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s

❚ Special Session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 1

1.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 한국의 시각에서 ··························································· 3

김성환 (한양대 특훈교수, 전 한국 외교통상부장관)

2. Envisioning Pan-Yellow Sea Peace Community - From the Japanese 

Perspective ·············································································································· 8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 일본의 시각에서 ························································· 14

모리모토 사토시 (다쿠쇼쿠대학 총장, 전 일본 방위대신)

3.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 중국의 시각에서 ························································· 19

진징이 (북경대학교 교수)

❚ Session Peace 1

아시아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문교류 네트워크 구축 ············································ 27

1. 亚洲和平繁荣之道：生活儒学价值共享 ································································· 29

아시아 평화번영의 길: 생활유학 가치 공유 ························································· 40

황위쉰 (산동대 유학고등연구원 부원장)

2. 환황해 유교문화 교류의 현황과 과제 - 교류의 목표와 방향성을 중심으로 ······· 51

장호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원장)

3. 山东省与忠南道之间儒家文化合作交流 前景考察 ················································ 68

산둥성과 충청남도의 유가문화 협력교류 전망 시찰 ············································· 78

졍샤오슝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4. 충남-산둥 유교 문화교류의 실천방안 모색 ·························································· 87

이상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Session Peace 2

황해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환황해권 해양 협력확대 - 해양환경을 위주로 ············· 105

1. 황해 환경오염실태 및 개선대책 ·········································································· 107

최중기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명예교수)

2. 黄海エコリージョンの生物多様性保全のための国際協力 ··································· 136

황해 생태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 145

토바이 사다요시 (세계자연보호기금 일본지부장)

3. 한·중 황해 공동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154

권재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책임연구원)

4. 我们共同的黄海 - 探讨海洋生态环境保护中国际合作重要性 - ······················ 165

우리 공동의 황해: 해양생태환경보호에 대한 심층 토론과 국제협력의 중요성 ··· 173

장자오후이 (중국-PEMSEA 지속가능연안관리협력연구소 부소장)

❚ Session Prosperity 1

한중 FTA와 충남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 181

1. 한중 FTA와 충남 중소기업 글로벌화 ································································· 183

김도훈 (서강대 교수, 전 산업연구원장)

2. 지방경제발전중의 중소기업문제 - 중국 위해시를 중심으로 - ························· 199

자오유푸 (중국 산동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3. 한중 FTA와 충남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 ········································· 208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 Session Prosperity 2

환황해지역의 문화관광산업 육성 ················································································· 231

1. 태안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자원 활용 전략과 한류3.0 ································ 233

고정민 (홍익대 문화예술MBA 교수)



2. 供应链网络如何能增强中小企业融资能力: 供应链金融视角 ····························· 247

공급사슬 네트워크는 어떻게 중소기업의 융자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가 – 공급사슬 

금융시각 ··············································································································· 263

송위엔팡 (중국인민대학교 교수)

3. 環黄海圏における文化観光資源活用の基盤となる日韓協力方案 ························ 279

환황해권 문화관광자원 활용의 기반이 될 한일협력방안 ··································· 286

오타니 신타로 (한난대학 국제관광학과 교수)

❚ Session Symbiosis 1

환황해지역의 대기오염실태와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293

1. 环黄海地区的大气污染宏观本底格局及改善过程中地方政府作用 ······················ 295

환황해 지역 대기오염의 거시적 배경 구조 및 개선과정 중 지방정부의 역할 ·· 308

왕리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개발 및 지구경제연구소 연구원)

2. 충남지역의 대기오염실태와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324

김선태 (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

3.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현황 ················································································· 338

유 호 (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

4. 한중일의 대기오염 극복을 위한 고효율 석탄화력기술의 협력체제 구축 ··········· 345

윤민호 (일본국제금융정보센터 아시아부 특별연구원)

❚ Session Symbiosis 2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도전과 과제 ····················································· 373

1. 日本のエネルギー政策と水素エネルギーの展望 ················································ 375

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수소에너지의 전망 ·························································· 384

우치다 히로히사 (도카이대학 원자력공학과 교수)

2. 충남 태양광 산업의 정책적 방향 ········································································ 394

김준태 (공주대학교 교수)









Special Session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사회자 _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발표자 _ 1.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 한국의 시각에서

김성환 (한양대 특훈교수, 전 한국 외교통상부장관) 

2.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 일본의 시각에서

모리모토 사토시 (다쿠쇼쿠대학 총장, 전 일본 방위대신) 

3.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 중국의 시각에서

진징이 (북경대학교 교수) 

환황해포럼
아시아 번영과 상생의 길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3

발제문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 한국의 시각에서

김성환

한양대 특훈교수, 전 한국 외교통상부장관

1. 들어가는말

○ 현직에 근무하던 시절 본인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역점을 두어 시행하던 사업중 

하나가 한.중.일 3국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었음. 

- 2011.9 서울에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이 개설되어 3국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국간 협력이 아직도 3국간의 양자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

- 본인은 3국간에 민간 부문과 지방정부간의 친선우호와 상호 이해 기반이 확대되면 

3국 협력이 양자차원의 어려움을 풀어나가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금번에 충청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환 황해 평화공동체“ 구상은 중앙정부간의 

협력위주로 진행되는 현재의 3국 협력과는 달리 지방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3국 

협력을 지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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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으로 볼 때 황해가 평화적으로 사용될 때는 3국간 교역의 통로가 되었으나 

황해가 3국간 경쟁과 각축의 장소가 되었을 때는 전쟁의 통로가 되었으며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 간의 전쟁터가 되었었다는 측면에서 황해를평화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황해는 3국시대와 고려시대(중국의 당.송시절)부터 한중간의 주요 교역 통로로 

이용되어 중국 저장성의 닝보에 고려관이 소재하기도 했으며 황해에서 이어지는 

남중국해를 통해 일.중간의 교역도 활발히 이루어졌음.

- 그러나 황해는 청일전쟁시 양국 병력이 운송되는 통로로 사용되었으며 한반도는 

그 전쟁터가 되었음. 또한 러일 전쟁때에도 주전장터였던 여순지역으로의 전쟁 

물자와 병력이 운송되는 통로가 되었음.

○ 또한 한국으로서는 황해지역이 제1위(중국)와 3위(일본) 교역 상대국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지역

- 황해는 세계경제면에서도 비중과 역할이 중요한 지역 

- 2015년말 현재 한.중.일 3국은 전세계 GDP의 15%(약 17조 달러),교역량의 

18%(약 6.1조 달러), 세계인구의 20%(약 15억명)을 점유

2. 한.중.일 3국간 공동체 실현을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들

○ 한.중.일 간 공동체 의식의 결여

- 한.중.일 3국은 지리적인 인접성, 경제교류와 교역의 상호 필요성, 문화적 공유성

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기 역사의 영향으로 상호간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보다는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경향

* 한.중, 한일관계에 대한 한국내 여론조사(2016.3, 아산정책연구원)

- 호감도(10점 만점) : 중국 4.57, 일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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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 호감도 : 시진핑주석 4.6, 아베총리 1.7

- 한중관계 평가 : 협조관계 56.9%, 경쟁관계 38.0%

- 한일관계 평가 : 협조관계 27.7%, 경쟁관계 67.2%

- 미래한중관계 전망 : 개선될것 49.1%, 악화될것 36.6%

- 미래한일관계 평가 : 개선될것 36.5%, 악화될것 45.0%

○ 동북아 정세 안정 방안에 대해 한.중.일 3국간의 상이한 의견 

- 한국 내에서는 한국이 해양세력인 일본과 대륙세력인 중국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사람이 공감. 

- 일본 측은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중국을 건설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며 동북아의 

안정은 한미, 미일동맹을 기본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임.

- 중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독자적인 양국관계로 보기 보다는 이를 미중

관계의 프리즘 속에서 보려는 경향을 느낌

○ 기존 협력 메카니즘과의 조화

- 한중일 3국 정부 간에는 이미 서울에 협력사무국이 설립되어 3국 정부 간에 

환경, 재난 구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정부간의 교류 사업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민간 부문에서도 경제와 통상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포럼들이 

개최되고 있으며 황해 주변 지역의 각국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

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에 3국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포럼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중국과 일본의 관련기관을 참여시키고 이들 기관들과 구체적인 협력프로그램을 

진행해야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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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문제의 영향 

○ 한반도를 둘러싼 가장 큰 현안은 북한 핵실험과 이로 인한 긴장 고조임. 

- 한국정부는 현재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에 주력하고 있는바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긴요함.

- 또한 박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주민에게 남한으로 올 것을 권유한

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오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이 

또한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한중간에는 한국 내 THAAD 시스템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양국

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국정부가 THAAD 시스템 배치 계획을 발표한 후에 중국 정부는 이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하게 표명하고 있음. 

-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THAAD 시스템의 배치가 북핵에 대응하고 한국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과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THAAD 시스템이 

필요 없게 될 것 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시행 

해야 함.

- 중국의 협조가 긴요한 상황에서 중국에게 협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 만 으로는 부족하며 좀 더 많은 협의와 소통을 해야 함.

-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미.중 관계의 맥락에서 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도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야 함.

- 이와 관련해서 한.미.중 3국간의 전략적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중국의 관심 사안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성의 있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한일 간에는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1965년 양국관계 정상화 이후에도 

지속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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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중 간에도 조어도(센가쿠)를 둘러싼 영토문제와 역사문제 등에 관한 양국 간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문제는 이러한 현안문제의 대립이 자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상호간에 부정적인 인식을 증대시키고 있다 는 것이며 악화된 여론이 외교

정책에 다시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4. 맺음말 

○ 한반도를 둘러싸고 주변국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황해를 평화공동체로 

만들어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높이 평가 함.

○ 다만, 앞서 지적한대로 황해 역내 국가 국민들 간의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문제, 

기존의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포럼이나 협력기구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교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황해 역내 국가 간에 존재하고 있는 외교, 안보적 현안들을 해결하고 극복

하는 데 있어서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금번 구상의 실현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상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이므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환황해 평화 공동체” 

구상이 중앙정부의 현안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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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oshi应Morimoto

Special Adviser to the Minister of Defense, Former Defens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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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 일본의 시각에서

모리모토 사토시

다쿠쇼쿠대학 총장, 전 일본 방위대신

지금의 동북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은 중국의 해양 진출에 따른 각

종 사건들과, 북한 정권 리더십의 불투명성, 핵탄두미사일의 개발 등의 도발 행위 등에 

있으나, 이번 회의는 황해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안전보장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그에 

초점을 맞춰 견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 해양안전보장 – 개관

(1) 냉전 후 아시아태평양에서 해양 안전보장이 중시되게 된 배경으로는 아래와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① UN 해양법조약 체결과 문제의 발생

UN 해양법 조약이 1994년에 발효됨에 따라 해양 질서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이 

결정되었으나, 새롭게 도입된 영해, EEZ, 대륙붕 등의 개념이나 그 적용을 

둘러싸고 연안국들의 권리를 다투는 논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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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자원 및 해상 수송로의 중요성 증대

각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해양자원 에너지의 탐사, 개발, 확보, 이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이 국제분쟁의 원인이 되며 우려할 만한 상황을 빚어 

왔다. 

③ 중국의 해양 진출과 UN해양법 조약 해석을 둘러싼 차이 

특히 중국은 영해가 국제법상으로 확정되어있지 않은 도메인(영역)에서 자국 

영역을 점유, 확보, 확대하는 활동에 전념하고 있어, 주변 국가들과의 균열과 

마찰을 낳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UN 해양법 조약의 해석은 다른 나라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국내법을 성립시켜 자국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타국과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 중국의 해양 진출: 배경

① 냉전기의 중소 국경에서 냉전 후에는 남쪽 해양 영역으로 전략적 중점을 옮겨왔다. 

중국은 냉전기에서의 중소국경에서 발생하는 소련군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었

으므로, 냉전 후에는 국내경제 발전에 따른 자원 확보 필요의 측면으로 남해 

영역을 향해 자국이 관리할 수 있는 도메인(영역) 확대를 꾀해 왔다. 

② 중국의 해양권익(자원・SLOC）보호를 위해 핵심이익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중국은 70년대 이후 경제발전에 따른 해양자원 에너지의 탐사, 개발, 확보 및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90년대 이후 주변 해역에서의 저지작전(A-2/AD)을 

추진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을 핵심이익에 포함했다. 

③ 해양진출을 위해 해군 및 공군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위와 같은 중점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해공군의 근대화에 힘을 싣고 

있으며, 항공모함, 잠수함, 탄도미사일, 미사일 함정, 제5세대 전투기 등을 

근대화해 장비함과 함께 해경국 소속의 공선(公船)도 대형화(1,000톤급 이상을 

120척)할 방침이다.

④ 해양법 조약에 대해 독자적 해석을 하고 있다.

중국은 UNCLOS중재재판소의 판결(2016년 7월)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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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해에서 인공섬을 매립하거나 군사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EEZ 안을 해양

국토라고 칭하며 국가주권을 주장해, 동중국해에서도 대륙붕까지 주권을 주장

(중일 중간선을 인정하지 않음)하고 있다. 

2. 동아시아의 해양 안정 

(1) 남중국해 : 중국이 지속적으로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인공섬 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주목점은 ①스카보로초 인공도 매립과 군사 배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남중국해의 3대 전략적 거점의 구축 및 하이난 섬에 배치되어 있는 SLBM을 

위한 활동 성역화를 기도하고 있음) ②남중국해에서의 ADIZ 설정을 어떻게 할 것

인가 ③남중국해에서 타국이 점유하는 암초 및 인공섬을 탈취할 것인가이다. 

(2) 일본 등 다른 아태평양 국가들의 남중국해에서의 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한 태도에 

따라, 동중국해나 황해 등 다른 해역에서의 타국에의 견제 행동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동중국해에는 2016년 8월 이후, 센카쿠 열도 주변 수역에 군용 함정

(프리게이트)를 처음으로 침입시켰다. 8월에는 공선도 같은 곳에 무려 147척이 

침입해, 중국 어선(2~300여척)의 일부 선박에 대해 공선이 법을 집행하는 등, 

센카쿠 열도 영해 침입이 28차례 이루어졌다.

또한 동중국해 유전 플랫폼(16기 설치) 안에 감시레이더를 설치한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중일 간의 동중국해 유전 협의에는 2009년 이후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중국군 기체에 대해 행한 스크럼블은 급증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570회 이상이었다. 또 8월 25일에는 중국군기 8기(전투기 2기 포함)가 오키나와

-미야코섬 간을 비행해 태평양으로 날아갔는데, 전투기가 태평양으로 비행한 것은 

처음이다. 이러한 도발행위는 일본이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판결을 전면적으로 

긍정한 결과로 보인다.

이후 주목할 점은 ① 중국 군용 함정의 센카쿠 열도 영해 내 침입 ② 중국어선원의 

센카쿠 열도 상륙 ③ 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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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시아에서의 해양안전보장을 위한 대응과 협력

(1) 국제법에 기초하는 질서 유지를 중시

현재 국제사회는 국제법에 기초하는 질서로 구성되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특히 무력을 

사용해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아시아 

제국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UN 해양법 조약 중재판결에서 전면 패소한 후, ASEAN과 

COC(행동규범)의 구조 구축에 관해서는 2017년 전반까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 

중일간에도 해상 연락 메커니즘 협의에 응할 것 등 유연한 태도를 비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양보하고 있지 않다. 

(2) 해역에서의 경계감시기능 강화 

일본은 주변 해역, 특히 동중국해에서의 경계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P-3C, 

YS-11B, OP-3C, E-2C, E-2D, AWACS 등의 정보기나 조기경보기를 운용하며, 

아울러 경계감시부대(레이더)를 남서 방면 도서(島嶼)에 배치해 정보 수집에 힘쓰고 

있다. 미일간 정보 공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법 집행기관의 강화 

중국은 해경국 소속 대형 선박이 급증해 기관포를 장비하는 등 법 집행기관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향상하고자 한다. 

중국에 비해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대형 선박 보유수가 약 60척 가량으로 적어, 

차후 선박의 증강이 필요하다. 

(4) 공동훈련・공동연습

한미일을 중심으로 아태평양 제국의 다국간 연습,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가해기본

적인 기술 연마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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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일 해상 연락 메커니즘 협의

중일 간에 영해 및 영공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 양성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6) 장비 및 기술의 개발협력

미국이나 아시아 각국과 방위장비 및 기술을 공동개발하거나 공여를 계획함으로써 

ASEAN의 능력과 구조를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미일간에서 무인

시스템, 사이버, 우주 분야의 협력을 진행할 방침이다.

(7) 미일간의 긴밀한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

특히 분쟁 예방, 환경 어업, 해상 수송로, 재해 원조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연계를 

갖기로 한다. 

(8) 탄도미사일 방위

일본을 향해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이 최근, 일본의 EEZ나 ADIZ 역내에 착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탄도미사일 방위 시스템의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9) 해군 및 공군 방위력 정비 

영해 및 영공에 접근해 오는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함정, 작전기)과 즉응태세

(即応態勢)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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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 중국의 시각에서

진징이

북경대학교 교수

들어가는 말

역사적으로 환황해지역은 중일한 삼국의 교류와 협력의 무대였지만 근대사이후에는 

갈등과 전쟁의 기억도 새겨왔다. 냉전이 종식된후 “황해시대”가 도래하면서 환황해지역은 

역사상 전례없는 협력의 장을 펼쳐왔다. 그렇지만 동북아에 새로운 지정학적위기가 

불거지면서 환황해지역에는 또다시 대결과 충돌의 음영이 드리우고 있다. 환황해 평화

공동체구축이 거론되는 이유이다. 이 지정학적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협력의 지경학적

의의를 강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황해와 중일한 교류의 역사

황해는 구석기시대에 육지여서 중국과 한반도, 일본을 걸어서 다닐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처럼 바다가 된 역사는 5000년가량 된다고 한다. 인류문명이 시작되는 5000년의 

역사에서 황해는 중국, 한국, 일본의 해안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였다. 기원전 3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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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소, 절강일대 오지(吴地)의 두형제가 일본에 건너가 누에치기와 봉제기교를 

전수했다는 역사기재가 있는데 그들이 건넌 바다가 바로 황해라고 한다. 그 뒤를 이어 

중국대륙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황해를 건너 일본에 정착하여 일본의 양잠업을 

발전시켰다고 한다. 황해연안의 규슈는 중국문화와 한국문화가 일본에 유입된 창구역을 

하였으며 당나라의 견당서(遣唐使)와 명청시기 중국상인들의 집결지이기도 하였다. 

황해를 연안으로 하는 산동반도와 한반도는 더더욱 옛적부터 “닭이 울고 개가 짓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황해를 거쳐 교류를 활발히 하여 왔다. 중일한 

삼국에 널리 알려진 서복의 출해동도(出海东渡) 역시 황해를 건넌 것으로 알려져있다. 

고대 중일한 교류의 여명기 서막은 바로 이 황해라는 바다를 끼고 열었다하겠다. 기원 

837년 당나라에 파견된 통일신라 유학생이 이미 216명이였다는 기재가 있다. 그 대표적

인물인 최치원은 한중교류의 역사적상징인물인 것이다. 같은 시기 중국과 일본 관계 역시 

절정에 이르렀다. 정관 4년인 기원 630년부터 894년까지 일본은 당나라에 19차나 대신을 

보냈고 당나라 역시 여러차례 사절을 보냈다. 중일간은 고대사에 유례가 없는 오랜 

기간의 대규모 문화교류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료동반도에서 한반도서안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노선과 강소회안(江苏淮安)에서 산동반도를 따라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이르는 

노선은 모두 황해를 항행하며 이루어진 것이다. 역사적으로 황해는 중일한 삼국 교류의 

장이였으며 평화의 무대였던 것이다. 통일신라 말기 바다의 제왕으로 불리웠던 장보고가 

한중일 삼국을 무역으로 끈끈이 이어놓았던 무대이기도 한 것이다. 

근현대 갈등과 전쟁의 무대

그렇지만 황해는 평화와 교류의 상징으로 새겨져 오면서도 삼국의 교류사에 갈등과 

전쟁의 기억을 남기기도 하였다. 

근대사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국과 한반도에서 열강들의 무력합병, 식민지쟁탈이라는 

각축이 벌어지면서 황해연안의 한반도와 중국의 료동반도, 산동반도의 지정학적의의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 시기는 지정학이란 새로운 학문이 태동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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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지정학견지에서 볼때 황해연안의 한반도와 중국의 료동반도, 산동반도는 그 

독특한 지리적위치로 열강들의 이익의 교차점으로 되었고 각축장으로 되었다. 근대사 

이후 러시아의 남하정책과 일본의 대륙진출전략,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전통적지위고수

라는 전략은 한반도에서의 대국들간의 전략적충돌을 야기하였고 그로하여 발생한 청일

전쟁과 러일전쟁은 그 충돌의 장을 곧바로 황해연안의 료동반도와 산동반도로 옮겨갔다. 

근대사이후의 역사에서 황해와 발해만은 늘 열강들이 대륙을 침공하는 전초선으로 되여 

왔다. 선후로 러시아, 일본, 독일, 영국 등 열강들이 황해연안 도시들을 점령하여 왔던 

것이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황해, 일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곧바로 청일전쟁때의 

“황해해전”이 떠오른다. 청일전쟁때의 황해해전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대규모의 

현대화 해전으로서 그 성패가 전쟁의 성패를 갈랐다. 청은 황해해전에서 대패했고 결국 

수천년동안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중국중심의 질서가 붕괴되였다. 황해는 다시 일본과 

러시아의 힘의 대결의 장이 되였다. 러일전쟁 역시 황해연안의 한반도와 료동반도를 

무대로 이루어졌다. 러시아를 꺼꾸러뜨린 일본은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을 식민지로 

전락시켰고 황해는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하는 장으로 되여왔다. 중국의 항일전쟁

시기 황해연안의 산동반도는 유명한 항일근거지로 되여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대결의 

장으로 되였다. 결국 청일전쟁부터 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황해는 교류와 협력의 장이 

아닌 대결과 전쟁의 장으로 역사를 써왔던 것이다.

그후의 냉전시기 수십년동안 황해는 여전히 냉전의 장으로 되여왔다. 냉전시기 중국이 

전체적으로 봉페된 구도속에 있으면서 황해연안과 같은 중국의 연해지역도 바다로 뻗어

나가지 못하고 개방도가 없는 구도속에 갇혀 있었다. 미소냉전의 큰 구도속에서 중일한이 

지정학적인 대결구도에 처해 있은 상황에서 환황해지역은 중북 대 한일의 지정학적인 

대결구도에서 개방된 교류와 협력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냉전의 종식과 황해시대의 도래

중일관계가 개선되고 중한교류가 시작되였던 1980년대 중반 한국정부가 먼저 “환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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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제권”구상을 내놓으면서 동북아는 다국적지역경제권구상이 시작되였다. 냉전이 종식 

된 후 경제건설을 가장 큰 국가적 목표로 내세운 여러 나라들에 의해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떠올라 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것이 바로 환황해경제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경제건설의 

중점을 서부연해지역으로 옮기면서 중국과 대규모의 무역을 할 “황해시대”의 도래를 준

비하였다. 일본 역시 1990년대초 문부성산하 국제동아경제연구소에서 “환황해경제권”

기획을 내놓았다. 1991년에는 청일전쟁강화조약이 체결되였던 시모노세키에서 “동아시아 

6개도시경제회의”가 열렸다. 한국의 서해안, 일본의 규슈북부와 야마구치 지역, 료동반도와 

산동반도를 비롯한 환황해지역이 다시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21세기를 서해안시대로 확정하고 서해안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중국도 경제개발

중심이 북방으로 이전하면서 환발해지역이 21세기 중국경제발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일본의 핵심기업과 첨단기술이 집중된 규슈는 신아시아전략을 구상하여 왔다. 중국의 

환발해지역과 한국의 서해안지역, 일본의 규슈지역이 환황해경제권의 핵심으로 부상

하면서 사실상 삼국의 경제협력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역할을 하여 왔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일한 삼국은 “환황해경제권”구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중일한 삼국의 정부와 경제단체, 기업, 대학과 과학연구기구가 공동 참여

하는 유일한 협력시스템인 “환황해 경제 기술교류회의”가 설립되였으며 올해까지 이미 

15회 열렸다. 삼국은 지방도시들의 물류산업에서의 협력, 첨단산업에서의 협력, 관광

산업에서의 협력, 환경산업에서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면서 황해지역의 협력을 

보다 성숙된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중일한 삼국은 아세안+3의 형태로 삼국협력을 시작하였던 것이 2008년 삼국정상

회의를 계기로 직접적인 협력을 지향하게 되였다. 지난 2012년에는 삼국의 자유무역구

담판을 시작하였으며 올해까지 10차례 열렸다. 삼국협력사무실도 설치되였다. 중국에

서는 중일한 자유무역구담판을 계기로 환황해연안지역에 중일한 지방경제합작시범구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산동성은 중일한자유무역구의 선도구역을 맡아나섰다.

중한관계는 1992년 수교를 시작으로 양국관계사상 전례가 없을만큼 일사천리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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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룩하여 왔는데 그 주무대는 바로 환황해지역의 산동성이였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중한교류가 환황해연안에서 시작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투자는 한국 

해외투자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중투자에서 황해연안의 산동성에 대한 

투자가 50%이상을 차지한다. 2008년 현재 산동성에 설립한 한국기업수는 9000개가 

되는데 그 수는 재중한국기업 전체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 결국 환황해지역은 한국과 

일본에 의해 개방도를 확보하면서 불과 30년에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환황해

경제권을 현실로 만들어왔다. 그렇지만 환황해지역의 협력과 달리 중일한 협력은 큰 

틀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역학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지정학의 도래가 원인이라 하겠다.

새로운 지정학적위기 도래와 직면한 도전

냉전이 종식되고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되던 동북아는 냉전시기의 전통적지정학

요소가 약화되고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분위기였다. 역내 국가는 아니지만 역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세계 제2의 경제체인 일본은 중국과 갈등을 겪으면

서도 중국의 개혁개방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왔다. 동북아는 냉전시기의 대결만 있고 

협력은 없던 일원구도에서 벗어나 대결과 협력이 병존하는 이원구도를 이루어왔던 것이다. 

실제 중국과 미국은 1994년 황해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한 사건도 있다. 냉전이 종식된후 

냉전시기의 “북방삼각”이 무너지면서 대결은 북한과 “남방삼각”사이에 벌어지기 시작

하였다. 그 대결은 “북핵”을 매개로 장장 20여년 지속되여 왔다. 남북한은 바로 황해에서 

수차례의 해전을 겪었으며 종당에는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을 겪었다. 천안한

사건 후 한미 해군이 황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려고 했을 때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실제 동북아에서 주요모순은 중미갈등으로 옮겨갔으며 그것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역학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였다.

그동안 북한은 다섯차례나 되는 핵실험과 수십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여 왔다. 

북핵문제로 한반도와 동북아는 갈등과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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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하고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여 왔다. 중국의 남해, 동해, 대만해협, 

황해에서 겪고 있는 중국의 위기는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 위기의 배후에는 

바로 초대강국의 지정전략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 우크라이나사태로 야기된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설까지 나올 정도로 미러가 치열한 갈등을 겪으면서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새로운 지정학위기가 도래하였다고들 한다. 

자의던 타의던 동북아에서의 이 지정학적위기는 동북아에서의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전례없이 강화하여 왔다. 무력충돌까지 겪으며 남북한관계는 날개없는 추락을 하며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조어도문제로 수년간 갈등과 충돌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과 한국도 사드문제로 수교후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동북아의 

새로운 지정학적위기로 중일한 삼국의 FTA 구축도 동력을 잃고 있다. 경제총량이 아시아의 

70%, 세계의 20%를 차지하는 중일한삼국이지만 아직까지 동북아에서 아세안과 대등한 

협력체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일에 의한 동아시아의 “작은 나토” 

설까지 나돌면서 신냉전까지 운운되고 있다. 갈등과 충돌은 지난 근대사이후의 역사를 

재현하듯 황해를 또다시 역사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 얼마전에 이루어진 

한미해군연합훈련에서 미국의 레이건호 핵항모가 처음으로 황해지역에 들어왔다. 황해

지역은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러한 태세는 환황해경제권을 구축하려는 중일한 

삼국에 새로운 도전으로 나서는 것이다. 이제 중일한 삼국과 삼국의 황해연안 지방정부

앞에는 “환황해경제권”구축과 함께 환황해 평화공동체구축을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가 

놓여있다하겠다.

지경학으로의 전환과 환황해 평화공동체의 구축

냉전이 종식된후 환황해연안의 중일한 삼국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벌린 “환황해행동”은 

환황해경제권구축에 튼실한 기반을 닦아놓았으며 끊임없는 교류와 노력, 협력으로 중일한의 

환황해권협력은 사실상 중일한 삼국 경제협력에서 선도적역할을 하고 있다. 작금의 

동북아가 냉전이 종식된후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였음에도 환황해경제권구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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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한의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7월12일에는 

제15회 “환황해 경제 기술교류회의”가 강소 염성에서 열렸는가 하면 “중일한경제무역협력

포럼 및 공상지도자회의”가 산동성 워이팡에서 열렸다. 오늘 이 회의 역시 환황해경제권

구축을 위한 한중일 삼국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환황해지역 중일한 삼국 지방

정부간의 이러한 협력은 사실상 지경학적요소를 강화해나가면서 지정학적위기를 극복

해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포인트는 바로 갈등과 대결의 지정학적요소를 극복하면서 교류와 

협력의 지경학적요소를 강화해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지경학이란 경제이익과 경제관계가 군사대결과 정치관계를 대신하여 국제관계의 

주축으로 되는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난 20세기를 전쟁의 세기라고 한다면 21세기는 

경제의 세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경학을 지정학의 발전결과라고도 한다. 

경제이익에 대한 수요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정치나 군사, 의식형태 등 면을 앞선 것이다. 

세계무대는 “군사적패권추구”로부터 “경제각축”으로 전환되고 있다. 경제진흥은 이제 

각국의 종합국력경쟁의 주요 주전장이 되여 버린 것이다.” 

지경학이론을 내놓은 대표적인물인 에드와 루트왁(Edward N. Luttwak)은 “세계

자원과 세계시장은 국가간 쟁탈의 초점으로 되고 있으며 지정학적각축은 점차 지경학적

각축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제 지경학은 지역경제블럭화와 경제의 세계화를 

큰 배경으로 또한 평화와 발전이라는 주제속에서 지난 시기의 지정학을 대신하여 나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경학에서 가장 활발한 요소로는 자본의 국제화, 과학기술혁명과 국제분공이 심화된 

산물인 다국적기업을 꼽는다. 다국적기업은 지역경제블럭화를 심화발전시키고 있다. 

다국적경영은 국가간의 연계를 강화, 국가간의 생산, 교환, 유통, 소비, 기술제품개발과 

연구 등 면에서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환황해경제권구축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는 전쟁위험과 경제협력을 병행하면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 새로운 

지정학위기와 지경학이 병존하면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중일한 삼국이 

사실상 경제건설을 선위에 놓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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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력은 역시 삼국이 국가적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각국의 

경제이익이 증대되고 상호의존이 증대되면 될 수록 전쟁의 위험은 줄어들 것이며 냉전

구도의 해체도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새로운 지경학적접근은 결과적으로 

상호의존, 상호존중, 평화발전, 공동번영의 평화공동체구축 기반을 마련하여 나가게 될 

것이다. 

나오는 말

작근의 새로운 지정학적위기는 큰 틀에서의 동북아지역협력에 장애로 나서고 있다. 

이 위기가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패권싸움”으로 비쳐지며 중일간의 역내 “주도권다툼”

으로 비쳐지는 상황에서 환황해경제권구축에 동북아협력이라는 큰 환경이 주어지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이 지정학적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지경학적접근이라고 

생각한다. 협력의 지경학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결의 지정학공간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통합이 정치군사적 갈등과 마찰을 줄이며 평화를 창출해낼 것이다. 

