일대일로의 추동 원인은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관련 주요 

회의와 발표에서 반드시 지적되며 동전의 양면처럼 근본적인 극복 

대상으로의 위험 요소임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8월 17일 <일대일로 건설사업 좌담회> 중 시진핑의 평가

와 지시는 이를 잘 보여준다(『新華社』 2016.8.17). 그는 일대일로의 

경제협력 조치를 통한 유효공급 제고를 주요 과제로 분명히 제시

하면서 국제적 산업연계, 무역 및 투자협력 활성화, 국제생산력 및 

장비제조 협력 확대, 인프라 관련 생산 및 건설 산업의 해외진출이 

연선국가의 공업화 및 현대화 추진과 인프라 수준 제고와 결합할 

때 세계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시진핑은 일대일로 건설 관련 산업의 최우선 분야로 인

프라 건설 계획, 기술표준 시스템 연계 강화를 지정했다. 그 주요 

정책적 목표로 (1) 아시아 내 각 지역 연계, 아시아-유럽-아프리

카 지역 간 인프라 네트워크 형성, (2) 인프라 시설의 녹색 저탄소

화 건설, (3) 교통 인프라 분야 대폭 확대 공급, (4) 국제 통합노선 

운송 협조체제로 물류 원활화, (5) 항구 인프라 건설, 육상-수상운

송 연계 통로, 해상항로 및 노선 증가, 해상 물류정보화 협력, (6) 

민간항공의 전면적 협력 플랫폼 및 기제 확대, 항공 인프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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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를 지정했다. 또한 에너지 인프라 상호연계 협력 사업으로서 

가스관 및 송유관, 그리고 국가 간 송전 전력망 구축 및 개선, 통신 

인프라 사업으로 정보통신망 구축으로서 다양한 양자 간 광섬유망 

건설 협력 등도 제시되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인프라, 건설, 부동

산 부문의 공급과잉 이슈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책적 대상

이다. 

3.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에너지 산업의 균형 발전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일대일로 정책의 국내 정치경제적 추동 원

인은 과거에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성격을 지니고 있

다(원동욱 2016b; 張玉英, 王國樑 2017; 潜旭明 2017; 王鬱 2015). 그

러나 세 번째 원인으로 분석하는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에너지 산

업의 지역균형발전’의 경우는 이와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성격도 

지닌다.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은 지

속적인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정치경제적 정책 목표의 최

우선 순위에 위치시킬 만큼 중요하다. 일대일로 정책의 성공적 수

행은 1993년 이후 석유자원의 순수입국이 된 중국이 석유와 천연

가스 자원의 수급을 해외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적이다. 또한 중국은 현재 원유 수입량의 80%와 천연가스 수

입량의 50% 이상을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말라카 해협

을 통하여 운송하고 있다(王鬱 2015; 张生玲 외 2015). 특히 동남아

시아 및 남아시아 해로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

아, 남아시아를 관통하는 육로를 통한 중동과 러시아 지역 석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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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자원의 운송로 확보가 가능하다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국내로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 전략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

스 자원 개발과 운송산업에 중국 인프라 기업들의 직간접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일대일로 정책의 국내 정치경제적 추동 원인은 2015

년 3월 발표된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 

비전과 행동계획’에서 명시한 에너지 자원 관련 5개 분야의 세부 

협력 사항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에너지의 확보와 수송의 위험요인 제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다섯 가지 정책적 목표는 다음

과 같다. (1) 에너지 인프라의 상호 연계 협력 강화, 송유관·가스

관 등 파이프라인의 안전 공동 보장, (2) 국가 간 전력 및 송전 라

인, 지역 내 전력망의 개량·개선 협력, (3) 석탄, 석유, 가스, 금속

광물 등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의 탐사 및 개발 협력과 동시에 각종 

청정 및 재생 에너지(수력, 풍력, 원자력, 태양력) 분야 협력, (4) 에너

지 자원의 현지, 근거리 가공 전환 협력 및 수자원 통합으로 지역 

간의 산업망 형성, (5) 에너지 자원의 정밀가공기술, 장비 및 공정 

서비스 분야 협력(國家發展改革委·外交部·商務部 2015). 이러한 일대

일로 정책을 통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 특히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시아 지역을 통한 육상 송유관 및 가스관의 대규모 건설은 기존의 

서북 및 서남 지역의 뒤처진 에너지 산업을 급속도로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국제정치경제와 국내정치경제의 상호

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다(劉建國 외 2017). 

