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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Summary

프로그램 개요와 요약

프로그램 개요
서울국제포럼과 한국고등교육재단의 China Study Mission(이하 CSM) 대표단 일행은 2016년 4월 21일(목) 중국의 정
치/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상해국제문제연구원(Shangha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SIIS)과 푸단대학 국제관계학원을 방문해 각각 비공개 간담회 및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2일(금)에는 교통대학
등에서 중국 경제/경영/기술발전에 대한 세션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논의 결과를 Chatham House Rule(no attribution)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요약, 보고한다.
CSM는 총 세 개의 세미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미나는 중국 정치/외교/안보 문제를 주로 다루었으며, 두 번
째 세미나는 중국의 경제 및 경영을, 그리고 마지막 세미나에서는 기술발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첫 번째 세미나의 제
1세션에서는 중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졌으며, 제2세션에서는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정세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두 번째 세미나의 제3세션에서는 중국경제의 중기 전망, 특히 경착륙 가
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제4세션에서는 중국 기업의 빠른 성장의 한국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통의하
였다. 마지막 제5세션에서는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있었다.
제1세션에서 CSM 대표단은 향후 중국 국내정치의 발전 전망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시진핑의 재임 4년에 대한 평
가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중국정치에 대한 전망을 단기적으로 평가했을 때, 현 상황으로서는 ‘이럭저럭 헤쳐 나가
기’(muddling through)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 또한 다수의 변수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다 구체적인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제2세션에서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대한 중국 측의 관점과 평가와 함께 한국의 관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
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우선 협력과 갈등/경쟁의 동학이 혼재되어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중 관계를 시작으로, 역내 주요 현안 문제인 중-일 관계와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양안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중 관계와 한-중 관계에서의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 05 CHINA STUDY MISSION 2016

제3세션부터는 중국 경제문제를 다루었는데,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중국의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진 사실에 대한 논
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잠재성장력에 대한 중국 측의 주된 의견이 과거의 적극적인 낙관주의
적 태도에서 다소 보수적인 태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제4세션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하였던 1978년 당시의 무명 기업들이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고도성장
을 주도하는 기업들로 성장하게 된 배경을 통해 한국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 세션에서는 중국 기
업인과 중국에서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한국기업인 등이 직접 참가하여 중국 경영의 실제에 대한 의견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5세션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과학 혁신(Scientific Innovation)과 기술 발전 현황을 토대로 미래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양국의 과학기술정책 분야 전문가를 비롯하여 첨단 과학 연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중국 과학자와 한국과학자가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세미나에 참여한 패널들은 양국 간의 과학기술 혁신과 상호 협
력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China Study Mission은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과의 의견공유를 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좋은 계기로 삼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양국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교류
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협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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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1. 2012년 말 집권 이후 시진핑 총서기 및 주석은 권한을 강화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덩샤오핑 이후 가장 강력한 중국
의 지도자로 부상하는 과정에 있다. “마오쩌둥의 수단을 통해 덩샤오핑 2.0”을 지향한다는 시진핑의 개혁이 지금까지는
큰 저항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중국의 국내 전반에 대한 중기적 전망을 하기는 어려우나,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권력의 변화를 가져 왔던 주요 요인
들(외세의 침입, 군벌의 등장, 농민의 봉기)이 현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단기적으로 시진핑 체제는 ‘muddling
through’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7년 가을 제19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3. 미중 관계는 근본적으로 패권국-부상국의 구도이며, 둘 사이의 국력의 격차가 줄어들수록 협력/협업보다 경쟁/대결
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많다.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중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4. 중일 관계는 분명히 다른 노선과 역사인식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실용적으로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의
차이잉원 새 정부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매우 많은 상태이나, 대만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감안하면 민진당 정부의 선
택지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남중국해의 상황은 훨씬 더 유동적이며 충돌의 위험이 존재한다.
5. 중국은 한반도에서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 핵에 대한 반대 입장은 다른 두 원칙
(전쟁과 분쟁 억제)과 충돌하며 그 결과 중국은 북한 핵에 대해서 동결과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한·중
관계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상외교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사드’ 문제가 부상하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 두 나라는
더 많은 대화 채널을 가동해서 인식과 가치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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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DP규모가 11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경제가 연평균 5-6% 성장한다는 것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국경제의 경착
륙 가능성은 은행위기와 외환위기로 나누어서 검토해야 한다. 먼저 중국은행 자산의 부실채권율이 최근에 소폭 상승했
으나 중국의 주요 은행은 모두 국유이기 때문에 뱅크런과 같은 위기의 가능성은 낮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2015년에
5천 억 달러 정도 감소했으나, 중국의 경상수지는 흑자기조이고 외환을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부도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
7. 중국경제의 국유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과거에 비해서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500대 기업 중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은 74%에 달하며, 국유기업은 중국의 도시근로자 고용 중에서 16.5%, 법인세 납세
기여에서 30.9%를 점한다. 시진핑 정부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에서 과잉생산 설비를 축소하려는 구조조
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인력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중국경제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을 정책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8. 중국의 민간기업의 발전과 성장은 지난 10년 동안에 괄목할만하며, 매출성장성이나 수익성에서 민간 기업이 국유기
업을 앞지르고 있다. 2015년에 새로 생겨난 기업의 수는 400만 개를 넘는데, 이는 매일 12,000개의 사업체가 새로 생
겨난 셈이 된다. 중국은 현재 창업열기가 매우 높은데, 이는 새로운 기술혁명과 연결해서 상당수의 혁신형 기업의 출현
을 가능하게 한다. 화웨이는 이제 세계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진 기업이 되었으며, 알리바바, 텐센트나 바이두와 같은
인터넷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의 대열에 들어 있다. 2015년에 매출기준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중국 기업의 수는 110개
였다. 중국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는 방대한 내수 시장과 치열한 시장 경쟁 때문에 가능하다.
9. 중국은 2000년 이후의 한국경제의 ‘기술입국’과 유사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기술발전은 경제개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만, 중국이 군사대국이 되는 데도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된다. 중국은 이미 세계 2위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하
고 있으며, GDP 대비 연구개발지출을 2%대로 끌어 올렸다. 중국은 연구 인력의 수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해
외의 중국계 우수 이공계인력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활용하여 단기간에 기술 추격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 기업은 최근에
는 한국의 반도체나 다른 첨단 기술업체의 인력을 높은 보수를 무기로 스카우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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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국정부는 유수한 과학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0명의 중견연구자와 또 다른 1,000 명의 신진유망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우리 방문단이 기술관련 세미나를 했던 중국의 유수한 이공계 대학인 상해교통대학에서는
4명의 교수가 신진유망연구자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으며, 중견연구자 프로그램에는 98명의 교수가 선정되어 있다고 했
다. 그 중에서 우리 세미나에서 발표한 한 신진연구자는 아주 유창한 영어로 항공우주 분야의 야심찬 연구의 내용을 발
표했다.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와 높은 기업가 정신이 결합하면 중국 경제는 2020년대에 새로운 차원의 수준 높은 경제
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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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Summaries

주제별 요약

제1세션

중국의 국내 정치 상황 평가

중국 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중국의 국내 정치/사회 관련 토론은 대체로 민감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 측에서 제시한 관점들과 평가는 이를 감안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기된 몇 가지는 매우 흥미롭고 또 향후 중국 국내정치의 발전 전망과 관련해 제시하는 함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국내 정치 관련 부분은 크게 두 가지(시진핑의 재임 4년에 대한 평가 & 향후 전망)
로 나눠 아래와 같이 정리, 보고한다.