환황해경제권구축이 선도적역할을 하여 동북아에 들이닥친 지정학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튼실한 기반이 될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환남중국해 경제권”, “환동해(일본해)

경제권”이 뒤를 따른다면 제반 동북아도 궤도를 그에 맞추어나갈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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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아시아 평화번영의 길: 생활유학 가치 공유

황위쉰

산동대 유학고등연구원 부원장

아시아 번영의 전제는 아시아의 평화이고, 아시아 평화의 전제는 아시아 각국의 가치

공유이다. 아시아 각국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은 유학의 가치관 뿐이다. “생활

유학”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삶 속의 유교”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것이 바로 유학이다. 

역사상 유학의 가치는 일찍이 동아시아 한중일 등 국가가 공유하였고 이러한 공유는 동

아시아 각국의 공존공영을 보증하였다. 오늘날, 아시아의 평화번영은 이러한 “생활

유학” 가치의 재활성화가 절박하게 필요하다.

1. 생활유학의 의미

현재 학계에서 말하는 “생활유학”이란 2개의 다른 패러다임이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적

으로 유학 자체의 2개의 다른 차원의 전개이다. 

(1) 이론 패러다임 : 황위쉰을 대표로 하는 중국 대륙의 “생활유학”

이 패러다임의 “생활유학”(Life Confucianism)은 유학의 새로운 이론 형태 즉, 현대

적인 유학 이론을 구성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생활유학”은 당대 유학의 



아시아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문교류 네트워크 구축  41

중요한 학파로 공인되고 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신세기 대륙 신유가”의 육가(육가는 

장칭(蔣慶), 천밍(陳明), 장샹룽(張祥龍), 황위쉰(黃玉順), 성훙(盛洪), 간춘쑹(幹春松)임) 

중의 하나라고 부른다. 어떤 이는 “당대 유학이론 창작구조”의 십가(십가는 두웨이밍

(杜維明), 리쩌허우(李澤厚), 류수셴(劉述先),청중잉(成中英), 머우중졘(牟種鑑), 

Roger Ames, 장리원(張立文), 린안우(林安梧), 황위쉰(黄玉順), 궈이(郭沂)임)중의 

하나라고 부른다. 심지어 미국 학자는 국제성을 가진 “종합유학”(Synthetic Confucians) 

학파의 네 가지(네 가지는 Roger Ames, Robert Neville과 Sor-hoon Tan/황위쉰

(黄玉順)/Daniel Bell/Thomas Metzger임)중 하나라고 부른다. 

생활유학의 취지는 바로 다음과 같다. 유학이 현대적인 생활방식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유가의 형이하학 즉, 윤리학 및 정치 철학을 재건해야 할 뿐 아니라, 유가의 

형이상학도 재건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전통 유학의 “형이상-형이하”의 사유 패러다임을 

초월해야 하고 유학 속의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보다 더욱 근본적인 관념 등급을 발견하고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공맹유학 고유의 것이고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관념(“생활” 혹은 “존재”의 관념)이다. 이로부터 생활유학은 (1)”생활존재론(生活

存在論)” 혹은 “생활본원론(生活本源論)” (2)형이상학으로서의 “변역본체론(變易本體

論)” (3)형이하학에 속하는 “중국정의론(中國正義論)” 및 “국민정치유학(國民政治儒

學)” 등을 만들었다. 

(2) 실천 패러다임 : 궁펑청(龔鵬程)을 대표로 하는 중국타이완의 “생활의 유학”

이 패러다임의 “생활유학”의 더 적절한 명칭은 “생활의 유학”(Confuciamism of 

Life)으로 유학의 “생활화”를 힘쓰고 있다. 즉, 전통적인 유학을 현대의 일상 생활 속에서 

운용하는 것이다. 궁펑청 교수는 “생활의 유학”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유학의 실천성을 확대하는 것은 도덕 실천에서부터 생활 실천, 사회 실천에 이른다. 

덕행의 미를 말하는 것 외에, 생활의 미, 사회 인문 풍속의 미도 이야기 해야 한다. 육례

(六禮)를 닦고, 팔정(八政)을 가지런히 하고 노인을 부양하고 고독한 이를 도와 주고, 

고대 유학의 다스림의 학문을 회복하여 유학이 사회 생활 속에서 전반적으로 부활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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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두 가지 패러다임의 “생활유학”은 분명히 유학 자신의 두 가지 층면, 즉 이론과 

실천의 전개이다. 유학 자체는 생활을 근본관념으로 삼는 이론으로 아시아 “유가문화권”에 

전파되고, 생활 속의 실천을 관철하며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의 한중일 국민의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학은 바로 “생활유학”이다.

한국유학계는 최근 “삶 속의 유교”를 제창하기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는 “생활

유학”이다. 예를 들어, 2016년 5월 19일에서 20일 서울에서 “삶 속의 유교”와 관련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회의는 한국유교학회, 성균관대학유교문화연구소와 유교

문화활성화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것으로 주제는 “삶 속의 유교, 유생정신, 현대

문명의 대책”이었다. 이 회의에서 궁펑청 교수는 시작을 여는 주제 발언자 중 하나였고 

황위쉰은 가장 마지막에 총정리하는 발언자 중 하나였다. 이것은 한국의 “삶 속의 유교” 

혹은 “생활유학”이 유학 이론을 중시하면서 유가실천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생활유학의 가치관념

생활유학의 가치관념(values)은 유학의 일련의 개념과 범주 속에서 구현된다. 그러나 

학계의 유학에 대한 개념 범주에는 많은 오해가 존재한다.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오해는 

바로 유학의 기본 개념과 범주 이해를 “도덕”(morality)으로 여기는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유학을 단지 도덕설교로 귀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헤겔

(G.W.F.Hegel)이 바로 이렇게 유학을 오해하였고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우리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담화(논어(論語)를 가리킴)를 보았는데, 속에서 말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상식이다. 이러한 도덕상식은 우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고 어떠한 

민족 속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아마도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도 뛰어난 점이 

없는 것이다. 공자는 단지 한 명의 현실적인 세상의 지자(智者)였을 뿐이고 그가 있던 

곳에서 사변하는 철학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일부 선량하고, 노련하고, 도덕적인 

교훈에 대해 속에서부터 우리는 어떠한 특수한 것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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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도덕”이라는 것은 사회 규범의 범주에 속하며 유가의 말 속에서 사회규범은 

“예(禮)”의 범주에 속한다. 이것은 “예”를 제외한 다른 개념 “인(仁)”, “의(義)”, “지(智)” 

등은 모두 어떤 “도덕”으로 간단하게 귀결할 수 없다. 사실상 유학은 입체적이고 풍부한 

이념 시스템으로 “예” 혹은 “도덕” “윤리”는 단지 그 속의 하나의 층면이다. 지면의 

제한으로 우리는 맹자가 강조한 “인의예지” 4개 개념만 분석하였다. 그 다음 다시 “화

(和)”라는 중요한 관념을 분석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평화”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1) 예(禮) : 사회규범 및 그 제도

유가의 말 중에 “예”는 한 사회집단의 행위규범 및 그 제도를 가리키는데 즉 “윤리” 

혹은 “도덕”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가 경전 <주례(周禮)>는 주공(周公)의 전체 사회 

규범과 제도의 구조를 차명한 것으로, 그것이 구현하는 것은 바로 이 사회집단의 인간

관계질서이다. “예”라는 개념은 3개의 단계가 있다. 하나는, “예제(禮制)”로 이 사회 

규범이 제도 계획 상에서 체현된 것이다. 하나는 “예의(禮儀)”로 이런 제도규범의 외재된 

의식(儀式), 의절(儀節), 예절(禮節)에서의 표현형식이다. 하나는 “예의(禮義)”로 제도

규범이 의지하여 성립된 정의원칙(아래에서 설명)이다. 이 3자의 관계는 예의(禮義)→

예제→예의(禮儀)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공자의 “예”에 관한 사상은 2개의 층면이 있다는 것이다.

1. 극기복례(克己復禮) : 예의 보편성과 영원성

어떠한 사회 집단도 모두 사회 규범과 제도를 필요로 한다. 이 의미에서, “예”는 보편적

이고 영원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국가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나라를 예로 다스려야 

한다(爲國以禮)”.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가 없으면 곧 어지러워진다(無禮則亂).” 

그러므로, 공자는 “극기복례”를 강조하였다. 

안연(顔淵)이 인(仁)에 대해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감(克己復禮)이 인이다. 하루라도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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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간다. 인을 행함은 자기가 말미암은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말미암겠는가? ”안연이 

여쭈었다. “그 조목(條目)은 무엇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 (顏淵問

仁。 子曰:「克己復禮為仁。 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焉。 為仁由己,而由人乎哉?」 

顏淵曰:「請問其目。 」子曰:「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 )

“극기복례”라는 것은 사욕을 극복하고 사회 규범과 그 제도를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분명, 한 사람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반드시 “예로써 행동(立於禮)”해야 하며, 제도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를 배우지 않으면, 남 앞에 설 수 없고

(不學禮, 無以立)”, “예를 알지 못하면, 남 앞에 설 수 없다(不知禮, 無以立也)” .

2. 예(禮)는 덜함과 더함이 있다(禮有損益) : 예의 특수성과 변이성

비록 일반적인 의미상의 “예”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것이어서 즉, 어떠한 사회든 모두 

제도 규범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예”의 시스템도 모두 특수하고 변이적인 

것으로 세계에서 “보편적” (universal)인 사회규범, 사회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자는 “예는 덜함과 더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장(子張)이 여쭈었다. “열 왕조 뒤를 알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

(殷)왕조는 하(夏)왕조의 예를 따랐기에 덜거나 더한 것을 알 수 있다. 주(周)왕조는 은

(殷)왕조의 예를 따랐기에 덜거나 더한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주(周)를 계승한 자라면, 

백 왕조 뒤의 일도 알 수 있다. “ (子張問:「十世可知也?」 子曰:「殷因于夏禮,所損

益可知也;周因于殷禮,所損益可知也;其或繼周者,雖百世可知也」 )

“덜함과 더함(損益)”이라는 것은 “덜함”은 과거의 제도규범 체계 속에서 일부 시의적절 

하지 않는 것을 제거함을 말하고, “더함”은 과거의 제도규범체계를 기초로 하여 시대에 

순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바로 새로운 제도규범체계이다. 

공자의 이러한 사상은 확실히 매우 위대한 것이다. 중국을 예로 들자면, 우리는 일찍이 

왕권시대(하상서주(夏商西周))의 제도 규범, 황권시대(진(秦)부터 청(淸)까지)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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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이 있었으며 현재는 민권시대의 제도 규범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전환 

및 그 사회제도의 전환은 역시 아시아국가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며 공자의 “예학

(禮學)”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2) 의(義) : 정의원칙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제도규범의 시대를 구축 혹은 선택하고자 할 때 그 가치 근거는 

무엇인가? 이는 바로 유가에서 말하는 “의(義)” 혹은 “정의(正義)”(순자(荀子))로, 다시 

말하자면 정의원칙(justice principle)이다. 이것은 “의→예”의 이러한 이론 구조를 

형성하였고, 다시 말해 공자가 말한 “의로움을 바탕으로 삼고, 예로써 그것을 행한다

(義以爲質, 禮以行之)”이다. 

유가는 두 개의 기본적인 정의원칙을 제시하였다. 

1. 정당성원칙 : 사회규범 구축 및 그 제도의 안배는 반드시 정당해야 한다. 즉, 반드시 

일시동인(一視同仁)(차등의 사랑을 초월하고, 일체지인(一體之仁)을 모색하는)의 

동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것은 바로 맹자가 말한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義, 

人之正路也)”이다. 제도규범의 구축은 절대 “차등의 사랑”에 근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일체지인”에 근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규범 및 그 제도는 부당, 

즉 정의롭지 않은 것이다. 

2. 적합성원칙 : 사회규범 구축 및 그 제도의 안배는 반드시 적합해야 한다. 즉, 반드시 

하나의 사회집단의 당시의 기본 생활 방식에 적합해야 한다. 이는 바로 <중용(中

庸)>에서 말한 “의라는 것은 마땅해야 한다(義者, 宜也)”이다. 중국을 예로 들면, 

우리는 일찍이 왕권시대의 종족사회 생활방식이 있었고, 황권시대의 가족사회 

생활방식이 있었으며 현재는 민권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개인사회 생활방식이다. 

“예” 혹은 사회제도규범의 구축은 반드시 이러한 전환에 적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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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仁) : 인애감정(仁愛情感)

위에서 말했듯이, 정당성원칙은 사회규범 및 그 제도의 구축이 차등의 사랑, 일체지인

(일시동인)의 동기를 모색하는 데서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바로 유가의 

“인애(仁愛)”관념을 언급하는 것이다. 유가에서 말하는 “인애”는 2개 방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차등의 사랑”으로 즉, 사랑의 정도는 인간관계의 원근친소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체지인” 즉, 사랑의 정신은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한유(韓愈)가 말한 “박애”(universal love)”이다.

이 두 방면의 적용범위는 다르다. <예기(禮記)>에서는 “문 안의 다스림은 은혜가 의로움 

덮어야 하고, 문 밖의 다스림은 의로움이 은혜를 끊어야 한다.”(門內之治恩揜義, 門外

之治義斷恩) “은혜”라는 것은 “사랑”이고 여기에서 가리키는 것은 차등의 사랑이다. 

“의로움”은 즉, 공정공평한 정의원칙으로 “일체지인”에서 도출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개인의 영역(private sphere)은 즉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차등의 

사랑”은 제1원칙이 될 수 있다. 공공영역(public sphere)은 반드시 “일체지인”, 정의

원칙을 제1원칙으로 해야 한다. 즉, 박애의 정신으로 공정, 공평을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인→의→예”의 이러한 이론구조를 형성하였다. 

(4) 지(智) : 양지 정의감과 도구적 이성 

맹자가 말한 “지(智)”는 그 함의가 비교적 복잡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2개의 

함의가 있다. 

1. 지(知) : 양지(良知) 혹은 정의감

“정의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일종의 직감으로써의 정의감의 원칙화, 이론화이다. 

이러한 정의감은 “양지”라고도 부른다. 맹자는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능한 것은 그 

양능인 것이고,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은 그 양지인 것이다. 이끌어야 다닐 수 있는 

아이라도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없고, 그가 어른이 되어서는 그 형을 공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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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모르는 자는 없다. (人知所不學而能者, 其良能也. 所不慮而知者, 其良知也. 孩提

之童, 無不知愛其親者, 及其長也, 無不知敬其兄也)”고 하였다. 사실,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양지 혹은 정의감은 어떠한 선천적인 혹은 선험적인 것이 아니며 하나의 

집단의 특정 생활방식 속에서의 공동생활의 깨달음에서 기원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그것은 일종의 깊이 생각치 않는 직감으로 표현한다. 같은 현상에 대해 다른 

시대, 다른 생황방식 하의 사람들이 표현해 내는 정의감이 서로 다른 것은 쉽게 발견한다. 

예를 들어 낯선 남녀 사이에 손을 잡는 것은 “남녀가 주고 받음에서 접촉하지 않았던”

시대에서는 몹시 분노할 일이었지만 현대사회는 오히려 흔히 있는 예삿일이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특정 시대의 특정 생활방식 하에서 사람들의 공동생활은 그들이 갖고 있는 

공동의 정의감 혹은 양지를 결정했다. 

이러한 양지를 맹자는 또한 그것을 “시비지심(是非之心)”이라고 했다. 그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은 지혜의 근본이다(是非之心, 智之端也)”라고 했다. 이는 다시 

말해, 이러한 “지혜(智)” 혹은 “앎(知)”은 “인의예지(仁義禮智)”의 “지(智)”의 발단이다. 

그 자체는 일종의 감정으로 즉, 정의감이지만 오히려 또한 이성으로 전향하는 정의원칙의 

중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지(知)→의→예”의 이론 구조를 갖게 되었다. 

2. 지(智) : 도구적 이성

한자 “지(智)”는 맹자 시대에는 어떤 때는 상술한 양지 혹은 정의감을 가리켰고, 어떤 

때는 오히려 도구적 이성으로서의 이지(理智)를 가리키기도 했다. 이렇게 “지(智)”는 

“지(知)”로 쓰기도 하였으나, 읽을 때는 “지(智)”로 읽었다. 예를 들어 맹자는 “무엇이 

급한 일인지 이해하는” 사람을 “지자(知者)”라고 불렀는데 “지자(智者)”라고 읽는다.

알다시피, 사회규범 구축 및 그 제도 안배의 과정 중에 도구적 이성으로써의 이지는 

바로 필요한 것이다. 사실, 정치는 일종의 “전공”으로 정치가는 일종의 특수한 “전문가”

이다. 그래서 유가는 “지(智)”를 특별히 중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지(知)→의→

지(智)→예”의 이론 구조를 갖게 되었다. 



48   환황해포럼 | 아시아 번영과 상생의 길

(5) 화(和) : 사회화합

모두 알다시피, 유가문화는 “예악(禮樂)”문화이다. “음악이란 함께 하는 것이고, 예라는 

것은 다름을 구별하는 것”(樂合同, 禮別異)으로 이것을 다시 말해 “예”의 목표는 “구별

(別)”을 통해 사회질서를 구축하고, “음악(樂)”의 목표는 “조화(和)”를 통해 사회 화합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최종적으로 “인→지(知)→의→지(智)→예→화”의 “생활유학”의 가치체계를 

형성하였다. 즉, 박애→양지→정의원칙→이지→제도규범→사회화합 이다. 

3. 생활유학 가치공유의 아시아 평화번영에 대한 의미

우리가 상술한 “생활유학”의 가치체계를 토론하는 목적은 아시아의 평화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아시아 평화번영의 길은 아시아 각국이 유학의 이러한 가치

관념을 공유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1. 목표 : 화(和)-평화의 아시아

아시아의 번영, 그 조건은 아시아의 평화이다. 우리가 함께 필요한 것은 관계가 긴장

된 아시아가 아니고 “평화로운 아시아”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유가의 “화”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다. “화”는 화합과 평화를 의미하며, 이는 반드시 아시아 각국의 공동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시아의 평화는 각국에 여러 방면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으려 하고, 차별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화합을 

추구한다. 서주(西周)의 태사(太史) 사백(史伯)은 “무릇 화(和)란 만물을 살리는 것인데, 

같음(同)만으로는 이어갈 수 없다. 다른 것으로써 다른 것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화(和)

라고 부르니, 그 때문에 만물이 풍요롭게 자라 그 돌아갈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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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같음(同)으로써 같음(同)을 보탠다면 모든 것이 버려지고 만다. 소리가 하나면 듣지 

않고, 색이 하나면 보지 않으며, 맛이 하나면 먹지 않고, 사물이 하나면 말하지 않는다”

(夫和實生物,同則不繼。 以他平他謂之和,故能豐長而物歸之。 若以同裨同,盡乃棄

矣。 …… 聲一無聽,色一無文,味一無果,物一不講)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자는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을 강조하였다. 아시아 각국 사이의 다름은 아시아의 

평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2. 질서 : 예(禮)-규범화된 아시아 

바로 각국의 “다름” 때문에, “화(和)”를 위해 국제 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화”는 “예”의 기초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예”라는 것은 위에서 이미 

말한 바 있지만, 사회 규범 및 그 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즉, 사회질서이다. 여기에서 

“예”는 아시아 국가 사이의 국제질서를 가리킨다. 유가는 “예를 행하는 데는 화가 귀중함

(禮之用,和為貴)”을 주장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사회 질서를 세우는 목적은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이다. 

아시아의 평화는 반드시 아시아의 국제 질서의 기초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 일종의 

새로운 아시아 국제질서의 구축이 필요하고, 하나의 “규범화된 아시아”를 구축하려면 

상호 “예를 갖추어 상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공동 발전 번영의 모색해야 한다. 

“규범화된 아시아”를 구축하는 데는 특히 아시아 각국이 아래의 몇 가지 가치를 공유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도구: 지(智)-이성의 아시아

어떠한 규범, 제도, 질서의 구축이라도 모두 이지 혹은 이성이 필요하다. 실로, 사람은 

이지가 있을 뿐 아니라, 감정, 욕망도 있다. 소위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악(惡), 욕(欲), 이 7가지는 배우지 않고서도 능히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물론 

감정적인 존재자 이지만, 오히려 감정화된 존재자는 될 수 없다. 



50   환황해포럼 | 아시아 번영과 상생의 길

오늘날, 우리는 “이성의 아시아”를 만들어야 하는데 특히 반드시 극단적인 민족주의, 

포퓰리즘 등 정서의 간섭을 피해야 하고 더욱이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힐 수는 없다. 

4. 원칙 : 의(義)-정의의 아시아

아시아 국제질서의 구축은 어떠한 제도규범의 구축과 마찬가지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정당성원칙으로 우리가 아시아 질서를 구축할 

때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차등의 사랑”을 초월하고, 일시동인의 “일체지인”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다음으로는 적합성원칙으로 우리가 아시아 질서를 구축할 때 전체 아시아 

및 각국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오직 이러해야만 “정의의 아시아”를 

구축할 수 있다. 

5. 관념: 지(知)-양지의 아시아

정의원칙은 정의감의 이성화, 원칙화이다. 이러한 정의감이 바로 양지(良知)이다. 

양지가 없으면 정의도 없다. 양지가 없으면 곧 평화도 없다. 우리가 건설하려는 것은 

반드시 “양지가 있는 아시아” 혹은 “정의감이 있는 아시아”이어야 한다.

6. 감정: 인(仁)-박애의 아시아

유가의 생활유학의 가치 관념에 따라, 아시아 평화번영의 길의 근본은 바로 인애, 즉 

한유가 말한 “박애라는 것은 인을 말한다(博愛之謂仁)” 같은 박애정신이며 또한 상술한 

“일체지인”의 일시동인 정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설하려는 것은 “박애의 아시아”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혜가 미쳐서 손에 넣었으나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비록 얻었다 

할지라도 잃게 될 것이다(知及之,仁不能守之,雖得之,必失之)”라는 공자의 가르침

처럼 이성만 따라서는 성공하기 부족하다. 

한마디로 우리는 반드시 협력하여 “생활유학”의 가치의 공유를 통해서 박애의 아시아, 

양지의 아시아, 정의의 아시아, 이성의 아시아, 규범화된 아시아, 평화의 아시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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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환황해 유교문화 교류의 현황과 과제 

- 교류의 목표와 방향성을 중심으로

장호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원장

1. 환황해 유교문화권 국가와 유교문화의 특징, 유교문화자원

환황해지역은 좁은 의미로는 황해와 발해를 둘러싸고 있는 곳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있으나, 황해의 범위를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할 

경우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을 포괄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 환황해 유교문화권은 넓은 

의미로 사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유교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유교문화의 중심과 역사적 교류 

양상은 대체로 한중일 세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환황해교류의 중심지역으로서 

동아시아지역과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유학, 유교, 유교문화, 유교문명 등 

용어는 별도의 개념 규정이나 구분없이 사용한다. 

유학은 본래 중국 선진시대에 산동지역에서 일어난 지역학으로부터 출발하여 한 대를 

거쳐 송대에 이르러 중원지역으로 확장되고 중국 전역은 물론 동아시아지역으로 퍼져 

나가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를 이루었다. 동아시아 중세의 보편 학문으로서 유학이라는 

공감대는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 문화교류는 공통 문어로 전달된 유학과 한문학의 교류였다. 따라서 

중국의 유학과 문화가 한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으로 전달되는 양상이었으나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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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동아시아 3국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교류를 증진하는 상황이 되었다.(윤여탁, 

2015.)

유교는 이와같이 오랫동안 동아시아인들의 삶을 지배했다고 할수 있으나 환황해지역 

유교문화권 국가들의 유교문화는 각기 다른 전통과 특성을 보이며 현재 남아있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유교문화의 발상지라고 할수 있는 중국은 54운동 이후 근대화 과정에‘신중국’의 출범과 

함께 특히 문화대혁명 과정을 겪으며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과정에 생활문화로서 유교

문화는 대부분 사라지고, 유교관련 유형의 유산들, 서원, 종택, 누정 등과 같은 유산들은 

그 형체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는 전통문화의 재

조명이 시작되면서 2000년대에 이후에는 다시 고전읽기를 비롯한 전통문화의 부활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교관련 문헌 집대성사업(베이징대 儒藏)과 

해외 공자학원 개설 등이 있다. (박경환, 2012.)

중국의 상황과 비교해 한국은 유교 문화가 끊임없이 이어오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현재 세계 유교문화의 중심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특히 안동, 

영주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 북부지역에는 유교문화 자산이 풍부하고 유교의례와 생활 

문화가 잘 남아있는 곳으로 현재 유교 교육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유형의 자원으로서 서원, 종택, 누정 등 뿐 아니라 유교 제례를 비롯한 무형의 

자원들이 함께 살아 있으면서 아직도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무형의 복합문화유산

으로서 존재하며 이와같은 상황이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존중되고 있다.(종묘와 종묘

제례 제례악)

일본은 일찍이 고대 국가 단계에 유학을 받아들였으나 사회 구조 전반에 유교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다. 도쿠가와 막부에서 유교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무사 

계급을 중심으로 보급되었을 뿐 서민들의 생활에 뿌리를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에도 시대에 들어와 비로서 학교 교육 등을 통하여 통치이념으로 되었으나 일본에 수용된 

유교는 중국이나 한국의 그것과는 성질을 달리하였다. 일본은 '효'보다 '충'을 우위에 

두었으며 예(禮) 개념은 도입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일본 유교문화는 신앙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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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기도 한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공자묘(孔子廟)를 들 수 있다. 

공자묘는 에도 막부가의 유교진흥정책을 드러내는 상징물이라 할수 있으며 일본 전역에 

10여개 소에 현재도 남아 있다. 일본에서 공자묘는 신사, 불교사원 등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기복을 행하는 종교적 행위의 장소가 되고 있다. (김미영, 2012.) 

베트남은 일찍이 중국 진나라로부터 유교를 받아들여 한나라의 지배를 받을 당시유교 

교육을 위한 학교들이 세워졌다. 11세기에 국자감과 문묘가 설립되는데 현재 하노이, 

후에를 비롯하여 지방 곳곳에 문묘와 국자감이 남아 있다. 베트남에서 유교는 역사적으로 

지배 이념이 된 적은 없으며 따라서 유교 전통과 유교 문화는 불교와 민간 신앙에 비해 

그리 영향력이 큰 것은 아니며, 베트남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교문화 자원은 문묘와 

국자감 이외에는 찾아 보기 어렵다.(陳國旺, 1999.)

이와같이 환황해지역의 유교문화권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유교의 수용과 전개 과정이 

다르고 토착 문화와 융합되면서 새로운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근대 이후 정치 

사회적인 변화 과정에서 유교 문화는 부침을 거듭하여 현재까지 남아있는 양상들도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역의 특색을 인정하더라도 유교 또는 유학이라는 기본적인 관점

에서 유교적 가치관이나 생활 문화에서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고 한문을 매개로 하는 

학문 교류의 결과는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다.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의 유교적 가치는 인내심, 지위와 서열 존중, 절약, 검소, 염치, 

체면, 전통 존중, 인사치레, 은혜갚기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와같은 유교적 행동 

양식과 심성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국민들에게 별 차이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동아시아인들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마음의 유교적 습성들1)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조긍호 2007. 476-477쪽) 

1) 유학 사상은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과거의 체계가 아니라 현재 살아 남아있는 현실의 체계이며, 

동아시아 사회에서 유학이 차지하는 현재적 위상을 뚜웨이밍은 현대 유교권 사람들에게 의식구 조속에 

공통된 가치관과 행동 또는 사유방식으로 자리잡은 것을 마음의 유교적 습성들(the Confucian habits 

of the heart)이라 하는데 이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신념 행동 습관의 근간을 

이룬다. (조긍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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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교 교류 현황 - 교류의 방식과 내용

환황해권에서 유교문화 교류는 1990년대 이후, 특히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최근 환황해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인문교류는 양자교류 중심이며 정부주도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활발한 교류는 

한국과 중국간에 이루어지는 인문 교류의 틀안에서 유교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한중교류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주최한‘동북아구상토론회’

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신구상을 위한 전략으로 안보협력, 경제협력과 더불어 

문화교류를 제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논의에서 동북아 공동의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동북아지역은 유교문화를 공유함으로서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동북아 문화 협력은 역내 문화 정체성 형성과 문화적 역동성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백원담, 2003) 

그러나 본격적인 교류는 2013년 6월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미래비전공동성명(中韓

面向未來聯合聲明)’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성명에서 양국은 국제 사회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양자 및 지역 차원 뿐 아니라 국제협력 차원으로 진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정치 안보의 협력과 경제 통상, 사회문화 분야 협력을 모두 발전

시키자는데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양국민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촉진하고 특히 인문 

유대 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 예능 등 다양한 인문 

분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세부 이행 계획으로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로서‘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해마다 개최하여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지도하며, 이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제3국으로 확대

하는 데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욱이 한중일 3국이 각자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 

평화의 공동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외교부 지료 2013.6.27.) 