세계정치27_책01.indb   86 2017-12-11   오후 5:38:41



87중국의 대외협력

이 에너지 자원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일대일로 정책의 추진

은 위에서 언급했던 기존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

들을 하나의 틀(frame)로 묶어 국가 대전략으로 전환시킨 특징을 

잘 보여준다. 자세한 분석은 지면의 제한으로 어렵지만 아래의 2가

지 사례(미얀마-윈난 송유관-가스관, 중앙아시아-우루무치-내륙 송유

관-가스관)는 그 선제적인 예이다. 첫째, 서남 지역의 경우 현재 중

국의 에너지 수입원 및 도입 경로 다양화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

는 미얀마 서부 인도양 지역의 짜욱퓨와 중국 윈난성의 쿤밍을 연

결하는 총 길이 771km의 가스관 및 송유관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

책 시작 전부터 추진되어 정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완공되었

다. 중국 국영에너지기업(CNPC)은 2009년 미얀마 정부와 수송관 

건설을 합의, 천연가스 및 원유 수송관 건설 비용 25억 4천만 달러

를 투자하며 중국 측이 50.9%, 미얀마 측이 49.1%를 출자하는 조

건으로 이를 건설했다. 일대일로 정책의 본격화 이전에 이미 가동

을 시작한 가스관과 더불어 2017년 4월 송유관이 공식적으로 가동

되었다. 또한 이 가스관-송유관과 더불어 건설되는 짜욱퓨 항구는 

중국이 전적으로 건설하며 향후 20년간의 사용권을 보유하게 된

다. 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국내 정치경제적 위험요인

의 제거는 위의 3.1에서 분석한 지역 간 산업발전의 불균형에도 크

게 기여한다. 이 가스관-송유관을 통해 도입된 천연가스와 원유는 

상대적 저발전 변경 지역인 윈난성의 성도 쿤밍 등의 지역에 석유

화학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둘째로 이와 유사하게 서북 지역의 경우 카자흐스탄과 투르

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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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과하여 신장위구르자치주의 우루무치로 운송하는 가스관-송

유관의 건설도 첫 번째 사례와 유사한 효과를 보이면서 기존에 추

진한 정책이 연결, 확장된 일대일로 정책의 성공 사례로 분석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아무다리야 지역에서 시작해 우즈베키스탄을 거

쳐, 카자흐스탄의 아타수 지역에서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우

루무치(烏魯木齊)시 구간의 7,000km 길이의 가스관은 2009년 이

미 연결되었으며 연간 400억㎥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해왔

다. 이 가스관을 통해 도입된 천연가스는 우루무치 지역의 석유화

학 산업에서 상당부분을 소비하고 동부지역으로 운송된다. 이러한 

국가급 에너지 운송 사업은 ‘서기동수(西氣東輸)’ 정책으로 불리며 

2004년 신장자치구, 간쑤, 산시, 허난, 안후이, 장쑤의 5개 성을 거

쳐 동부의 상하이에 도달하는 4,000km의 1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2010년 신장자치구에서 중국 남부의 홍콩까지 8,094km 길이의 

서기동수 2기 구간이, 추가적으로 광둥성의 샤오관까지의 3기 구

간이 2014년에 완공되어 일대일로 정책의 에너지 부문의 대표적 

모델이 되었다. 또한 위의 쿤밍 지역과 유사하게 중국의 서북부 가

스관-송유관의 건설은 에너지 자원 도입의 다각화와 동시에 저발

전 변경 지역인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석유화학 및 관련 산업 발전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자치구의 성도인 우루무

치 지역은 기존의 주변 유전 및 석탄 지대의 에너지 자원과 더불어 

중앙아시아에서 자치구 지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송유관의 에너

지 자원을 결합하여 석유, 철강 등 중공업 분야를 핵심 산업화하고 

다양한 관련 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장위

구르자치구의 성정부 차원에서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또한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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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원 수입 가공기지, 화공제품 수출 가공기지를 핵심 산업발전 

계획으로 지정하고 있다. 

4. 신기술 산업에서 중국기업 국제경쟁력 육성 및 진출 확대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국내 정치경제적 추동 원인 중 비교적 덜 주

목을 받고 있는 것이 신기술 산업에서의 중국기업 국제경쟁력 육

성 및 국외 진출 확대라고 할 수 있다(孫兆剛 2016; 潘博 2016). 매

우 흥미롭게도 일대일로 정책의 중심이 인프라 산업에 집중되어 

있기에 대부분이 그 건설 자체에 시선을 빼앗기며 그에 추가되거

나 부가적으로 취급되는 다른 분야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진다. 그 

중에서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계획 및 성과 관련 

문건들과 각 해당 지도자들의 연설에서 비교적 큰 비중으로 다뤄

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자국의 인프라 산업을 중심으로 기타 최

첨단 신기술 산업들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및 이를 위한 65개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과의 기술 교류 및 협력, 자국 기술표준의 확

산 및 관철이다(國家發展改革委·外交部·商務部 2015; 科技部 2016; 『新

華網』 2017.2.7). 특히 일대일로의 대상, 수혜, 협력 지역의 국가들

이 주로 개발도상국 및 저발전국이라는 점에서 기술표준 확보 전

략은 그 타당성을 지닌다(潘博 2016).

