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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푸(林毅夫) 교수의 중국경제, 한중관계,
동북아 안보에 대한 견해1)

린이푸(林毅夫) 교수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명예원장

중국의 산업경제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중앙정

최근의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는 선진국의 성장

부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둔화, 고실업, 사회보장문제, 금융문제, 국가채무

반해, 민관 파트너십(PPP)은 단기성과에 초점을

가 그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대 후반 선

맞춤으로써 많은 인프라 개발 사업에서 성공적인

진국들의 양적완화도 현재의 저성장을 초래한 원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인 중의 하나이다. 저성장의 여파로 최근에는 보
호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은 트럼프 정
부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이다. 트럼

중국은 과잉설비, 고령화 문제, 기타 여러 문제

프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상징성을 내포한 공격적

들을 안고 있지만 저성장의 ‘뉴 노멀’ 시대에서 다

발언을 함으로써 유리한 국면을 선점하는 경향이

른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일관된 경제성과를 보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작은 국가들에 매우 위협

여주고 있다. 비록 빠른 수출회복을 기대할 수는

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큰 국가

없지만, 중국은 내수시장이 크기 때문에 소비증

에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제품

가는 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가 진작되는 선

에 45%의 고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에 치명적인 손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을 입히겠지만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부메랑효

경제성장의 동력과 관련하여, 나는 중앙정부가

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고관세를 부

1) 이 글은 금년 6월 5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준영 이사장과 산업연구원
유병규 원장이 북경 방문 시 린이푸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명예
원장(※약력 첨부)과 국가발전연구원에서 만나 나눈 대화를 토대로 린이
푸 교수의 주요 견해를 발췌·번역한 것으로 영문본도 별첨하였다. 린이

푸 교수는 중국의 학계와 정책에 영향력이 큰 경제학자로서 그의 견해는
중국의 시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중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국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글을 싣는다(번역·정리 김동수 KIET 북경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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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2018년에 시작될 시진핑 2기 중국정부의 정책

지속발전을 위하여 한국은 세계경제의 17%를

방향은 포괄적 중화민족 부흥이 될 것이다. 시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핑 1기가 국내외의 틀을 구축한 시기였다면 시진

것이다. 한중관계에서 한국이 간과해서는 안되는

핑 2기는 보다 강력한 정책추진의 시기라고 할 수

점은 경제와 정치가 항상 혼재되어 있으며, 많은

있다. 이 시기에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경

전 분야에서 포괄적인 중화민족 부흥이 예상된

제와 정치를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일대일로 추진 등을 통하

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여 중국이 선진국 G2 국가로 도약(leapfrog)하는

은 현 안보이슈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며, 그를

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위하여 중국과 소통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긴밀한 경제협력이

한국의 산업경제와 한중 경제협력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시진핑 2기와 한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은 지속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새로운 한중관계 패러다임을 확립해야 할 때이다.

있다. 한국이 지속성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핵

한중 경제협력의 발전방향은 고도의 상호보완관

심과제는 산업구조조정, 신시장 개척, 양질의 일

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는 국제사회

자리 창출 등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향

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되었다. 이제는 선진

후 산업발전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선택과 집중

국의 발전모델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의 경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다만, 1970~1980

제발전 모델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협력·발전하는

년대 개발연대에서 추진된 선택과 집중과 달리 글

고유의 발전모델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

로벌 경쟁구조의 변화와 빠른 기술혁신을 충분히

동안 아시아 국가들에 서양의 발전모델이 이식되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이나 금융

었는데 각 국가의 현실에 맞지 않아 많은 경우 성

지원, 인재양성,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적절한

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협력은 개

규제완화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도국의 특수성을 감안한 각자의 발전경험을 공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 말 바이오산업 육

하는 남남간의 협력(South-South cooperation) 고

성에 성공한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유모델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당시 싱가포르는 대학과 민간 분야
에서의 인적자원 개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다

동북아 안보에 대한 인식

국적 바이오기업 유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장기 계획으로 수

사드(THAAD)와 관련, 한국정부는 대북 방어

립된 「중국제조 2025」를 검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용이라고 하고 일본에도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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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중국정부는 사드의 정찰기능에 큰 우려를

대안인지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표명해왔다. 중국 입장에서는 약 2,000km에 이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 5대 강대국에

는 레이더망이 우려스러운 바이고 일본에 있는 것

둘러싸여 있는 북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안보

만 해도 부담되는데 더욱 가까이에 추가 배치되는

를 확보하는 것이며 체제안보를 위한 협상의 지렛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옆집에서 혹시

대로 핵무기를 개발해왔다고 생각한다.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자 우리 집을 훤히 들여다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치킨게임을 중단시키기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유사하다.

위해서는 중국과 국제사회가 6자회담을 재개하

나는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고 북한정부에 대한 체제위협 불신을 해결해야 한

동의하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것은 말처럼 쉬

다. 이를 위하여 중국은 주변국들을 설득 중이다.

운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이슈가 국가의 핵심적

미국은 북한 내부의 혼란을 예상한 듯 하며, 그로

이익(strategic national core)에 해당하는 경우 정

인해 6자회담에서 합의된 지원을 지연시킨 것처

치적 이슈는 경제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게

럼 보인다. 하지만, 북한 체제는 미국이 예상한 것

된다. 예를 들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독도문제와

보다 훨씬 강하였다. 우리가 북한의 입장에서 문

위안부문제는 확실하게 경제에 우선한다. 중국에

제를 바라본다면 민감한 이슈들을 논의하는데 더

는 남중국해 문제, 다오위다오 문제, 사드 문제가

많은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중국과 한국의

그와 같다.