공동 성명의 정신에 따라‘한중인문교류 공동위원회’는 2013년 11월 제1차 회의를 열고 

인문 분야 교류 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해마다 회의를 열어 다음해 사업을 협의 결정



아시아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문교류 네트워크 구축  55

2014 사 업 주관 및 후원

1 한중 인문교류 정책포럼
韓) 한국외교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中) 중국외교부, 

신식정보연구원

2 한중 전통예능 체험학교
韓) 한국예술종합학교, 

외교부(주중대사관) 
中) 중국희곡학원

3 한중 전통복식 세미나 韓) 외교부(주시안총) 中) 시안공정대학

4 한국-산동성 유교문화 교류회
韓) 외교부(주칭다오총) 

-성균관대 등 
中) 산동성 정부 외판 등

5 탈춤-변검 교류 세미나
韓) 외교부(주청뚜총), 

안동탈춤페스티벌 사무국 
中) 사천성천극원

6 전주-소주 인문 유산 교류
韓) 전라북도, 

외교부(주상하이총) 
中) 장쑤성

7 한-중 중학생교류 韓) 국립국제교육원 中) 교육부

8 한-중 대학생교류 韓) 국립국제교육원 中) 중국유학관리 기금위원회

9 정부초청장학생(GKS) 韓) 국립국제교육원 中) 중국유학관리기금 위원회

10 한-중 교사교류 지원 사업 韓) 국립국제교육원 中) 국가한어판공실

11 한중 인문학포럼 韓) 한국연구재단 中) 사회과학원

12 국제음악 고고학회 韓) 국립국악원 中) 하남박물관

13 민간예술 창작 인재 교류 韓) 예술위원회 中) 중국문학예술계연합

14 우수작품 교류 확대 韓) 예술위원회 中) 중국문학예술계연합

15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사업 韓) 여성가족부 中) 중화전국청년 연합회

16
한중 청년 직업 능력 개발 및 

창업 교류사업
韓) 여성가족부 中) 중화전국청년 연합회

17 한-중 청년교류 韓) 한국국제교류재단 中)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18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 韓) 시도지사협의회 中) 외교부, 중국지방 정부

19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韓) 경상북도(경주) 中) 산시성(시안)

하고 있다. 정열경열(政熱經熱)관계의 한중 양국이 이제 인문열(人文熱)을 논할 때가 

된 것으로 보고 인문 분야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 

2014.11.17.) 위원회에서 해마다 결정한 사업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2014-2016년 한-중 인문유대 강화 세부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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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사 업 주관 및 후원

1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 백서 

발간
韓) 외교부 中) 외교부

2 한중 인문교류 정책포럼 韓) 외교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中) 외교부, 
중국사회과학원(신식정보연구원)

3 한중 인문포럼 韓)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中) 중국사회과학원

4 문화교류회의 韓) 문화체육관광부 中) 문화부

5 공공외교포럼 韓) 외교부, 한국구제교류재단 中) 외교부, 중국공공외교협회

6 중국 관광의 해 韓)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中) 국가여유국

7 한중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韓) 미래창조과학부 中) 국가신문출판관정총국

8 미래포럼 韓) 한국국제교류재단 中) 중국인민외교학회

9 한중 대학총장 포럼 韓) 교육부/대학 中) 교육부/대학

10 한중 중학생 교류 韓) 국립국제교육원 中) 교육부

11 한중 대학생 교류 韓) 국립국제교육원 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

12 한중 청년교류 韓) 한국국제교육원 中)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13 정부초청장학생(GKS) 韓) 국립국제교육원 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

14 한중 교사교류 지원 사업 韓) 국립국제교육원 中) 국가한어판공실

15 한중 유학생 포럼 韓) 동북아역사재단,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中) 주한중국대사관교육부, 
전한중국학인학자연합회

16 한중 청년지도자 100명 상호교류 韓) 한국국제교류재단 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17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사업 韓) 여성가족부 中) 중화전국청년엽합회, 외교부

18
한중 청년 직업능력 개발 및 

창업 교류사업
韓) 여성가족부 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19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 韓) 한국국제교류재단 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20 한중 청년 리더 캠프 韓) 주선양총영사관 中) 랴오닝대학

21 스포츠교류활동 韓) 문화체육관광부 中) 국가체육총국

22 한중 대학생 및 여성 바둑교류 韓) 한국기원 中) 중국바둑협회

23 한중 전통예능 체험학교 韓) 한국예술종합학교, 
주중대사관 中) 중국희곡학원

24 한중 전통예술 교류사업 韓) 국립부산국악원 中) 베이징화샤전망고쟁중심

25 한중 교류음악회 韓) 국립국악고등학교 中) 중국음악학원 부속중학교

26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韓) 제주특별자치도 中) 하이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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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주도에서 “하이난의 날” 행사 韓) 제주특별자치도 中) 하이난성

28 하이난에서 “제주의 날” 행사 韓) 제주특별자치도 中) 하이난성

29
제주도-하이난 청소년 축구 

교류전
韓) 제주특별자치도 中) 하이난성

30 제주-하이난 문화예술제 韓) 제주특별자치도 中) 하이난성

31 제주-하이난 우호 사진전 韓) 제주특별자치도 中) 하이난성

32 제주-하이난 대학간 우호협력 韓) 제주특별자치도 中) 하이난성

33
제주도-베이징시 중학생 

상호방문
韓) 제주도교육청 中) 주제주중국총영사관

34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 韓) 전국시도지사협의회 中) 외교부, 중국지방정부

35
들리는 한국과 중국-한중 

전통음악(민요) 공연
韓) 주시안총영사관 中) 섬서성 문화청

36 한중 전통복식 세미나 韓) 주시안총영사관 中) 섬서성

37 한국-산둥성 유교문화 교류회 韓) 주칭다오총영사관, 
한국정신문화재단

中) 산둥성 외판, 
니사세계문명포럼조직위

38 한중 민간 문화예술 교류제 韓)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中) 간쑤성 문화청

39 서복 학술 교류대회 韓) 주칭다오총영사관 中) 산둥성 외판

40 최치원 연구 한중학술교류전 韓) 주상하이총영사관, 
경주최씨종친회 中) 양저우시

41 한중 사행단 문화축제 韓) 주선양총영사관 中) 랴오닝성 
인민대외우호협회

42 한중 전통 연희(탈) 문화마당 韓) 주청뚜총영사관 中) 쓰촨성 문화청

43 한중(화중지역) 바둑교류회 韓) 주우한총영사관 中) 후베이성

44 한중(광둥성) 전통무예교류회 韓) 주광저우총영사관 中) 광둥성 외판

45 2015 빙설-한중연문화축제 韓) 한중문화우호협회 中) 베이징용경협공원

46 수원시-지난시 서예교류전 韓) 수원시 中) 지난시

47
원난성 및 한국간 청소년 

교류사업
韓) 충청남도 中) 윈난성

48 한국 내 “중국 푸젠의 주” 활동 韓) 강원도 中) 푸젠성

49 경기도-산동성 대학교류협의회 韓) 경기도 中) 산둥성

50
한중 고대음악 및 궁중음악 

교류사업
韓) 국립국악원 中) 허난박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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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관광의 해 韓)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中) 국가여유국

2 한중 인문교류 정책포럼 韓) 외교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中) 외교부, 
중국사회과학원(신식정보연구원

3 한중 인문학포럼 韓)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中) 중국사회과학원

4 한중 공공외교포럼 韓)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中) 외교부, 중국공공외교협회

5 한중 미래포럼 韓) 한국국제교류재단 中) 중국인민외교학회

6 한중 대학총장 포럼 韓) 교육부/대학 中) 교육부/대학

7
한중 판다 공동연구 및 

이름짓기 공모전
韓) 환경부, 에버랜드, 삼성물산 中) 국가임업국,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

8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 韓) 한국국제교류재단 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9 한중 청년 지도자 100명 상호교류 韓) 한국국제교류재단 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10 한중 중학생교류 韓) 국립국제교육원 中) 교육부

11 한중 대학생교류 韓) 국립국제교육원 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

12 한중 청년교류 韓) 한국국제교류재단 中) 국가인민대외우호협회

13 정부초청장학생(GKS) 韓) 국립국제교육원 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

14 한중 교사교류 지원 사업 韓) 국가국제교육원 中) 국가한어판공실

15 한중 유학생 포럼 韓) 동북아역사재단,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中) 주한중국대사관교육처, 
전한중국학인학자연합회

16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사업 韓) 여성가족부 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외교부

17
한중 청년 직업능력 개발 및 

창업 교류사업
韓) 여성가족부 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18 한중 대학생 바둑교류 韓) 한국기원 中) 중국바둑협회

19 한중 전통예능 체험학교 韓) 한국예술종합학교, 
주중대사관 中) 중국희곡학원

20 한중 전통예술 교류사업 韓) 국립부산국악원 中) 절강성 비물질문화연구원

21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 韓) 전국시도지사협의회 中) 외교부, 중국지방정부

22 한국-산둥성 유교문화 교류대회 韓) 주칭다오총영사관, 
안동대학교

中) 산둥성 외판, 
산둥사회과학원 등

23 경기도-산둥성 대학교류협의회 韓) 경기도 中) 산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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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중(화중지역)바둑교류회 韓) 주우한총영사관 中) 후베이성

25 한중연 문화축제 韓) 한중문화우호협회 中) 베이징용경협국립공원

26 원난성 및 한국간 청소년 교류 韓) 충청남도 中) 윈난성

27 수원시-지난시 서예교류전 韓) 수원시 中) 지난시

28 한중 평화의 소리 韓) 한중문화우호협회, 
한국문화원 中) 대외우호협회

29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韓) 충청남도 中) 구이저우성

30 충청남도-구이저우성 사진전 韓) 충청남도 中) 구이저우성

31
충청남도-구이저우성 소도시 

건설 교류사업
韓) 충청남도 中) 구이저우성

32
충청남도-구이저우성 보건환경 

교류
韓) 충청남도 中) 구이저우성

33 충청남도-구이저우성 관광교류 韓) 충청남도 中) 구이저우성

34 구이저우의 날 韓) 충청남도 中) 구이저우성

35 충청남도의 날 韓) 충청남도 中) 구이저우성

36
충청남도-구이저우성 체육․문화 

교류
韓) 충청남도 中) 구이저우성

37 한중 문화교류회의 韓) 문화체육관광부 中) 문화부

38 제주도-중국 중학생 상호방문 韓) 제주도 교육청 中) 주제주중국총영사관

39 제주도-중국 교사 상호 교환 韓) 제주도 교육청 中) 주제주중국총영사관

40
〈실크로드의 아름다운소리〉

실크로드 지역 

음악문물교류공연
韓) 국립국악원 中) 허난박물원

41 차와 글-양저우의 길 韓) 한중문화우호협회 中) 양저우시 
인민대외우호협회

42 효의 길 韓) 한중문화우호협회 中) 베이징용경협국립공원

43 실크로드의 길-한중 문화제 韓) 한중문화우호협회, 
한국문화원

中) 구이저우성 외판, 
구이저우성 여유국, 둔황시 
정부

44 한중 무용교류 韓) 한국문화예술위원회 中)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45 생활체육 교류 韓) 국민생활체육회 中) 국자체육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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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청소년 체육 교류 韓) 대한체육회 中) 국가체육총국

47 한중 부녀자 교류 韓) 한중여성교류협회 中) 전국부녀자연합회

48 한중 고위지도자 포럼 韓) 21세기 한중교류협회 中) 중국인민외교학회

49 한중 도지사-성장 회의 韓) 시도지사협의회 中) 중국인민대외우호협의회

50 한국어 말하기 대회 韓) 한중우호협회(금호아시아나) 中)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51 중국어 말하기 대회 韓) 한중학술문화교류협회 中) 주한중국대사관

52 광주-광저우 문화교류제 韓) 주광저우총영사관 中) 광둥성 외사판공실 등

53 제주도-하이난성 인문교류 韓) 제주도 中) 하이난성

54
들리는 한국과 중국-한중 

전통음악(민요) 공연
韓) 주시안총영사관 中) 산시성 문화청

55 한중 전통복식 세미나 韓) 주시안총영사관 中) 산시성

56 한중 대학생 문화체험단 韓) 주다롄출장소, 인천대학 中) 다롄외국어대학교

57
한중 대학생 문화산업 전문가 

양성 사업
韓) 주중대사관, 한중문화센터 中) 중국대외문화교류협회

58 한-쓰촨 미식 실크로드 韓) 주청뚜총영사관 中) 쓰촨성 외사판공실

59 한-쓰촨 메니컬 허브 협력 韓) 주청뚜총영사관 中) 쓰촨성 
위생가족계획위원회

60 한중 만주어 및 문헌 연구 韓) 동북아역사재단 中) 베이징시 사회과학원

61 한-동북3성 공공외교포럼 韓) 주선양총영사관 中) 지린대 공공외교학원

62
한중 영화 상설 상영관 상호 

지정 사업
韓) 주중대사관, 한중문화센터 中) 관전총국

63 고등학생 중국어 말하기 대회 韓) 한중우호협회 中) 주한중국대사관

64
2016년 강소성 청년 인재 양성 

한국 캠프
韓) 주상하이총영사관 中) 장쑤성

65 한중 박물관 전시교류 韓) 문화체육관광부 中) 문화부

66 한중 박물관 인적교류 韓) 문화체육관광부 中) 문화부

67 한중 아마추어 바둑교류대회 韓) 한국기원 中) 중국바둑협회

68
한중 청소년 대장정-최부의 

발자취를 찾아서
韓) 주상하이총영사관 中) 저장성 외사판공실

69 한중 청소년 문화예술공연교류 韓) 광주광역시 中) 중국인민대외우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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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교 분야 뿐 아니라 양국 인문학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학생 교류 활성화, 그리고 양국 국민간 문화적 공감대를 확산하며 아울러 지역 

차원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점차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편 한중인문

교류 테마도시를 선정하여 2014년 한국 경상북도와 중국 산시성을 시작으로 2015년 제주

특별자치도와 하이난성, 2016년 충청남도와 구이저우성, 2017년에는 인천광역시와 

티엔진시가 선정되어 집중적인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한중유학교류대회’를 

정례적으로 열고 있다. 

한일간에 문화 교류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지만 유교를 매개로 한 직접 교류는 

드믄 편이다. 일본의 유교와 유교문화는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일본에는 

한국, 중국과 달리 전통 유교문화자원을 갖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유교문화 교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은 역사상 과거제도를 채택하지도 않았고 현재 유교

문화권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성균관, 문묘, 서원 등과 같은 유교문화유산들이 남아 

있지 않다. 

3. 향후 교류의 목표와 방향성

3.1. 왜 유교 교류인가

동아시아지역은 한문을 매개로 하는 유교문명권이며 동아시아문명은 창조에 참여한 

여러 나라와 많은 민족의 공유재산이다. 동아시아는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 모여 

하나를 이루었으며 각각 상이한 특성을 지닌 다양한 민족 문화와 만나 더욱 생동하게 된 

후대의 변화가 소중하다. 따라서 그 내력을 밝히는데 동아시아 학자들이 함께 힘써야 

한다. 동아시아 문학, 철학, 역사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서로 연관되는 연구를 확대하고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학문간 공동 작업은 유교에서 말하는 화이부동(和而不同)이며, 

화해(和諧)의 정신이다. 동아시아 문명을 다른 문명과 비교 연구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각 나라별 장점을 살려 나가야 한다.(조동일, 2010. 17쪽, 3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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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류의 목표 설정

교류의 목표는 무엇인가. 먼저 유교의 현재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일이다. 유교의 

현재적 가치는 일상생활속에서‘예’에 충실한 덕목을 실천하는 일이며 인성 교육이 중요

하다(안동 영주 선비문화, 충청 유교의 예학).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펼쳐진 서원의 강학 

기능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청소년 대상 인성 교육)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학을 매개로 대화의 중심을 삼을 수 있는가. 공자는 이미 화이

부동한 다원주의 문화관을 제시하며 사물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사물들이 서로 

평등하게 공생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의 정신이다. 

인류 문명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백가쟁명의 

국면을 창조할수 있고 그래야 발전이 있다. 유교의 화해사상은 각기 다른 사물, 사물의 

다른 부분 다른 구성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공생하여 유기적 통일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러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邢麗菊, 2010.) 이와같은 관점에서 유

교문화를 기반으로 교류와 헙력을 통하여 정신적 유대를 이루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국가간 갈등과 충돌을 해결하고 공생적 신문화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21세기 화합과 공존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동아시아 공통의 기억이자 문화였던 유교를 

대화 창구로 가치의 자원으로 적극 이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동아시아 각국이 나름의 

유교를 만들어간 역사를 상호 참조하고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는 노하우를 상호 교류하는 

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이 필요하다.(한형조, 2007.)

교류의 핵심 과제는 형식적으로 공통 언어의 부재 문제이며, 내용적으로는 각기 다른 

역사 경험과 피상적 이해로 인한 진정한 소통이 어렵다는 것이다.(동아시아문화공동체

포럼, 2002.) 언어의 불통 문제는 문자간 소통으로 일부 해소될 수도 있지만 공동의 

언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공자학원과 세종학당), 한편으로는 언어와 

문자의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예술 분야의 교류를 통한 정서적 

교감 방식으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한류 바람은 오디오(대중

가요), 비디오(드라마, 영화)등의 매체를 타고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는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감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류 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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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류의 방법론

교류의 방향성으로 무엇을 교류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 문제와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의 

방법 문제가 있다. 

1) 지식의 새로운 공유 방식

- 유장儒藏과 디지털 아카이빙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진행하는 유장儒藏사업은 유교 경전과 주소본들을 집대성하는 

것으로 정화편(精華編)과 대전편(大典編)으로 나누어, 정화편에는 중국 전래 문헌과 출토 

문헌 501종, 그리고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외국 중요 저작물 135종을 망라하여 집대성하는 

것이다. 대전편에는 중국 국내외 유가 고전 문헌 2000여종을 집대성하게 된다. 유장을 

편찬하는 목적이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국가들이 공유하는 

정신적 자산으로서 유학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魏常海, 2012.) 이들 

자료들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전세계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중국이 주도하는 

유장 작업을 디지털화하는 후속 작업이 진행되기 바란다. 유교 원전과 연구서들을 디지털 

콘텐츠화하면 그것이 산업 영역으로 창조적 문화예술 생산과 문화산업을 공동으로 개발

하는데 근본 자료 역할을 할수 있다.

- 유교 관련 다양한 층위의 자료들을 연구할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아시아 지역은 나라별로 서로 언어는 달랐지만 한문이라는 공동 문자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교류를 진행하였다. 교류 방식은 서적(書籍)을 통한 간접교류, 사행(使行)과 표류

(漂流)를 통한 직접교류, 필담(筆談)과 척독(尺牘)을 통한 문학교류 방식 등이 있었다. 

(서적 수출입-지식 교류 / 직접체험 기록-사행록 / 이국체험 기록-표류기 / 쌍방 기록물

-필담과 한시 창화 / 시공을 초월한 교류-척독) 이와같은 다양한 층위의 자료들을 

연구할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언어가 다른 여러나라 학자

들이 각기 자기 나라 연구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웹공간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다. (허경진, 2015. 1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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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교류에서 다자교류로 전환 

유교문화권에서의 교류 활동은 이제까지 한중, 한일 등 양자간 교류 활동이 중심이 

되어왔다. 다자간 교류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 동아시아 협력과 평화 추구라는 궁극적인 

미래 가치를 실현하기 귀하여 한중일은 물론 주변 국가들과의 다자 교류와 다층적 교류 

채널을 활용하여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방 정부와 도시간 교류, 시민 교류 등 다양한 

방식이 요구된다. 다자간 교류의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자간 소통을 위한 한중일 공동 한자교육 사업 

한자는 동아아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매개체로서 유럽에서 라틴어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한자문화권에 들어있는 한중일 3국이 공용으로 쓸수 있는 한자를 만드는 작업은 ‘미래를 

지향하는 한중일 협력’을 내걸고 한국 중앙일보, 중국 신화사,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공용한자 선정 작업을 통해 최종적

으로 808자를 선정하면서 과거에 동아시아 한자권에서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동질성을 

부여했던 천자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가감하면서 보완한 것

이다. 이 작업은 곧 화이부동(和而不同)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공용

한자편찬위원회, 2015.) 

- 유교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보호.

서울시는 성균관과 문묘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중국 베이징의 국자감과 공묘,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의 국가감과 문묘 등과 공동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 중, 베트남의 협력 방안을 제언하였다. 성균관은 유학을 가르치는 국가 

최고기관이며 문묘는 공자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 공간이다. 

(서울 연합뉴스. 2016.9.28.) 성균관은 유학의 강학 공간으로서 문묘는 유교의 제례 

공간으로서 유교문화권에서 공동의 가치를 갖는 장소이다. 현재 남아있는 유교 유산들을 

함께 엮어 연속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상호 방문을 통한 

유교문화 교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자간 교류의 계기를 만들어 줄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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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교문화권 공통 소양교육 준비 모임‘베세토하 포럼’

베세토하(BESETOHA)는 베이징대, 서울대, 동경대, 하노이대 영문 표기의 첫 글자를 

조합해 만든 것이며‘베세토하 포럼’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4개국 국립대학이 참여

하는 모임으로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포럼은 아시아적 가치의 활용 방안과 4개국을 

아우르는 공통 소양 교육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행사이다. 4개 대학이 차례로 

1년마다 학생 교류와 학술 교류를 주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베세토하의 목표는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베세토하에서는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문화발전과 문명화,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 다양성, 고령화 사회 등 매년 이슈가 됐던 주제들에 대한 학술 포럼이 진행됐다. 

베세토하는 이러한 국가적 교류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각국이 공통된 고전 교육 

과목을 개설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하는 등 공동의 교육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대학신문 2010.10.10) 이와같은 모임은 유교의 전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끊임없는 

배움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히 인문교양 교육의 구성 요소로서 육예 교육을 장려

하기 위하여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3)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정부 차원으로 변화 발전. 

국가간 교류를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 국가 단위 문화 교류의 창구를 정비하고,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 네트워크망을 구성하고 창조적 문화예술 생산 

소통과 상생의 관점에서 문화의 지역적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백원담 

2003) 한편 국제정세 변화로 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 정부와 도시 차원에서 인문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유교 교류를 포함한 인문 유대는 

중국이 주변국에 대해 종주국 논란을 일으켜 주변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과 자산에 매몰되지 말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자산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수반되어야 한다.(김수한, 2013.) 

4) 공공 주도형에서 민간 중심으로,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 강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치 경제의 영역보다는 문화적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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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각 나라의 시민들을 함께 묶어 줄 공통의 

관심사가 필요하며 국가와 민족의 차원이 아닌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문화적 교류와 

연대가 필요하다.(이유선, 2006.) 공동의 관심사를 유교문화 전통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과 같은 관점에서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문화를 전달하는 문화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해야 한다. 문화 커뮤니케이터는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 역사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높은 수준의 이론과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도시간 사람들 사이에 교류 

왕래를 하는 가운데 서로 간극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3.4. 전망

환황해권 유교문화권 국가들은 현재 정치경제적 상황이 다름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의 가치들을 공유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교문화 교류의 상황은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가운데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것도 일부 지역

(한국의 경북 북부지역과 중국 산동지역)에서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유교문화 교류는 유학의 핵심적인 내용과 철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충청유교문화원이 설립되고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주자학과 양명학의 탄생지라고 할수 있는 남중국 지역은 물론 일본, 베트남 

등 환황해권 유교문화권역에서의 적극적인 교류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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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산둥성과 충청남도의 유가문화 협력교류 전망 

시찰

졍샤오슝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초록 : 한중 수교 이래로 한중 양국의 문화학술방면 교류는 날로 활발해지고 깊어지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한국의 유학(儒學)연구학계와 중국의 유학 연구, 교류의 

요지인 산둥성(山東省)과의 협력 교류 또한 번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충청남도

는 최근 유학 자원개발 및 대외교류의 역량 확대를 시작하였으며 “환황해유교문화교

류네트워크”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근거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2016

년 8월 방문단을 파견하였고 중국사회과학원 학자를 비상임연구원으로 초청하여 산둥대

학, 산둥성사회과학원(山東省社科院), 중국공자연구원(취푸(曲阜)), 산둥박물관, 취푸육

예성(曲阜六藝城) 등 중요 유학연구, 전시 및 공연기구를 함께 방문하였고, 상술한 기

구의 운영 상황 및 대외교류 의향에 대해 심도 있는 시찰을 하였으며 산둥성과 충청남

도에 유학 협력, 교류 방면에 양호한 기초와 밝은 미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추가로 대응해야 할 도전도 역시 존재하고 있다.

키워드: 충청남도 산둥성환황해  유학교류  백제학(百濟學)  학과교차(學科交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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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 한중유학연구 교류에서 산둥의 특수적 지위

한중 수교 이래로, 양측의 문화학술방면 교류는 점차 깊어졌다. 동시에 산둥성은 유학 

종사(宗師)인 공자와 맹자의 고향으로 정부 및 사회 각계의 추진하에, 특히 학술계 자체의 

노력으로 줄곧 국제적인 유학연구 교류의 요지였다. 예를 들어 취푸는 공자의 고향으로 

1980년대부터 이 지역에서 개최한 “국제공자문화제”는 일찍이 중요한 도시의 얼굴이 

되었다. 최근 10년 동안, 산둥성에서 유학을 매개체로 하는 문화학술 교류 활동은 더욱 

활발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문화학술계의 참여 또한 날로 광범위하고 깊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부터 산둥 취푸는 연속 7회 대규모 “세계유학대회”를 개최하고 

“공자문화상”을 수여하여 국제적으로 명예를 누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중일청년유학

여행(中日韩青年儒学之旅)”활동도 시작하였다. 2014년 한중 정상이 인문교류의 중요 

의제를 확정한 후, 한중인문교류공동위원회가 확정한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인 유학교류가 

산둥에 정착하였고, 현재까지 지난(濟南)에서 “한중유학교류대회(中韓儒學交流大會)”

를 연속 3회 개최하였다. 덕망 높은 쉬자루 선생이 조직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니산세

계문명포럼(尼山世界文明論談)”은 2010년부터 취푸와 지난에서 3차례 개최되었고 주

요 내용 중의 하나는 유교와 세계의 기타 종교와의 대화에 힘쓰자는 것 이었으며, 이

와 동시에 니산포럼조직위는 또한 2015년 “생활 속의 유학가치”를 주제로 하는 한중유

학대화회(中韓儒學對話會)” 활동을 개최하였고,  <한중유학공동진흥창의서 (中韓儒學

共同振興倡義書)>를 발표하고 <한중유학유대2천년발전사 (中韓儒學紐帶二千年發展

史)> 학술협력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한중 양측이 공동으로 “한중유학공동체(中韓儒學

共同體)” 구축을 추진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다양화된 방식으로 유학의 진흥을 추진하였

다. 중국과 유가문화교류를 전개하는데 있어 산둥성은 자원이 풍부하고 조건이 갖춰져 

있으며 수준 높은 시작점을 갖춘 협력 플랫폼이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80   환황해포럼 | 아시아 번영과 상생의 길

2. 시찰경과

한국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충남도청의 위탁을 받아 현재 “환황해유교문화교류네트워크”, 

“충남도유교연구원(가칭)”등 플랫폼 및 기구 설립을 기획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 특히 

중국과 유학교류협력을 전개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조사연구 준비를 하였다. 2016년 

8월 16~22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유학연구협력 전개의 필요를 기반으로 선임연구원 

이상균(李相均) 박사, 연구원 류병덕(柳炳德) 박사 후보생과 비상임연구원이자 중국사회

과학원사회학연구소 정사오슝(鄭少雄) 박사로 구성된 대표단을 조직하였고 산둥대학 유학

고등연구원(山東大學儒學高等硏究院), 산둥성사회과학원 국제유학연구및교류센터(山

東省社科院國制儒學硏究及交流中心), 산둥박물관, 취푸중국공자연구원, 취푸육예성 등 

5개 기구를 예방하였고, 주객 양측이 관심이 있는 화제에 대해 충분히 교류하였고 기초

적인 상호신임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구체적인 과정 보고는 아래와 같다. 

2016년 8월 16일, 대표단은 산둥 지난시에 도착하였으며 한국측 연구원과 중국측 비

상임연구원은 각 기구와 정식 좌담회 의사 일정에 대해 함께 토론하였다. 대표단의 각 

기구에 대한 보고는 3부분으로 약 30분 소요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①도청에서 

제작한 민속, 경관, 문화 채널 프로그램을 8분간 방영하여 관중의 충청남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②ppt를 보조적으로 이용해 약 12분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상황을 

소개한다. ③ppt를 보조적으로 이용해 약 10분간 금번 산둥 방문의 목적을 설명하고, 

산둥 각 기구의 중요학자, 박물관, 공연단체를 “2016환황해포럼”, “2017충청유교포럼” 

및 “2019 충남유교연구원출범식”등 3개 활동에 초청하는 내용을 주로 포함한다. 

8월 17일 오전,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자오커빈(趙克斌) 부소장의 협조를 통해 

산둥대학장 장룽(張榮) 교수의 지시에 따라 산둥대학 국제협력부의 계획 하에 대표단은 

우선 산둥대학 유학고등연구원을 예방하였고, 부원장 두쩌쉰(杜澤遜) 교수, 차이샹위안

(蔡祥元), 자이쿠이펑(翟圭鳳), 천천제(陳晨捷) 부교수의 환대를 받았다. 상무부원장 

왕쉐뎬(王學展) 교수는 사정이 있어 좌담회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정오에 대표단과의 

오찬에 참석하여 우리의 방문 목적을 직접 알려줄 수 있었다. 왕쉐덴은 산둥대학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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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이고, 두쩌쉰은 교육부의 “장강학자(長江學者)”로 중국사학이론과 고전문헌연구 

영역의 중요 학자로 유학교류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산둥대학 유학고등

연구원 원장은 전(前)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 쉬자루(許嘉璐) 교수이며, 쉬교수는 

또한 중국에서 저명한 “니산세계문명포럼(尼山世界文明論談)”의 조직위원장으로 이 

포럼의 많은 업무는 왕쉐뎬 교수 지도하의 단체가 실제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두 학자는 

한국대표단의 방문에 열렬한 환영을 표했고, 충남도가 이렇게 많은 고대 유교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데 놀라움을 표했으며 충남도가 유학연구, 교류를 이용해 동북아 국가들의 

광범위한 협력, 평화 정착 절차를 촉진하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으며, 적절한 시기에 “환황해유교문화교류네트워크”에 가입하는데 동의했다. 