1. 시진핑의 재임 4년 평가
2012년 18차 전당대회를 통해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맡게 되었고, 그리고 이듬해 2013년 전국인민대표대회
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을 이어 받으며 명실상부한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이
래 시진핑이 향유하게 된 권력의 크기에 대한 논쟁이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최고 지도자
들, 즉 장쩌민과 후진타오 양인의 재임 10년의 기간을 각각 보게 되면 장쩌민은 재임 첫 5년간은 자신의 구체적인 정치
적 선호를 거의 밝히지 않았고 또 자신만의 전략이나 정책을 크게 선전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신중함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더더구나 장의 뒤를 이어 권좌에 오른 후진타오의 경우, 자신의 임기 10년 내내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제대로 드러
내지 않는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진핑은 2012년 최고지도
자로 등장하자마자 자신의 정치적 선호와 전략을 명백히 드러내놓고 이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추진하는 것이 앞의 두 지
도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의 이러한 색다른 행보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2012년 이래로 중국이 처
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연관된 것으로, 전 지구적 경제위기와 세계경제와 더 이상 분리되지 않은 중국 경제를 저성
장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개혁·개방의 불씨를 계속 지펴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둘째로는 국제사회와 미
국이 갈수록 중국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강력한 최고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강력
한 비전의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시대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공식적인 지
위를 훨씬 뛰어넘는 권력을 오랜 기간 누렸던 덩샤오핑으로부터 미리 최고 지도자의 낙점을 받았던 장과 후와는 달리,
시진핑은 누군가로부터 권력을 ‘건네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그 힘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그 전의 두 지도자들보다 더 빨리 자신의 의지와 선호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
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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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최고지도자로 등극한 이후 지난 4년의 기간 동안을 돌아보면 시진핑은 실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권력을 자신에게로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2013년에는 ‘심화개혁’(深化改革)을 화
두로 던져 경제, 사회 영역에서의 치열한 구조조정을 선두 지휘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는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총리가 담
당했던 경제 전략의 기획과 정책의 총괄 기능을 자신이 상당부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
쩌민이 리펑, 주룽지 총리에게 일괄 위임했거나 상당 부분 ‘집단 영도’(集體領導))의 모습을 보인 것이라든지, 후진타오가
원자바오에게 경제업무 관리의 전권을 위임했던 것과는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015년 9월 3일
에 열린 전승절 열병식의 경우, 천안문 망루에서 국무원 비서장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가 직접 사회를 본 것이 바로 현재
중국에서 총리라는 직책이 자리매김한 정치적 위상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것이다.
2014년부터 시는 ‘이법치국’(以法治國)의 원칙을 재천명함으로써 국가-사회관계 및 정부-시장 관계의 규범화에 대한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중국몽’(中國夢)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내세워 19세기 중반 이후 나락으로 떨어진 중화민족
의 자부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재임 기간 내내 ‘반부패 운동’을 추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어젠다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실제로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축적되어온 과
도한 수준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척결해 국민들의 대 정부 신뢰 및 당과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조직적 운동을 통해 중국 내에 만연해 있는 소위 부패의 고리 및 정경 유착의 네트워크를 일괄 청산하
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에는 시진핑의 권력에 반대해온 다양한 방파(幇派)를 척결하는 것 역시 포괄한다. 즉, 지금까지
‘건드릴 수 없는 권력’(untouchable)으로 인식되어온 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융캉을 구속해 사법처리한 것이라든지, 전직
중앙군사위 부주석 두 명(궈보슝과 쉬차이허우)과 충칭시 당서기 보시라이 등을 처벌한 것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가와 당의 핵심질서와 기율을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재정립하고 또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확고히 세우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의 축적된 결과는 결국 시진핑 개인으로 많은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산당 총서
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심화개혁영도소조 조장, 외사영도소조 조장, 재경영도소조 조장, 사이버안
전영도소조 조장, 국가안전위원회 주임 등이 현재 시가 맡고 있는 주요 직책들인데, 이러한 권력의 한 개인으로의 집중
은 최소한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오랫동안 견지
해온 소위 ‘집체영도’의 원칙에 대한 손상 논란이며, 다른 하나는 권력의 집중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숭해’(personality
cult) 가능성에 대한 우려인 것이다. 마오쩌둥 시기에 발생했던 심각한 폐해의 대부분이 결국 마오 개인에 대한 숭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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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적극적인 반대의 부재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이는 중국에서조차 금기시될 수 있는 부분이
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의 수단을 통해 덩샤오핑 2.0”을 지향한다는 시진핑의 노력이 얼마만큼 저항 없이 이뤄질지 앞
으로 더 두고 볼 일인 것이다.

2. 중국정치의 향후 전망
변수도 너무 많고 또 불확실성도 높아 중국정치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심지어는 단기적
인 전망을 하는 것조차 중국정치와 관련해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전보다는 상당히 둔화
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경제의 발전 추세와 국내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현안들이 상호연관을 맺게 되면 매우 복잡
하고도 가연성이 높은 여러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과 지면으로 인해 여기서는 19차
공산당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는 내년 말까지의 단기적 전망에 대한 간략한 논술을 제공한다.
우선 반부패 운동의 지속, 언론 및 비정부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가져올 수도 있는 정치적 반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8,8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 당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운동이 연내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성급 정부의 간부들이 모두 시진핑을 당의 ‘핵심’(核心)으로 선언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상황이 2016년의 시점에
서 중국 인민들의 마음에 과연 어떻게 다가오는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과연 시진핑의 힘이 이미
절대적인 수준에 올라서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의 부재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또
‘법치’라는 것이 과연 실제로 rule of law를 지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공산당이 해석하는 대로의 rule by law를 의
미하는 것인지의 문제도 함께 봐야하는 것이다.
2015년 초에 한 미국의 저명한 중국전문가가 제시한 것과 같은 ‘중국 붕괴’의 시나리오가 아주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
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중국의 정치체제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문제의 대부분이 사실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고 또 이들 문제가 중국정부의 동력 상실과 심지어 국가의 분열을 초래할 만
큼의 임계점에 도달했거나 이를 이미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하고도 충분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1990
년대 말 그리고 2000년 말 두 번에 걸쳐 인구에 회자되었던 ‘위기론’ 역시 그와 같은 추측에 기반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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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기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에 장담하거나 확신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역사 상 중국의 분열과 붕괴를 이끌었
던 몇 가지 주요 요인들(예컨대, 외세의 침입, 군벌의 등장, 농민의 봉기 등)을 놓고 고려할 때, 2016년의 시점에서 이들
요인들이 중국의 정치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앞의 두 요인(외세의 침입
과 군벌의 등장)은 현 시점에서 그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마지막 요인의 경우에도 그 발생 빈도가 높
게 나타나긴 하나 대부분의 경우 그 대상이 지방정부에 국한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 정치의 단기적 전망은 당분간 ‘이럭저럭 헤쳐 나가기’(muddling through)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17년
가을에 열리게 될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의 새로운 지도부의 인선을 통해 40년 전 덩샤오핑이 세운 중국 개혁·
개방의 중기 목표 – 소강(小康) 사회의 건설 – 가 달성되어지는 기간 동안 만들어지고 수행되어야 할 새로운 정책 및 전
략 목표들이 제시될 수도 있다. 따라서 2017-2022년의 기간 동안 중국을 영도하고 또 2022년 이후를 준비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
지난 20년 가까운 기간에 중국의 지도부 내부동학을 해석하고 평가해온 틀은 대략 ‘상해방’(上海幇: 상해, 절강, 강소성
을 중심으로 태어나고 일해 온 지도자들의 同鄕同行組織), ‘태자당’(太子黨: 고위 지도자들의 자녀, 친족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 네트워크), ‘공청단’(共靑團: 공산당 청년조직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었다.
장쩌민이 상해방의 영수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후진타오는 자신의 재임 기간에 공청단의 정치적 약진을 이뤘으
며, 시진핑은 태자당의 일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의 시점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분석 및 해석의 틀이 상당 부분 깨져나갔거나 약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상해방 성원의 상당수가 반부패 운동을 통해 이미 제거되었거나 은퇴한 상태이기에 장쩌민을 핵으로 한 정치적 세
력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후진타오의 은퇴와 시진핑의 등장 이후 공청단의 세력 역시 저물어
간다는 평가가 많으며 리커창 총리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그와 같은 평가에 더 큰 힘이 실리고 있기도 하다. 보시라이의
실각, 그리고 2017년 정협 주석 위정성의 은퇴가 실제로 이뤄지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형태로서의 태자당의 세력도 일
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살아남은 구성원들 역시 다른 구심점을 모색해야 할 가능
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면 2017년 가을에 열리게 될 19차 전당대회에서 구성될 새로운 지도부의 면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추정
하는 것은 항상 위험한 일이지만 2012년의 18대에서와 같이 19대 역시 지도부를 총 7인으로 구성한다면 퇴임 연령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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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못한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현 정치국 상무위원 중 5인(장더장, 위정성, 류윈산, 왕치산, 장가오리)
이 전원 퇴임을 해야 한다. 중국 내에서는 소위 ‘7상 8하’(즉, 67세는 계속 직위를 지킬 수 있으나 68세가 되면 퇴임해야
한다는 내규)를 깨고 왕치산만은 살아남는다는 소문도 있으나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시진핑이 앞으로도 총서기를 계속 맡는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변함없는 사실이고, 서열 2위인 총리의 경우 리커창이 5년
의 단임만 하고 2017년에는 왕치산 또는 시진핑의 경제자문이자 재경영도소조 핵심인사인 류허가 맡게 될 것이라는 전
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간 2017년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인사로 쑨
정차이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광둥성 당서기가 있다. 또 요즘 회자되는 인물로는 구이저우 당서기 천민얼 등도 있다. 중
국 국내 일부에서 흘러 다니는 소문과는 달리 시진핑 역시 세 번이 아니라 두 번만 총서기직을 맡는다면 2017년의 인선
은 시진핑이 물러나게 되는 2022년에 있게 될 변화를 미리 고려해 만들어내는 소위 ‘교량’(橋梁)의 역할이어야 하기 때
문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선을 점치기란 매우 어렵다
고 할 것이다.
정리: 정 재 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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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동아시아 정세와 중국의 한반도 정책 평가