예를 들어 <일대일로포럼 성과 리스트, “一帶一路”國際合作高

峰論壇成果清單>에서 기초적이고 예비적이긴 하나 가장 많이 언급

되고 있는 것이 중국 자국의 신기술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진출, 기

술표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각 연선 국가들과의 관련 MOU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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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과이다. 또한 시진핑은 위에서 언급한 2016년 8월 일대일

로간담회에서 인프라 건설 계획과 더불어 가장 중점을 둔 것이 관

련 기술표준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라는 것이었고 이것은 교

통, 통신, 에너지, 물류 시스템 및 관련 산업들 전반에 걸친 자국의 

기술력 강화와 국제적 확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

에서 시진핑의 발언 중 “산업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產業核心技術研發支撐”)”는 이 추동 원인을 정확히 지목

하고 있다(『新華社』 2016.8.17). 

또한 <일대일로 정책의 비전과 행동(2015年 3月)>에서도 이 정

책적 추진 동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산업 및 투자협력 부문

의 내용을 보면 투자협력은 농림목어업 분야의 기술 혁신과 전파 

그리고 협력을 강조하면서 담수화, 해양생물학 및 의약 기술, 해양 

공정 및 환경 기술을 강조하였다. 에너지 협력은 각종 전통적인 에

너지자원 탐사 기술과 신재생 및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및 이송 기

술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인프라 산업의 기술과는 비교적 간접

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산업 협력의 항목에서는 차세대 정보, 생

명, 신에너지, 신소재 기술 기반의 신산업 분야 협력과 동시에 창

업투자의 강조와 협력이 두드러진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글로벌 

벨류체인(global value chain)에서 중국의 기술적 위상 제고를 위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상류-하류 산업체인 및 개별산업 구조를 생

성하고 여기에 연구개발, 생산, 판매 체계를 구축,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지역에 산업통합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國家

發展改革委·外交部·商務部 2015). 

이의 연속선상에서 가장 최근의 2017년 5월 <일대일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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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진핑 개막사 중 미래발전방향 4번째 항목이 바로 ‘혁신 촉진’

으로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나노기술, 양자 계산기 등의 핵심 신

기술 분야의 협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 발전, 그리고 인터넷 및 친환경산업과 관련된 중국과 각 연선

국가의 청년 창업 지원이 정책적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신기

술 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첨단기술의 중국 중심의 발전

과 그 표준의 국제적 확산이라는 정책 방향은 2013년에 언급된 ‘인

프라 산업’ 관련 기술을 넘어서 정책이 구체화되는 지난 3년 사이

에 기존에 강조되지 않았던 타 산업의 신기술까지 일대일로 정책

의 중요 추동 원인에 포함시켰다.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신기술 산

업을 직접적 연관이 분명하지 않은 일대일로 정책에 포함시키면서 

중국 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신산업 기술의 포함은 현 중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큰 위

험요인인 노동집약적 제조업 및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모델이 한

계에 다다른 것을 인정한 ‘뉴노멀’시대 신성장 동력의 부재라는 위

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신기술 산업에서 가장 먼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고

속철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고속철도 사업은 인프라 산업으로

서 설계, 토목공사, 궤도, 차량, 제반 시스템 등의 산업이 전후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해당 건설 지역 및 국가의 신기술 표준을 선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대일로 정책에서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시

장을 넘어 연선국가에 고속철도를 수출하려는 목표를 뚜렷이 하고 

있고 대부분의 수출 대상 국가들은 개발도상국 또는 저발전국의 

특성상 철도 표준이 미비하므로 중국의 표준이 곧 그 국가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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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의 구축은 자국의 광대한 영

토를 연결하는 고속 철도망을 건설하면서 일본의 가와사키, 프랑

스 알스톰, 독일 지멘스 등 선진국 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해 가능했

으며 국내의 엄청난 공사량으로 거의 모든 기후와 지형에 시공 기

술을 확보하는 등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에 

더해 건설비용도 30% 이상 저렴하게 운용하며 대상국에게 수주를 

대가로 낮은 이율의 차관 공여 등을 제공하여 그 기술표준의 확산

이 가능해져 일대일로의 핵심 신기술 산업으로 부상하였다. 