두 학자는 또한 다음을 제시하였다. ①유학고등연구원 자체는 문사철연구원이기도 

하여 산하에 문학, 사학, 철학, 민속학 및 고전문헌연구소 등 많은 기구가 있으며, 충남

역사문화연구원과 더욱 광범위한 학술 연구 협력을 개진할 수 있으며, 유학학술사상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시 말해, 광의의 유학 협력, 예를 들어 “백제학”역사연구, 

충남/산둥지역민속문화연구 등에 관해 협력을 전개할 수 있다. ②유학고등연구원은 

칭화대학, 베이징사범대학 등 7개 대학과 협력하여 “유가문명협동혁신센터”를 설립

하였으며 주로 연구, 보급, 교육 등 활동을 전개하고 2016년부터 3개월 및 반년의 방문

학자를 접수하기 시작하였으니 충남학자들의 방문학자 재정지원 신청을 환영하고 중국

학자(젊은 연구생 포함)들이 기회가 되어 충남에서 장기간 방문연구를 할 수 있고 충남도의 

서원이 일반 대중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돕는 것을 포함하기를 희망한다. ③산둥

대학 한국학원의 리쉐탕(李學堂) 교수, 역사문화학원의 천상성(陳尙勝) 교수는 유가문

명, 한국유학, 한중관계사 등에 대해 심오한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그와 협력 교류를 

전개할 가치가 있다.  

http://www.rxgdyjy.sdu.edu.cn/showarticle.php?articleid=3560

왕쉐뎬 교수는 개인적인 이유로 올해 공주에서 개최되는 “2016 환황해포럼”에 참석

하지 못하나, 고등연구원의 부원장이자 저명한 “생활유학” 창립자인 황위순(黃玉順) 

교수가 포럼에 참가해 발언하도록 추천하였다. 금번 만남은 산둥대학이 적시에 보도 

하였으며 다음 주소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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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xgdyjy.sdu.edu.cn/showarticle.php?articleid=3560

물론, 양측의 학자들이 보기에 충남도와 산둥의 유학 교류협력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는 언어이다. 유학연구를 진행할 때 번역과정 중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중국어를 위주로 교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측이 만약 중국어를 사용

하는 더 많은 유학연구인재 양성을 추진할 수 있고 또한 서원에서의 일상 활동을 포함

하여 일반 대중에게 중국어로 진행하는 유학교육 내용을 적당히 증가한다면 한중 미래의 

유학 협력 교류에 대해 거대한 추진 작용을 할 것이다. 둘째, 산둥성의 각 기구와 한국 

경상북도, 안동시, 국립안동대학, 한국국학진흥원 등 기구의 유학 교류 협력은 이미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안정적인 대화, 교류, 협력 등 메커니즘을 구축하였고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거행하는 “중한유학교류대회” 및 “세계유학대회”(World Confucian 

Conference)등은 모두 한국학술기구의 깊이 있는 참여가 있었다. 산둥성과 충청남도가 

협력을 한다면, 한국측이 국내의 협력 관계를 조화롭게 하도록 노력하여 양측의 협력이 

더 풍성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 셋째, 충남도가 금번에 설명한 

내용은 많은 부분이 유교전통문화의 발굴, 보존과 운용에 편중되어 있는데, 산둥대학 

유학고등연구원의 이렇게 편중된 순수학술연구의 포지셔닝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존재

한다. 양측은 더 많은 공감대와 공동 관심사의 협력 영역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6년 8월 18일 오전, 대표단은 산둥사회과학원으로 향해 국제유학연구 및 교류센터 

주임 쑨쥐유(孫聚友) 연구원을 예방하였다. 국제유학연구 및 교류센터는 비록 연구인원이 

9명 밖에 없지만, 많은 학술 연구 과제와 국제교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중 비교적 

중요한 활동에는 연속 3차례 주관한 “중한유학교류대회”(한중 정상의 공동인식 항목 중 

하나에 속하며, 한국 주관측은 국립안동대학 공자학원)를 포함하여 국립안동대학 공자

학원과 “한중유교문화연구센터”를 협력 설립하였고, <국제유학논총>(매년 2집, 중국사과

문헌출판사 출판) 공동 출판이 있다. 쑨쥐유 교수는 겸손하고 우호적인 학자로 충남도

와의 교류에 큰 관심을 보였고 2017년 “충청유교포럼” 및 2019년 “충남유교연구원” 

개관식 관련 활동에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19일 오전 취푸 중국공자연구원을 방문하였으며 공자연구원 국제연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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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치진장(薺金江) 부연구원과 두 명의 동료인 웨이옌화(魏延華) 박사, 추이하이잉

(崔海英) 박사가 접대하였다. 공자연구원은 1996년 중국국무원 비준을 통해 설립되었

고 2008년부터 “세계유학대회”(“세계유학대회” 비서실은 공자연구원에 설치)를 7회 주

최하였고 “공자문화상”의 평가선발을 책임지고 있으며 공자연구원은 동시에 앞서 말한 

“중한유학교류대회”에 참여하고, 학국국학진흥원과 협력협의를 체결하였고 여러 차례 

학술협력을 거행하였는데 주로 “퇴계학”(예 <퇴계성학십도>)연구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이미 근 20만 자의 연구 성과를 형성하였고 곧 출판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자연구원은 

국제유학연구, 협력의 요지이다. 현재 연구 간행물 <공자연구>를 제작하고 있는데 매년 

4기씩 이미 제24기까지 출판이 되었다. 치 부장은 현재 중국에서 일고 있는 “사회유학”

개념을 추종하고 있는데 그는 중국의 저명한 사회인류학자 페이샤오퉁(費孝通)이 1992년 

“삼공(三孔)”을 참관하고 발표한 <공림편사(孔林片思)>라는 글을 언급하였으며 그는 유

학 연구는 반드시 사회과학화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예를 들어 인류학, 사회학, 역사

학 등과 학과를 초월한 협력을 진행해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력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취푸에는 전통적인 4대 서원이 있는데, 주쓰(洙泗), 춘치우(春秋), 스먼(石文), 

니산(尼山)서원으로 서원은 구체적인 유학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유학

연구대상도 될 수 있으며, 양측은 이 방면에서 연구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치 부장은 공자연구원의 국제협력계획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데, 그는 이상균 박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산둥과 충남도가 모두 환황해에 있고 양측이 천생적인 친근감이 있다는데 

감격했다. 그는 공자연구원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협력은 특색이 풍부한 연구 영역을 

찾아야 하고 이렇게 해야 현재 비교적 많은 한중 협력 항목 중에서 눈에 띌 수 있다는 

것을 빠르게 파악했다. 그는 경상북도는 주자학(朱子學)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니 충남도

는 <논어>전파연구, 공자연구, 궐리(闕里)연구, 왕인(王仁)연구, 한국공자후예연구 등

에 치중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 방면에서 공자연구원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협

력하기를 원한다. 그는 양측이 “동아시아논어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

고 이는 느슨한 연맹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인 기구가 될 수도 있어 5~10년을 하나의 단

계로 하여 우선 해보는 것을 건의했다. 치 부장은 2017년 “충청유교포럼” 및 2019년 “충남

유교연구원” 개원식 관련 활동에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모두 미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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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성사시키기 위해 올해 양측 원장 등이 만나고 협력 MOU 공동체결을 고려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 외에, 대표단은 산둥박물관 및 취푸 육예성과 좌담을 진행하였다. 8월18일 오후 

산둥박물관의 양보(楊波) 부관장과 전장부(연구부) 위치우웨이(于秋偉) 주임이 대표단을 

접대하였다. 양 관장은 산둥박물관은  수장품이 풍부하고 실제적으로 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 전체의 문물과 소장품을 모아 국제교류전시에 참가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사실상, 산둥박물관은 국제적으로 최정상 박물관인 대영박물관,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밀접한 교류 협력을 하고 있다.  두 연구원은 현재 공자 시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물은 없지만 산둥박물관 또한 유가문화와 관련된 전람을 개최한 적 있고 일본, 

타이완과 이탈리아에서 전시한 적 있다고 밝혔다. 두 연구원 모두 충남도와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2019년 충남박물관에서 교류전람을 거행하는데 국가가 국외 반출을 

불허한 극소수 문물을 제외하고 이론적으로는 모두 한국에서 전람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비준을 요청해야 하고 전람의 목적, 재무예산 및 한국측 전람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양측은 전람 협력 이외에 학술연구 방면의 협력 전개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대표단 또한 향후 산둥박물관이 만약 조선시대 유학과 관련된 전람을 개최한다면 

충남박물관 역시 전시품을 제공하여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며, 이와 동시에 대표단은 

또한 산둥박물관의 전문가들을 충남도가 거행하는 학술 및 소장품 문물 강좌에 사전에 

초청하고자 하는 바람을 표시했고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취푸육예성과의 좌담 시간은 8월 19일 오후였고 육예성 사무실의 주(祝) 주임이 우리를 

접대하였고 먼저 육예성 관광지구를 참관하고 육예성 예술단의 공연을 보고 기본적인 

인상을 가진 후 다시 상담을 진행하였다. 육예성은 취푸시의 국유지주회사로 1993년 

개업하여 육예성 예술단에는 36명의 단원이 있으며 당일 공연 프로그램은 3개로 5인예무

(5人禮舞)(여자), 고쟁(古箏)독주, 양금(揚琴)독주였으며 프로그램의 질과 현장 관중의 

반응은 모두 일반적이었다. 나중의 좌담에서 대표단은 금번 시찰은 육예성 예술단의 현황을 

이해하고 2019년 예술단의 충남도 공연의 가능성과 예산 상황을 상의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육예성 사무실의 쑨(孫) 주임과 주 주임은 육예성 예술단은 2000년 이전에 한국, 

일본, 캐나다 등지에서 공연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시설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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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의 잦은 이동 등의 원인 때문에 현재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비교적 적고 관광지구 

내의 일상적인 공연 수요만 겨우 만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관광지구는 현재 새로운 

투자협력 파트너를 찾는 중이다.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국행 공연 사안에 관해

서는 관광지구 지도자에게 보고가 필요하며 양측은 추가적인 연락을 유지할 수 있다.

3. 결론 

종합해 보면, 금번 대표단의 산둥행 조사연구는 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예방을 

계획했던 기구를 모두 접촉하였고, 각 기구의 접대자는 기본적으로 모두 중급 이상의 

실제 책임자였고 회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직접 업무 핵심을 언급하였으며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니었다. 둘째, 각 기구는 대표단의 방문 내용에 대해 상당한 중시와 환영을 

표했고, 미래 협력에 대해 낙관적임을 표시했으며, 협력MOU를 체결하여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는데 동의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충청남도 자체가 보유한 

독특한 유학 실천, 연구 및 개발 자원과 전망, 예를 들어, 백제학, 초기유학전파 및 

임황해의 우위 등은 중국 학술계 나아가 정ᆞ재계의 관심을 이끌기에 충분하다. 충청남도와 

산둥성의 유학문화교류는 실질적인 진전을 거둘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 동시에, 충청남도와 산둥성의 유학교류는 일부 어려움에도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선, 한국 경상북도 등지와 비교하면, 충청남도는 유학문화교류 

방면의 개입이 비교적 늦었고, 산둥학술계의 인지도 또한 높지 않아 협력 전개가 가능한 

구체적인 항목 리스트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둘째, 산둥성의 각 유학연구기구의 취향 

또한 서로 달라, 어떤 곳은 순수학술, 서재식의 연구에 편향되어 있고, 어떤 곳은 중앙과 

성정부에서 위임해 처리하는 국제협력교류 항목을 책임지고 있으며, 또 어떤 곳은 지방

경제 문화진흥과 밀접한 관계를 만들고 있다. 한국측은 자체 수요에 근거해 지역내의 

관련 대학, 연구기구 및 재단법인과 협력하고 각자 중국측의 장점을 흡수하여 상응하는 

협력 교류 계획을 전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문화의 중국 대륙

에서의 부흥에 따라 소위 유학열(국학열)이 출현하였고 유학연구, 실천 및 전승은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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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주로 유학교육과 연구를 하는 문파가 매우 많고 입장 

취향 수준이 각기 다르며 상호 비방이 난무하며 해외 유학연구 학계의 충분한 중시를 

야기할 필요가 있다. 인류학자로써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지금 중국 대륙 유학연구 

및 실천은 어떤 정도에서 일종의 본질주의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공자와 유가를 바로 

세워 감정 나아가 신앙의 대상이 되도록 시도하는 것은 역사 연구 혹은 사회과학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법령 고증과 경전 해석을 과도하게 중시하고 일상 생활과 의식 중에 실천

유학을 경시한다. 경전교육을 통해 전체 경계가 분명한 유가생활 방식을 가하고, 이식

하고, 재건을 시도하지만 기존 사회 시스템 속의 많은 가치관의 교차와 혼융은 경시한다. 

인류학의 현장 작업과 민족지 자료는 여러 가치관(우주관)의 교차와 혼융은 인류 생활의 

정상적인 상태이며 이는 “우리가 타자(他者)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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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충남-산둥 유교 문화교류의 실천방안 모색

이상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1992년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환황해 교류는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환황해권에 위치한 지방정부들-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은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환황해권 국가의 지방정부간 교류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외교 및 안보 영역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할 수 밖에 

없고, 지방정부는 경제 및 사회·문화 영역 교류로 제한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환황해권 

국가간 경제적 영역에서 상호의존도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갈등은 오히려 악화되는 ‘아시아 패러독스’2)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황해권 국가 및 지방간 평화와 공생을 모색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문명의 보편적 가치로 함께 

논의되고 재해석될 수 있는 ‘유교’ 문화교류는 첨예한 국가간 정치이슈나 국제통상 프레

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계 모색을 위한 중요한 교류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충청남도는 

환황해권 국가 및 지역들과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충청남도 내포지역은 

2)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은 2012년 10월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주최한 국제포럼에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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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인도의 불교, 중국의 유교, 서구의 기독교 사상에 이르기까지 황해를 통해 문명이 

오고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냉전체제 속에서 황해를 통한 교류는 일시적으로 단절

되었지만, 1990년대 냉전소멸과 한중 수교이후 황해는 다시 충청남도의 중요한 소통과 

교류의 바다로 부상하였다. 

충청남도와 산둥성 두 지역에서 유교문화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충청남도에는 일찍이 백제시기에 선진유학(先秦儒學)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3)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도입된 이후에는 유교문화가 찬란하게 꽃 피운 

지역이다. 걸출한 학자들을 배출하였고, 유교 종법(宗法) 질서에 기초한 친족집단을 강화한 

결과 현재까지 친족집단이 문중(門中) 또는 종중(宗中)이라는 조직형태로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 유교 교육의 산실인 향교와 서원과 같은 문화유산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산둥성의 

경우 역사적으로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와 맹자의 고향으로 유교문화의 발원지였고,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적극적으로 공맹(孔孟) 관련 사당과 서원 등 문화유산에 대한 복원을 

통해서 오늘날 국제적으로 명성을 가진 유교 순례 공간이 되고 있다.    

올해 충청남도와 산둥성 간 국제교류가 21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최근까지의 교류는 

주로 경제·통상 분야와 같이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양 지역간 공동의 

인문학적 토대인 유교문화에 대한 교류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상 

‘유교문화’라고 하였을 때, 그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이다. 형이상학적인 가치체계에서부터 

관·혼·상·제와 같은 생활양식, 유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당, 서원과 같은 공간, 제례

음식과 같은 물질문화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한 ‘유교문화’의 중층성과 

복합성은 유교문화의 교류가 단선이 아닌 복수의 다양한 교류의 잠재성을 시사한다. 본 

발표를 통해서 필자는 충청남도와 산둥성 간 유교문화를 매개로 잠재되어 있는 교류의 

방향성을 검토해 보고, 실천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 대표적으로 백제시기 수입된 유학은 백제학자 왕인(王仁)에 의해서 다시 일본으로 『논어』와 『천자문』이 

전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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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날 한중 유교문화의 맥락

한국에서는 조선의 개국 이후, 그리고 중국은 송명대 유교이념이 사회적으로 정착한 

이래 유교는 한국과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지배층에서부터 일반백성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를 

통괄하는 가치체계이자 생활윤리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유교는 정치에서 부터 일상생활, 

생활 공간의 구조와 물질문화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력이 컸다. 하지만 19세기말 부터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양국의 서로 상반된 근대화 경로는 

오늘날 두 사회에서 유교문화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재현되고 있는 문화경관, 실천

양상에 이르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한국과 중국의 친족집단의 전통과 변화에 대해서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4) 유교문화의 행위자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친족집단을 살펴보

았을 때, 중국의 경우 근대국가 성립 이후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친족전통은 부정되었

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집체주의 생활양식이 친족기반의 유교적 생활양식을 

대체해 나갔다. 주지하다시피 문화대혁명(1966-1976년) 기간동안 전통에 대한 비난과 

파괴는 정점에 다다랐다. 과거 ‘봉건잔재’로 비판받았던 유교 전통의 부활은 1978년 시

작된 개혁개방 정책 이후 90년대 중국의 연해지역에 해외로 진출한 화교의 고향방문 

등을 통해서 점차 조상 사당의 중수, 족보출판, 조상의례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경우, 신분제 철폐와 함께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조상의례가 

확대되었고, 족보편찬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조선후기 문중으로 조직화된 

친족집단들도 일제가 새로운 등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들의 친족재산을 보전하기 위

해서 더욱 활발하게 친족 간 논의가 진행되었고, 일부 친족집단은 정관을 갖춘 근대적 

친족조직인 종중(宗中)을 구성하게 되었다. 광복 이후 한국의 친족전통은 국가의 의례

4) 필자는 과거 중국 북경 지역과 하북성, 그리고 복건성 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서 1949년 중국 해방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단절되었던 중국내 종족(宗族) 활동이 개혁개방 이후 점차 사당을 중심으로 다시 

부흥하고 있는 현장을 조사한바 있다(이상균 2013). 또한, 국내에서 종중(宗中) 활동이 친족집단을 

중심으로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변용된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양상을 

추적한 바 있다(이상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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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정책, 도시화에 따른 촌락의 해체 등 사회적인 위협 요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친족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유교문화는 중국에서 급격한 단절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종중으로 일컬어지는 친족조직에 의해 유교문화의 계승이 지속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나라에서 주요 유교 문화행위자인 친족집단의 활동은 국가의 정치 이데올로기, 과거 

전통에 대한 정부의 인식, 유교문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전통문화에 대한 제도 등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유교 상징의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묘, 문묘를 

비롯해서 서원과 향교와 같은 유교 관련 문화재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보전해왔으며,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유교의례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국가 지도자들이 과거와 달리 유교 전통문화가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5) 이와 같이 정부 지도자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 

국제공자문화제6)와 같은 대규모 유교문화 관련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유교 

관련 유적지들이 관광지로 조성되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근대화 경로를 거치면서 각자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오늘날 유교문화가 재해석되고 있다. 중국이 공산화 된 후 철저하게 중국식 공산주의 

이념에 의거 일반 대중의 일상이 집단 생활 체제로 바뀌었고, 도시의 삶도 이동성

(mobility)이 정체된 ‘단위사회(单位社會)’로 운영되는 등 개혁개방 이전 40여년의 세

월 동안 우리와는 아주 다른 사회적 환경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유교문화 부활

의 사회적 의미 또한 한국과 차이가 있다. 그것은 비단 중국 뿐만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

가 다른 베트남도 마찬가지이며, 유사한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여 근대화에 성공한 일

5) 중국 지도자들의 전통에 대한 입장도 1994년 장쩌민 주석이 ‘공자중심의 전통문화에 기초한 민족

자존심 고양 교육 실행’ 지시를 시작으로 전통문화 재평가가 이루어졌고(박경환 2012:15), 현 정부 

시진핑 주석도 2014년 9월 24일 공자탄신 2565주년 국제학술대회 겸 국제유학연합회에 참가하여 전통

문화 속에서 도덕사회 건설의 가치를 발견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서울=뉴시스 2014.9.25.). 

6) 1989년 국제공자문화제가 중국공산당 산둥성위원회와 산둥성정부의 비준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공조를 통해서 대규모 국제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중국 내부에서 공자와 유교문

화에 대한 평가절상에 대해 외국학자들은 한족(漢族) 중심의 자국문화를 강조함으로써 중화민족주

의를 강화하고, 오히려 국제 외교관계에 ‘격양된 민족주의’가 이용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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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나 대만의 경우에도 상당한 문화적인 차이를 인식할 수 밖에 없다.   반면, 1990년

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아시아의 용’이라고 일컬어지면서 성장하였고, 또, 본격적

으로 중국이 G2 국가로 부상하면서 동아시아 유교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증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제반 환경 속에서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환황해 유교문화 공동체는 어떤 시각

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서로 다른 근대화 경험과 정치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전통사회에서 ‘한자’, ‘유교’ 와 같은 동질적인 문화요인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환경을 가진 개별국가의 맥락 속에서 ‘유교문화 공동체’에 

대한 구상은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에 기반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유교문화 공동체’에 대한 담론은 오늘날 새롭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7)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환황해 유교문화 동질성에 대한 강조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사회환경 

속에서 상호간 필요성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비단 환황해 국가 간 유교문화 교류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와 산둥성 지역간 교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제다. 그러한 관점에서 산둥과의 충청유교 교류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충청유교, 지평의 확장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유교하면 떠오르는 지역을 꼽으라고 하면 ‘안동’이라고 대답하는 

일반인들이 대다수다. 그렇다면 왜 유교하면 안동일까?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 동안 유교는 전 사회에 습합된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안동만을 떠올리는 

것은 몇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7)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2004)은 국민국가를 이미지로서 마음에 그렸던 ‘상상의 정치공

동체’ 로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러한 ‘상상의 공동체’가 생기고 또한 전세계로 

확산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환황해 유교문화공동체 구상은 그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상징, 의례 등이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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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선시대 중앙정치계의 주요한 가문들은 근기(近畿)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들 지역은 급속한 근대화 및 도시화 과정의 변화를 거치면서 유교문화를 담지하고 있는 

집안들의 변동이 심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발전과 변화가 더딘 안동지역의 가문들은 

오랫동안 고택과 같은 전통 공간과 종중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안동지역에 강한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게 되었지만 충청과 호남지역에서도 오래된 가문과 

유교 경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만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늘날 

안동을 한국에서 유교문화의 대표로 부각시킨 다른 요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유교문화에서 안동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위치는 비단 풍부한 유교문화자원뿐만 

아니라 인류학을 비롯하여 민속학, 역사학에 이르기까지 안동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곳에서 

‘유교적 전통’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확산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안동하면 

떠오르는 퇴계 이황, 서애 류성룡과 같은 인물, 도산서원, 화회마을과 같은 전통공간에 

대한 연상은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의 재생산과 전파과정과 관련이 깊다. 또한, 최근 2000

년대 초부터 10년간 진행된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을 통해서 대표적인 

지역 서원과 향교, 고택 등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고,8) 국내외 유교문화를 연구 및 

교류를 통해 확산시킬 수 있는 중심 기관이 설립되면서 유교문화유산의 보전 및 정비 

뿐 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유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적으로 지역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복합적인 요인을 통해서 ‘유교의 고장, 안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었다.  

그렇게 경상북도 지역의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진행된 이후 안동을 중심으로 한국 

유교문화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충청권에서도 ‘영남유학’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기호유학’9) 문화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해야된다는 논의가 제기되

8) 경상북도 북부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유교문화권 개발을 통해서 안동은 화회마을, 지례예

술촌, 가일마을, 하리마을 등 마을단위의 전통고택 보존사업, 도산서원, 안동향교, 태사묘, 퇴계종택 등 

주요 유교자원의 정비 보존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그 당시 계획에 입안된 종합유교문화센터는 향

후 한국국학진흥원의 박물관, 장판각, 연수원 등의 연구 교육시설로 구현되었다(참고: 『경북북부 유

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문화관광부, 2000). 

9) 기호유학은 율곡 이이를 종장으로 하는 유교의 흐름으로 퇴계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유학과 쌍벽을 

이루어 왔다. 율곡의 학통은 충청권에 기반을 둔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초려 이유태, 

명재 윤증과 같은 걸출한 유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아시아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문교류 네트워크 구축  93

었다. 2007년 기호유학 문화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충청남도가 중심이 되어 기호유교문

화권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5년까지 약 8년간 충청지역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 국토부, 문체부 등을 상대로 그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결과 2016년 

드디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았다.10)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한국사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의 확보와 과거 전통에 대한 

현재적 해석, 그리고 유교 전통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가치체계의 창출, 그리고 역사정

체성에 기반한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충청유교11)에 대한 최근 일련의 활

발한 논의는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현재의 ‘충청유교 문화권’은 지방 정부가 

광역개발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범주인데, 필자는 충청유교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시·공간적으로 ‘충청유교’에 대한 폭넓은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시간적 범위로는 

삼국시대부터 한말까지 충청지역 유교관련 문화를 통칭하는 용어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기호유학’은 충청유교의 한 경향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충청유교는 

백제시기 유학의 수용과 전파, 고려 말 성리학의 수용, 기호유학자의 탄생, 노론과 소론의 

분기, 호락논쟁과 같은 사상논쟁, 여성유학자의 등장, 한말 유학자의 의병운동과 개화

노력 등 충청지역 유교 관련 총체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충청유교에 대한 정의를 넓혀서 생각한다면 고대 백제시기 중국 및 일본과의 

유교 문명교류가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중국을 

떠나 충청지역에 정착한 씨족(氏族)의 역사를 조명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여말선초 충청 

해안지역 가문을 중심으로 수용되고 있는 성리학에 대한 조명이라든지, 한말 내포지역 

천주교 수용에 따른 유교와 천주교 간의 문명간 갈등 양상에 이르기까지  문명 교류의 

관점에서 유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충청지역이 지리적으로 황해를 접하고 있어서 환황해 국가 및 지역과의 

교류의 역사를 통해 지역문화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양을 통한 ‘개방성’을 

10) 2017년~2026년까지 10년간 충청권 4개 시·도 구역에 있는 시·군 유교자원을 활용한 개발 및 관광

진흥사업으로 예산규모는 총 7,947억 규모다. 

11) 최근 ‘충청유교’라는 용어가 충청권 4개 광역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 유교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크게 논의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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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유교의 특성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교류’라는 테마를 특화

시킬 필요가 있다. 2017년 충청남도 대산항과 산둥성 용안항간 국제여객선이 개통되고, 

현재 청주공항 뿐만 아니라 향후 서산공항이 들어서면 환황해 국가 지역간 교류의 

접근성은 대폭 개선이 될 전망이다. 

황해를 마주하고 있는 충청남도와 산둥성의 교류가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하였다. 

기왕에 충청권에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과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유교의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포용성을 기반으로 산둥성과의 유교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인문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둥성과의 

장기적인 유교문화 교류 확산을 통해서 상호간 인문학적 이해를 확장함과 동시에 그것을 

기반으로 다층적인 민간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이웃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4. 충남-산둥 유교문화 교류의 방안

충청남도와 산둥성은 1995년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공식적인 교류를 44차례(2014.3 

기준) 가져왔다.12) 대다수 경제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충남-산둥간 교류를 극복하고, 

상호 장기적인 관계 구축을 통한 교류를 위해서 필자는 두 지역의 유교문화를 통한 

교류를 제안한다. 충청남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구마모토현은 1983년 자매

결연을 맺은 후 505차례(2014.3기준) 교류를 진행해왔는데, 최근까지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는 교류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백제 문화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13) 백제 문화를 

매개로 한 축제교류에서 부터 조선시대 충남지역 출신 도공 이삼평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전통공예 교류, 한국어교실과 같은 취미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류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12) 충청남도가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지역은 허베이성이 유일한데 교류 횟수로 봤을 때 1994년 

이후 112차례 공식적인 교류가 진행되었다. 그 밖에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지역으로는 2014년 

3월 기준으로 산둥성(1995년), 옌벤조선족자치주(2002년), 지린성(2005년), 장쑤성(2005년), 쓰촨성

(2008년), 상하이시(2008년), 랴오닝성(2010년), 윈난성(2013년) 등이 있다. 

13) 충남도는 큐슈 구마모토현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1998년 현지 사무소 설치 후 2년 또는 4년 임기로 

상호 지방정부간 공무원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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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과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한일 역사문제 등으로 소원해졌을 때도, 충청남도와 

구마모토현의 교류는 지속되면서 지방 상호간 신뢰를 쌓아나갔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시아 

패러독스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은 상호 지방 정부간 교류를 통해서 완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구마모토현과의 교류를 참고하여, 충남도는 중국 

산둥성과의 유교문화 교류를 통해서 지방정부에서부터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교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기적인 ‘꽌씨(關係)’ 구축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1) 지방정부간 교류 방안

충청남도와 산둥성 정부 간 유교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유교관련 행사를 통해서 상호교류하는 방식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매년 15개 시·군에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그 중에서 광범위

하게 유교와 관련된 축제로는 예산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좋은형제축제’, 서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홍성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홍성역사인물

축제’, 당진의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 아산시의 ‘장승제 및 대보름행사’, ‘성웅 이순신

축제’ 등이 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주최하고 있는 ‘기호유교 인문학포럼’ 사업의 경우 

충청유교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으로 특별행사로 중국과의 교류행사의 일환으로 기획이 

가능할 것이다. 충남지역 가장 큰 역사축제인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백제시기 유교문명 

교류에 초점을 맞춘 특별행사를 기획한다면 백제문화제를 알리면서 지방정부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산둥성 대표적인 유교 관련 행사로 ‘중국곡부국제공자문화제(中国曲阜国际孔子文化

节)’를 들 수 있다. 1989년 시작된 국제공자문화제는 공자가 태어난 음력 8월 27일 즈음 

진행되어 왔던 탄신행사를 국제 문화행사로 확대한 축제다. 공자와 유교문화를 선양하기 

위한 행사, 국제 학술행사, 예술교류, 비지니스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국외 인사초청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 국제공자

문화제가 개최될 때 지역 유림단체와 협조하여 대표단 파견을 고려해 볼 문제다. 충청

남도와 산둥성과의 지역 대표적인 유교와 관련된 축제를 중심으로 교류를 진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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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두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간차원의 축제를 중심으로 한 

관광도 진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정부간 구상할 수 있는 교류사업으로 ‘충청국제유교포럼’ 등을 조직하여 유교

문화에 대한 공감과 지역 정책비전 발굴, 상호 교류 확대 등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

으로 충청권 현안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그리고 충청유교문화원 조성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충청권 4개 광역 시·도가 협력해서 포럼을 조직 운영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국내의 영남권에서 진행중인 유교관련 국제학술행사, 산둥에서 

진행중인 국제학술행사 등과 연계해서 순환형 국제학술행사를 충청남도 차원에서 유치

하여 지원함으로써 상호 교류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동서(東西) 지역 지자체간 교류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유교를 공통분모로 충청과 영남간의 동서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또, 유교라는 테마가 세계적으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산둥성 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충청남도 

차원에서 유교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지역간 유교 네트워크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충청유교 문화권개발을 비롯하여 충청유교

문화원의 미래비전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2) 연구기관 교류 네트워크 구축

두 지역 유교문화에 대한 교류방안에 대한 모색, 유교와 지역활성화 방안에 대한 상호간 

논의에서 부터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변화된 유학의 양상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충청지역과 산둥성의 유교 관련 연구기관간 

교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충청권 유교 관련된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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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성격 기관명 부설연구소 명칭(부서) 비고

출연기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박물관 충남

대학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대전충청문화연구소

공자학원

공주대학교

동양학연구소

공주
효문화연구소

인문학연구소

공주학연구원

건양대학교
예학교육연구원

논산
충남지역문화연구소

순천향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아산

이순신연구소

선문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역사문화콘텐츠개발연구소

동아시아문헌연구소

청운대학교
내포인문학연구소

홍성
남당학연구소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청주
우암연구소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청주

사설기관 한국문중문화연구원 대전

<충청권 유교관련 연구기관 현황> 

산둥성의 경우, 중국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중점 유학관계 연구기관으로 

산둥대학교에 유학고등연구원(儒学高等研究院)이 설치되어 있다. 규모만 해도 교수 50명에 

산하 6개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 산동성사회과학원에는 국제유학연구교류센터(国际
儒学研究与交流中心)가 2015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산둥 방문

후 중국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식화된 ‘한중유학교류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또한, 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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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유물을 비롯해서 산동지역 역사문물 14만여점, 근현대문자자료 13만여점, 자연

표본 8천여점 등을 소장하고 있는 산동성박물관(山东省博物馆)이 있다. 성박물관은 유

럽을 비롯해 전세계 박물관과 교류를 하고 있고, 2016년 한국 한성백제박물관, 춘천박

물관과도 교류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3개 기관의 경우 산둥성의 성도인 제

남 소재 기관들이다. 공자의 본향 곡부에는 1996년 국무원 비준을 통해 설립된 공자연

구원(孔子研究院)이 있어서 2008년부터 세계유학대회 등을 주관하고 있다. 그 밖에 공

자가 숭상한 육예(六艺)를 중심으로 조성된 공자육예성(孔子六艺城)과 같은 테마파크도 

곡부에 조성되어 있다. 

산둥성 유교관련 기관들은 이미 한국 안동과 20년 이상의 교류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유교관련 기관들과도 교류를 진행하고 있어서 충청권 유교기관과의 

교류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긴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와 산동성

간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교문화 교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공동의 비전 및 

의제를 발굴해서 상호 교류를 진행한다면, 산둥성 유교 관련 기관들의 충청유교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올해 8월 중순 

산둥성 5개 기관방문을 통해 향후 충청권과의 유교문화 교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연구 기관간의 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산둥성 유교기관들이 충청유교와의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교류를 위한 주제를 

끌어내느냐 이다. 또한, 기존에 이미 한국 안동 지자체를 비롯해서 한국국학진흥원, 안동

대학교 공자학원과 오랜 기간의 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청권 유교 네트워크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느냐도 중요한 화두이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대표단이 곡부

공자연구원에 방문하였을 때, 공자연구원에서는 백제가 일본에 논어 및 천자문 전파하는 

가교역할을 하였던 것을 예로들어 한·중·일 ‘동아시아 논어연구센터’조성을 건의한 

바 있는데, 이는 충청의 역사적 맥락을 살린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평가

해 볼 수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산둥성과 연구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무엇보다 

국내 영남권과 교류 네트워크가 선행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충청유교 국제 연구네트워크 구축은 이미 국내에 구축된 국제네트워크에 충청권 

기관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교류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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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교전통을 간직한 전통 민속마을 간 교류

민간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충청남도와 산둥성 지역 전통 민속마을 간의 상호

교류를 고려해볼 만 한다. 대개 전통 민속마을은 과거 유교 전통사회의 마을 공간과 

건축물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대(代)를 이어서 살아온 사람들에 의해 전승되는 의·

식·주를 비롯한 마을 민속까지 체험할 수 있다. 충남 아산의 외암민속마을은 중요민속

문화재 제236호로 지정되어 정비·보전되고 있는 곳으로 5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예안이씨(禮安李氏) 집성촌으로 이곳 예안이씨들은 한말까지 과거(科擧)를 통해 

꾸준히 중앙정계에 진출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였다. 

산둥성에도 민속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구쩐(古镇)이 여러 곳 남아있다. 대표적인 곳이 

즈브어시(淄博市) 외곽에 있는 주촌(周村) 인데, 4A급 풍경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성

급(省级) 우수 역사건축으로 지정되어있을 뿐 만 아니라, 즈브어시급 중요문물보호단위

로 지정되어 있다. 당나라에서 부터 청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경관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촌락의 특징은 상업촌으로 발달된 곳으로 시대별로 번성을 누린 집

안들이 다양하게 존재했다. 한국의 집성촌처럼 중국의 종족촌락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

는 곳으로 옌타이시(烟台市)에는 모씨장원(牟氏庄园)이 4A급 풍경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있다. 이 곳은 청대 이 지역 지주로 유명했던 모흑림(牟墨林)의 후손들이 종족촌

락을 이루어 살던 곳으로, 청대 친족문화와 함께 건축, 공예, 전통공간 형식 등을 엿 

볼 수 있는 곳이다. 