2014년 출간된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안보의 개념을 전통적 군사안보를 넘어서 기후변화, 자연재해나 인재(人
災), 난민, 테러, 초국가적 범죄, 사이버공격, 인권유린과 같은 새로운 도전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캐나다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가까운 우방국가들간의 ‘솔직한 대화’(honest dialogue)를 필요로 하며, 양국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증진을 위해 미국, 중국, 북한, 일본과 관련한 이슈, 그리고 국제 군축레짐 구축 등에 대하여 협력방안을 발
전시켜야 한다.

1. 미-중 관계에 대한 평가
미-중 관계를 바라보는 중국의 주류적인 시각은 여전히 협력과 갈등/경쟁의 동학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
이다. 다만 중국의 전문가들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갈등과 경쟁이 차지하는 비중(즉, coopetition과 competeration)을 서
로 다르게 보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아시아로의 귀환(return to Asia)/재균형
(rebalance)’ 전략에 대해 중국은 여전히 매우 예민한 반응과 함께 그러한 전략적 재조정의 불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역내 불안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으로 적시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한 중국인 전문가의 평가처럼 “미-중 관
계는 본질상 매우 ‘복합적’(complex)인 관계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양자 모두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기는 하지만 동시
에 서로 우위(primacy)를 갖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 것이다.
중국의 관점에서는 현재의 미-중 관계에 있어서 계속성의 부분이 변화보다는 여전히 더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는 있지
만 향후 중장기적으로 그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미-중 간 국
력의 격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그러한 상호간(그리고 국제사회의) 인식이 현상보다 일정 부분 앞서 나
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가 돌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국 간에 이뤄지는 협력의 부분(G-20, 경제성장의
지속, 기후 변화, 반테러 전쟁, 아프가니스탄, 이란, 수단, 북한 등)도 적지는 않으나 첨예해지는 경쟁/대립의 영역도 적
잖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자신의 ‘전통적인 세력권’(traditional sphere of influence)으로 간주해온
동아시아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경향이 보다 두드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 보면 한 중국인
전문가가 지적한 것처럼 TPP와 RCEP의 분할선이 이와 같은 양자 간의 대립/경쟁의 구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년 전 캘리포니아 서니랜드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은 후, 바로 국제사회에서 회자되었던 소위 ‘신형대국관계’(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라는 개념이 이제 미국의 정책서클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최근 들어 중국 내에서도 그 개념이 내포한 특수한 한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일정하게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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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나마 ‘핵심이익의 상호 인정’ 부분을 제외하고 언급되는 상황). 이는 양국 사이에서도 궁극
적으로는 전통적인 ‘패권국-부상국 사이의 딜레마’(‘투키디데스의 덫’)가 일어날 개연성을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미-중 관계의 ‘구형대국관계’(old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로의 회귀 가능성이 커가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미국의 대 중국 정책에서 드러나는 일정한 변화에 대한 논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년
말 또는 2015년 초부터(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나) 미국 내에서 ‘교류/개입’(engagement) 일변도
의 대 중국 정책을 보다 강경하게 바꿀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중국 측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보
다 open되고 또 투명해지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이 더 이상 국제체제에 대한 ‘무임 승차자’(free-rider)
로 남아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오히려 이를 미국이 독단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 하
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이 중국에게 뭔가를 하라는 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중국이 이에 맞춰 뭔가를 하면
이를 또 부풀려 경계의 대상으로 삼는 ‘이중적 잣대’에 대해 중국 측은 적지 않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중 관계는 구조와 인식의 양 측면에 의해 공히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양자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구조라 함은 결국 패권국으로서의 미국과 부상국(도전국)으로서의 중국 사이의 국력 차이가 얼마만큼 국제정
치 및 경제에서 구체적인 영향력의 차이로 드러나게 되는가의 문제를 가리킨다. 즉, 미국이 차지하는 ‘전략적 호흡의 공
간’(strategic breathing space)이 줄어들면 들수록 양자관계가 긴장되고 또 대립의 국면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인식의 측면은 결국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점이 많은데, 특히 양국 간 상호인식이
조금씩 더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표된 Pew Global이나 Gallup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의 대 중국 인식이 – 전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관계와 연관하여 마지막으로 지적된 사항으로는 미, 중 양국이 ‘돌발적인 위기’(accidental crisis)를 만들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과 대화를 하고는 있으나 10년 전과 비교할 때 최근 들어 양국의 해군 함정 간, 또 양국의 공군기 사
이에서 ‘위험한 근접 조우’(dangerous close encounters)가 점차 늘어가고 있음에 대한 우려의 표명이 있었다. 아직도
양국 간 ‘전략적 신뢰의 적자’(strategic trust deficit)이 크고 또 신뢰구축의 과정이 요원한 상황에서 이런 ‘근접 조우’들
이 미처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음이 지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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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내 현안들에 대한 평가
중국이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거나 중국과 연관된 역내 현안들은 다수가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지면 관계 상 중-일 관계
와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양안 관계를 적시해 다루고자 한다. 우선 중-일 관계에 대해서 중국 측은 상당히 일관되고 통
일된 입장을 보여주었다. 첫째, 일본이 이미 ‘정해진 길’(즉, 미국과 긴밀히 연합해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입장을 가
리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도 이에 맞춰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일견 구조적인 관점을 지칭한다. 둘째, 인식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이 ‘과거와 과거사’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재인식이 결여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중국과의 완전한 화
해가 힘들다는 평가를 제시하였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 양자가 공히 매우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서로에
대한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를 표하였다. 예컨대, 한 중국인 전문가가 흥미로운 언급을 했듯이 센카쿠/
댜오위다오 영역에서 현재 중, 일 양국이 모두 일견 ‘의식화’(儀式化: ritualized)된 진입과 후퇴를 시간차를 두고 행하며
직접적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역내 현안과 관련해 가장 많은 얘기가 오간 것은 남중국해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이 문제가 갖는 가연성
(flammability)이 매우 크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이 단순히 양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내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관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는 영해와 해양 경계선 획정의 문제와 함께 해상수송로(SLOC)의
확보, 그리고 수산 및 해양자원 보호와 채취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중국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중
국 측의 논지에 따르면, 과거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여러 갈등과 대립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립’(neutral)의 입장을 견
지했었지만 최근 들어 중국과는 다른 쪽에 서는 선택을 자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 측에서 보면 현상타파를 노리
는 필리핀과 베트남을 미국이 공공연히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 측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의 의도는
법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순전히 ‘지정학적’(geopolitical)인 것이라는 점이다. 즉, 어떤 다른 이유보다 중
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미국이 지역 견제망을 꾸리는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안보에 직접 연관된 이슈가 아
닐수록, 또 동아시아 관련 현안이 아닐수록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협력의 구축이 더 용이하다는 관점을 재확인시켜주는 것
이 바로 이 남중국해 문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잠시 동안 논의되었던 것은 바로 대만 문제였다. 연초 차잉원의 총통 당선으로 민진당이 재집권하면서 지난
8년 간 국민당의 마잉지우 총통 하에서 양안 관계가 현상유지라는 합의 하에 밀월 관계를 유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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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천수이볜 전 총통과는 달리 차이 총통이 ‘대만 독립’에 대해 매우 강한 개인적 신념
을 갖고 있는 사람(true believer)로 인식되고 있어 중국 역시도 이와 관련 향후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양안 관계가 아주 다른 궤적으로 나아가기에는 대만이 안고 있는 구조적 딜
레마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중국 측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3. 북-중 관계와 한-중 관계
북-중 관계: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 북한 정책과 입장이 아주 많이 달라졌다는 매체의 보도가 쏟아졌지만 그
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그와 같은 관점과 평가에 대해서 여전히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중국
인 전문가가 적절히 언급했듯이 “북한은 중국에게 있어서 ‘나쁜 소식’(bad news)”임에 틀림없다.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
을 하면 할수록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일본이 이를 활용하며 또 한반도에 다양한 군사적 장치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는 중국에게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좋은 소식일 수가 없다는 해석인 것이다. 다른 중국인 전문가는 실제로
중국에서는 현재 ‘북한 포기론’(abandon North Korea)과 관련해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즉, 북한이
그동안 중국의 지속적인 관용으로 인해 지나치게 ‘나쁜 버릇이 들어’(spoiled) 있어 이에 대한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중국에게 있어 일정한 ‘완충재’(buffer)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고 중국의 ‘전략적 최전선’(strategic forefront)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의 북한 포기가 그렇게 간단히 이뤄질 수 없음
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중국 측 전문가들은 여전히 중국정부의 ‘3불 정책’(不核, 不戰, 不亂: 즉, 핵을 용인하지 않
