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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개최
2019. 05. 03.

작성 ▎오윤미 전문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 2019년 4월 25~27일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이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됨.
- 2017년 이후 2년 만에 열린 이번 포럼에는 37개국 정상과 2개 국제기구 수장을 비롯해 150여
개국 및 92개 국제기구 인사 5,000여 명이 참여함.
ㅇ 한국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여 양국간의 정책적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발언

- 전체 포럼은 개막식, 원탁정상회의, 고위급 회의, 12개 주제별 분과 회의 및 1개의 비즈니스
포럼으로 구성됨.
ㅇ 분과 회의는 제1회 포럼에서 다루었던 5통(五通)1)과 싱크탱크 교류 외에 △반부패 △디지털 △친환경
△혁신 △해외(境外)경제무역협력구2) △지방협력 등 6개 주제를 추가 신설하여 총 12개로 진행
ㅇ 일대일로 비즈니스 포럼은 이번에 신설되었으며, 금융, 에너지, 농업, 인프라, 초국경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88개국 850여명의 기업대표가 참석
표 1. 포럼의 분과별 회의 주제
제2회 포럼(2019. 4. 25 ~ 27.)
·150여개 국가 5,000여 명 참여
·주제: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아름다운 미래 창조(共建”一带一路” 开创美好未来)
분과 구분
회의 주제
정책소통(政策沟通)
협력 공감대 심화와 일대일로의 질적 발전 추진
인프라연결(设施联通)
인프라연결의 안전성, 원활화, 스마트화, 고효율화 촉진
무역원활화(贸易畅通)
포용적 개방, 혁신선도, 일대일로 무역원활화 협력 심화
정책 표준체계 개선 및 지속가능한 융자 등 의제에 대한 연구진행과
자금융통(资金融通)
공감대 형성 추진
민심상통(民心相通)
민심상통 공동촉진, 민생협력 공동논의, 더 나은 생활 공동구축
싱크탱크 교류(智库交流)
인류의 지혜 공유 및 글로벌 발전 공동촉구
반부패 실크로드(廉洁丝绸之路) 반부패 실크로드의 공동논의, 공동건설, 공동향유
디지털 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 21세기 디지털 실크로드 공동건설
친환경 실크로드(绿色之路)
친환경 일대일로 건설과 2030년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의 협력 실현
혁신 실크로드(创新之路)
혁신협력과 미래 공동창조
해외경제무역협력구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공동건설 협력 및 일대일로 국제투자협력 추진
(境外经贸合作区)
지방협력(地方合作)
지방협력 심화 및 발전성과 공유
자료: 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2019)
「新成果、新阶段、新机遇——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12场分论坛成果丰硕」.

1) 5통(五通)은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관통하는 주요 중점협력분야로 정책소통(政策沟通), 인프라연결(设施联通),
무역원활화(贸易畅通), 자금융통(资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를 포함함.
2) 해외(境外)경제무역협력구는 중국정부와 일대일로 연선국가간 협의에 의해 연선국가 내에 설립된 개발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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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을 중국의 對일대일로 연선국가 협력 확대 및 심화
플랫폼이자 중요한 외교무대로서 활용하고자 함.
-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간의 무역 및 투자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국과의 연계성이 높아
지고 국가간 협력 및 교류 원활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ㅇ 2013~18년까지 중국의 對일대일로 연선국가 교역액은 전체 교역의 27.4%를 차지하며 6조 달러를
넘어서는 한편 전체 대외무역 증가율보다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3)
ㅇ 같은 기간 중국기업의 對연선국가 직접투자는 900억 달러를 초과한 가운데 2018년 투자 규모는 156억
달러로 중국 전체 대외직접투자의 13%를 차지

- 중국은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을 참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심화, 상호신뢰 증진 등을
위한 중요 플랫폼으로서 적극 활용하고자함.4)
ㅇ 중국은 2019년 3월말까지 125개국 및 29개 국제기구와 173건의 일대일로 협력문서 서명

- 특히 중국은 포럼기간 동안 러시아, 칠레, 파키스탄, 싱가포르, 이탈리아,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 정상과 양자 회담을 통해 다각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
☐ 중국은 이번 포럼에 대해 국제협력 확대 기반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추진사업에 대한 주변국의 부정적 평가 및 마찰이 향후 협력 추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중국정부는 제2회 포럼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지속적 대외개방 조치
추진과 부채리스크 및 투명성 제고 관련 계획을 밝힘.
ㅇ 2019년 제2회 포럼에서는 6개 분야 283건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5)하는 한편, 포럼기간 총 약 64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협정 체결을 발표6)
ㅇ 또한 시장 접근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수입 확대, 新자유무역시범구 건설 등의 개방조치를
약속하고 부채리스크 예방과 친환경 발전 촉진, 사업 투명성 제고를 약속

- 그러나 중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협력 심화 및 사업 추진에 있어 여전히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와 우려가 산재함.
ㅇ 일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 사업 체결 후 채무, 토지 압류, 부패, 환경파괴, 일자리 창출 실패 등
부정적 영향에 따른 문제 존재
ㅇ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도, 터키 등 외교적 마찰로
인한 협력 확대의 한계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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