외암민속마을 주촌 모씨장원

두 지역 전통 민속촌락 보존단체간 교류협정을 통해서 상호방문행사 등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 서로간의 전통을 소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한, 

각 민속촌락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외암민속마을에서는 산둥의 촌락 소개 사진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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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개최하고, 산둥 민속촌락에서는 외암민속마을 전시회 개최를 통해서 서로 상대 촌락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문화활동을 통해 마련할 수도 있다. 같은 유교문화를 공유하면

서도 서로 다른 건축 형태와 촌락의 공간구조를 보이며, 의식주 물질문화에서 나타나는 

차이들을 살펴봄으로써 유교문화와 각 지역 자연 및 사회적 환경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토착화 방식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민간차원의 친족조직 간 교류

충남지역에는 중국에서 유입된 귀화성씨 집단이 왕조의 교체기 및 전쟁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정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송원(宋元) 교체기에 유입되어 

일가를 이루고 있는 성씨로는 서산정씨, 아산장씨가 있다. 남송출신 학자 정신보는 

고려 고종 24년 서산에 망명하여 정착한 인물로 최근 한국의 서산정씨들이 중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정씨문화제에 참가하여 민간교류를 하고 있다. 송나라 장군 장서가 

아산 일대로 망명하면서 형성된 아산장씨의 경우 그 후손 장영실이 조선 세종시기 천문

학자로 이름을 떨친 바 있다. 

또한, 임진왜란을 계기로 광동출신 진린(陳璘) 제독이 참전하였고, 그의 손자가 조선에 

망명하여 후손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장쑤성 출신으로 정유재란때 참전한 

소주가씨 집안도 이후 태안 일대 정착하였다. 이 밖에도 임진왜란 때 저장성 출신 수군 

장군인 계금(季金)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충청수영성에 송덕비가 세워져 있는데, 최근 

중국에서 그의 후손들이 조상의 유적을 찾아서 보령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중국에서 귀화한 성씨로 충청지역에 면천복씨, 온양방씨, 서산유씨, 태안고씨, 결성장씨 

등이 있다. 

세계정씨문화제 참가 계금장군후손 보령방문 광동진씨 이충무공 유적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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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내 종족(宗族) 활동이 부흥하면서 각 성씨들이 조상의 뿌리를 찾아가는 쉰끈

(寻根)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을 여행으로 결합하여 쉰끈요(寻根游)

라고 하는데 ‘조상의 뿌리찾기’ 전문 여행서가 발간될 만큼 성행하고 있다. 필자가 중국

내에서도 종족활동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으로 언급되는 요녕성 대련에 1년간 머물렀을 

때, 19세기 산동성에서 바다를 건너 정착한 대련한씨(大連韓氏)들이 그들의 조상을 찾아서 

산둥성 원등(文登)을 방문하고 족보를 발간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한 바 있다. 그 만큼 

종족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산둥성은 고대부터 중국역사의 주요무대로 중국 백가성

(百家姓) 중에서 산둥성을 발원지로 하는 성씨들이 꽤 있다. 주요 성씨로는 다음과 같다.14) 

동성(董姓) - 山东省荷泽市定陶县
조성(曹姓) - 山东省荷泽市定陶县
증성(曾姓) - 山东省临沂市苍山县
로성(卢姓) - 山东省济南市
정성(丁姓) - 山东省淄博市
설성(薛姓) - 山东省滕州市
임성(任姓) - 山东省济宁市
강성(姜姓) - 山东省淄博市
요성(姚姓) - 山东省荷泽市

담성(譚姓) - 山东省章丘市
추성(邹姓) - 山东省邹城市
금성(金姓) - 山东省曲阜市
공성(孔姓) - 山东省曲阜市
최성(崔姓) - 山东省章丘市西北
구성(邱姓) - 山东省淄博市
맹성(孟姓) - 山东省邹城市(孟子故里)
상성(常姓) - 山东省滕州市

이들 성씨가운데 충청권 귀화성씨로 가장 대표적인 성씨가 맹씨(孟氏)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산 배방면, 신창면 일대, 서천 한산면 축동리 일대에 터를 잡고 있는 신창맹씨는 

맹자의 후손 맹승훈(孟承訓)이 당나라 한림원 오경박사로 신라시대에 건너와 정착하면서 

퍼진 성씨로 알려져 있으며, 상계를 조선초기 맹사성이 정승을 지낸 바 있는 집안이다. 

충남 아산 지역에 맹씨 집성촌이 집중되어 있다. 그 밖에 우리나라 공씨의 경우, 본관을 

곡부로 하는 유일한 성씨로 산둥성과 관련이 깊다. 역사적으로 공자와 맹자의 후손 부터 

세계(世系)를 정확히 고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족

(kinship)’이라는 아이콘은 상호간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상징으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충청남도와 산둥성에 있는 같은 성씨를 쓰는 친족들간 민간교류가 이루

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문화교류 차원까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4) 대표적인 ‘조상찾기’ 여행서인 ‘百家姓寻根游’(陕西师范大学出版社 2007)에는 구체적으로 100개 

성씨의 조상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 노선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들면, 공성(孔姓) 조상을 찾아가는 

노선으로 山东省曲阜市(孔庙)-北京市(孔庙)-山西省晋中市太谷县(孔样熙故居)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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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교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류 

충청남도와 산둥성에는 유교 문화유산이 상당히 남아있다. 현재 충청남도에 소재한 

주요 유교관련 유적 중 지역의 유풍(儒風)을 선도하였던 향교가 약 34곳, 서원이 약 21

곳이 남아있다. 이들 대다수 향교와 서원에 지역 유림들의 활동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산둥성의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곡부의 삼공(孔廟·孔林·孔俯家)과 맹자의 유적 

등이 남아있으며, 산둥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의 핵심 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곡부의 

경우 공자 관련 유적과 마케팅을 통해 지역 활성화가 된 대표적인 곳이다. 반면에 충남과 

같은 유림들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현재 충청남도 일부 향교 및 서원에서는 문화재청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이 문화공간

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문화재에 대한 정책이 보전에서 활용으로 선회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충남의 대표적인 향교와 서원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경건한’ 

장소에서 ‘친근한’ 장소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한 측면에서 충남의 대표적인 

유교 문화유산 활용사업 속에 산둥성 방문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기대해 볼 만하다. 

특히, 산둥성 유교문물 보존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간 유교 유적지 활용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해볼 만하다.     

그 밖에도 충청남도의 경우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유교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왔다. 그 중에서 산둥성을 포함해서 중국인 방문객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계획들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개발사업 아이템으로 산

둥성과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사 서예창의마을(예산) - 서예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서예문화거점 조성
    ◼ 한중교류 체험전시관(태안) - 한중교류역사를 테마로 전시 관람 및 교육 체험공간 조성
    ◼ 충청유교문화권 방문의 해(충청권) - 메가이벤트 개최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 효(孝)문화 뿌리마을(대전) - 대전의 뿌리공원을 연계한 유교문화 관광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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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서예문화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예산군의 계획이나, 한중교류역사를 중심으로 

전시관을 조성하겠다는 태안군의 계획, 효문화 뿌리마을을 조성해서 유교문화를 체험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대전시의 계획 등이 단순한 개발의 프레임을 극복하고, 문화적인 

논리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과거 역사적 맥락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예창의마을의 경우, 추사 김정희가 청나라 옹방강과 사제관계를 맺고 서화 및 금석학 

등을 통해 중국 문인들과 국제적인 교류를 해온 맥락을 바탕에 두고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교류 체험전시관의 경우에도 고려시대 중국 사신들이 왕래한 

태안 안흥정에 대한 역사적 모티브를 살릴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충청남도는 영남지역과 

달리 산둥성과 바닷길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과거 교류사를 매개로 접근성의 이점을 

살려 상호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와 산둥성 간의 문화교류의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해보았다. 2017년 

두 지역간 국제여객선 개통이 예정되어있고, 충청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유교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계획들이 향후 진행되는 만큼 교류의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산둥성과의 21년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진지하게 회고해보고 교류의 폭을 민간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충남도청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주업무로 진행하고 있는 부서는 

경제산업실 기업통상교류과 중화권팀 4명, 기획조정실 환황해TF팀 3명의 인원이 배치

되어 있다. 그러한 구성을 보았을 때, 향후 충청유교의 국제화와 유교 교류를 생각해 

볼 때 현재의 담당 부서와 인력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이후 ‘(가칭)환황해 유교교류센터’를 부설로 두고, 

환황해 유교 문화교류의 허브(hub)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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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황해 환경오염실태 및 개선대책

최중기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명예교수 

1. 황해의 환경

황해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 사이에 위치한 북서 태평양의 주변해로 면적 

40,400km2, 평균깊이 44m의 얕은 바다이다. 황해는 북쪽으로 중국 요동 반도와 산동 

반도를 있는 선에서 발해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제주도와 장강을 연결하는 선에서 동중

국해와 접한다. 황해는 남북으로 1,000km, 동서로 400km 의 폭 최대 수심 103m 의 

대륙붕 위에 있는 대양의 주변 바다이긴 하나 그 지정학적 위치와 독특한 해양 환경으

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다이다. 황해의 명칭에 대하여는 한국과 중국 모두 

황해라고 부르는데 이의가 없으나 그 유래에 대하여는 다소간의 의견차이가 있다. 중국

학자들은 황해가 황하에서 유래 되었다고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학자들은 바닷물 색깔

이 황색이여서 자연스럽게 황해라고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해의 명칭에 관한 유래

를 논하기 전에 황해의 형성에 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황해의 형성은 중국 대륙과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대륙과 해수면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질시대에 

있어 마지막 최대 빙하기인 18,000년 전에는 해수면이 현재 해수면보다 130 - 140m 

아래에 있어 현재의 황해 분지 대부분은 대기에 노출되어 있었고 바다는 동중국해 대륙

사면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 후 온도가 상승하면서 5,500년 전에는 해수면의 급상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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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그로 인해 황해 분지가 물에 잠기면서 발해와 황해가 바닷물로 채워져 오늘날과 

같은 안정된 바다를 이루게 되었다. 황해 분지의 대부분은 수심이 50m 미만이고 다만 

고황하 골짜기가 황해 중앙부에서 우리나라 쪽 남부로 흘러 그 부분이 수심 60-80m 

의 황해 해저골로 발달해 있고, 최대 수심은 홍도 서쪽 해역에 103m 의 깊이로 나타나

고 있다(그림 1). 황해에서의 얕은 대륙붕이 중국 쪽으로 넓게 발달해 있고, 우리나라 

쪽 대류붕이 황해 해저골 때문에 좁게 발달해 있어 중국은 황해에서의 대륙붕 경계를 

이 황해 해저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1> 황해의 해저 수심도(김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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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해의 담수 토사의 유입

발해를 포함하는 황해로 유입되는 담수의 양을 학자에 따라 1,200억 톤 또는 8,420

억 톤으로 추산하여 큰 차이가 있다. Milliman and Meade(1983)는 황해로 들어오는 

장강 유입수를 제외하여 1,200억 톤으로 추정한 것이고, 반면에 Lee등(2002)은 장강 

배출수의 상당량이 황해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의 인공위성 자료나 장강 

배출수의 확산에 관한 수치 모델에 의하면 계절에 따라 장강 배출수의 상당량이 황해로 

유입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Lie 등, 2003)(그림2).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강인 장강은 길이 6,300 km 에 걸쳐 유역면적 195만 km2에서 

집수된 연간 9,000억 톤의 담수를 바다로 배출한다. 여름철에는 최대 48,600m3/s 의 

수량이 배출되고, 겨울철에는 10,400m3/sec 의 수량이 배출된다. 이러한 계절적인 배

출량 변화에 따라 황해의 장강 담수 유입량은 달라진다. 장강수의 황해 유입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Beardsley 등, 1985) 은 장강수의 대부분이 남쪽으로 흐르거나 동중국해

로 유입되기 때문에 황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장강 배출수가 계절

적으로 중국 연안을 끼고 북동쪽으로 흐르거나 여름철 장마 후에는 우리나라 제주도 방

향으로 125°E 까지 유입되기 때문에 황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Lie 등, 2003). 

다만 겨울철에는 장강 배출수가 대부분 남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다. 장강을 통해 황해로 유입되는 담수의 양은 1,600억 톤에서 8천억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Lee 등, 2002), 아직까지 정확한 양은 파악을 못하고 있

다. 황하는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연간 480억 톤의 담수를 배출하여 황해에 가장 많은 

담수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1970년대 이후 중국의 산업화로 황하 주변의 

도시와 농촌의 용수 사용이 증가하면서 담수 배출량이 연간 170억 톤 이하로 감소되고 

그 또한 발해로 유입되기 때문에 실제 황해로 유입되는 양을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황해로 직접 유입되는 강으로는 중국 측에 장강 외에 후아이허가 있어 연간 250억 

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중국과 북한 경계에 있는 압록강에서 연간 

378억 톤의 담수가 유입되고, 우리나라 한강, 금강, 영산강, 만경강, 동진강, 안성천, 



110   환황해포럼 | 아시아 번영과 상생의 길

삽교천 등에서 황해로 유입되는 담수량은 연간 329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Hong 등, 2003).

그 동안 황해로 유입되는 토사의 대부분은 황하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황하

가 연간 12억 톤에 이르는 많은 토사를 배출해내 세계에서 두 번째 토사 배출량이 많은 

강이었다. <표 1> 황해와 발해 개관

발해 황해 황해․발해

표면적(km2) 78,000 404,000 482,000

평균깊이(m) 18 44 -

volume(km3) 1,404 17,776 19,180

평균염분(psu) 30.97 32.84 32.64

년강우량(km2/yr) 64.5 465.9 530.4

년증발량(km3/yr) 61.5 456.5 518.0

담수배출량(km3/yr) 14.8 550.0 564.8

출처 : Lee 등(2002)

특히 황하가 황해로 바로 유입되던 1128년부터 1885년 까지 약 670년간 황하로부터 

대규모 토사가 유입되어 황해의 물 색깔을 황토색으로 변화 시켰고 하구에 대규모 삼각

지를 만들기도 하였다(Zhu 등, 2000). 그러나 황하가 발해로 유입수로를 변경하면서 

황해로 유입되는 토사의 양은 감소되었고 특히 최근에 황해 유입수량 감소로 토사 배출

량이 4억 톤 정도로 감소하여서 황해로 유입되는 양은 더욱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황하를 통해 유입되는 부유물 중 85 - 90%는 발해만에 쌓이고 

나머지 1억 톤 정도가 황해로 이동되어 황해의 중부 지역 내지 남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Alexander 등, 1991). 또한 장강에서 유입되는 토사의 70% 정도는 

하구역에 바로 쌓이거나 해류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하여 황해에 공급되는 양은 황하에 

비해 작은 것으로 보았다(Beardsley 등 1985). 그러나 장강에서 배출되어 황해로 유입

되는 담수의 양이 장강 전체 담수의 50% 이상에 이르는 만큼 장강에서 배출되는 전체 

토사의 양 5억 톤 중 상당량이 황해로 유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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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에서 황해로 유입되는 담수의 양을 현재까지 정확하게 측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동계를 제외한 다른 계절에는 장강 배출수가 동쪽 또는 북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대부

분이 황해로 유입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동풍이 부는 여름철에는 장강 배출수가 증

가하고 그 대부분이 북동쪽으로 흘러 황해로 유입되기 때문에 남부 황해의 염분이 25 

- 33.5 psu 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 따라서 황해로 유입되는 장강 담수량은 

장강 배출량의 50%인 4,600억 톤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황해로 유입되는 전체 담수

량은 5,000 - 6,000억 톤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발해를 제외한 황해로 

유입되는 담수와 토사의 절대량은 장강의 배출에 영향을 받고 있어 이들의 수질 정도에 

따라 황해의 환경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장강 배출수의 확산 방향(Lie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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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장강 하구역 염분 분포 모델(Kim 등, 2003)

2) 황해의 수괴와 해수 유동

황해의 수괴는 수온과 염분 분포, 조석의 혼합, 해류에 의한 영향 등을 감안하여 계절

적으로 3 - 5개의 수괴로 구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황해에 존재하는 수괴는 황해 

난류수, 황해 저층 냉수, 한국 연안수, 중국 연안수, 장강 희석수로 구분한다. 황해 난

류수(Yellow sea warm current water)는 황해 남부 수역 제주도 북서부에서 황해로 

유입된 쿠로시오 기원 해수로, 쿠로시오의 일지류가 대마 난류로 큐슈 서방에서 분지되

어 남해로 유입되면서 제주도 서방에서 다시 일부분이 갈라져 황해로 유입되어 생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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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고염의 해수이다. 황해 저층 냉수(Yellow sea bottom cold water)는 동계에 황해

에서 차가운 북서 계절풍에 의해 냉각된 표층수가 대류에 의해 침강하여 저층수를 형성

하여 봄철이 되어 표층수가 덥혀지기 시작하면 수직적으로 혼합이 안 되는 성층이 형성

되어 황해의 중앙에 저층 냉수로 남아있는 수온 7-8℃ 의 냉수괴이다. 한국 연안수는 

우리나라 서해연안에서 조석의 혼합으로 수직적으로 잘 혼합되고 육지로부터 유입된 담

수의 영향을 일부 받은 저염의 혼합수괴이다. 중국 연안수는 발해로부터 일부 연안수가 

유입되고 육지로부터 유입된 담수의 영향을 받은 비교적 잘 혼합된 연안 수괴이다. 장

강 희석수(Changjiang diluted water)는 장강에서 배출된 담수가 해수와 만나 희석된 

상태로 장강 하구역부터 장강 담수 확산 수역에 걸쳐 형성된 저염분의 수괴이다. 이들 

수괴는 계절에 따라 그 성상이 뚜렷한 바, 황해 난류수는 장강 희석수의 영향이 적은 

겨울철에 비교적 뚜렷하며, 황해 저층 냉수는 여름철에 표층 수온이 높아지면 황해 중

앙 수역 10 - 20m 층 아래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장강 희석수는 여름철에 장강의 

담수 유출이 많아지면 장강 하구부터 제주도 방향으로 400km 에 걸친 해역에서 나타난다.

황해에서의 조석파는 태평양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황해로 들어가다가 산동반도에 막

혀 되돌아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황해에서의 조석은 큰 조차를 보이며 빠른 유속의 조

류를 만든다. 황해에서의 최대조차는 10m에 이르며 넓은 갯벌을 만든다. 이러한 큰 조

류는 수심이 얕은 연안 수역에서 수층을 수직적으로 혼합시켜 연안 혼합수괴를 만든다. 

이러한 연안 혼합 수괴는 육지에서 유입된 담수로 인하여 저염분의 연안 혼합수를 이룬다. 

황해는 봄에서 가을철까지 중국과 한국 연안 쪽에 강한 조류로 저층에서 부유한 부유

물질로 높은 탁도를 갖는 연안 혼합수역과 중앙에 조류의 영향을 덜 받는 비교적 탁도

가 낮고 저층의 저층냉수와 표층의 고온수와 혼합이 잘 안되는 성층을 이룬 성층 수역

으로 구분된다. 이 성층 수역과 연안 혼합수역 사이에는 조석 전선(tidal front)의 경계

면이 생긴다. 한편 동계에는 중앙수역에도 차가운 표층 수온에 의해 생긴 대류작용에 

의해 수괴가 수직적으로 잘 혼합되어 연안 혼합수역과 유사한 혼합 수괴를 형성한다.

이러한 황해의 계절에 따른 수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류이다. 황해 남부와 

동중국해 일대에 영향을 미치는 해류에 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2 - 3가지

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황해와 동중국해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류는 쿠로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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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류이다(그림4). 쿠로시오 해류는 북적도 해역에서 시작되어 필리핀과 대만 동방을 거

쳐 큐슈 서방에서 일본 남부로 동진하여 태평양으로 빠져 나가는 태평양 아열대 순환계

의 서안 경계류이다. 쿠로시오는 대만 동쪽을 통해 동중국해로 유입하여 동중국해 대륙 

사면을 따라 북동쪽으로 진행하여 큐슈 남쪽의 토카라 해협(Tokara strait)으로 빠져나

간다. 이 과정에서 쿠로시오는 동중국해 남서부역 대만 부근에서 대륙붕으로 유입하는 

대만난류(Taiwan warm current)와 동중국해 동부 큐수 남서쪽해역에서 우리나라 남

해 쪽 대륙붕으로 유입하는 대마난류(Tsushima warm current)가 갈라진다. 이때 대

마난류가 큐슈남서쪽에서 분리된다는 주장과 대마난류는 대만 해협을 통과한 대만난류

의 연장이라는 주장이 있다. Nitani(1972)는 쿠로시오로부터 분리되어 큐슈 서방골의 

왼쪽으로 북상하여 그 중 일부가 황해 난류로 분지하여 황해로 들어가고 대마난류는 대

한 해협 쪽으로 동류한다고 하였다. Beardsley 등(1985)은 쿠로시오에서 분지하여 대

만 해협을 통과한 고온, 고염의 대만난류는 동중국해 대륙붕을 가로질러 대마 난류로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들어가고 중간에 제주도 남서쪽 일부가 분기하여 제주도 서쪽

을 지나 황해로 들어가는 황해 난류를 형성한다고 하였다(그림 5). 한편 Lie(1985)는 

황해 동남해역에서 여름철 장강 희석수의 영향과 겨울철 동서 방향의 열․염전선에 의해 

황해 난류가 지속적으로 황해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겨울철에 북

풍이 약해질 때  황해 동남해역에서 황해 난류가 간헐적으로 들어간다고도 하였다. Lie 

등(2000)은 쿠로시오 해류에서 대마난류가 분리되어 대한 해협으로 들어오고, 대마난

류의 한 지류가 제주도 남방에서 분지되어 제주도 서쪽에서 시계방향으로 제주도를 끼

고 돌아 제주도 북방에서 대마난류와 합해지는 난류를 제주난류라고 하였고, 황해로 지

속적으로 유입되는 난류는 없다고 하였다. Pang and Hyun(1998)은 겨울철에는 황해 

중앙부를 따라 난류수가 북상하며, 여름철에는 우리나라 서해연안을 따라 고온 고염의 

난류수가 황해로 유입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황해에서의 해류 흐름을 정리하면 여

름철에는 장강에서 배출된 담수에 의한 장강 희석수가 제주도 쪽으로 올라옴에 따라 황

해 중앙으로 유입되는 황해 난류수의 북상이 차단되고 대신 대마 난류에서 가지를 친 

제주난류가 제주도를 끼고 돌아 남해로 유입된다.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 고온 고염의 

난류수가 북상하고 중국 연안수에서는 남향하는 연안수가 있으며, 황해 중앙 수역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쪽으로 소규모 환류가 형성된다. 겨울철에는 황해 중앙으로 황해 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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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상하고 황해 동부 우리나라 서해안으로는 남하하는 한국 연안류가 있다. 중국 연

안에는 발해만에서 기원하여 중국 연안을 따라 동중국해로 남하하는 저온 저염분의 중

국 연안류가 있다(그림 6). 겨울철에 장강 희석수는 절강성연안을 따라 남하한다. 이러

한 황해에서의 해류 흐름 양상에 따라 동중국해 및 쿠로시오 수역에 서식하는 난수종이 

유입되기도 하고 냉수종들이 남하하기도 하여 황해의 계절에 따른 생태계 변동을 일으킨다.

황해에서의 수온분포는 겨울철에 3 - 15℃, 여름철에 24 - 27℃분포로 겨울철에 북

쪽과 남쪽, 연안과 중앙수역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염분 분포는 북쪽에서는 

30.0psu, 남동쪽에서는 34.0psu로 남동쪽에서 고온 고염의 해수 유입특성을 보인다.

<그림 4> 쿠로시오 해류의 흐름도(Cho,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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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동중국해의 순환 패턴
(a) Nitani 안(1972)                (b) Bendsly 등의 안(1985)

<그림 6> 황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해류 순환 양상(Lin 등, 2002)
(a) 5 - 10월                             (B) 11 –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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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해에서의 해수 교환 속도

강이나 대기를 통하여 육지로부터 바다로 유입된 오염 물질이 그 해역에 얼마나 오랫

동안 남아 있는지를 아는 것은 오염 물질의 거동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때에 

유입된 오염 물질이 보존성인지 비보존성인지에 따라 분해정도가 다를 것이며, 그 오염 

물질을 받아들인 수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수역에 체류하는지 또는 그 해역에서 어느 

속도로 외부로 유출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오염물질의 순환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다. 

황해에서 해수의 체류시간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박과 최(1993)는 황해의 염분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체류시간을 5 - 10년으로 추정하였으며 최(1998)는 기상용 순환 모델

을 이용하여 해수 체류시간이 봄에는 5년 겨울에는 0.8년 이 걸리는 것을 기초로 평균 

체류시간을 2.3년으로 평가하였다. Chung 등(1999)은 용존 무기 영양염의 수지를 박스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체류시간을 8년으로 계산하였다. Lee등 (1999)은 박스 

모델을 이용하여 염분의 수지를 계산한 결과 체류시간이 5 - 6년 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Lee 등(2002)은 박스 모델을 이용한 황해와 발해의 염분 수지를 평가한 결과 발해에

서의 체류시간은 황해보다 두 배나 긴 것으로 평가하였다. Choi(1998)는 발해에서의 

체류시간을 9.5년으로 보았다. 황해의 체류시간은 발해나 황해의 교환 속도보다 주로 

황해와 동중국해의 해수 교환 속도에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등 2002). 

Two-layer model을 이용한 황해에서의 체류시간은 다소 짧아져 4 - 5년으로 줄었다. 

장강에 삼협댐이 건설되어, 장강 배출수량이 10%정도 감소되면 체류 시간이 10%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황해에서의 해수의 체류시간은 5 - 10년 정도로 

보고 있으나 수량이 감소되어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오염물질의 축적이 많아져 더 오염

될 확률이 높아진다.

4) 황해의 해수질

황해에서 1998년 5월에 조사된 자료 (Liu 등 1999)에 의하면 황해에서 염분 분포는 

25 - 33.5 psu 분포로 장강 하구역에서 가장 낮고 제주도 서부수역과 황해 중앙 수역

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계에는 장강 배출수의 증가로 장강 배출수가 제주도 부근

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황해 남부 수역을 포함한 황해 전역은 이보다 낮은 32psu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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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염분을 보이고, 동계는 북서 계절풍에 의한 강한 증발과 담수 배출의 감소로 보다 

높은 염분 32 - 34 psu 분포를 보인다(Lee 등, 1998).

황해의 부유입자(SS) 분포는 5월에 0.7 - 21.7 mg/l 분포로 장강 하구역과 한국 연

안에서 높게 나타나고, 중앙수역은 특히 낮은 농도를 보인다. 질소계 영양염인 암모니

아 분포는 0.18 - 3.33 uM 분포로 장강 하구역이 중앙수역보다 2 - 5배 높고, 질산염

은 0.02 - 19.2 uM 분포로 암모니아 분포 양상과 유사하다. 총 질소 분포는 

5.19-39.8 uM 분포로 장강 하구역이 높고 중앙 수역이 낮다. 총 질소 분포를 우리나라 

수질 등급으로 구분하면 황해 중앙 수역이 1 -2 등급 수질이고, 장강 하구역과 연안 

수역은 3등급 이상의 수질을 보이고 있다. 춘하추계의 표층의 총 질소는 3 - 5 uM 

이하로 낮은 농도를 보이나 겨울철에는 평균 5 uM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2- 3 등급의 

수질을 보인다. Chung 등(1999)의 자료에 의하면 무기인산염 분포는 표층 평균 0.12 

- 0.40  uM 분포로 1 - 2 등급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저층은 0.44 - 0.93 uM 분포

로 2-3 등급의 수질을 보인다. 1998년 5월의 총 인 분포는 0.82 - 2.51 uM 분포로 

대부분 3등급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특히 장강 하구역은 높은 인의 농도를 보인다. 규

산염의 분포는 0.05 - 40 uM 분포로 장강 하구역에서 높고 중앙 수역에서 낮게 나타

나고 있다. 계절별로는 동계와 하계에 높고 춘계와 추계에 낮다. 이는 동계에는 저층에

서의 공급, 하계에는 담수의 유입에 의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춘계와 추계에는 식물플

랑크톤 규조류의 대량 이용으로 감소되어 나타난다. 

황해에서 Liu(2003)에 의해 발표된 질산염(NO3), 암모니아(NH4), 총용존질소

(TDN), 총질소(TN), 인산염(PO4), 총용존인(TDP), 규산염(SiO3)의 평균농도 분포는 

아래와 같이 중국 강소성연안과 장강하구쪽에서 높은 농도를 보인다(그림 7). 황해에서

의 1980년부터 2000년대까지 질산염(Nitrate)의 구역별 장기변동상황은 2000년대 들

어 큰 증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8). 황해에서 1984 - 2000년까지 측정된 용존

무기질소농도는 약 2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1976 - 2000년까지 측정된 인산염과 

규산염 농도는 각각 4배, 2배 이상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N/P는 6:1에서 16:1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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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에서의 영양염 수직 분포는 계절에 따라 다르다. 동계와 초봄에는 수괴의 혼합에 

의해 영양염의 수직 분포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질산염의 경우 표층 평균 5.18 uM, 

저층 평균 5.52 uM 으로 인산염의 경우 표층 평균 0.40uM, 저층 평균 0.45uM 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Chung 등, 1999). 그러나 하계의 표층 질산염 평균 농도는 

2.23uM, 저층의 질산염 평균 농도는 5.35uM이다. 추계의 경우는 표층 질산염 농도는 

0.94uM, 저층 질산염 농도는 5.00 uM 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인삼염의 경우도 하계(8

월) 표층 인산염 농도는 0.15 

<그림 7> 황해 전체 수층의 NO3-(a), NH4(b), TDN(c), TN(d), PO4(e), TDP(f), SiO3(h)의 
평균분포(Liu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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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황해에서 1982 - 2004 사이의 질산염의 구역별 농도 변화 (Quan, 2007)

<그림 9> 황해에서 영양염 및 N/P 비의 장기변동경향(Qu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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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 저층의 인산염 농도는 0.44 uM이다. 추계의 (10월)의 표층 인산염 농도는 0.33 

uM 이며, 저층의 인산염 평균 농도는 0.93uM 로 표층과 저층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Chung 등, 1999). 이와 같은 요인은 4월부터 덥혀진 표층수와 10 - 20m 이심의 저층 

냉수 사이에 강한 수온 약층이 형성되어 저층에서 표층으로 영양염 공급이 안 되고, 

표층에서 영양염이 식물플랑크톤에 의해 이용되기 때문에 표층에 5월부터 10월까지 

영양염이 결핍되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이 시기에 황해 표층에 출현하는 식물플랑크톤은 

영양염을 소량으로 필요로 하는 미소플랑크톤이 주를 이루고, 수온 약층아래는 영양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대형 저서 규조류 들이 많이 나타난다.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영양염의 제한 요인을 평가할 때 쓰이는 N/P 비는 평균 32:1로 

황해 중앙 수역과 제주도 부근 수역에서 낮고, 한국과 중국연안 수역에서 높다. 특히 

장강 하구역에서 때로 170:1로 N이 P에 비해 다량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iu, 1999). Si/P의 비도 북쪽해역과 중앙해역에서는 40-120:1 이나 장강 하구역에

서는 200:1 증가되어 장강을 통해 규산염 계통의 물질이 대량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자료에서는 장강에 많은 댐이 만들어지면서 토사의 배출이 감소되어 하구역과 

해수에서 규산염의 농도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로인해 장강하구역에 

규조류 대신 와편모류가 대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있다.