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하며 또 한반도에서의 혼란도 원치 않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
는 둘째와 셋째 부분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안정/현상 유지’라는 조건이 가장 중요한 첫째 목표(비핵화)를 혼란시키거
나 희석시키는 역할을 줄곧 해왔다는 점이다. 비록 한 중국인 전문가가 김정은에 대해 ‘북한의 그 젊은이’(young guy in
North Korea)라고 낮춰 부르기는 했으나 중국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위협과 제재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네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이후 다양한 제재 수단이 강구되었지만 이에 대
해 항상 유보적이거나 전면적 시행을 꺼린 중국의 속내가 바로 이와 같은 전략적 계산과 긴밀히 연결된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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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핵문제와 연관되어 중국 측 전문가들이 제시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도합 세 가
지를 제시했는데 첫째,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limit)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단기적으로 북한이 지
닌 핵 능력의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면 이를 동결 내지는 둔화시켜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딱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및 그 기술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확산
방지’(stop proliferation)이다. 여기까지는 사실 미국의 비공식적 주류관점인 ‘no more nukes, no better nukes, no
proliferation’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는 상호간의 적대적 입장을 변화시키고 공존의 기반을 놓아야 한다
는 제안이다. 물론 이는 북한과 미국, 한국 사이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제안이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적대의 근원이 실
제로 어느 쪽이고 상호 적대가 줄어들면 과연 핵의 폐기가 이뤄질 것인지의 여부는 실증적 질문이라 할 것이다.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합의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의 시행 및 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자리에서 중국 측 전문가
들 대부분이 제시한 답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적잖은 여운을 남기는 것이었다. 즉,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국제사
회의 일원’인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지만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타도를 목
적으로 삼은 어떤 의도(특히 일방적 제재의 시행)에도 찬동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미
합의했고 현재 중국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한-미-중 track-1 또는 track-1.5 회의체에 대해서 중국 측은 유보 내지는 반
대의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관계: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한, 중 양국은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큰 문제없이 순항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지난 3년의 기간 동안 양자관계가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관계를 유지한 측면에도 기인
하겠지만, 아마도 대 미국 관계의 개선을 외교 전략의 중점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천안함 피폭 및 연평도 사건 등이 점철
되어 엇박자가 자주 일어났던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중 관계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실제로 지
난 3년 남짓의 기간에만 양국 정상이 7회나 직접 만나는 기회가 있었고, 이 기간 동안에 양국 간 FTA가 합의되었으며 한
중간에 다양한 정부 간 소통의 기제가 만들어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물론 지난 몇 년의 한-중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조심스럽거나 경계할 부분 역시 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다
도 역대 정부가 늘 그래왔듯이 양국 관계를 하나의 어떤 고정된 개념 안에 자꾸 집어넣으려는 강박감의 문제가 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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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때 정부가 바뀌는 5년마다 무슨(협력적, 전면적, 전략적 등) ‘동반자 관계’라는 개념을 자꾸 만들어 양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선전을 하곤 했었다. 다행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그러한 형식상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은
거부했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심신지려’(心信之旅)와 ‘탐친’(探親) 등의 개념들이 등장했고 어쩌면 이를 통해 오히려 실용
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호흡의 공간’이 줄어드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소통(疏通)에 대한 것이다. 양국 간 관계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 간 소통의 기제가 상
당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사실 이 취약성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중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양국 정상 사이의 관계가 곧 양국 관계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양 정
상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personal chemistry)가 양국 관계의 상당 부분을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곧 그것이다. ‘정상
외교’(summit diplomacy)가 많은 중요성을 띨 수밖에 없는 최근의 상황에서 이는 분명 긍정적인 것이지만, 반면에 조심
스럽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중 관계의 예를 보게 되면, 물론 거기에서도 양 정상 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이하에
90여 개에 달하는 공식적인 소통의 기제가 영역 별로 만들어져 쉼 없이 작동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장 포괄적인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
가? 한국의 경우에도 몇 개의 소통 기제가 있지만 이들의 존재 여부와 그들의 실제 기능 및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상당
히 다른 얘기일 수밖에 없겠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3년 박대통령의 방중 시 합의되었던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국무원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소
통기제의 작동 상태를 한번 보자. 지금까지 단 한번만의 만남이 이뤄진 후 기제 자체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다. 양국의 정상을 빼고 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공식 대화기제이기 때문에 이 기제가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
은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물론 양국 간에 차관급 회의도 있고 또 양국의 차관보가 참여하는 track-1.5 회의체
가 있지만 이들의 정치적, 정책적 위상은 앞의 기제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특히, 향후 한국의 대통령이 여성도, 대통령의
자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중국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정상 간의 personal chemistry를 넘어선 체제
적/관료적 차원에서의 양국 간 소통이 지속될 수 있는 기제와 여건을 하루빨리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시점에서 한-중 간에 비교적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이에 만족하고 낙관할 상황은 아닌 것으
로 평가된다. 양국 관계의 지난 역사를 면밀히 보게 되면, 서로에 대한 본연의 쌍무적인 중요성 보다는 제3국 요인(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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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에게는 미국, 한국에게는 북한의 요소)이 지나치게 양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
히, 북한 핵 문제가 한국에게는, 또 한-미 동맹과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파생효과들이 중국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상황에
서 한-중 관계가 한시도 제3자 요인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큰 현안은 무엇보다도 ‘고고도지역방어미사일’(THAAD)일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
국에 대해 만들어내는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고 이를 거부
하는 중국의 저항 역시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측 전문가들 대다수는 THAAD가 중국의 전략적 능력에
대한 미국의 지나친 견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에 대한 방어에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무조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중견국’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결정의 모습
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 중국인 전문가는 THAAD의 한반도 배치가 결국은 미국 주도의 대 중국 견
제망에 한국이 참여함을 공식 인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이미 THAAD 배치에 대한 거부 입장을 정했고, 시진핑을 위시한 최고위층들 역시 반대의사를 수차례에 걸쳐
밝혔기에 실제로 배치가 이뤄질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대비를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 한국의 대 중국 교역의존도가 7퍼센트 남짓일 때 5억 달러 가량의 핸드폰, 폴리에틸렌
금수조치에 한국이 백기를 들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중 간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그만큼 양자 간 분쟁의 발
발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0년 중후반 양국 관계를 달궜던 ‘역사분쟁’은 일단 동면 상태로 들어갔고,
이어도(Socotra Rock)를 포함한 EEZ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영역에서의
가연성(可燃性) 높은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 문제가 그렇고, 한-미 동맹에 연관된 여러 이
슈가 그러하며 또 통일의 각론에 대한 한-중 간의 이견 역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부분에서 한국
과 중국이 규범과 가치관을 공유하는지의 문제 역시 잊을만하면 우리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지난 40년
가까이 한-중 양자관계를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했던 경제/통상 관계의 구조가 최근 들어 현저히 바뀌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래의 양자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냉전 시기 핵을 가진 강대국 사이에서 중소국들이 대리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었다면 21세기 동아시아에서는 어
쩌면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상황이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국들은 대리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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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대리 경쟁’(proxy competition) - 즉, 서로 경쟁, 대립하는 강대국들이 여러 현안을 놓고 중소국들에게 “우리 편이
야 아니야”라는 배타적 질문을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전략적 딜레마를 제기하는 – 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
른다. 이것이 곧 향후 한국이 보다 ‘명민한 외교’를 하기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정리: 정 재 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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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중국경제의 중기전망(2016-2020): 경착륙 가능성