미래협력이 상호적이고 우호적인 이해에 입각해

나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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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Dialogue with Professor Yifu Lin New Paradigm between
China and Korea

Industry and Economy of China

perspective has not been that successful in many
infrastructure development cases.

Recent worldwide economic downturn has

The most critical issue the China is facing at

been caused by the advanced countries that are

this moment is the unpredictability and uncer-

suffering from slow economic growth, high un-

taint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policies. The

employment, social security, financial problems

President Trump tends to take the initiative in

and national debts. Quantitative easing imple-

diplomatic relations by delivering symbolic and

mented by these countries in late 2000s is also

aggressive statements which could be forceful

responsible for recent low growth. Aftermath of

to small countries. However, such a strategy

low growth is coming out as a protectionism in

does not seem to work to the big countries like

trade.

China. For example, imposing 45% tariff on Chi-

Compared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nese product could make critical loss to China

China is making a relatively consistent economic

but also could end at damage to the US custom-

performance even in‘new normal’ era in spite of

ers through boomerang effect. Practically, there

her own problems such as excess capacity, age-

is little prospect of high tariff on Chinese product

ing population, and so on.

by the US.

Although her immediate recovery in the export

The second term of Xi Jinping government

is not expected, China has formed a virtuous circle

starting in 2018 will focus on the policies for inclu-

that starts from consumption increase to invest-

sive Chinese national renaissance. The first term

ment increase and ends at additional increase in

of Xi is to building up domestic-foreign policy

consumption thanks to her large domestic market.

frame what the second term is to implementing

Regarding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such policies in a strong manner. It is expected

growth, I believe that central government has

that the China will revive in every filed of politics,

been playing a key role likewise private sec-

economy, society, culture, and environment dur-

tor in spurring economic growth since it tries to

ing the second term of Xi to come. To this end,

hold long-term perspective. In contrast, the PPP

president Xi will make every effort for China to

(public-private partnership) holding short-term

reach G2 through‘One Belt One Road’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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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uth Korea
has no choice but to cooperate with China, which

Currently South Korea faces new challenges for
the sustainable growth.

covers 17% of world economy.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South Korea has to keep

The three main pillars supporting sustain-

in mind that economy and politics are always in-

able growth of South Korea are industrial re-

tertwined and impossible to separate these two.

structuring, pioneering new market, and de-

In this regard, South Korea needs finding break-

cent job creation. The strategy of‘Selection and

through in the current national security issue and

Concentration’that South Korean government

extending communication with China. Close eco-

has adopted is expected to be still in effect for

nomic cooperation would be followed by such

her further industrial development. However,

an adjustment.

current ‘Selection and Concentration’should

It’s time that the second term of Xi and new

fully reflect changing global competition pattern

South Korean government establish a new para-

as well as rapid technology innovation and this

digm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makes difference from the strategy carried out

The main goal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during the development era between 70s and

China and South Korea is to construct an intimate

80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hat South Korean

complementary relationship. Having become

government extend her policy horizon to R&D

one of the most noticeable area, Northeast Asia

investment, financial support, human resource

needs designing an original development model

development, and appropriate deregulation

of cooperation-development instead of imitating

for emerging technologies and new industries.

that of developed countries. The western devel-

Concerning this issue, South Korea can bench-

opment models transplanted in the Asia have

mark Singapore that was successful in promot-

been seldom successful since they did not cor-

ing Bio-industry in the late 90s. Singapore at that

respond to asian economic situations. Under this

moment established a comprehensive plan that

circumstance, China-Korea cooperation will con-

includes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tinue to develop and result in an original South-

universities and private sectors, R&D investment

South cooperation model. Moreover, this model

expansion, and global bio enterprises attraction.

is expected to reflect economic features as well

Moreover, it will help for South Korea to review

as share development experience of developing

‘China Manufacturing 2025’ which was devis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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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nsus for the Security Issues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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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ink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reconsiders THAAD whether it is the best solution or
not for North Koreans threat. Facing world strong

Chinese government has expressed her wor-

five such as US, China, Russia, Japan and South

ries about the reconnaissance function performed

Korea, North Korea has been thought to develop

by THAAD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THAAD

nuclear weapon as her negotiation leverage for

deployed in South Korea is only to monitor North

the sake of securing her regime security.

Korea for defense and it has been already de-

To stop this unbreakable chicken game started

ployed in Japan. The China will feel bad about

from North Korea, China and international com-

the radar monitoring about 2,000km of radius and

munities should return to the six-party talk and

worse about additional deployment in the neigh-

free North Korea from the fear of her collapse. To

bor country South Korea. It is similar to a neigh-

this end, China is trying to persuade stakeholder

bor installing a CCTV to provide against a risk but

countries into six-party talk. US seems to expect

with which he can peeping at the next door.

turmoil within North Korea and delayed the aid

I entirely agree that economy should be sepa-

accorded in the six-party talk. However, North

rated from politics but it is not a simple problem.

Korea was much stronger than the US expected.

Whenever political issue comes to the strategic

We can share more rooms to address delicate is-

national core, economic issue tends to come

sues by looking into them from the viewpoint of

next. To the South Korea, ‘Dokdo’and ‘Comfort

North Korea.

Women’surely come before economic issues.

I hope futur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Likewise, ‘South China Sea’, ‘Diaoyu Island’, and

South Korea will be based upon mutual under-

‘THAAD’comes first to the China.

standing and amicabl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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