황해에서 1992년 측정된 식물플랑크톤의 엽록소 a는 5월에 0.14 - 5.12 mg․m-3 의 

분포를 보였고, 초가을에 0.43 - 17.13 mg․m-3 의 분포와 10월에 0.18 - 2.93 mg․
m-3의 분포를 보였다. 춘계조사시기가 식물플랑크톤의 대증식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춘계에 엽록소 a 농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추계 대증식은 9월 중순경으로 나타나고 

엽록소 a 농도가 부영양화 된 연안 수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에 내만조사가 포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강 하구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만과 중국의 교주만에서 

식물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만들을 포함할 경우 지역에 따라 

엽록소 a 농도는 20 mg․ m-3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황해 중앙 수역의 

경우는 대부분 1.0 mg․m-3 이하의 낮은 엽록소 a 농도를 연중 보이고 있다. 

한국의 서해수산 연구소와 중국 외해 환경 모니터링 센터의 1997년부터 수행해온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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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공동 연구 자료 (Heo and Kim, 2005)에 의하면 8년간 질산염의 평균 농도는 2 

uM 이었으나 2003년에는 8uM로 전해역이 4배 증가하여 나타나며, 암모니아의 8년간 

평균 농도는 1.93 uM, 인산염의 평균 농도는 0.35 uM, 규산염의 평균 농도는 5.65 

uM 이었고, 2004년에는 7.65 uM을 보였다. 대체로 중국과 한국 연안수에서 높았고 

특히 중국 측 연안에서 높았다. 황해 중앙 수역의 영양염 농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용존 무기 질소의 총 평균 농도는 4.18 uM로서 우리나라 수질 등급으로 1등급에 해당

된다. 인산염의 농도 또한 우리나라 수질 등급 1등급에 해당된다. Liu 등(1999)과 

Chung 등(1999)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서해수산연구소의 영양염 조사 자료가 다소 낮은 

편이나 이는 조사 해역이 연안에서 다소 떨어진 외해역에서 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황해의 용존 영양염 분포는 내만과 연안역은 3등급 또는 3등급 

이상의 부영양화 상태를 보이나 외해수역 및 중앙수역은 1등급 이하의 영양염 분포를 

보이고 있다. 

황해에서 정밀하게 측정된 중금속 농도는 많지 않다. 여기서는 청정상태에서 측정한 

Kim 등(2002)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Kim 등에 의해 황해 우리나라 수역에서 

2월과 8월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2월의 용존 중금속 평균 농도는 Co 0.010 ug/l, 

Ni 0.52 ug/l, Cu 0.69 ug/l, Zn 0.43ug/l, Cd 0.030 ug/l, Pb 0.018 g/l 로 모두 

기준 농도 이하로 나타났으며, 8월 조사된 농도도 Co 0.012ug/l, Ni 0.35 ug/l, Cu 

0.51 ug/l, Zn 0.16ug/l, Cd 0.023 ug/l, Pb 0.048g/l 로 겨울철에 다소 높지만 모두 

기준 농도 이하였다. 용존 Co는 계절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대부분 0.10 ug/l 

이하의 분포를 보였으나 연안쪽과 황해 중앙 수역에서 다소 높았다. 용존 Cu는 0.23 

- 1.72 ug/l 분포로 금강 하구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장강 유입수역 근처에서 다소 증가

하였다. 용존 Cd 농도는 0.012 - 0.057 ug/l 분포로 황해 중앙 수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용존 Zn 농도는 0.06 - 1.80 ug/l 분포로 겨울철에 여름철 보다 2배 정도 

높고 경기만 부근에서 다소 높았다. 용존 Pb 는 0.006 - 0.2909 ug/l 분포로 여름철

이 겨울철보다 3배 정도 높았고, 황해 중앙 수역의 북부에서 다소 높았다. 1997년부터 

한, 중 환경 공동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해수중의 중금속 평균 농도 As 1.83 ± 0.65 

ug/l, Cd 0.05 ± 0.03 ug/l, Cu 1.19 ± 0.60 ug/l, Pb 0.31 ± 0.30 ug/l, 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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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 ± 0.014 ug/l, Zn 4.43 ± 2.41 ug/l 로 Kim 등(2002)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Cd, Cu, Pb, Zn 모두 높게 나와 실제 최근의 중금속 오염에 의한 높은 경향인지 측정

상의 차이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수질 환경 기준에서 수은(Hg)은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 으로 정해져 

있으나 미국의 경우 무기수은에 대한 급성독성 영향을 고려한 수질 기준은 담수와 해수

에서 각각 2.4 ug/l 와 2.1 ug/l 이며 만성적 영향을 고려한 수질 기준은 담수와 해수에서 

각각 0.012 ug/l 와 0.025 ug/l 으로 서해수산 연구소에서 조사된 수은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상과 같이 한, 중 환경 공동 조사 자료가 Kim 등(2002)의 조사 자료에 비해 높게 

나왔어도 황해에서 용존 중금속 농도는 우리나라 법정 기준 농도 이하로 나타났다.

2. 황해의 오염 현황

중국의 황해연안과 발해주변에 거주하는 인구는 중국전체 인구의 27.1%인 3억3천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국전체 공업생산의 42.9%가 황해와 발해 주변 공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Wu, 2000). 여기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0%가 황해로 

유입되는 강과 하천을 이용하고 있다면 황해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3억7천만 명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이 인구로부터 배출되는 생활오수는 연간 19억 톤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용수는 10억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오폐수는 폐수처리와 하수처리

과정을 거쳐 강으로 유입되지만 한국과 중국 모두 3차 처리까지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처리시설의 미비로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강을 통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를 통하여 황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또한 적지 않다. 황해로 유입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매년 봄에 발생하는 황사나 겨울철에 북서계절풍에 의해 운반된다. 이러한 강과 

대기를 통하여 황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는 각종 영양염, 중금속, 유기오염물질등과 

육상쓰레기, 유기물질, 유분성분 등 다양하다. 이러한 오염물질의 대량유입은 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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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매년 적조를 발생시키고 있다. 여기서는 황해로 유입되는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소개와 황해오염실태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배출현황

2006년 중국연안에서 해양으로 배출되는 오염수 배출구 중 조사된 수의 81.4%는 오염

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였다. 주요초과 오염물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인산염, 

암모니아질소, 기름, 대장균류등이다. 발해연안 오폐수 배출구의 초과배출율이 가장 높아 

90.4%에 달하고, 황해는 77.3%, 동중국해는 79.4%, 남중국해는 88.2%에 달하였다. 

산동성과 상해시의 오폐수 배출구는 90%이상이 초과 배출하여, 황해와 장강연안을 

오염시켰다. 

2006년 해양에 유입되는 중국의 오폐수 배출구 하수량은 약 387억톤이다. 이중 발해에 

12.5%, 황해 51.1%, 동중국해에 9.1% 남중국해에 27.3%가 배출되었다. 2006년 오폐수 

배출구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은 1,298만톤으로 COD는 638만톤으로 49.2%를 

차지하였다. 

부유물질 598만톤, 암모니아 질수 18만톤, 인산염 4만톤, BOD 17만톤, 기름 10만톤, 

중금속 4.6만톤, 페놀, 시안화물질, 니트로벤젠, 크롬, 황화물질이 8.4만톤이었다.

2) 영양염 유입

1997년 중국전역에서 사용한 질소비료는 2,100만 톤, 인산비료는 798만 톤이었다. 

이 중 일부는 강우에 의해 강으로 유입되고 일부는 바람에 의해 대기로 운반되어 바다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Chung등(1999)은 장강을 제외한 강을 통한 황해로 유입된 

총 질소의 양을 연간 299,000 톤으로 추정하였고, 인산염은 6,820 톤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장강유출수의 50% 정도가 황해로 유입된다고 보면, 장강에서의 배출되는 

총 질소의 양을 626,000 톤으로 계산한 Chung 등(1999)의 자료를 이용하면 강을 통해 

황해로 유입되는 총 질소는 연간 612,000 톤으로 추산된다. 인산염 또한 장강을 통하여 

2004년에 46,658 톤이 유입(SOA, 2004)되었으므로 강을 통해 황해로 유입된 인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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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많은 영양염이 장강 하구역과 황해 하구역 

등을 통하여 황해와 발해로 유입되므로 이들 하구역과 연안 해역은 항상 부영양화 되어 

적조가 대량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목포, 군산, 인천 연안도 0.210 

- 0.847㎎/ℓ 분포로 수질등급 3등급 이상의 부영양화 상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쪽 

압록강 하구에서 측정된 질산염 농도는 270 - 410 uM 농도를 보이고 있어 압록강 수역도 

높은 부영양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Chung 등(1999)에 의해 추정된 대기를 통한 황해로 

유입된 총 질소는 337,000 톤, 인은 4,650 톤으로 대기를 통하여도 영양염이 적지 않게 

유입되고 있다. 강과 대기를 통하여 매년 황해로 유입되는 영양염은 총 질소 949,000 톤, 

인산염 5만 톤 규모로 상당히 많은 양이 황해로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도 

Quan(2007)에 의해 발표된 중국과 한국의 주요강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농도는 표5와 

표6과 같다.

3) 유기물 유입

2004년도 장강에서 바다로 유입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780만 톤으로 보고

되었다(SOA, 2004). 이는 중국 주요 강에서 바다로 유입된 총 COD의 71%로 장강이 

가장 중요한 오염원임을 알 수 있다. 장강을 포함한 황해의 강을 통하여 황해로 유입되는 

COD는 연간 48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 대부분 하구역이 유기물 오염 

3등급 이상의 수질을 보이고 있다. 황해 중앙 수역의 COD는 0.5 - 0.9 mg/l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군산, 인천, 목포는 1.75 - 2.17 mg/l 분포로 2 - 3 등급의 수질을 

보이고 있고, 중국 천진, 칭다오, 상해연안해역은 우리나라 수질 등급 3등급 이상의 

수질을 보인다. 

4) 중금속 유입

강을 통해 황해로 유입되는 용존 중금속은 장강을 제외하였을 경우는 구리 141 - 167톤, 

카드미윰 0.62-0.84 톤, 납 15.7-17 톤이나(Lee와 Choi, 2002), 장강수의 50%가 

유입되었을 경우 구리는 연간 670 - 802 톤, 카드미윰 1.0 - 1.6톤, 납 40.1 - 40.3톤이 

유입된다(. 대기를 통하여 황해로 유입되는 용존 중금속은 매년 구리 300 톤, 카드미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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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톤, 납 756톤으로 카드미윰과 납은 강보다 대기로 훨씬 많은 양이 유입되고 있다. 

대기에 의한 중금속의 황해 유입은 주로 황사와 북서계절풍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 

Al, Fe, Ca, Co, Mn 같은 이온들은 주로 황사에 의해 봄에 황해로 유입되고 Cu, Zn, 

Cd, Pb 같은 유해성 중금속들은 중국대륙의 대기 중금속 오염도가 높은 겨울에 북서풍에 

의해 황해로 운반되어 해수에 용존 된다(Lee와 Choi, 2002). 2004년도 중국의 강에서 

바다로 유입된 총 중금속은 3만 톤으로 장강에 의해 20,222 톤이 바다로 유입되었다. 

강을 통해 황해로 유입된 중금속은 15,000 톤 정도로 추산되고, 이 양은 황해 전체 수괴로 

보아 많지 않은 양이고, 이로 인해 황해 연안의 중금속 분포는 대부분 기준치 이하다.

5) 유기 오염물질의 유입

지속성 유기 오염물질은 육상에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방출되어 하수와 대기를 통하여 

바다로 유입되어 서식 생물의 체내에 축척되기 시작하여 먹이연쇄를 통하여 인간에 

전달되면 신경전달 장애물질, 발암물질, 돌연변이 물질로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로 일부 유기 오염물질은 이미 오래전에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잔류물질로서 계속 

검출되고 있다. 

중국에서 유기염소계 농약의 사용은 60년대에 시작되어 1970년대에 최고에 달한 후 

1983년에 중지되었다(해양수산부, 2000). 1983년 이전 하구역으로 유입된 유기염소계 

농약은 매년 최고 1,200 톤까지 되었다(Xu, 1992).

황해에서의 유기 오염물질의 분포를 보면 방향족탄화수소(PAH)의 총량은 서해 조간대 

해수에서 0.36 - 2.01 ug/l 로 오염 안 된 해수 기준 0.1 ug/l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수역이 방향족탄화수소의 주원인인 화석연료나 유기물이 풍부한 물질의 연소가 

활발히 일어나는 수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퇴적물 내의 PAH의 총 농도는 <표 6>

에서 보듯이 발해는 퇴적물 내 20 - 5,734 ng/gdw, 인천 북항 564 ng/gdw, 인천 

남항 242 ng/gdw, 아산만 152 -192 ng/gdw, 인천해역 9 - 14 ng/gdw, 인천 외해역 

9 - 170 ng/gdw, 황해 1 - 320.5 ng/gdw 등으로 발해와 인천북항, 인천해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발트해 연안 퇴적물에서 PAH 총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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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1,900 ng/gdw와 비교하면 발해만은 이보다 더 오염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인천의 

일부해역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해양수산부, 2003). 황해로 유입되는 PAH는 166 

ug/m2/yr(Yang등, 1999)로 연간 총 67,0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유기 오염물질 중 산업제품에 많이 사용하고 잔류성이 강하여 먹이사슬을 통하여 

농축되는 PCB의 해수중 용존농도는 서해안에서 1.65 - 3.92 ug/l 로 발표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 2003). 우리나라 갯벌에서의 PCB 농도는 1.19 - 2.18 ng/gdw이나 퇴적물의 

PCB오염기준인 5 ng/gdw을 초과하는 12.08 ng/gdw가 인천 만석부두 갯벌에서 측정된 

바 있고, 부산만 3.85 - 46.57 ng/gdw, 울산만 1.16 - 138.60 ng/gdw의 높은 양이 

검출된 바 있다(해양수산부, 2003)

중국의 황해나 발해에서 측정된 PCB는 0.1 - 14.9 ng/gdw(Ma 등, 2001), 장강 

하구에서 3.0 - 9.5(7.1) ng/gdw(Wu 등, 1999)로 측정되었다. 이 값도 미국 태평양 

연안에서 측정된 0.1 - 2,000ng/gdw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이는 중국에서 PCB의 

산업용 사용이 많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의 유기화학 산업이 급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황해 퇴적물에서 유기염소계 물질인 HCH와 DDT의 퇴적물 내 농도를 보면 우리나라 

서해 갯벌에서 DDT 총량은 0.04 - 0.62 ng/gdw(해양수산부, 2003)으로 미국 

NOAA의 퇴적물 오염기준치보다 낮으나 경기만 일부 퇴적물에서는 ND - 8.59 

ng/gdw까지 검출된 바 있다. 장강 하구의 DDT 총량은 0.1 - 0.2 ng/gdw이나 황해와 

발해에서 측정된 DDT 농도는 0.37 - 1,417.08 ng/gdw로 평균 177.52 ng/gdw(Ma 등, 

2001)을 보여 발해가 크게 오염되었음을 보여준다. HCH 총량은 서해 갯벌에서 0.39 

- 1.62 ng/gdw, 경기만에서 0.15 - 1.2 ng/gdw, 시화 오이도 갯벌에서는 13.83 

ng/gdw 가 검출되어 크게 오염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장강 하구는 0.4 - 0.7 

ng/gdw를 보이고 있어 중국에서의 유기염소계 농약 중 HCH 사용은 오래전에 중단되어 

그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의 유기오염물질은 PAH와 PCB, DDT가 발해나 장강 하구역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중 PAH와 DDT는 발해 퇴적물에 많이 농축되어 있고, 장강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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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에는 PCB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천항, 시화 오이도 등의 갯벌에 

비교적 많이 농축되어 있다. 

6) 황해에서의 기름유출사고와 유분농도

최근 10년간 한국 서해에서의 기름 유출사고는 총 1,019건으로 연평균 100건이 넘고 

있다(해양경찰청 자료). 10년간 총 1,652㎘가 유출되어 매년 평균 165.2㎘ 씩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 유출사고는 대부분 선박사고로 인한 유출로 매년 75 - 132건이 발생하여 

58 - 523㎘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총 315건, 태안 

237건, 군산 165건, 목포 285건으로 인천 해역에서 가장 많은 유출사고가 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유출사고는 군산해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 전체 유출량의 50%가 넘는 

862㎘가 유출되었다. 2007년 12월 7일 오전 서해태안 앞 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프

리트호가 바지선에 충돌해 원유 12,000㎘가 바다로 유출되는 대형기름 유출사건이 

일어나 서해안 일대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006년까지 중국의 해상 유전은 39개소로 해수에 버려지는 기름찌꺼기는 1년에 1억 

526만톤, 바다에 버려지는 유정뻘흙은 81,371톤, 바다에 버려지는 굴착찌꺼기는 년간 

약 46,439톤이다. 발해와 황해에는 16개소의 해저유전이 있고 2004년도에 여기서 394

만 톤의 기름이 포함된 해수가 바다로 배출되고, 7,410 톤의 유정뻘흙이 황해와 발해로 

유출되었다. 2006년도에 발해와 황해 16개 유정에서 994만톤의 기름찌꺼기가 방출되고 

유정뻘흙이 25,690톤이 배출되었다. 강에서 황해로 유입된 기름은 2004년에 14,000 톤 

정도였다. 한․중 공동조사(2005)에 의한 황해에서의 유분농도는 0.010 - 0.410 mg/l 

분포로 평균 0.25 mg/l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요령성 연안의 유분농도는 0.150 mg/l, 

산동성 연안은 0.090 mg/l, 상해 연안의 유분농도는 0.060 mg/l로 중국기준치를 넘고 있다.

7) 황해에서의 해양투기(Ocean Dumping)

중국에서 바다에 투기(Ocean Dumping)하는 장소는 2006년 총 105개소로 전년에 비해 

17개소가 증가하였다. 연간 17073만m3에 이른다. 이 중 황해와 발해, 상해 앞바다에 투기

장소가 44개 장소가 있으며 이곳에 매년 1억m3 규모의 석탄재 및 준설물질이 투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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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해양 투기 총량은 연간 800만 - 900만 톤 수준으로 이 중 군산에서 

200km 떨어진 서해 병해역에 투기되는 양은 연간 240만 톤 규모로 1988년부터 2004

년까지 투기된 총량은 2,700만 톤에 이른다.  

서해병해역의 현재 수질상태는 COD 1.0 - 1.6 mg/l, 총 질소 60 - 163 ug/l 범위로 

수질등급 2,3등급을 보이고 있으며, 유기물 분해로 생긴 영양염 증가로 매년 봄이면 

대증식(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황해의 해수 체류시간을 5 - 1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유기 물질이 황해 중앙 수역에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면 황해의 중앙수역이 

부영양화 될 가능성 있다. 총질소가 1999년에 비해 약 2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러한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다

8) 황해에서의 해양폐기물(쓰레기)

한국에서 연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약 10만 톤 규모로 하천유입이 30%인 3만 톤, 

해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22,000 톤, 선박기인 17,000 톤, 어업기인 38,300 톤으로 

어업에 의해 발생하는 쓰레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최근의 중국의 어업증가와 어선증가, 해안이용 증가, 하천유입쓰레기 증가 등

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까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이다.

지난 5년간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총 68만 톤으로 이중 

서해에서 수거한 총량은 171,429 톤이다.

해양쓰레기의 주요 종류는 폐어망으로 대부분의 어장이 폐어망 및 비닐쓰레기로 바닥

이 덮여 해저의 산소순환이 잘 안되어 산란장 및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9) 황해의 적조상황

바다의 유기물 오염 및 영양염 증가로 부영양화 될 경우 일어나는 현상이 적조로, 적조는 

수괴의 물리적 특성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연안 수역의 오염

이나 부영양화로 소수의 플랑크톤이 대량 증가하여 생기며, 생태계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적조 원인 생물 중 유해조류가 대량 증가할 시 그 수역에 서식하는 어패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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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명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다.

황해와 발해에서 발생한 적조는 최근 5년간 98건으로 2000년 이전보다 2배 이상 증

가하였고, 발생면적도 2000년에는 2,800km2 규모였으나 2010년에 7,340km2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발해의 경우는 발생면적이 3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발생 

종류도 유해성 조류인 Karenia mikimotoi와 Phaeocystis에 의한 적조가 일어나 그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장강 하구역을 포함한 동중국해에도 최근 5년간 200건이 

넘는 적조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장강하구역의 적조 발생면적이 2000년

에 7,800km2에서 2010년에는 17,880km2로 크게 확대되어 그 증가 상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중국의 전 해역의 적조 횟수는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발생면적은 감소하였다. 

2006년 발해의 적조 발생횟수는 11회로 2,980km2에 달하였고, 주로 6월에 발생하였으며 

10월 중순에 천진과 황하 부근 해역에서 대규모 적조가 발생하였다. 황해에서는 2006년 

2번의 적조 발생이 있었고 면적은 420km2에 달해 2005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한국과 중국에서 1972년부터 2004년까지 연안수역에서 발생한 유해적조의 수는 

그림과 같다

한국과 중국의 연안수에서 1972-2004 사이의 적조의 빈도(Qu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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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서해쪽 적조는 지난 10년간 49건으로 주로 무해성 적조인 돌말류나 야광

충에 의해 일어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나 1999년 군산연안에 유해적조생물인 

Cochlodinium 적조가 발생하였고, Gymnodinium 종류와 Heterosigma에 의한 적조가 

일어나고 있어 이들에 의한 적조가 대량 발생할 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황해 발해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및 연구 상황

1) 대책

현재 황해 오염의 주 원인은 한국과 중국의 산업화에 따라 도시 인구 증가와 연안 

지역의 개발로 증가한 육상 오염 물질이 대기와 강을 통하여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이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육상에서 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대기를 

통하여 바다로 유입된 오염 물질도 그 오염 원인은 육상 오염에 있으므로 육상의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 기초 시설이 대규모로 건설 되어야 한다. 중국 

당국이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

고 노력하였으나 황해에 유입되는 대기 물질은 북경만이 아니라 중국 서부 내륙과 동북

부, 몽고 등지에서도 유입되기 때문에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

러나 중국 전체를 통하여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

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중국의 대기 오염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한국, 일본, 

북한이 중국에 대기 오염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황해 오염의 60% 

이상이 강과 하천을 통하여 대규모로 유입되는 수질 오염 물질에 의한다. 중국 대도시

의 인구 증가와 공장 증가는 도시 생활 오수와 공장 폐수의 양을 증가시켜 여기에서 

유입되는 대규모의 유기물질, 영양물질, 중금속 물질, 유류성분, 유기오염 물질 등이 

황해를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물질을 도시에서부터 처리 할 수 있는 하수 

처리시설, 폐수 처리 시설의 건설이 시급하고, 농촌에서 사용하는 비료에 의한 영양염 

오염은 중국 전 연안을 부영양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점 오염 

물질 배출을 함께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하수 처리 및 오폐수 처리 공법이 시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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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어야 한다. 황해 오염원 중 육상기인 오염 외에도 바다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오

염도 상당히 있다. 즉 발해와 황해에 건설된 해저 유정에서 배출되는 기름 유출과 선박

에서의 기름 유출이 황해를 기름에 오염된 바다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름 유출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유출된 기름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

빠르게 오염되어가고 있는 황해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국제적

인 연대가 필요하다. 황해가 중국, 한국, 북한으로 둘러싸인 국제적인 수역이고 일본이 

그 영향을 일부 받고 있으므로 황해 환경 보존을 위한 한, 중, 일, 북 네 나라의 황해 

환경 보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각국에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

술 제공과 정책을 제공하고 해당국에 환경 기초시설의 설치와 오염 규제를 강력히 요구

하여야 한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황해 중앙 수역에서의 해양 투기는 황해의 청정 수역을 오염 시키

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만큼 이의 타당성을 국제적으로 평가하여 황해 환경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국제적인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해양 투기에 대한 

런던협약 정신과도 일치하는 만큼 황해 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할 사항이다.

2) 황해 환경 관련 국제 공동 조사 및 연구 사항

1992 - 1997 황해 환경 국제 공동 연구. 황해 Atlas 제작(인하대학교, 중국 과

학원 해양연구소)

1997 - 현재 한, 중 황해 환경 공동 연구(국립수산 과학원 서해수산 연구소, 중

국 국가 환경 보호 총국-중국 과학원

1997 - 2000 Ecosystem dynamics in the Bohai sea ( 중국 자연과학 기금)

The  Bohai sea Ecosystem Analysis and Modelling (China-Germany)

2005 -  2008 Yellow Sea Large Marin Ecosystem

해양 환경(오염), 해양생태, 해양생물 다양성, 해역 관리, 수산 연구를 통한 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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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보존과 생물자원 관리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

1961 - 현재 서해 정선관측(국립수산 과학원)

1996-2002 황해 오염 특성 조사연구(한국해양연구원)

2003 이어도 황해 관측 plat form 설치 및 운영

1996 - 2001 Korean YS LME(KORDI)

1997 - 2010 한,중 황해 공동연구(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중국환경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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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황해 생태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토바이 사다요시
세계자연보호기금 일본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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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한·중 황해 공동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권재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책임연구원

우리가 서해라고 부르는 황해는 서태평양의 북서부에 위치하며, 우리나라와 중국대륙

으로 둘러싸여 있다. 일반적으로 황해의 북쪽은 발해만과 산동반도를 잇는 선과 남쪽으

로는 제주도와 중국 양자강을 잇는 선으로 동중국해와 구분을 짓는다. 황해의 크기는 

남북으로 약 1,000km, 동서로는 700km이며 평균수심이 44m로 전 해역이 100m이하

의 얕은 수심으로 거대한 대륙붕으로 이뤄져있다. 지난 마지막 빙하기에 황해는 육지였

으며, 이후 간빙기에 점차 높아진 해수면으로 다시 바다가 되었다. 항상 누렇게 흐려져 

있어 생겨진 황해는 중국 황하강에서 다량으로 유출되는 황색의 점토에 기인한다. 우리

나라 해안을 낀 황해의 동쪽 해안선은 리아스식 해안과 수많은 섬으로 인해 복잡한 해

안선이나, 서쪽인 중국측 연안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해안선을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황해를 통한 교역은 잘 알려져 있으며,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인해 세계적인 어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끼고 가꿔야 할 자원이기도 하다. 한중의 해양과학 공동연구는 

양국이 접한 이 황해의 바른 이해를 위한 공통의 관심사에부터 출발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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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 한중 해양과학기술 협력의 역사

한중 해양과학의 본격적인 태동은 1992년 한중중교 이후, 1994년 10월 대한민국 과

학기술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국과의 “해양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의 체결로부

터 시작하는 것이 공식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양과학의 민간 교류는 한중수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9월말 인하대학교에서는 중국과학원해양연구소와 

한국해양연구소(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제1

회 국제황해 심포지움(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marine sciences of the 

Yellow Sea)을 개최하였다. 이 국제황해 심포지움은 3~4년 주기로 한중 양국에서 교

차로 개최되고 있으며, 국제황해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Yellow Sea 

Research)를 결성하였다. 최근 2015년 5월 한중센터 20주년 기념식의 일환으로 공동

개최된 제 8차 국제황해 심포지움은 한중 양국의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약 60여명의 전

문가가 “황해와 동중국해 해양순환”, “황해와 동중국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황해와 

동중국해 환경영향” 등 주제와 관련된 황해, 동중국해 및 부근해역의 해양생물, 해양지질, 

물리해양, 해양화학, 해양생태, 해양환경보전 등의 분야에 대한 24개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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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위성으로 관측된 황·동중국해 해색(Ocean Color)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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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본격적인 한중 해양과학기술의 협력은 1995년 5월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이하 

한중센터)의 설립으로 출발한다. 양국정부는 1994년 10월 한중 정부부처간의 “해양과

학기술 협력 양해각서”의 체결에 따라, 한중센터를 양국 정부에서 육성, 지원하는 해양

협력 추진기구로서 중국 청도소재 중국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 내에 설립하였다. 한

중센터는 한중 양국의 해양분야 교류와 협력의 “교량” 및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해양

과학기술 및 관리 수준의 공동제고와 해양환경보전,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

용 촉진에 임무를 맡게 되었다. 또한, 정부간의 협력채널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해양 정책·정보의 생산 및 보급 그리고, 한중 공동협력연구의 개발 및 추진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정부간 회의 및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현판식 사진

양국은 한중센터를 통해 해양정책, 해양환경, 해양자원 및 산업분야, 극지분야, 해양

정보 및 자료교환, 기타 공통관심분야 등 6개 분야에 걸쳐 거의 전해양 부분에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 60여개의 해양과학 기술 협력사업을 지원하여 해양과학기술발전

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한중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핵심 연구사업은 1) 황해해수순환동역학협력연구(1997-1999), 2) 황해 퇴적동역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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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경 협력연구(1998-2004), 3) 황해/동중국해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구축 기반, 공통

기술 개발 협력(2011-2017), 4) 한중 핵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시스템 개발 협력 연구

(2011-2017), 5) 황해냉수대 해역생태조사연구(2009-2014) 등 들 수 있다. 

한중해양과학기술 주요 협력분야

1995년부터 한중센터를 주축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중해양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여러 해양관련 기관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비롯하여, 매년 120여명의 과학자간 상호 방

문 및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구사업을 기반으로 한중센터를 통해 다양한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해양과학기술분야의 공동관심분야에 있어 한중 해양과

학자간의 교류를 촉진하였다. 매년 개최되는 대형, 중장기 한중 공동학술회의는 5회 이

상이며, 2015년 현재까지 총 65차례의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한중센터 지원으로 출

판된 국제학술지 연구논문은 현재 37편(SCI 5편, SCIE 32편)이다. 한편, 2013년 한중 

정상회담시 양국은 해양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공동선언하고, 이를 위해 “해양과학기

술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하여 기후변화 및 해양예보시스템, 해양에너지, 해양수자원, 

해양생물자원 및 생명공학 등 협력분야의 확대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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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중 정상회담 관련 사진

한중센터 대표적 연구사업 소개

1) 황해 해수순환 동역학 협력연구 (1997-1999)

: 중국 제1해양연구소 탕육상 박사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흥재 박사가 공동연구책

임자였던 본 사업은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한 첫 번째 대형 해양부분 협력연구사업

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해양조사선을 활용한 6차례의 공동조사(해류관측, CTD, 생지화

학 요소 등)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공동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최초로 황해 해수순환의 

동역학 구조를 규명하였고, 황해 중간층에 존재하는 냉수괴 현상 발견하였다. 2000년 

중국 국가해양국 과학기술진보상 1등상 수상 과제이다.

2) 황해 퇴적동역학 및 고환경 협력연구 (1998-2004)

: 중국 제1해양연구소 석학법 박사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희일 박사가 같이 이끈 

위 연구사업은 첫 번째 해양지질 협력사업으로 황해 퇴적물 유형분포도(1:100만)를 작

성하고, 남황해 니사퇴적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수행 및 회리형 와류 역학에 따른 

니사의 퇴적과정 및 시스템을 규명하였다. 이사업은 2005년 중국 국가해양국 해양혁신

성과창출 2등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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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해냉수대 해역생태조사연구 (2009-2014)

: 중국 제1해양연구소 왕종령 박사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박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이 연구사업은 황해냉수괴에 대한 물리, 생지화학적 관측을 기반으로 황해 냉수괴해역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황해 냉수괴해역의 순환, 주요 생태과정, 

장기적 변화추세 규명 및 주요 생물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수의 학술논문의 발표와 

공동학술대회 등의 개최를 통해 인적교류의 활성화에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4) 황/동중국해 해양예보시스템(YOOS) 연구사업 (2011- 2017)

: 위 사업은 중국해양환경예보센터 왕휘 박사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광순 박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맡은 연구사업으로, 양국의 공동관심해역인 황해와 동중국해의 해상상태를 

예측하는 해양예보시스템에 대한 공통기술을 개발하고 비교하는 연구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료 및 정보의 교환, 기술 개발, 수치모델의 비료, 분석 및 개선과 연구인력의 교류 

등의 협력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다수의 학술 논문을 비롯하여 MH370호 실종 및 

세월호 등의 해양재해재난 사고 시에 실질적으로 개발된 연구결과가 활용되는 실적을 내었다.