시진핑 정권 출범 (2012년 하반기 중국공산당 세대 교체이후 2013년 3월 본격적으로 시작) 이후 중국의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진 사실을 두고 중국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잠복해 있던 중국의 경제부실의 잠재
적인 문제가 드디어 현재화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일 것이다. 특히, 2015년 하반기 이후 인민폐(Renminbi, RMB)
환율의 하락(평가절하), 외환보유고 감소, 그리고 2015년 8월 이후 중국주식시장의 폭락장세 이후 미미한 회복세에 대
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2015년 한때 거의 5000을 넘긴 상하이 지수가 현재는 3000이하에서 배회하고 있다.) 중국
주요은행들의 부실대출율(NPL) 또한 2009년의 1.59%에서 2016년 상반기에는 1.81%로 상승하였다. 또한 부동산 버블
의 붕괴 가능성 및 지방 정부 부채 등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8년째 불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가운데는 미국경제만이 회복
추세에 있으며, 일본과 EU는 여전히 불황과 디플레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위기론 발발 가
능성에 무게를 둔 발제가 있었다. 이 발제자는 중국이 현재 당면한 제일 큰 과제는 외환보유고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으로, 외관상 3조 3천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본유출이 어느 정도 (발표자는 상당정도로 인식) 일어나고 있는 상
황을 감안할 때, 외환보유고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조 달러가 넘는 외
환보유고에도 불구하고 왜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의 틀은 미비한 인상을 주었다. 더불어 이 시
나리오는 극단적인 상황들이 중국 경제에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다소 약
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7%대 이하)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발제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아직은 중국경제발전의 여력이
충분하다는 낙관적 의견을 제시해왔었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에서는 과거의 적극적인 낙관주의적 태도가 아닌 다소 보
수적인 태도로 변화했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구조조정이냐, 성장률유지에 의한 양적확대냐’의 기로에서
주류의 흐름이 구조조정 쪽에 방점이 두어졌다는 인식 하에, 자신의 견해를 미세하나마 조정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이 발
제자는 특히, 중국의 소비 잠재력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통계에 잡히
지 않는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하였고,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치보다 중국경제가 오히려 더 나은 측면이
보인다는 논지를 저변에 깔고 발제를 진행했다.
중국의 중·장기 발전에서 인구구성변화가 지니는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최근에 자주 거론되는 ‘New Normal’도 이와 관련이 있다. 즉, 성장률의 둔화, 수요구조의 변화, 그리고 공급측면의 개혁이 모두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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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중국은 아시아의 여타 국가처럼 합계출산율(TFR)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에 있으며, 이
미 1.5를 밑돌고 있다. 그 결과, 제 6차 인구조사 자료(2010년 기준)에 따르면 1953년과 비교 시 15세 미만의 인구비율
이 36.3%에서 16.6%로 급감한 대신,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4.4%에서 8.9%로 증가했다. 이는 결국 중국의 평균 나
이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며, 한 중국 측 발제자에 의하면 중국은 그 결과로 당장 노동력 유입의 감소와 사회복지기금의
부족을 예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20년이 되면 2.5억 명 가량이 호구(戶口) 없이 도시에서 거주하게 됨으로써 여
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지역적으로 분석하면 베이징, 상하이, 텐진, 광동, 저장 등 거대도시 및 연안도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충칭,
후베이, 쓰촨, 꿰이조우, 안훼이, 깐쑤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인구구성의 문제와 더불
어 산아제한 정책을 너무 늦게 푼 것이 결국은 중국의 장기적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측 발제자
는 즉, 사회보장문제와 국유기업개혁의 지지부진이 가장 큰 잠재적인 경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인구 구조상 사회 복지
비용의 부담을 적정하게 편성해야하는데, 이를 여하히 조달할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유업체들의 생각이 아
직도 관료적이며, 사고가 고루하다는 측면과 국유은행들이 국유기업에 아직도 자금을 주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는 점이 커다란 위기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서방의 지식인, 또는 서방에서 학문적인 훈련을 받은 참석자 층에서는 중국의 성장률 저하를 성장 동력의 약
화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중국 측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측면이 다소 강하게 느껴졌다.
중국의 해외투자를 국부유출로 판단해야 되냐는 문제에 관해서는 외환보유고의 부족은 대다수의 저개발국이나 개발도
상국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 일부 수혜층에서 자산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시키려
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2015년의 경우 중국은 해외투자가 지속된 데다가 국유기업과 중요
민간 기업들이 경영전략상 세계 M&A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1) 등이 외환보유고의 하락을 이끈 배경
이 된 점을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인들이 2015년 1년간의 해외소비가 무려 $25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로, 이 또한 2015년도 외환보유고의 하락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1) 구체적인 것은 <표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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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35년간 고속 성장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는 통계 신뢰성의 문제로서, 많은 학
자들이 이미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예로, 피츠버그 대학의 Thomas Rawski 교수의 논문2)이 중국 통계 신뢰
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한 계기가 되었다. 사실 중국과 같은 거대한 국가의 통계를 조직적으로 시의성 있게 집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세계은행(WB)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나름대로 협력하여 실물 및 금융관련 통
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중국이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개선을 기대 할 수 있다.
이어서 중국이 위기에 당면했을 때, 리더십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보유하고 있을 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한 중국 측 참가자는, 중국은 이미 1989년 천안문 사태이후 세계적인 경제제재를 받았을 때 특유의 화교권 경
제라는 카드로 대응한 바 있으며,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1994년 재정과 금융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을 나름대로 배양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갖춘데다가, 2015년 경제규모가 미화 기준으로 이미 10조 8천억 달러(인당 소득기준 U$8,000)
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취할 수 있는 카드가 갖춰짐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이 배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션 말미에 한국 측에서는 반도체산업에서 중국이 양으로 ‘싹쓸이’한다는 우려를 표현한 참석자가 있었다. 중국은 거
대 국가로서, ‘규모의 경제’ 자체가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가전제품의 생산량에서 특히 두드러지
는데, 텔레비전 수상기를 브라운관형의 경우 한때 근(斤)으로 판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이다. 최근 한국의 경쟁력이 압도
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도체 유관 분야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세계적 기업체들을 M&A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
고, 중국자체 산업정책에서도 반도체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설정하는 움직임 등이 있다. 이는 한국 산업전반에서 일종의
‘중국공포’(China Phobia)를 일으킨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 종사자에 의하면 반도체 분
야는 장기간의 투입과 축적이 필요한 일종의 특수한 영역으로, 하루아침에 추월이 가능하지 않다는 조심스런 관측이 제
시되기도 한다.
정리: 정 영 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 Rawski 교수는 중국의 에너지 생산, 항공관광 및 수입 등의 활동을 측정해 보면 중국의 몇 년의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2% 정도에 불과하다
고 주장함. (Thomas G. Rawski, 2001, What is happening to China’s GDP Statistics, China Economic Review, 12-4, 34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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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션

중국기업의 급성장과 한국 경제·기업에 대한 시사점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던 1978년 당시에 중국기업들은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기업체들에 불과하
였다. 하지만 현재는 2016년 기준 세계 500대 기업에 103개 업체가 이름을 올리는 등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기
업들이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고도성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왔다 <표1 참조>. 물론 개혁·개방의 초기에는 보다 자율
성을 가진 소위 농촌의 중소규모의 기업들(일반적으로 농촌중소기업)이 발전의 불씨를 당긴 것은 사실이지만, 2000년
이후에는 국유기업의 주도하에 민간기업, 지방정부 주도기업 등 다양한 소유구조의 기업이 중국의 산업계를 형성해 왔
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제5세션에서는 중국 기업인 2인을 초청, 그들로 하여금 회사소개와 함께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
행하도록 구성했다. 이 세션은 이를 통해 중국의 기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의 재구축을 시도했다. 이어서 중국에 합
자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한국 측 기업가와 중국기업의 한국투자를 도와주는 동시에 한국기업의 중국투자를 지원하
고 있는 한국 측 참가자 등이 질의에 직접 참가, 중국 경영의 실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표1> 중국의 세계500대 기업 증가추이
1995

2000

2005

2010

2012

2014

2015

2016

3

9

15

46

73

95

98

103

미국

151

161

176

139

132

128

128

134

일본

149

97

81

71

68

57

54

52

한국

8

8

11

14

13

17

17

15

중국

자료: Fortune잡지의 각 년도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함.