IV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통한 국내 정치경제적     

  취약성의 극복 가능성과 국가역량 강화 전망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는 국내 정치경제적 원인은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국내의 노동집약적 제조업 

및 부동산-인프라-건설 산업 성장 중심의 경제가 지역균형적, 산

업구조적 측면에서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소위 ‘중속성장’ 또는 

‘신창타이’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해외 진출을 통한 경제

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다. 또한 경제의 지속적 

성장 및 저발전 지역의 경제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인프라 및 부동

산 건설 산업의 국내 수요 창출과 국제 진출을 통한 연착륙 정책은 

중국의 고질적인 사회 불안정 문제 및 공산당 권위주의 체제의 정

당성 문제 해결과도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중국 당국가에게는 절실

하다. 이러한 국내의 정치경제적 문제들은 기존의 중국 국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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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각종 ‘군체성사건’, 즉 집단항의, 파업, 탄

원, 시위, 폭동의 원인이기 때문이다(Paik 2012).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국내 정치경제

적 추동 원인을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발전 

지역과 저발전 지역 간 경제발전 정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

여 상대적 저발전 지역인 서북, 서남 지역에 정책적 초점을 맞췄으

며 이는 기존의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등의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그 미흡한 성과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기존 거대 제조업, 

특히 인프라 및 부동산 산업과 연관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남, 서북, 중부 및 연안 지역에서의 국내적인 그리고 65

개 연선국가들로의 국제적인 해소를 시도하고 있다. 셋째, 중국 경

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에너지자원의 안전한 확보와 이를 통한 

저발전 지역의 물류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미래의 성장 동력인 각종 신기술 산업에서 중국 기업의 경쟁력

을 확보하고 연선국가에서의 중국 중심 국제기술표준의 확보를 도

모하고 있다. 

이러한 일대일로 정책의 국내 정치경제적인 추동 원인들은 동

전의 양면과 같이 중국 당국가 체제가 주목하는 국내 정치경제적

인 취약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대전략인 일대일로가 위의 4가

지 국내 정치경제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지는 의문이다.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는 2000년대 초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그러나 비효율적으로 실시해온 저발전 지역

의 급속한 발전 추구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일대일로와 같은 국가

의 다각적인 자원 ‘재분배’ 정책 외에는 뚜렷한 답이 없는 것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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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정책과 크게 질적으로 다른 면도 찾기 어

려운 만큼 그 효과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두 번째 공급과잉 산업의 

국내외적 해소는 일대일로 정책으로 단기적, 부분적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지만 대체로 소위 ‘공급측 개혁’과 ‘부동산 버블 제거’ 등

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왕윤종 2016; 賈

康 외 2015). 세 번째 에너지 확보와 에너지 산업의 균형 발전은 일

대일로 정책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과제이다. 에

너지 안보의 측면과 결합하여 육상과 해상으로 에너지자원의 도

입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

째 신기술 산업의 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

지만 막대한 중국 자본의 투자와 원조 등을 통한 저발전 국가 내의 

중국 중심의 신기술 표준 확대 정도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역시 보조

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대일로 정책의 국내 정치경제적인 추동 원인의 기초

적인 분석은 궁극적으로 왜 중국의 국가 대전략이 국제적으로 중

요한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 중국이 과연 이 ‘일대일

로’ 정책을 통해서 국내 정치경제적인 취약성들을 해소하고 미국

과 미국의 동맹국 및 협력국들을 넘어서는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다시 말해 각국이 이 중국의 국가 대

전략인 ‘일대일로’의 여러 측면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전

략을 통해서 중국의 국가역량(state capacity)이 어떤 수준으로까지 

향상될 것인가 또는 여러 장애 요인들로 인해 약화될 것인가에 따

라서 향후 국제정치경제적, 정치안보적 지형이 바뀔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만약 위에서 제시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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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로가 국내정치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는 

중국의 국내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국제정치경제적, 국제안보적 국

가역량 확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는 미국, 일본, 러시

아를 비롯한 강대국과 한국 등을 비롯한 중견국 그리고 주변 지역

의 약소국들이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며 각국의 국

익을 추구하는 여러 공식에 핵심적인 변수가 된다.

그러나 2013년 후반기에 시작하여 겨우 3년이 지나며 본격화

되고 있는 이 정책의 결과를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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