5) 한중 핵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시스템 개발 (2011- 2017)

: 위 연구사업의 책임자는 중국제1해양연구소의 교방리 박사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경태 박사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황해에 핵안전 재해재난을 대비한 모니터링과 

예측시스템을 구축 개발하는 과제로, 양 기관의 상호보완적 방법으로 협력하고 향후 북서

태평양 해역에서의 해양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으로 협력 대응하기 위한 

예측시스템 개발 및 전문가 네트워킹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한국, 

중국 및 일본 주변해를 포함하는 북서태평양 해역 내 연안 원자력발전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사고 기인 해양방사능 물질의 거동 모니터링 관련 정보 교환 

및 다각적인 협력 방안 검토, 해양방사능 물질의 거동 및 해양생물 영향 예측시스템 개발 

협력, 그리고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전파되는 지진해일 양향 

관련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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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센터 대표 연구과제

1) 황해 해수순환 동역학 협력연구

 

2) 황해 퇴적동역학 및 고환경 협력연구

3) 황해냉수대 해역생태조사연구

4) 황/동중국해 해양예보시스템(YOOS) 
연구사업

 

5) 한중 핵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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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동협력 활동 사항 

한편, 양국은 극지에서 해양화학, 생물생태, 기상, 아이스코어 등 극지과학연구분야의 

협력조사 및 연구, 극지과학조사를 위한 지원 및 교육훈련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중국 과학자는 한국의 제1~3차 북극해 조사연구에 참여하였고, 한국과학자는 중국의 

북극과학조사(‘99, ‘03, ‘08)에 참여한 바가 있다. 과학조사를 위한 지원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세종기지와 중국의 장성기지가 인접한 점을 고려하여, 양측은 물자수송, 인적교류 

등 분야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의 협력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상대측의 동계

훈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한중 양국은 실효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과학

조사 범위 확대, 자료와 샘플 획득, 극지과학조사의 경험 축적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도 심해저와 관련된 연구 활동으로 1991년부터 한국해양자원연구소와 중국 대양

광물자원연구개발협회는 한중 심해저 자원개발 협력회의 및 심해 채광기술 워크숍 공동

개최 등 협력채널을 구축하였다. 현재까지 다수의 한중 심해저 자원개발 협력회의를 공동

개최해 오고 있다. 주요협력 분야는 국제 심해저업무, 심해저 광물자원탐사와 환경연구, 

심해 채광기술, 심해저 광물자원 가공과 이용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한중 해양 공동 협력 활동
(극지 협력 및 심해광물자원개발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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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중 양국정부 주도하에 한중센터를 통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과제는 앞서 소개한 황

/동중국해 해양예보시스템(YOOS) 연구사업(2011-2017)과 한중 핵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시스템 개발(2011-2017) 이외에 인공위성자료를 활용한 녹조 해양환경모니터링 

기술 개발 (2015-2018)과 지역기후모형을 이용한 서태평양 기후변화 상세 전망

(2015-2018)이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11월 개최된 해양과학기술협력 분야 양국 국장급 회의 기구인 “한

중 해양과학기술협력 제13차 공동위원회”에서는 지난 13년 양국 정상회담 이후 제의된 

“한중 해양과학분야 5개년 계획(2016-2020)”의 수립을 승인하였다. 이제 향후 5년간

은 해양분야의 공동연구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해양과학기술 협력 플랫폼을 확대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공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한중 

협력5개년 계획의 협력원칙은 ① 평등호혜, 진리탐구 및 혁신, ② 점진적 추진 및 실효

성 강조, ③ 협력체계의 다양화 추진, ④ 상호 신뢰증진 및 공동발전이며, 해양 정책·

제도, 해양·기후변화 및 재해예방, 해양생태환경 보전·관리, 해양자원 개발·이용, 

그리고 대양·극지연구 및 해양탐사를 주요 협력분야로 정하고 있다. 이를 계획의 효율

적인 달성을 위한 추진기반 조성을 담고 있다. 

제13차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2015년 11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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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양국은 황해 및 자국의 영해에서 발생하는 해양기인 재해재난 사고를 지속적으로 겪

으며 해양과학기술 관련 연구자 및 정책, 정부기관들은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한중은 그 동안 쌓아온 신뢰와 학문적 동반자의 고마움을 더

더욱 공감하고 있다. 또한, 한중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열정

을 바탕으로 해양과학기술 협력촉진, 과학자 간의 활발한 교류, 협력분야 확대 및 참여

기관 증가에 따라 이제 양국의 해양과학기술협력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선 몇 가지에 대한 것을 추려보면 첫 번째, 한중 양국은 황해라는 공통해역의 지역

성을 벗어나 전 지구적인 해양문제 해결과 자원개발 즉, 기후변화, 북극해, 심해자원 

및 생물자원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

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한중 양국의 전 지구적 해양과학기술의 기여를 더욱 바라고 있

는 실정이다.   

두 번째는 해양재해 재난 공동대응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앞선 해양기인 

재해재난과 관련한 것으로 이미 한중센터를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방사

능 문제, 유류유출, 수색구조, 태풍해일 등). 하지만, 현재는 부분적인 기술개발에 치중

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부터는 이들 기술을 활용하고 공동으로 적시에 대응을 할 수 있

는 공조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해양기인 재해재난도 발생을 막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바다의 특성상 

주변국가로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해양법 집행과 해양영역 관리 등의 협조체제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일

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해소시킴으로서 미래

지향적인 협력동반자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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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오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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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제발전중의 중소기업문제

- 중국 위해시를 중심으로 -

자오유푸 
중국 산동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가. 중국 중소기업발전 기본현황

2015년말까지,중국에서 공상등록을 한 중소기업은 2100만개를 넘고 개인공상호(个
体工商户)는 5400만개를 넘고 중소기업납세액이 지속적으로 층가되고 있다.공업(제조

업)을 예로 하면 2015년말까지 규모이상(즉 연간매출액 2000만위엔 이상 달하는 업체.

이하 같다)의 중소기업은 36.5만개가 있으며 이는 규모이상의 공업기업총량의 97.4%

를 차지하는 바이다.또한 납세액이 2.5만억위엔에 달하며 공업기업납세액의 49.2%를 

차지하여 연간수익 4.1억위엔으로 공업기업수익액의 64.5%를 차지한 것이다.

2011년—2015년 중소기업수량 변동



200   환황해포럼 | 아시아 번영과 상생의 길

2015년말까지 전국에서 각종 시장업체가 7747만개 있고 작년보다 11.8% 증가된 것

이며 총 등록자본은 175.5억위엔이 있고 35.8% 증가된 것입니다.그중에서 중소기업과 

개인공상호(个体工商户)는 7500만개를 넘어 시장업체의 96.8%를 점유한 것이다.

나. 중국 위해의 현황과 위해가 중국경제중에서의 지위

1. 중국경제가 세계에서의 지위

ＩＭＦ의 통계에 의해 2015년 세계GDP가 77.3만억달러가 달하고,세계인구가 73.16

억명이 있고,인당 GDP는10138달러로 계산된다. 

——인당GDP에서 중국을 앞선 국가들의 GDP총액은 53.17만억달러가 되고 총인구

가 18.67억으로 세계 총인구의 25.5%를 차지하며 인당GDP는 28476달러이다. 

——중국의 GDP는 10.98만억달러이고 세계GDP의 15%를 점유하며 총인구가 13.74

억이고 세계총인구의 18.8%를 차지하고 인당GDP는 8000달러이다.

——인당GDP가 중국에 뒷진 국가들의 GDP총액은 9.01만억달러이고 세계총GDP의 

12.3%를 점유하고 총인구가 39.75억이며 세계총인구의 55.7%를 차지하며 인당GDP는 

2267달러이다.

전세계 191개의 경제체들중에서 중국의 인당GDP는 76위에 올라가 있고 2014년보다 

7위를 상승했다.

2. 위해경제가 중국에서의 지위

2015년 위해시 GDP는 482억달러이다.인당GDP는 1.7만달러로 중국 인당GDP의 2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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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시와 중국의 비교

구분 면적(만km²) 인구(억) GDP(만억$) 인당GDP(만$)

중 국 960 13.74 10.98 0.8

위해시 0.58 0.0281 0.0482 1.7

위해/중국（%） 0.6% 0.2% 0.44% 212.5%

위해는 중국 개혁개방의 선도로써 경제가 발단된 지역이다.위해의 발전을 살펴보면 

중국을 알아볼 수도 있다.또한 위해시 발전과정중의 문제점들도 중국에서 대표적인 것

이다. 

다. 중소기업이 위해시 지방경제발전중의 지위

1. 중소기업 운영현황

1) 업체총량이 빠르게 많아지고 있다

2015년 위해시 중소기업 수량이 작년보다 20.84%로 많아졌다.

2) 개인기업총량이 빠른 발전을 이뤘다

2015년말까지 위해시 개인기업 수량이25.05%를  증가하고  등록자본이 41.59%를 

늘었다.각각  위해시 전체 기업개수의 86.65%、64.38%를 차지한다.

신등록 개인기업은 12281개가 있고 작년보다 23.35%가 증가되었다.

3) 자본실력이 계속 강해지고 있다.

2015년말에 위해시 중소기업의 등록자본이 21.64%를 증가하며 기업당 등록자본이 

513.23만위엔이며 작년대비 14.61%로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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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구조 업그래이드가 치속되고 있다

위해시 중소기업의 산업구조는 선진제조업, 현대서비스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업

그레이드 되고 있다. 2015년, 중소기업 3대산업구성은 4:30:66였다.

2015년 위해시 중소기업 산업구성 

5. 사회에 대한 공헌이 현저히 제고

2015년 규모이상의 중소기업(제조업) 전체 기업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매출액 수익 납세액 수출액 종업자 대출

72.68 68.42 69.65 64.27 68.55 43.77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지방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 활성화 하는 것은 지방경제발전에 중대한 보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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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발전 하는데에 있는 어려움

1. 경제환경의 지속적 악화.국제시장 성장둔화와 내수위축이 심각하고 특히 노동

집약적인 기업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2. 행심경쟁력 떨어짐.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산업과정에서 하단에 있고 제품의 기술력도 

안되고 창신능력이 부족한다.또한 경영관리 능력이 약하고 대부분의 중소민간

기업은 경영이념이 낙후되고 브랜드이념이 없어서 위기대응 능력도 부족한다.

3. 융자하기는 어렵다.

4. 근로자 모집문제는 여전히 있고 인건비 인상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마. 중소기업발전을 이끌어가는 조치——지방정부의 역할

1. 발전환경을 최적화하기

——심사와 평가체제:시정부는 중소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과 민영경제 발전을 

지방경제사회발전 규획에 부함시켜서 정부 각 부서가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년도심사와 

평가를 진행하여 공무원 업적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은다.  

——연락과 조율:중소기업발전 업무지도팀을 세워서 중소기업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주력한다.지방경제발전에 대표적인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책임자와 

기업특파원을 뽑아서 기업조사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한다.

——교육과 자문:정부기관들이 중소기업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자문업무를 진행하며 기업들에게 지원정책을 선도하면서 정책문서를 전달해 줘야 한다.

또한 매체를 통해 중소기업발전 경험을 홍보해 중소기업발전을 지지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업무:정부의 관련 허가사항과 업무절차를 기업에게 명확히 알려 주고 시정부의 

행정관력,각 부서의 책임과 권력사하을 시정부사이트와 정부서비스업무사이트에서 

알리고 사회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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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창업을 지지함

——지원정책을 만듬:정부는 <대중창업을 심화시키는 건의>를 만들고 이에 의해 각 

부서도 관련 지원정책을 보충한다.이는 금융,취업,사회복지와 과학기술을 포함시켜야 

한다.

——자주창업을 촉진함:창업보조금과 담보대출액을 인상하여 소형 기업에 단번에 보

조금 2만원을 지원하고 실업자와 대학졸업생을 고용한 소형 기업에 한 일자리 당 2000

원의 창업일자리개발 보조금을 지원한다.새로 생긴 소형 기업에 30만원의 창업담보대

출액을 설정하여 2015년도에 3.3억원의 대출을 지급하고 만개 가까이의 일자리를 만들

었다.

——창업지도서비스:시정부서비스센터에서 창업서비스홀을 설치하여 창업자들에게 

컨설팅, 지도, 기술지원과 보조금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뛰어난 창업교육기관을 도입하여 

효과적이고 쉽게 보급할 수 있는 서비스방식을 찾고 30여개의 중소기업창업지도와 

시범기지를 설립한다.

3. 과학기술 창신지원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현재까지 위해시에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923개 있다.

——기술개발프렛폼 구축:공정실험실,기업기술센터,공업디자인센터,공정기술연구

센터를 건설할 것이다.

——과학기술형 기업보육센터를 구축.

4. 재정금융 지원

전문적인 기금지원:정부가 주도한 기금을 설립하여 기업성장과 산업발전의 새로운 

통로로 한다.세금감면,금융지원과 정부,은행과 기업의 협력체제를 보완해서 선진적인 

제조업,전략전인 신흥산업,정보기술산업과 전통산업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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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의 시장개척을 지도함

각종 경제협력 행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관련 정책과 정보,산업내 첨단제품과 기술을 

선도해 위해시 중소기업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인다.기업의 수출업무를 지원해 신흥 

전자상거래시장을 발전시킨다.

바. 중한FTA는 중소기업 발전하는 데에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중한FTA는 위해 중소기업 발전하는 데에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했다.특히 다음같은 

분야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것이다.

1. 해운산업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항구와 해운산업은 위해에서 제일 먼저 혜택을 받는 산업이다. 

위해시는 선두적인 시범구역으로써 운수량 증가와 통관절차간소화 등 측면에서 특별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2. 농산품

중국의 농산품무역은 한국과의 무역중에서 전반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위해 

같은 경우는 농산품과 해산물은 앞으로 한중무역에서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중점적인 

분야가 될 것이다.

3. 섬유제품

한중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중국 섬유제품이 한국에 수출될 때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

이다. 이는 중국 방식품 관련 회사들이 한국시장에서 더 많은 시장점유율을 얻는 데에 

유리하며 관련 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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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형 가전품

과거 수년간,중국의 소형가전품 기술은 점점 강화되면서 국제적인 경쟁력도 강해져왔다. 

또한 한국 가전품과의 경쟁에서 뚜렷한 가격우위를 갖으며 중국의 대한국 소형가전품 

수출을 대폭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5. 생활용품

생활용품 분야에서 중국의 중가품와 저가품의 중가품에 큰 기회가 되고 고가품에서는 

한국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다.

6. 관광산업

한중자유무역협정은 관광산업 각 분야에서 성장을 끌어나갈 것이다.특히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운수비용도 떨어지면서 관광산업발전에 있어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7. 영상연예계 협력

중한자유무역협정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엔터텐먼트회사가 중국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49%의 주식 보유를 허락했다.협정에서는 연예계협력과 관련된 내용은 한중양국 

연예자원과 기술을 통합하여 양국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이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뿐만 

아니라 양국 문화가 글로벌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 도움 될 것이다.

8. 금융서비스

중한FTA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한중 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이는 앞으로도 무역중에 있어서 포인트중에 하나일 것이다. 위해는 선두시

번범에서 올라인금융,전자상거래 등 방식으로 금융개방을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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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서비스산업

중국은 처음으로 중한FTA에서 소극적 리스트의 방법으로 서비스무역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이는 법율,건설공정,유통,환경과 통신 등 분야에 있는 중소기업 발전에 유리하다.

10. 투자분야

중한FTA에서는 중한양국이 동일한 상황에서 상대국 투자자에게 본국 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준다는 조항이 있다.측 통과후 국민대우를 부여한 것이다.통과전 국민대우는 아직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또한 투자받을 프로그램에서는 상대국 투자자한테 최혜국대우를 

준다는 내용도 있다.

사. FTA아래 있는 중한 중소기업 협력전망

중한FTA선두 시범도시로써 위해는 중앙정부가 내려준 시범의 편리를 활용해 중한

FTA 선두역할을 충실히 하고 서비스산업과 투자분야의 개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위해를 고급적인 서비스산업과 기술집약적인 기없을 유치해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

이며 또한 양국협력을 통해 양측 정책과 제도를 결합시켜 중소기업들에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창조할 것이라고 보인다.

서비스산업에서는 양국 협력잠재력을 살펴볼 때 위해는 관광산업,문화산업,교육서비스

산업과 건강서비스산업,글로벌전자상거래,해운물류 등을 제일 먼저 발전시켜 이의 

받침이 될 수 있는 금융서비스와 전문적인 서비스 산업을 추진하겠다.제도창신과 정책

수립을 통해 중한 건강레이저서비스산업과 중한전자상거래산업을 세우고 위해-인천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역을 중한관광의 기지,중한문화와 교육서비스중심과 중한상품교역

센터로 만들 것이다.한중 양국 중소기업들은 이 프렛폼에서 더욱 비약저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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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한중 FTA와 충남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1. 서론

2016년 12월 20일이면 한중 FTA가 발효된 지 1주년이 된다. 협상발효 후 2년 이내

에 후속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며, 후속협상에서 서비스교역, 금융서비스, 투자챕터 및 

네커티브 방식의 자유화가 논의되게 되므로 향후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본 연구는 한중 FTA와 충남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에 대해 논하고자 한

다. 이에 앞서 변화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교류 관계를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대 

중국 통상환경 변화 및 충남의 대중국 교역상황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충남과 지

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의 환황해지역 소비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충남의 상품을 수출할 

시장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끝으로 한중 FTA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짚어

보고 충남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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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무역교류 추세 변화와 충남의 대중국 수출

최근 몇 년 동안 한·중 양국의 상호 무역의존도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2년 이래 한국과 중국의 상호 수입의존도는 상승추세에 있다. 2015년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0.9%, 중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율은 20.7%에 달한다. 

그림 1. 중국의 대한국 무역의존도 추이 그림 2.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이용 작성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이용 작성

그림 1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간 상호 수입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 한

중간 교역규모 증가율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26%에 달

하는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 감소는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2014이래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 한국의 대중국 수

출은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한중간의 무역수지도 2013년 

628억 달러를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세계경기와 중국 경제성장 둔화, 원자

재가격 하락 등 경기요인 외에도 중국의 가공무역 규제 정책, 수입대체 추진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기인한다. 

그림 3. 한국의 대중국 교역증가율 추이
(단위: %)

표 1. 한국의 대중국 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역 1,884 2,206 2,151 2,289 2,354 2,274

수출 1,168 1,342 1,343 1,459 1,453 1,371

수입 716 864 808 831 901 903

무역수지 453 478 535 628 552 469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이용 작성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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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중간 수출상품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상위 10개 대중국 수출품

목이 전체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4%였으나 2015년에는 그 비중이 

64.9%에 달하고 있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상위 10개 품목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표 2. 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주: 품목은 MTI 3단위 기준임.

또한, 상위 10개 수출품목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나, 그중 7개 품목이 마이너스 증

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대중국 수출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 세부 품목별로는 2005년과 

2010년에는 반도체, 광학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으나, 2015년에는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대폭 감소하여 대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5.6% 감소한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입품목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

은 상위 10대 품목 중 6개 품목의 수입증가율이 감소하여 전체 수입증가율이 1% 미만으

로 하락했다. 2005년과 2010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던 철강판, 컴퓨터, 평판디스플레

이 및 센서 등이 2015년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증가율이 대폭 둔화되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대중국 수입 상위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는 계속해서 40%대 수준의 수입증가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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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 추격과 산업발전에 따라 중국산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5년 수입액과 비교했을 

때 2015년의 반도체 수입은 약 6배, 무선통신기기 수입은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3. 한국의 대중국 수입 상위 10대 품목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주: 품목은 MTI 3단위 기준임.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규제 강화와 가공무역에서의 수입대체 가속화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중국의 무역구조가 가공무역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가공무역 중심에서 일반무역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에 

보면 2000년을 기점으로 중국 수입에서 일반무역 비중이 가공무역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2005년 이후에는 대폭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공무역에서의 현지

조달률이 상승하며 기존 수입하던 것을 대체하여 한국의 대중국 가공무역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그림 4, 표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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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증가율과 현지조달율  표 4. 한국의 무역형태별 대중국 수출구조

자료: KIEP(2016),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단계 변화와 시사점에서 인용

그림 5의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증가율과 대한국 중간재 수입증가율 추이 그래프를 보면, 

과거 중국이 가공무역 위주의 수출을 했던 기간 동안 한국은 중국 수출품 생산에 필요

한 중간재를 공급하며 수출 호황기를 누렸으나, 최근 수년간 중국의 정책변화로 인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자본재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입대체화

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의 대중국 가공무역용 중간재의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그림 5.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과 대한국 
중간재 수입증가율 추이

(단위 : %)

그림 6. 중국의 가공단계별 무역특화지수 
추이

자료 : KIEP(2016),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
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자료 : KIEP(2016),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
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즉, 중국의 산업발전에 따른 양국 협력구조의 변화, 중국경제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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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체결이후 교역환경의 변화 및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양국을 둘러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제 양국간 교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하게 되었다. 

한편, 충남은 우리나라 제3위 수출지역 지역으로 2015년 기준으로 한국수출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의 48%를 차지하며 가장 큰 무역수지 흑

자를 내는 지역이다. 충남에 있어 중국은 매우 중요한 수출시장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6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충남 수출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3.9%로 충남은 전국에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15) 심지어는 우리

나라 전체 대중국 수출의존도(2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표 5, 6 참고)

표 5. 우리나라 상위 5위 수출 지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순
번

지역
2015년 2016년 (8월)

수출 증감률 수입 증감률 수지 수출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지

　 전체 526,757 -8.0 436,499 -16.9 90,258 322,305 -8.8 261,252 -11.6 61,053

1 경기
105,908
(20.1)

-5.1 102,718 -2.0 3,190
61,988
(19.2)

-15.2 66,296 0.3 -4,308

2 울산
72,907
(13.8)

-21.1 32,457 -59.3 40,450
43,318
(13.4)

-12.7 18,062 -20.0 25,256

3 충남
67,123
(12.7)

3.1 23,168 -30.0 43,955
41,455
(12.9)

-4.1 13,649 -13.8 27,807

4 서울
60,273
(11.4)

-3.3 140,668 0.1
-80,39

4
36,542
(11.3)

-5.6 82,255 -16.1
-45,71

3

5 경남
47,020
(8.9)

-8.1 21,028 -21.6 25,993
30,085
(9.3)

-10.2 11,041 -24.5 19,045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지자체 수출입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주 : (   )안은 비중임.

15) 박경철(2014).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추진현황과 개선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2014.8.4.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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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충남지역 상위 5개 수출대상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순번 국가명
2015년 2016년 (8월)

수출 증감률 수입 증감률 수지 수출 증감률 수입 수입 수지

　 총계 67,123 3.1 23,168 -30.0 43,955 41,455 -4.1 13,649 -13.8 27,807

1 중국
29,471
(43.9)

1.5 2,676 -4.6 26,795
15,691
(37.9)

-15.7 1,738 -5.2 13,953

2 홍콩
10,543
(15.7)

34.3 24 17.6 10,519
8,346
(20.1)

40.3 16 0.4 8,330

3 베트남
5,556
(8.3)

80.0 178 -9.1 5,377
5,044
(12.2)

33.0 113 -1.2 4,931

4 미국
4,950
(7.4)

2.6 1,332 -10.7 3,617
3,075
(7.4)

-12.6 832 -12.0 2,244

5 대만
2,208
(3.3)

-28.4 483 -21.6 1,725
1,120
(2.7)

-26.1 296 -16.6 824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지자체 수출입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주 : (   )안은 비중임.

그런데 충남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대중국 수출 역시 급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이 되고 있다. 충남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충남의 수출은 2011

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2014년부터는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16) 충남 

지역의 대중국 주요 교역상품을 보면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

기기, 자동차부품 등 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경기변동에 민감하며 중국의 수출주도에서 

내수 중심으로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무역 및 산업구조조정, 수입대체 전략 등

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충남지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다 중간재 수출 

등 가공무역에 편중되어 있어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가공무역 축소 등 구조변화의 영

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경제 성장률과 충남 수출간 상관계수(1990~2013년)은 

0.61로 전국 평균(0.3)을 크게 상회했으며, 충남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해 2009년 49.1%에서 2015년 72.8%로 확대되었

다.17) 이는 충남 무역의 중국의존도가 높은데 기인하며, 충남의 대 중국 무역구조가 앞

16) 백운성. 2016. ‘충남의 수출,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충남연구원 인포그래픽 제16호. 굿모닝 충청. 

2016.4.29.에서 재인용.

17) 한국은행. 2015. 「중국경제의 뉴노멀화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15.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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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석한 우리나라 전체 한중무역구조와 유사한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충남의 

대중국 무역구조로 인해 충남지역의 수출은 향후에도 중국 경기변동, 산업발전 속도 등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주요 수

출품 외에 새로운 영역에서 수출 확대가 가능분야를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지역 수출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중국 수출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3. 중국 환황해 지역 소비시장의 특성

1) 중국의 환황해지역 소비 규모

환발해경제권에 속한 중국의 3개시(북경, 천진, 상해)와 4개성(요녕, 하북, 산동, 강

소)은 충청남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상품 수출의 물류·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

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중국

의 환황해지역 소비시장의 특성을 정리하여 해당 지역의 수요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림 7. 환황해경제권 지역 분포

자료 : 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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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황해지역에 속한 중국의 7개 성시의 면적은 628,100㎢로 중국 전체 면적의 6.5%

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구는 3억 5,763만 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는 25조 6,140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의 37.4%에 달한다. 또한 이 지역의 소비규

모는 중국 전체 소비규모의 34.9%에 해당하는 10조 5,143억 위안으로 환황해지역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7. 중국의 환황해지역 주요 현황(2015년)

구분　 면적(만㎢) 인구(백만명) GDP(10억위안) 소비(10억위안)
중국전체 959.6 1,373.49 68,551 30,093.08

북경 1.64 21.71 2,297 1,033.80

하북 18.8 74.25 2,981 1,299.07

상해 0.63 24.15 2,496 1,013.15

강소 10.26 79.76 7,012 2,587.68

산동 15.78 98.47 6,300 2,776.14

천진 1.1 15.47 1,654 525.73

요녕 14.6 43.82 2,874 1,278.72

소계 62.81 357.63 25,614.00 10,514.29

비중(%) 6.5 26.0 37.4 34.9

자료 : CEIC를 이용하여 작성

한편, 2015년 중국의 1인당 GDP는 8,028달러이나 주요 31개 성시별로 보면 1만 달러 

이상인 지역이 10개에 달한다. 특히, 하북성을 제외한 환황해경제권에 속하는 6개 성시

가 모두 이에 해당되며 천진, 북경, 상해, 강소 등 중국의 1인당 GDP 상위 1~4위가 

모두 이 지역에 속해있는 만큼 환황해지역은 중국에서 소득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 참조)

환황해지역에 속하는 중국의 7개 지역 중 그 규모가 한국의 면적(99,720㎢)보다 큰 

지역이 4개(요녕, 하북, 산동, 강소성)나 된다. 따라서 충남도의 기업들이 중국시장 

진출을 고려할 때는 성단위의 접근보다는 성의 하부 행정단위에 속하는 지급시(地級

市)18)에 대한 세부적인 시장접근이 보다 구체적 일 수 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 지급시(중국어: 地级市, 병음: dìjí sh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단위로 2급 행정 단위에 속한다. 

성(省)과 현(縣)사이의 행정 구역으로, 1983년 11월 5일 지급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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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15년 중국의 성시별 1인당 GDP

(단위 : 달러)

표 9. 2015년 환황해 지역 주요 지급시 
1인당 GDP

(단위 : 달러)

순위
중국 전체 1인당 

GDP
8,028

1 천진 17,336

2 북경 17,067

3 상해 16,562

4 강소 14,130

5 절강 12,468

6 내몽고 11,546

7 복건 10,914

8 광동 10,840

9 요녕 10,522

10 산동 10,304

11 중경 8,403

12 길림 8,326

13 호북 8,134

14 섬서 7,711

천진 17,336

북경 17,067

상해 16,562

강소

(8개 도시)

Suzhou 21,887

Wuxi 21,020

Nanjing 18,976

Changzhou 18,020

Zhenjiang 17,720

Yangzhou 14,395

Nantong 13,526

Taizhou 12,646

Xuzhou 9,877

Yancheng 9,362

Huaian 9,066

Lianyungang 7,775

Suqian 7,042

같은 성 안에서도 지급시별로 1인당 GDP의 편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1인당 GDP 

6,464달러인 하북성의 지급시인 탕산(Tangshan)19)시의 경우 1인당 GDP가 12,582달

러에 달한다. 또한, 강소성의 무석(Wuxi)과 소주(Suzhou)시 그리고 산동성의 동영

(Dongying)시20)의 경우에는 1인당 GDP가 2만 달러 이상으로 소비수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같은 성안에서도 도시별 격차를 감안한 마케팅 필요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상 1인당 GDP 분포를 보면 환황해지역은 중국 전체 소비시장의 특성을 

모두 보유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황해지역의 소비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전체 소비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도시별 경제

수준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제품 선호 패턴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19) 발해만에 접한 인구 760만명의 탕산시는 베이징과 텐진시 두 대도시의 중요한 관문이자, 중국에서 최상위 

철강생산 및 항만물류 도시다.  산업구조가 포항과 흡사한 도시로 하북성 안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곳에 속한다.

20) 산동성 동영시는 중국내 2위의 석유생산기지인 승리유전이 소재하고 있는 황하델타지역의 중심도시이며, 

산동성내 1인당 gdp가 가장 높다. 현재까지 탐사된 유전은 69개, 가스전은2개, 석유매장량은 42.9억톤, 

가스매장량은 382.4억㎥임. 석유, 가스 외에도 염수, 석탄, 점토, 온천 등 자원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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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중국 전체 1인당 

GDP
8,028

15 영하 7,034

16 호남 6,900

17 청해 6,624

18 해남 6,554

19 하북 6,464

20 신장 6,429

21 흑룡강 6,337

22 하남 6,284

23 사천 5,915

24 강서 5,897

25 안휘 5,780

26 광서 5,651

27 산서 5,623

28 티벳 5,138

29 귀주 4,793

30 운남 4,659

31 감숙 4,202

요녕
(5개 도시)

Dalian 17,772

Panjin 14,154

Shenyang 14,104

Anshan 10,867

Benxi 10,863

Yingkou 9,944

Fushun 9,403

Liaoyang 8,943

Jinzhou 7,096

Dandong 6,560

Fuxin 4,885

Chaoyang 4,676

Huludao 4,524

Tieling 4,478

산동
(5개 도시)

Dongying 26,332

Qingdao 16,462

Yantai 14,770

Zibo 14,329

Jinan 13,797

Binzhou 9,826

Rizhao 9,331

Taian 9,071

Weifang 8,964

Laiwu 7,929

Jining 7,793

Dezhou 7,718

Heze 4,536

하북
(1개 도시)

Tangshan 12,582

Shijiazhuang 8,164

Zhangjiakou 4,952

Hengshui 4,417

Xingtai 3,895

자료 : CEIC 중국경제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자료 : CEIC 중국경제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주 : 하북성 6개, 산동성 4개 지급시는 1인당 

GDP 통계 미공개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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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소비시장의 특성 및 한국상품 인지도

가. 중국 소비시장의 특성

중국은 중고속 성장 속에 전국민의 중산층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2/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7%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

되어 중고속 성장으로도 1인당 GDP가 2010년의 2배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정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13차 5개년 규획의 기본 방향을 중고속 

성장, 전국민의 중산층화, 혁신형 경제, 대외개방 확대로 설정하고 있어서 중국은 구조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소비시장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한자녀 세대(소황제 

세대)가 주도적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1980년~2000년대 출생한 신세대가 소비시

장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2015년 45%에서 2020년 53%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이들은 

저축률이 높고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외국브랜드와 고가품에 익숙한 

편이며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인기 아이템 소비를 선호하며, 제품의 과시적인 

효과, 상징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와 거의 같은 취향을 가진 

인터넷세대, 신용카드 세대, 온라인 결제세대로 소비의 주력일 될 전망이다. 이들에게는 

우리나라 동일 세대에게 적용하는 개념의 소비상품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21) 

그리고 소황제의 소황제 세대인 2억이 넘는 아동과 유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0~15세 이하의 유아 및 아동의 숫자는 2억 4,16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가계소비의 1/3이 아동관련 소비하고 할 정도이며, 매년 

우리나라 인구의 1/3에 가까운 1,600만 명의 유아가 출생하고 있어 유아용품 시장은 

막대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아동과 유아 관련 시장 규모는 아동복 1,400억 위안, 영유아복

(6세이하) 1,000억 위안(2014), 어린이 가구(2014), 완구 966억 위안(2014), 조기 교육

시장 320억 위안(2014), 온라인 교육시장 중 80%가 아동용 시장일 정도로 규모가 크다.22) 

21) 곽복선, 중국소비시장의 패러다임변화와 진출방안, KERI, 2016.6, pp.25~29. pp. 25~27.