이 세션은 BASF Shanghai 사(社) 인사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BASF Shanghai는 1986년 Pudong Gaoqiao지역의 개발
당시 최초의 합작회사(JV)로서 중국의 대표적인 국유기업체인 SINOPEC의 산하회사인 Shanghai Gaoqiao 석유화공과
독일의 BASF 주식회사가 50:50의 비율로 투자한 합자회사이며, 합자 이후 상당한 매출 신장세를 보인 중국 기업 중 하
나이다. 최근에는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으나, 오히려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BASF Shanghai는 각종
접착제원료를 판매하는 회사로 연간 21만 톤을 판매하고 있고, 제지, 양탄자, 방직, 건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접착제
를 다룬다. 현재는 중국내 기업체들의 능력이 신장됨으로써 합자회사들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이를 극
복하기 위한 다양한 회사 내부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발제자는 밝혔다. 특히,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수익률
을 올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국내업체들이 한계가 있는 분야를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사모펀드(PEF)인 Assest Fortune Holdings의 발제가 있었다. Asset Fortune Holdings는 상하이 지역의 거
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하나인 Zhongsheng 그룹의 기업전략을 담당했던 인사가 현재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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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을 독자적으로 건축하여,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임대해주는 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투자 기회 또한 찾
아나가는 독특한 영업모델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 하고 있다.
중국의 민간 기업가들이 성장하는 유형은 대체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하나는 군대나 정부부처의 일원으로 근
무하다가 국유기업을 인수해서 이를 민간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경우로, 국유기업일 때 보다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
다는 확신 하에서 분사가 이뤄진다. 두 번째로, 국유 기업을 매수하거나 분사하는 것이 아닌 완전한 토착기업에서 성장
한 ‘와하하 그룹’과 같은 케이스이다. ‘와하하 그룹’의 쫑칭호우는 원래 농장 직원이었으나, 음료산업의 수요를 예기하여
창업에 성공했다. 마지막으로, IT등 신경제분야에서는 외국유학의 경험이 있거나 창업자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출범한
기업체들이 주로 있다.
그 결과, 2016년 상반기에 발표한 Fortune 500대 기업리스트를 빌리면, 중국기업은 110개나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개혁·
개방을 시작한 1978년은 물론이고, 2000년 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수치였다. 그러나 2001년의 WTO가
입,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GFC: Global Financial Crisis) 극복과정에서의 받은 수혜 등을 배경으로 급성장한 측면이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의 GFC에서 중국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중국내에서 처분하고 나가는
다국적 기업체를 다수인수한 것이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션 중 중국 국유기업의 독점과 부실문제는 과거 중국에서 국유기업의 절대적인 지위에서 기인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었다. 1978년에는 도시 취업자의 78.3%가 국유기업 종사자일 정도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이 수치가 16.15%로 하락
했다. 절대 취업자수로 분석해보아도 1978년의 7,451만 명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5년의 1억 1,261만명(국유기업 비
중 59.1%)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6,208만 명까지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의 납
세기여는 아직도 30.89%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은 몇 번의 시도가 있었다. 1998년의 주롱지 총리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계기였
으나, 앞에서 거론한 바처럼 국가 경제의 기여도를 감안했을 때, 일시에 극적인 개혁성과를 얻기는 어려웠다. 특히, 국
유기업의 수장이 추후에 어떤 자리로 갈지도 모르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 국유기업의 개혁은 그만큼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 취임이후 국유기업 개혁은 또 하나의 큰 과제로 선정되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유기업의 경제 기여 비중도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현 중국 정부의 정책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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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철강과 같은 산업에서는 과잉 생산력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합의가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유기업의 개혁을 제대로 성취한다면 기업의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
선될 소지가 있다. 자연히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고, 일부 생산라인은 폐기되어야한다. 실제로 철강이나 석탄 산업에서
의 개혁은 예상보다는 느리지만 부분적인 성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은 한국의 중요 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되는데에 관해서 상당한 정도의 근심을 표현하는 측면이 있다. 전자 분
야의 인력이나, 항공 조종사 등이 주요 대상자로서 언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고급 인력 보강 면에서 이 보다 더
주목해야 할 현상은 1978년 이후 중국의 유학자유화에 따라 해외로 나간 약 400만 명의 정식유학생들이 중국의 잠재
력을 높게 사서 귀국열기가 높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방정부도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것이 기업체들의 국제화나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 와중에, 중국의 기존 근로자들의 불만은 폭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국의 임금수준이 과거와 비해서 상당한
정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생활비의 증가와 엄청난 주택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사회의 불만들이 세력화 할 수 있
는 여지가 충분히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여하히 관리하느냐가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측 참가자들
로부터는 뾰족한 답을 얻지는 못하였으며, 단지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실행된 ‘최저임금 5년 내 배가 운동’ 등 나름대로
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들만 거론되었다.
또한, 토론과정에서 사회자가 한국 기업에 대한 평가를 중국 측에게 몇 차례 부탁했으나, 중국 측 참가자들은 거의 대부
분 노코멘트로 일관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한국의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이 한 때 중국기업의 롤모델이 되던 상황
에서 이제는 중국 측의 경쟁 롤모델이 훨씬 큰 선진국기업체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할 수 있었다. 반면 중국 측
은 상하이 자동차(SAIC)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노조로 인해 M&A가 원래 의도됐던 방향으로 이루어지
지 못한 데에 많은 관심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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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중국의 해외 M&A 및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억 달러)
GDP(a)

2007

2008

2009

2010

2011

1012

2013

2014

2015

34957

45218

49905

59312

73250

82209

91850

103617

107707

ODI*

265

559

565

688

747

878

1078

1029

1180

FDI*

748

924

900

1057

1160

1117

1176

1196

1263

M&A(d)*

942

1240

1322

1324

1456

1437

1969

3329

6561

M&A(f)*

-

-

-

-

424

605

507

557

674

FXR*(b)

15282

19460

23992

28473

31811

33116

38213

38430

33304

b/a(%)

44

43

48

48

48

40

42

37

31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발표자료, PwC 와 Dealogit 자료 참고 재구성함.
* ODI: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FDI: 외국기업의 중국내 직접투자, M&A(d): 중국내 외국기업, 또는 중국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인수합병 총액,
M&A(f): 중국의 해외기업인수 총액, FXR: 외환보유고

이번 세미나에서 거론된 문제점들(노동시장문제, 제도의 불투명성과 예고되지 않은 변화 등)은 걸림돌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중국당국의 커다란 과제임은 분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 두 가지 사실을 잣대로 삼아 중국을 일반화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한 가지 예로 중국외환보유고의 적정성을 들 수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감소되는 중
국의 외환보유고가 더욱 급격하게 감소되는 경우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세가 가령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자산 가치를 더욱 안정화시키기 위한 주도적인 움직임의 일
환이라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정리: 정 영 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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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세션

