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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신형 인프라’
건설 가속화 강조
4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0년도 1분기

2018년 12월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처음 등장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6.8%를 기록했

한 ‘신형 인프라’의 개념은 이후 “차세대 정보 인

다고 발표했다. 1992년 중국이 분기별 통계를 발

프라 건설의 강화”라는 문구가 2019년 정부업무

표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보고에 삽입되면서 점차 중요해졌고, 코로나19가

서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 정책의 향방에 관

중국 전역을 휩쓴 2020년 1월부터 더욱 중시되고

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0년 4월 9일까지 연 매

있다. 3월 4일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출 2,000만 위안 이상 공업 기업의 조업 재개율

회 회의 및 3월 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언론브

이 97.2%를 기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리핑에서도 모두 신형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에

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신형 인프라’ 건설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앙 정부 차원에서 발표될 신형 인프라
건설과 관련한 <지도의견> 등 더욱 구체적인 내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책으로 5G, 빅데이

용을 담은 정책성 문건과 올해 양회(两会)에서 언

터, 인공지능 등 7대 영역으로 확장

급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신형 인프라 건설의
움직임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3년 사스(SARS) 사태와 2008년 세계금

그리고 신형 인프라 건설이 가속화되면 관련 신산

융위기 발생 당시에도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으

업의 발전도 촉진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도

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투자한 바 있다. 이전의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4월 20일

인프라 건설 투자가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전통적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부 차

인 인프라에 집중되었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기

원에서는 처음으로 신형 인프라의 범위를 제시했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전통적인 인프라와 구별되

는데, 상기 7개 분야 이외에도 중대 과학기술 인

는 ‘신형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될 것으로

프라, 과학교육 인프라, 산업기술혁신 인프라 등

보인다. 중국 국내 언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

을 건설할 것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향후 신형 인

해보면 ‘신형 인프라’는 대체로 5G 기지국, 빅데이

프라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대응 범위 역시 지

터센터, 인공지능, 산업 인터넷(이상 혁신 측면),

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고압(UHV) 송전 설비, 도시 간 고속철도 및 도

자료 : 国家统计局(2020.4.17),

中国经济网(2020.4.19), 国家发

시 간 철로 교통,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소(이상 단
점 보완 측면)의 7대 영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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展改革委员会(2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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