중국의 기술 발전

제5세션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과학 혁신(Scientific Innovation)과 기술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에 관한 전망과 비전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 양국의 전문가 각 1인이 발표를 하고, 첨단 과학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중국 과학자 2인과 한국 과학자 1인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자들과 세미나에 참여한 패널리스트들
은 양국 간의 과학기술 혁신과 상호협력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1. 발제 및 토론 요약
첫 발표자로 나선 중국 측 참가자는 혁신에 기반을 둔 중국의 발전 전략에 대해 ‘Chinese Innovation-driven Development Strategy and Technology Catching-up Path’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중국은 2012년 혁신기반 발전전략을
발표하였고, 국내외 배경 분석을 통해 중국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 전략은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 기술발전 전
략을 기반으로 한다. 중국은 각 나라별로 바이오, 나노, 에너지 등 주력으로 삼는 분야를 분석한 후 이 분야들에 대한 모
방 혁신을 현 상황에서 중국이 추구하는 발전 방향으로 삼았다. 발제자는 블룸버그 뉴스에서 발표한 2016 블룸버그 혁
신 지수에서 한국과 중국이 각각 1위와 21위를 했음을 언급하고, 양국이 협력 관계 속에서 혁신을 이루어나갈 것을 강조
했다. 또한 중국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혁신에 기반을 둔 추종 전략’을 제안하고, 국가·지역·산업·기업 등 각 분야별·계층
별로 적합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한국 측 인사는 ‘한국 과학기술의 혁신: 그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자는 한국의 과학
기술 혁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놀랄만한 경제 발
전, 지속적인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와 R&D 투자는 그 동안 국가발전을 견인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업, 주력산업
의 성장 둔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의 중국의 영향 증대 등은 한국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 새로운 도전으로 등장하고 있
다. 이런 도전 속에서 국제화, 초연결사회, 인구 구조의 변화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과학기술 혁신의 원동력으로 만들
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국가적 아젠다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미
래의 신산업 창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 미래 일자리창출, 그리고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삼고 이
런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연사인 중국 측 인사는 우주의 암흑 물질을 연구하는 중국 판다 엑스(PandaX)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였다.
‘The PandaX Project in China-Looking for the Dark Side of the Universe’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발제자는 과학계의
미개척 분야 중 하나인 암흑 물질의 입자 물리 성질에 대한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암흑물질의 성질연구를 통해 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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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과 진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판다 엑스 실험은 지하 깊은 곳, 노이즈(noise)가 거의 없는 곳에서 암흑
입자를 발견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발제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중국 ‘진핑 지하 실험실’(CJPL)에서 2009
년부터 수행되어 오고 있다. 우주의 암흑 물질 탐구는 현대과학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국가적으
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다. 판다 엑스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투자는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비전을 보여주는 예라고 평가할 수 있다.
네 번째 연사인 한국 측 참가자는 ‘나노(nano)’ 관련 과학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에 관해 발
표하였다. 특히 약물을 함유한 나노 입자를 만들어 몸 속 암세포를 찾아 가서 그 주위에만 약물을 전달함으로써 선택적
으로 암세포를 치료하는 기술과 신축성 전자 패치 시스템을 이용하여 몸에서 배출되는 땀 속의 화학물질을 감지하여 당
뇨 증상을 진단하고, 몸의 이상 신호에 반응하여 약물을 적절히 신체 내로 주입할 수 있는 피드백 기반의 진단 기술을 소
개하였다. 생명과학기술(BT), 정보기술(IT)과 융합된 나노기술(NT)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며, 인간 생활을 가까운 미
래에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 발제자가 단장으로 있는 기초과학연구원(Institute for Basic Science)은 기초
과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
을 기반으로 이루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나타내는 좋은 사례이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중국 측 참가자는 게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메디신 분야의 기술 혁신에 관해 발표하였다.
인간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게놈 데이터의 확보로 새로운 약물 개발과 정확한 약물 투여가 가능하며, 특히 암 유전자 정보
분석과 희귀병의 유전자 연구 등 유전 및 분자 생물학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과학기술 발전은 약물 치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소개하였다. 발제자의 연구 분야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첨단 분야로,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기초
연구를 육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토론은 한국 학계 인사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발언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과 한국의 과학기술자들 간
의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날 세미나에 모인 양국의 과학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에게
공동연구와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자는 제안을 했다.
첫 번째 발제자에게는 작년에 만들어진 430만 개의 중국 내 기업들의 중국 경제 활성화에의 기여도 및 역할에 대한 질
문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만인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와, 새로 창업한 기업들 중 혁신 기술을 바탕으
로 하는 기업과 식당과 같은 일반적인 창업 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발제자는 중국의 새로
운 창업기업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답변을 하였다. 중국은 현재 창업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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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은 수의 기업들이 아직은 기술 모방에 바탕을 둔 혁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샤오미와 같이 유명한 기
업도 아직은 애플이나 삼성을 쫓아가는 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질문자는 1990년대 후반 한국의 벤처창업 붐과 이어진 버블의 경험 때문에 한국에서는 창업 환경에 규제가 있
었고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새롭게 벤처 창업을 지원하면서 기술혁신에 기
반을 둔 창업 증가가 기대된다고 전망하였다. 양국 간의 미래 협력방향에 대하여 이 참가자는 한국의 강점인 기술 혁신
과 중국의 장점인 유연한 창업 환경을 조화시켜 양국 과학기술자들이 활발히 교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G,
ICT 기술과 같은 한국이 강한 분야와 우주 및 미사일 연구와 같은 중국이 강한 분야 간의 교류 연구를 통해서 각국의 취
약 분야 발전을 서로 보완하는 전략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공동 연구와 기술 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식재산
권 문제인데, 과거와는 달리 현재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개발 전략에 대해 발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 양국
의 협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 학계 인사는 휴대폰과 빅데이터 관련 인터넷 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해당 분야의 정책은 미디어, 교육, 에너지,
산업, 제조 등 모든 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치며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정책은 전통적인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모델에서도 혁신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타오바오라는 중국 회
사는 2009년에는 하루 판매량이 1억 위안에 머물렀으나, 인터넷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작년에는 하루에 900억 위안
까지 매출을 올린 적이 있다. 이런 사례는 중국에 불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혁신과 개혁 성과라고 발언자는 강조했다.
더불어 중국 내에서 하루에 만2천 개의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되고 있지만 중국 내 전체 기업의 수는 여전히 천백 만에서
천3백만 사이임도 지적되었다. 수많은 기업들이 창업되고 있지만 동시에 유사한 수의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운영을 중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한국 측 참가자의 의견이었다. 이 참가자는 중국 내 대학과 연구소 주위에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있음을 언급하며, 대학과 연구소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혁신적인 기업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나아가 중
국 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리고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
후 중국의 요청으로 시행되었던 중견 박사들의 인력 교류를 예로 들면서, 향후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협력에 있어서 과
학 기술자들 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다 근본적으로 신제품을 공동 개발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
로 시장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태도 변화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역설하였다.
또 다른 한국 측 참가자는 이 세션의 세 번째 발제자가 중국 내 1000명의 신진유망연구자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는 점
을 언급하면서, 중국 내 과학기술 인재 육성 프로그램과 대학별 전문 분야 육성 프로그램에 관해 질문하였다. 중국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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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학과 연구소에서 중국 또는 외국의 인재를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 선도 대학들이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집중 육
성 분야를 각각 특화시켜 분담하여 추진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해당 발제자는 이 프로그램이 2011년에 시작되었는데, 그 이전에 시작된 1000명의 중견연구자 프로그램에 바탕을 두
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연구자 발굴과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명의 신진연구자에 선정되면 학교와
정부에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중국 내로 들어와 연구를 하고자하는 인센티브가 된다고 평
가했다. 물리학 분야 같은 경우 50만 달러의 지원금과 거주비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현재 상해교통대학에서는
4명의 교수가 1000명의 신진유망연구자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으며, 중견연구자 프로그램에는 98명의 교수가 선정되
어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자가 발표에 사용한 ‘쫓아가기(catching up)’라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중국이 아직 다른 국가에 비해 뒤쳐
진 기술 분야가 있지만 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발전 전략을 2012년에 발표하는 등 강한 동력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눈여겨본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어서 중국의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정치적인 지도력의 원동력은 무
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특히 이러한 동력이 고위층 위주의 정부만의 주도인지, 일반인들도 함께 공감하는 내용
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다.
중국 측 발제자는 한국이 ‘쫓아가기’ 전략의 큰 성공 사례라고 얘기하면서,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보호 장벽과 같은 전략
이 사용되었는지를 물었다. 다른 중국 측 인사는 고위층이 주도한 정책 변화로 과학기술 혁신이 시작되었지만, 기술 자
체에 기반을 둔 동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핸드폰, 인터넷 등의 분야에서는 기술 혁신 자체의 중요성이 더욱 큰 비중
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측 학계 인사는 한국이 1990년대에는 삼성전자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기술을 선도하는 ‘game changer’역할을 하였으나, 그 후 10여 년 동안 주력 수출 품목은 변화가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제는 향후 20년간 한국을 이
끌 새로운 성장 엔진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격동기에 중국과 한국이 각국의 강점을
살려 과학기술 분야에서 실질적인 국제 협력을 한다면 양국의 경제와 과학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
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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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외교와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에
서도 중국의 힘과 영향력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중국의 가능성은 단지 과거의 ‘인해전술’ 방식이 아
니다. 수많은 과학기술인력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무수한 연구논문들에서 중국의 과학기술의 발전 가능성이 나오는 시
대가 아니다. 중국은 기성 과학자 지원을 통한 연구 성과의 대량방출로 성과를 내려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과학기술육
성을 위하여 국가정책으로 신진 과학기술자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1000명의 신진유망연구
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젊은 과학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 주면서 우수 과학기술자를 육성하고 있으며, 그러한 프로
그램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선도대학에 대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결과 대학 평가에 있어서 중국의 많은 대학들이 아시아와 세계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빠르
게 부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자와 과학기술중심대학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국 내 과학기
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변화가 뒷받침되어 관련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미래를 위해 과학기술육성을 필수 정책으로 삼고 있다. 그로 인해 과학기술자들의 위상을 높
이고 이들에 대한 연구지원을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지원은 중국 내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과거 한국에서 ‘과학기술입국’을 위한 국가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그 결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ICT 등 여
러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상을 보면서, 그들의 주장대로 더 이상 예전의 made-in-China가 아닌 created-in-China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R&D 투자비율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육성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현재 중국에
비하면 매우 부족해 보인다. 또 과학기술혁신이 미래의 국민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회적인 논의도 많이 사
라졌고,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들의 위상과 자부심도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보면서 단순히 위협을 느끼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과학기술혁신을 통하여 ‘과학기술부국’을 이룰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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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선진국의 앞선 과학기술을 빠르게 따라가고자 한 노력과 능력이 있
었다. 중국이 과학기술분야에서 최근 급격하게 부상했지만 스스로를 아직 ‘쫓아가는(catching-up)’ 단계로 생각하고 있
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미래의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는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누
구나 인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innovation)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추종 전략만으로
는 선도적인 위치에서의 성공을 절대로 보장하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이미 양
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제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과 의미가 충분히 있다. 과학기술 전문가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과학기술혁신 주도권 유지
와 미래 동반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깊이 생각하고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정리: 신 석 민 서울대학교 화학부 교수
홍 용 택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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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Program

CHINA STUDY MISSION 2016
Co-organized by: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APRIL 20 (WED)
Delegation departs Incheon for Pudong (20:00 OZ367)
Hotel Check-in (InterContinental Ruijin)

APRIL 21 (THU)
09:30-11:30

Discussion meeting at the Shangha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SIIS)
on such themes such as US-China relations, Northeast Asian security,
Sino-Japanese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issues
Hosted by President & Dr. CHEN Dongxiao

12:00-14:00

Lunch (Venue: Wanlixuan - hosted by SFIA)

14:30-17:30

Seminar at the Foreign Affairs Office of Fudan University (Nordic Center)

(14:30-15:30)

On US-China Relations
Chinese presenter:
Prof. Xinbo WU (Director, Center for American Studies)
Korean discussant:
Prof. Sung-han KIM (Korea University)

(15:30-15:45)

Coffee Break

(15:45-16:45)

On the Korean Peninsula
Chinese presenter:
Prof. Xiao REN (Director, Center for Chinese Foreign Policy Studies)
Korean discussant:
Prof. Shin-wha LEE (Korea University)

(15:45-16:45)

On Chinese domestic situations
Chinese presenter:
Prof. Zhengxu WANG (Fudan University)
Korean discussant:
Prof. Jae Ho CH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5:30-15:45)

Dinner (Venue: Fu1088 - hosted by K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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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2 (FRI)
09:30-11:30

Seminar on The Future of Scientific Innovation in China
Shanghai Jiaotong University(SJTU) Xujiahui Campus
Co-Chairs:
HUANG Zhen (Vice President of SJTU)
Seokmin SHIN (Professor of Chemistry, SNU)
Presenters
LIU Jianglai (SJTU):
“The PandaX Project in China - Looking for the Dark Side of the Universe”
XIE Fuji (SJTU):
“Chinese Innovation-driven Development Strategy and Technology Catching-up Path”
SHI Yongyong (SJTU):
“Genomic Data Instructs the Innovation of Biomedicine”
Youngah PARK (KISTEP):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in Korea: Challenges and Future Ahead”
Taeghwan HYEON (SNU):
“What “Nano” Can Do for You”

12:00-14:00

Lunch (hosted by SJTU)

15:00-18:00

Seminar on China’s Macro-economy and CorporateCompetitiveness
Ming Liu Room (2F), InterContinental Ruijin

(15:00-16:20)

China’s Economic Stability under Xi Jinping
Prof. Jun ZHANG (Fudan University)
Prof. Xuejin ZUO(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Prof. Young-Rok CHE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 Goohoon KWON (Managing Director, Goldman Sachs)

(16:20-16:40)

Coffee Break

(16:40-18:00)

Evaluating the Competitiveness of Chinese Firms
Xingming WANG (General Manager, Shanghai Gaoqiao-BASF Co.)
John YE (General Manager, Asset Fortune Holdings Ltd.)
Prof. Young-Ryeol PARK (Yonsei University)
Prof. Yongjune KIM (Sungkyunkwan University)

18:30

Dinner (Venue: 11F Peace Hotel - hosted by the Consul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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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3 (SAT)
10:00

City tour (Xintiandi)

12:00

Lunch (Venue: Crystal Jade - hosted by SFIA)
Delegation departs Pudong for Incheon (16:20 OZ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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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석자 명단

List of Participants

KOREAN PARTICIPANTS

CHEONG Young-Rok

Professor, G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Economy, Korean Embassy in China

CHUNG Jae Ho

Professor, International Relations & Director,
Program on US-China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HONG Yongtaek

Professor,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YEON Taeghwan

Professor,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YUN Hong-choo

Senior Partner, Kim & Chang Law Offices
former Korean Ambassador to the U.S.

JUNG Dae-Jin

Research Fellow,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KIM Dalchoong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former President, SFIA

KIM Jong Seok

Professor, Economics, Hong Ik University
President, Youido Institute

KIM Kyungwon

Program Officer,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KIM Sung-han

Professor, GSIS, Korea University
former Kore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KIM Woosang	Professor,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former Korean Ambassador to Australia
former President, The Korea Foundation
KIM Yongjun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KIM Yoon

Chairman and CEO, Samyang Holdings Corporation

KWON Goohoon

Managing Director & Co-head of Research (Global Investment Research)
Goldman Sachs

LEE Seung-Hoon

Chairman,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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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hin-wha

Professor,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University

PARK Da Sul

Program Officer,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PARK In-kook

President,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PARK Youngah

President,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PARK Young-Ryeol

Professor, Economics, Yonsei University

SHIN Seokmin

Professor, Chem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YIM Sung-joon

Senior Advisor,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former Korean Ambassador to Canada
former President, The Korea Foundation

YOON Jonghyun

Program Officer,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YOON Young-kwan

Professor Emeritus,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Korea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JEON Seonmi

Administrative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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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PARTICIPANTS

CAI Yuping

Deputy Director, Japan & Korea Affairs,
Divi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Exchange,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CHEN Dongxiao

President,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HUANG Zhen

Vice-President for Global Affairs and Human Resources,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KIM Yu-Jin

Senior Post-doctor,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LEE Kook Bong

Deputy Director, Korea Research Center,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LIU Jianglai

Distinguished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Physics and Astronomy,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LONG Jing

Doctor, JI

MEI Yueli

Staff, Divi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Exchange,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REN Xiao

Director, Center for Chinese Foreign Policy Studies, Fudan University

SHI Yongyong

Distinguished Professor, Principal Investigator,
Co-Eiditor-in-Chief of Hereditas Journal,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WANG Xingming

General Manager, Shanghai Gaoqiao-BASF Co.

WANG Zhengxu	Professor, Fudan University
WU Xinbo	Director, Center for American Studies, Fudan University
XIE Fuji

Professor, Department of Innovation and Strategy,
Antai College of Economics & Management,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YE John

General Manager, Asset Fortune Holdings Ltd.

YUAN Zheng

Professor, School of Life Sciences and Biotechnology,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ZHAN Xingqun

Professor and Associate Dean, School of Aeronautics & Astronautics

ZHANG Jun

Professor, Fud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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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G Ruining

Staff, Divi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change,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ZHANG Weimin

Director, Divi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Exchange,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ZHANG Xin

Doctor, School of Aeronautics & Astronautics

ZUO Xuejin

Professor,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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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우.04511)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길 25(에스원빌딩, 순화동) 3층
Tel. 82-2-779-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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