22) 동 주7),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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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비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여성 경제활동인

구는 약 3억 6천만명(인터넷 사용인구 2억 8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5년 중

국 GDP에 대한 여성의 기여도는 41%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규모가 큰 내구재를 구입

할 경우 남성들의 영향력이 컸었으나 최근 들어 여성들의 주도권이 강해졌다. 중국 전

체 소비시장에서 여성 대상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미용, 건강관리, 여성의류, 화장

품23), 유아 및 아동용품, 결혼용품 등으로 한화로 약 850조원(5조 위안)에 달하고 있으

며 이는 2015년도 우리나라 예산(357조원)의 2배가 넘는 막대한 규모이다. 여성의 경

제력 향상과 더불어 여성의 여가생활 적극 참여로 기존에 각광을 받던 미용품목은 물론 

의류, 레저서비스, 요가 등 여가문화 시장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24)

그 외, 전체 인구의 15%가 넘는 실버세대의 구매력 증가도 주목할 만 하다. 매년 900

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방대한 실버마켓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노년층은 전반적으로 부유한 층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은 대규모 고

품질의 실버마켓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1~2억에 달하는 노인시장은 이미 의료용

품, 주거일상 용품 등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노인세대보다 자산

과 소득수준이 높은 50대들이 은퇴하는 나이가 되는 5~6년 이후에는 실버마켓이 지금

보다 훨씬 고급화 될 것이다.25) 

중국은 이제 1인당 GDP 8,000달러 시대, 주요 도시주민 1~2만 달러시대에 달하여 

기존의 생필품 소비라는 소비관념에서 이제는 생활을 즐기는 향유형소비로 관념과 취향

이 변화하고 있다.26) 이제 중국 소비자의 소비 행태와 취향은 브랜드 제품의 중시, 부

유층의 프리미엄 소비, 레저·관광·건강·친환경·에너지 절감 등 녹색·웰빙시장의 

형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3) 중국 중항증권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2015년 중국내 의류 판매액이 8,000억 위안(약 

144조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2020년에는 1조 3,480억 위안(약 243조원)으로 향후 10년간 

고속성장을 예측했다(中, 떠오르는 SPA 브랜드를 주목하라. 2015. 6.1. KOTRA.), 곽복선, 중국소비

시장의 패러다임변화와 진출방안, KERI, 2016.6. p.30에서 재인용.

24) 곽복선, 중국소비시장의 패러다임변화와 진출방안, KERI, 2016.6, p.30.

25) 동 주 10), pp.28~29.

26) 동 주 10).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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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천진, 소주, 무석, 항주, 청도, 대련 등 이미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진 1, 2선 도시는 물론 동남부 연해지역과 중서부 지역의 3, 4선 도시의 

소비자들 역시 수량중시 소비에서 품질중시 취향으로 소비패턴이 변화되고 있다.27) 특

히, 이상 1, 2선 도시의 대부분인 7개 도시가(북경, 상해, 천진, 소주, 무석, 청도, 대련)

이 환황해지역에 속하여 다양해진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제품개발과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문화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소비와 결제 등 

유통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5년 중국소매판매총액 중 온라인 판매액은 

3조 2,424억 위안(한화 약 584조 원)으로 전년대비 31.6%의 증가추세를 보였을 뿐 아

니라, 전체 소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두 자릿수인 10.8%를 기록했다. 온라

인소비의 폭증은 중국정부의 소비촉진 정책,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개

별기업의 온라인쇼핑몰의 확대28), 새로운 결제수단의 등장,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광대역 인터넷망, 8억대에 가까운 스마트폰 보유 등에 따

른 것이며, 해외직구까지 가세하면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모바일을 통한 쇼핑

은 2013년 인터넷쇼핑의 약 9%(약 1,676억 위안)에 달했으며, 2015년는 전체 인터넷 

구매 중 10%(약 3,000억 위안)가 모바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바일 쇼

핑 주요 품목은 여성의류 및 잡화, 휴대전화 및 전자제품, 유아용품, 화장품 등이 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 소비자의 온라인쇼핑 

빈도가 가장 높아 중국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횟수는 아시아 지역 소비자의 네 배, 미국

과 영국 소비자의 두 배에 달한다. 그 외, 정주, 항주 같은 도시에서 시행한 중국의 전자

상거래시범지역 실시제도와 일정액 이하 제품의 경우 관세가 아닌 행우세만 내도록 허

용하는 정책적 조치와 해외여행의 증가, 소득수준 확대, 신용카드의 보편화, 알리페

이29) 등 핀테크의 발전으로 인해 중국 소비자의 해외직구가 늘고 있다. 일부 예측에 

27) 동 주 10), p.32.

28) 온라인구매 증가는 타오바오(淘宝), 징동(京东), 땅땅(当当), 판커(凡客), 티엔마오(天猫) 등 인터넷 시장 

제공업체는 물론 기업들의 자체 인터넷몰의 성장세도 이끌고 있다. 

29) 알리페이(支付寶)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2004년 12월 출시한 중국 최초의 제3자 

결제 시스템 플랫폼으로 미국의 페이팔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PG(Payment Gateway, 전자결제 대행 

사업자)이다. 온라인에서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할 때 제3자인 알리페이가 구매자의 대금을 우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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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2018년이 되면 해외직구족이 3,6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며, 해외직구 소비액은 

1,6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선호하는 해외구매 대상지로는 미국 58.2%, 한국 

34.3% 등으로 알려졌다. 2014년 중국 소비자의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지출액은 일인당 

4,948위안(약 800달러)이며, 연간 구매횟수는 약 8회로 소액다품종 거래가 주를 이루

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경제가 발전한 동남부 연해지역에서의 거래가 많아 상해(전체 

거래의 21.9%), 북경(16.4%), 광동성(10.5%), 강소성(9%), 절강성(7.5%)등이었으며,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의 해외직구 소비인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적으로 비중은 적으나 하남성, 산서성, 하북성, 호남성, 강서성 등 중부지역의 해외

직구 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센터(CNNIC)의 온라인구매

시장 통계조사에 따르면 해외직구족의 주요 구매품목은 의류잡화가 4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장품·미용용품 35.8%, 분유·영유아제품 23.1%, 건강보

조식품 17.2%, 서적·오디오 11.9%, 선물류 9.7%, 사치품 9%, 보석시계 8.2%, 가구용

품 8.2%, 기타 5.2%로 구성되어 있다.30) 

나. 중국 소비자의 한국상품 인지도

중국 소비자의 한국상품 인지도를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상품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

지 조사된 자료를 살펴보았다. 2016년 KOTRA에 따르면 외국바이어들은 한국 상품이 

디자인은 우수하나 브랜드 인지도는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바

이어는 한국 상품의 디자인과 가격대비 품질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기능 측면에서는 

독일이나 일본 보다 낮게 평가했으며, 브랜드 인지도는 비교국가인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보다 낮은 5위로 평가했다. 조사에 따르면 생활소비재, 섬유·패션 분야 바이어가 

한국 상품의 디자인을 높게 평가했는데 이는 한류가 바이어의 호감도에 영향을 미친 것

두고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후 구매자가 문제없이 수령했음을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Escrow Service이다. 별도의 결제시서템 구축 여력이 없거나 사업영역이 다양하지 않은 수많은 사이트

에서도 알리페이를 선택하고 있다. 곽복선(2016), p.43에서 인용.

30) 곽복선. 2016. 중국소비시장의 패러다임변화와 진출방안, KERI, 2016.6, pp. 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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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능 측면에서는 독일·일본 상품 대비 기능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디자인 경쟁력을 강점으로 기능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31)

중국의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한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빠링호우(80後)을 대상으로 

한 한국상품 인지도 조사32)에 따르면, 응답자 283명 중 92.6%가 한국 상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한국 상품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은 휴대폰(21.7%)이

고, 그 다음으로는 의류(21.1%), 가전제품(17.3%), 컴퓨터(10.4%), 액세서리(8.6%), 

주방용품(7.7%), 사무용품(6.2%), 기타(5.7%), 자동차(1.3%)가 있었다. 이들은 한국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했는데 매우 만족 38.9%, 만족 56.1%, 보통 

5% 수준이었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

여 앞서 KOTRA에서 조사한 중국인들의 우리상품에 대한 인지도와 일치하였다. 한편,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으로는 휴대폰(58.6%)이 가장 높았고 자동차(21.1%)와 LCD 

TV(11.4%)가 뒤를 이었다. 한국하면 떠오르는 기업으로는 응답자의 87.6%가 삼성, 

70.7%가 LG, 50.5%가 현대를 선택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업종, 분야, 규모에 관계없

이 모두 10% 미만의 인지도를 기록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제품 기업인 삼성, LG와 

자동차 기업인 현대를 제외하고는 우리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빠링호우를 포함하여 중국인들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이 

조사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로 인해 만족도가 높다는 비중은 5.3%에 불과

하여 한국의 대표하는 기업이나 상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인

지도가 낮거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S로 인한 만족도가 3.4%에 

불과해 ‘브랜드 가치’문제와 함께 향후 대 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개선 노력이 필요한 부

분으로 제기된 바 있다.33)

31) KOTRA. 2016. 외국바이어가 본 한국 상품의 경쟁력 현주소. Global Market Report 16-039.

32)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에서 2012년 7월 9~28일에 거쳐 중국 화동지역 80후 소비자 500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

33)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2012. ‘중국 80後의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 조사’. 조사보고서 12-16. pp. 

1~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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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중 FTA와 충남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 활성화

1) 한중 FTA의 영향

앞서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기준으로 충남은 전국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43.9%)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충남의 지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139억 

5,300만 달러)는 우리나라 전체 대중국 무역수지(468억 7,400만 달러)의 29.8%를 차

지할 정도로 충남은 대중국 수출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그 외, 충남의 중소기업도 대중국 교역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남연구원에서 

2013년에 실시했던 설문조사34)에 따르면, 충남 중소기업의 44.3%가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11%가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는 기업

은 9.7%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중국과 교역 비중이 상당히 높다.35) 설문조사에 따르면 

충남 중소기업의 47.7%의 기업이 한중 FTA로 인해 이득을 볼 것이며, 7.1%의 기업은 

피해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표 10은 HS 6단위로 본 충남의 대 중국 상위 20위 주요 수출품목의 양허 수준이다. 

2014년 기준으로 충남 상위 20위 수출규모는 전체 충남도 대중국 수출의 87.5%를 차

지하고 있기에 FTA로 인해 혜택을 보는 품목에 대해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표 10

에 따르면 전자전기 제품군에 속하며 20개 품목 수출규모의 44%에 해당하는 7개 

(HS853190 전기기기 부분품, HS854232 메모리, HS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HS 847170 기억장치 HS 854239 기타 전기기기, HS 847330 기억장치기기 부분품과 

부속품, HS 852351 비휘발성기억장치) 품목은 이미 ITA 협정(정보기술제품 무관세 협

정)으로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어 있는 상품이다. 

34) 2013년 충남발전연구원 전략과제 ‘충남 FTA 활용실태와 대응 방안’, 수행시 조사된 자료로 표본은 

충남과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자체 조사한 수출입 기업리스트에서 시군별 층화 추출된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35) 김양중. 2014. 한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충남리포트 제139호, 2014.11.26.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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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충남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 HS 6단위 양허 수준

자료 : 김영귀. 2015. ‘한중 FTA와 충남교역. 제10차 미래연구포럼, 충남연구원. 2015.10. 20 발표 ppt자료 p.11
에서 인용

한중 FTA 양허 관세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은 광학기기 및 부속품, 일부 석유화학

제품, 전기기기 제품, 기어박스 등 자동차 관련 제품, 광물성 연료 관련 제품 등이다. 

하지만 HS 851770 전기기기 부분품(2.1년)과 HS852990 기타 텔레비전·라디오 수신

기기관련 부분품(6.4년)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이 10~15년 정도로서 

양허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전망이다. 

KIEP의 연구에 따르면 한·중 FTA가 우리경제에 비치는 영향은 발효 후 5년에 

0.3%, 10년에 0.96% 실질 GDP가 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충남지역의 성

장효과는 각각 0.51%, 1.39%로 추정된 바 있다.36) 

36) GTAP database가 국가를 기본단위로 작성되어 있어, 지역간 산업연관표 사용이 불가함. 따라서 지역간 

상호의존성, 각 지역과 해외부문과의 관계파악이 수출입에 국한되기에 한중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충남에 대한 FTA효과 추정치는 해당연구에서는 전체 경제적 

효과를 토대로 충남경제의 비중을 고려하여 추산한 것임. 김영귀. 2015. ‘한중 FTA와 충남교역. 제10차 

미래연구포럼, 충남연구원. 2015.10. 20 발표 ppt자료 pp. 14~1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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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충남은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서 제

조업의 산업연관 효과를 고려하면 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7)

제조업에서의 관세인하 영향 외에 FTA를 통한 서비스 개방으로 한중 양국의 서비스 

협력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투자 보호 요소 강화 및 투자애로 해소장치 마련을 

통해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투자 문의처 설치를 통해 투자자 애로 해소 

및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협정 발효 후 2년 내 개시

될 후속협상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서비스·투자 분야

의 추가개방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비관세 장벽 완화에 따른 양국 교역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중국이 지역별로 

상이한 법령해석과 적용문제 방지를 위해 세관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명문

화했다. 또한, 통관절차의 단순화를 통해 무역상 기술장벽 완화로 신선도, 유행, 계절에 

민감한 품목의 상품성 제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표 11. 한중 FTA 비관세 장벽 양허 주요 
내용

표 12. 한중 FTA 규범 양허 주요 내용

자료 : 김영귀. 2015. ‘한중 FTA와 충남교역. 제10차 미래연구포럼, 충남연구원. 2015.10. 20 발표 ppt자료 
p.20, 21에서 인용

그 외,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경제협력, 분쟁절차 등 

규범 분야에서의 양허로 양국간 문화교류 활성화 및 한중간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틀

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행위원회로 장관급 공동위원회와 12개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

여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립하였다. 

37) 전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31.2%인데 비해, 충남은 54.44%임. 김영귀. 2015. ‘한중 FTA와 충남

교역. 제10차 미래연구포럼, 충남연구원. 2015.10. 20 발표 ppt자료 p.1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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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 활성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및 규범 분야의 

양허 효과로 향후 충남 중소기업의 대 중국 수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충남의 주요 수출품이 중국의 경기 및 산업발전 속도(수출감소, 산업구조조정, 산업

고도화 따른 수입대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수출상품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충남의 주요 수출대상지역으로 선정한 환황해지역에 대해 시 단위의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환황해지역에 속하는 7개 성시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성의 하부 행정

단위에 속하는 지급시(地級市)에 대한 세부적인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절에

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같은 성안에서도 지급시별로 1인당 GDP 규모가 다양하게 분포되

어 있다.(표 9 참고) 이에 환황해지역의 지급시 단위로 1인당 GDP 1만 달러 이상인 천

진, 북경, 상해와 강소성의 8개 도시, 요녕의 5개 도시, 신동의 5개 도시 및 하북성의 

1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를 구분하여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 환황해지역의 1인당 GDP 1만 달러 이상의 22개 도시

들은 앞서 언급한 중국 소비시장의 구분인 빠링호우 소비군, 아동과 유아 소비군, 여성 

소비군, 실버마켓의 소비행태 및 생필품 소비가 아닌 향유형 소비, 품질 중시, 인터넷 

소비 확대 및 해외직구 확대 경향을 반영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에

서‘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수요가 늘어날 지역으로서 충남의 우수한 농산물을 마케팅 

할 주요 수출 대상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한중 FTA에서 시행된 통관절차 

단순화는 신선농산물의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거점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도시에 대

한 면밀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도시별 소득구조, 소비트렌드 및 패턴, 유통채널, 제품 

전시회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현지조사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확보가 필수적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뿐 아니라 유관 기관 차원에서 진출 대상 도시에 대한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또는 지원책 모색이 필요하다. 

그 외, 중국 소비자의 한국상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브랜드 가치와 A/S 부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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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간의 협력마케팅이 필요하

다.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 단독브랜드를 유지하되 여러 기업들이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로 제품세트를 구성하여 공동브랜드 하에 판매하는 것이다.38) 여러 자료들

에 이미 언급이 된 바 있는 내용으로 ‘K-브랜드’또는 ‘Korea’를 상표로 하는 것이다. 

대만의 코트라와 유사한 기관인 Taitra의 관계자와의 면담39)에 따르면, 대만은 브랜드

를 알리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Taiwan을 브랜드로 하여 마케팅하도록 돕고 있으며 

실제 판매실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류를 활용하여 

대만보다 더욱 수월하게 K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차원의 노력으로는 높은 기술력과 함께 로컬 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 가능한 커

뮤니케이션 능력,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제품 및 기업경영의 현지화 노력이 필요하

다.40)(표 12 참고)

표 12. 중국 진출 대표 성공사례

자료 : KOTRA. 2016a.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Kotra 자료 15-054. p.25

한편, 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업차원의 노력 및 유관기관의 지원이 

38) 곽복선. 2016. 중국소비시장의 패러다임변화와 진출방안, KERI, 2016.6. p. 76.

39) 2015년 1월 필자의 대만 출장시 Taitra 무역국장과의 면담

40) KOTRA. 2016a.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Kotra 자료 15-054.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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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한중 FTA에서 화장품, 자동차 등은 협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상당수의 소비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업들이 자사제품이 한중 FTA에서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수출을 위한 원산지 증명 준비 등 사전 준비와 중국바이어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에서도 FTA

로 인해 관세감면 혜택을 받는 품목을 중심으로 전시회 개최를 확대하거나, 중국바이어

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온·오프라인 FTA 활용 유망품목 데이터 자료 및 홍보자료

를 구축하는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41)

또한,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센터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업에 대한 밀착지원 

확대가 가능토록 충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일례로 천안에 소재한‘유로메디코스메

틱이라는 회사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능성 화장품을 중국 장

춘의 화장품회사에 수출하게 되었다.42) 공기관의 전문인력 상주를 통한 수출업무에 대

한 원스톱 지원은 우수한 제품을 보유했지만,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의 해외진출 개

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례> 유로메디코스메틱의 중국 수출 성공 사례

유로메디코스메틱은 2013년부터 독일에서 원료를 들여와 기능성 화장품을 직접 개발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서 시판해온데 이어 이번 대중 수출을 계기로 중국시장에서도 온,오프라인 판

매를 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은 독일산 동종 제품에 비해 가격이 40%나 저렴한데다 기능도 뛰어나 

중국 바이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센터 중 유일하게 무역존 운

영을 통해 무역협회·KOTRA·한화무역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업무를 원스

톱으로 지원하는 한편, 전국 혁신 센터 관련업체들의 무역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끝으로 도 차원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중국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는 한중 지자체간 

지속적인 지역 정보 교류 채널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중소기업들의 중국 시장진출 관련 

지원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대상 교류 도시 선정시, 지자체

와 중국 대상도시의 지역특색을 매칭한 교류를 진행함과 동시에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41) 곽복선. 2016. 중국소비시장의 패러다임변화와 진출방안, KERI, 2016.6. p. 80.

42) 10만불 계약을 맺고 2016년 2월 말에 1만 달러 물량을 선적함. SDATV 헤드라인 뉴스.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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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를 선정하여 교류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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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태안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자원 활용 

전략과 한류3.0

고정민 

홍익대 문화예술MBA 교수

충청남도의 서쪽에는 태안군이 있다. 태안군은 충남의 서쪽 관문이며 관광자원도 풍

부하여, 태안군은 환황해의 거점으로서도 그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최근 태안은 

정주인구의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문화소비계층의 증가 및  다양화와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유동인구 변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또한 기업도시로서

의 태안군은 문화관광 사업에서도 중국의 부상과 함께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따라

서 본 발제는 태안의 지리적 여건, 인구분포 현황, 산업적 여건, 경제적 여건 등을 파악

하고, 문화관광 자원 및 요소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콘텐츠의 발굴을 위해 

SWOT분석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문화콘텐츠와의 결합을 통해 태안 지역의 문화

관광 전략을 도출하고 관련된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한다. 

Ⅰ. 현황 및 평가

1. 태안군 관광자원의 현황

태안군은 충청남도의 최북부, 우리나라의 최서단, 서울로부터 141.89Km 남서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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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 관광지도

위치해 있다. 인구는 6만 명을 웃돌고 있으며, 농업, 수산업, 상업 순으로 발달되어 있

다. 약 119개소의 섬을 가지고 있으며, 4면이 바다, 리아스식 해안, 국내 유일한 해안국

립공원이 있는 지역이다.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태안국립

공원, 태안8경, 자연생태공원 등이 

있다. 태안해양국립공원은 만리포, 

몽산포 등 32개의 해수욕장과 130

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

표적인 관광지이다. 태안8경은 백

화산, 안흥성, 안면송림, 만리포, 

몽산해변, 신두리사구, 가의도, 할

미·할아비바위 등이 있고, 태안마

애삼존불(국보 제307호)과 흥주사

(시·도기념물 제156호) 등의 문화

유적지도 있다. 천리포 수목원(국

내 최대의 민간 수목원), 안면도 

자연휴양림(국내 유일의 안면송 집

단 자생지), 모감주나무군란(천연

기념물 20138호) 등의 자연생태공

원도 태안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다. 

태안의 관광자원을 유형별로 보면, 자연관광자원으로 신두리 해안사구(국립공원 및 

습지), 꽃지 해수욕장, 인문관광자원으로서 몽산포구와 농어촌체험마을, 시설관광자원

으로서 휴양림 수목원, 만리포 관광지, 축제 및 스포츠로서는 안면도 대하축제, 태안 

CC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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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가. 강점

첫째, 태안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통해 현대생활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용기와 안

식을 얻는 치유관광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현대인들은 여유와 여가, 건강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치유(Healing)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태

안의 자연자원에 대한 경관적 가치와 더불어 심미적 가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태안이 진정한 힐링천국(Healing Paradise)이며, 치유관광의 메카이자 청정자연 관광

지로서의 이미지를 굳힐 수 있다.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고령이주자의 유입으로 실버의

료관광사업의 성공적인 유치 기회도 엿볼 수 있다.

둘째, 중국과 가까운 접근성이다. 태안군은 중국 산동반도와 가장 가까운‘격렬비열도’

를 포함하고 있다. 남한 최서단 섬으로 가거도보다 중국에 더 가까워 지정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 산동반도까지는 296㎞로 서울~대구 거리와 비슷하고, 바다 

낚시와 유람선, 요트 등 해양 레포츠를 중심으로 한 개발 콘셉트로 본격적인 중국인 관

광객몰이가 가능하다. 특히 충남 대산과 중국 용안을 잇는 국제여객항로에 국제여객선

이 취항하기로 함으로써 본격적인 중국과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대산 국제여

객선 항로는 지난 2010년 제18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최초로 개설을 확정했으며, 

2013년 대산항 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 건립공사를 착수해 2016년 5월에 준공돼 국제

여객선 취항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

셋째, 풍요로운 먹거리이다. 태안군은 육지와 바다를 동시에 안고 있어 사시사철 풍

요로운 먹거리자원을 가지고 있다. 식도락여행의 원천을 제공하고 주변관광지와도 연계

시켜 참신한 루트를 창조하여 태안군의 사계절 관광지화에 이바지하고 재방문을 유도하

는데 일조할 것이다. 최근 체험형 관광이 부각되면서 직접 수확에 참여·체험하고 시식

하여 오감의 만족감을 높이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판매경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농산물로는 육쪽마늘, 바닷물절임 배추, 속서리태 검정콩, 갯바람 양파, 

황토 알타리무 등이 있고, 수산물로는 꽃게, 갑오징어, 낙지, 붕장어, 대하, 전어, 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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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굴, 송화소금 등이 있다. 

넷째, 관광 클러스터 도시로서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먼저, 태안에 신재생

에너지 특구로서 가로림조력, IGCC, 소수력, 태양광에너지 생산, 재생에너지 교육 및 

복합시설단지로 조성하여 관광과 연계하고 있다. 또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동북아 유수의 관광레저도시를 건설하고 있고, 또한 안흥항과 연계하여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충남도의 천수만관광지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골프장, 테마파

크, 컨벤션센터 등 안면도국제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승마, 경비행기, 요트 등 새로운 신

성장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새로운 관광트렌드인 복합 관광·레저, 친환경 체

험 관광 및 원스톱 엔터테인먼트(One Stop Entertainment)가 가능하다. 현대도시개

발㈜에서는 골프장, 워터파크, 테마파크, 골프빌리지, 수로유원지, 버드존과 6000세

대, 1만5000명이 거주 할 수 있는 정주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나. 약점

첫째, 관광수요의 계절적, 지역적 편중이 심하다. 관광객의 7, 8월 하계 시즌 방문 

비중이 60% 이상을 점유하는 등 계절적 편중이 매우 심하며, 공간적으로도 해수욕장과 

항·포구가 입지한 서쪽 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태안의 바다에 유류유출로 부정적 이미지가 상존하고 있다. 유류유출 사고에 

의한 태안 이미지 손상 정도에 관해서는 ‘이미지 손상을 주었다’(매우 많음+많음)라는 

응답 비율이 87.3%로 매우 높다. 2007년 12월, 유류유출사건으로 2008년 관광객 방문

객이 급감하였는데 2009년과 2010년 관광객 방문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7년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2012년부터 회복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셋째, 관광객의 낮은 재방문률이다. 수질회복 가정하의 관광목적의 태안 방문 의향은 

‘갈 것이다’(반드시 갈 것이다+아마도 갈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은 42.5%로 나타나고 

있는데,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기름 유출 때문이다’라는 응답 비율은 14.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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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이 방문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기름제거와 생태계 복원을 제외한 개

선사항으로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2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볼거리’ 18.8%, 

‘음식거리’ 12.2% 등의 순이다. 

넷째, 태안을 대표하는 킬러 관광콘텐츠의 부재이다. 1978년 TBC 방송국에서 개최한 

해변가요제는 해변을 낀 도시에서 개최한다는 뜻으로 단 1회 개최 후, 1980년 군부의 

방송 통폐합이 되기까지 ‘젊은이의 가요제’로 이름을 바꿔서 개최를 하다가 TBC가 KBS 

에 통합되면서 사라졌다. 향후 관광객 유입 유도를 위한 킬러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지산 락 페스티벌, 그린민트 페스티벌 등을 벤치마

킹하여 젊은 인구의 유입을 인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도권과의 근접성으로 인구유출이 많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

권에서 120km, 차량 거리 2시간 내 서울, 경기, 충청, 전북 등 3000만명 이상의 배후

인구를 이용한 성공적인 외부관광객몰이의 가능성이 있으나, 오히려 뛰어난 접근성으

로 인해 태안의 정주인구가 역으로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 

여섯째, 인구의 고령화이다. 태안의 노인인구(65세 이상)는 매우 높아 군 전체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특히 유류유출 사고 후 타지역으로 전출간 젊은 세대가 많았으

며, 주요 소비층인 20-40대의 부재로 인한 낮은 소비활동이 경제침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고령 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1997년~2000년 주로 ‘생계형 전업

농’에서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2005년 이후부터는 ‘은퇴형’, ‘휴양요양형’ 및 ‘도시

출퇴근형’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지역적 접근성 때문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서의 유입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일곱째, 투자재원의 부족이다. 태안에서 기업도시를 추진 중인 ‘현대도시개발㈜’, 태

양광발전 사업을 진행 중인 ‘LG솔라에너지’, 화력발전 사업의 ‘한국서부발전㈜’ 등의 투

자지원처의 기틀이 마련되어 있으나 투자가 적극적이지는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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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쟁환경분석

1) 강원관광산업

강원도의 관광산업은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한 레저/스포츠 관광 및 휴양관광이 특징

이다. 스키, 레프팅, 골프 등의 레저/스포츠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고, 온천과 약수, 자

연휴양림을 활용한 보양/휴양관광이 인기가 높다. 강원 지역 내 100여개의 다양한 축제

가 개최되어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다. 특히 한지문화제, 강릉단오제, 태백산 눈축제, 

횡성한우축제, 정선아리랑제,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인제 빙어축제, 양양송이축제 

등이 인기이다. 

강원도 관광객은 1000만명 이상으로 내국인 비중이 90% 정도이고 나머지는 외국인

이다. 여름철 동해안 피서객의 영향으로 연중 절반 이상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다. 봄, 

가을, 겨울의 관광객은 15% 내외로 고르게 분포하나, 여름에는 50%이상으로 계절별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숙박여행은 강원 지역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2) 부산관광산업

부산의 관광산업은 컨벤션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 벡스코(BEXCO)의 

국제 행사, 부산국제영화제 및 부산비엔날레 등의 개최로 국제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 세계 주요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순위에서 부산이 10위를 차지하고 있으

며, 국제적인 컨벤션 행사와 축제를 관광과 연결하여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중

화권 관광객, 국제크루즈, MICE관광 활성화, 친절 및 고품질 관광서비스 구현 등의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관광특구는 해운대와 용두산∙자갈치 등으로 국제영화제, 불꽃축제 등이 체류

형 상품으로 정착(외국인 관람석 1만여석)되어 있다. 해외관광객 유치 다변화로 중국, 

홍콩, 대만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호패턴은 한류(영화, 드라마), 쇼핑, 

해양체험이며, 개별 관광객의 증가로 음식, 축제, 체험, 생태 등 관광객 수요가 다변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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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해관광산업

해양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이 활발하다. 경남 통영 매물도, 전남 청산도, 

홍도 등의 해양관광자원의 보존으로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지역관광 상품인 자연

환경과 경관의 자원가치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적 편익을 유발하는 관광형

태이다. 특히, 통영지역은 다도해로 구성된 천혜의 섬자원과 많은 역사적 유적지로 관

광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경남지역의 주요 관광목적은 자연경관과 풍경감상이다. 경남지역 내국인 관광실태조

사에 따르면 여행시 주요 활동은 자연감상(31%), 휴식 및 휴양(17%)이 차지하고 있다. 

통영은 섬과 바다가 주 테마, 이순신의 역사를 스토리텔링화하고 있다. 이순신의 한산

대첩, 적진포해전 등의 역사적 이야기를 활용하여 역사적 현장을 테마관광지로 개발하

고 있고, 작곡가 윤이상을 기리기 위한 ‘통영국제음악제’를 개최하여 아시아 유수의 음

악축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3. 태안관광의 포지셔닝

지금까지 살펴본 태안관광산업을 요약하면,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자원 중심으로 발

전, 문화기반의 관광상품이 미약하고 태안의 대표 관광콘텐츠가 부족하다. 또한 기름유

출 사건 이후 젊은 관광객의 유입이 적은데, 젊은 관광객의 유도를 위한 새로운 엔터테

인먼트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서해안의 관광중심지로써 태안지역의 차별화된 

관광레저형 사업이 부족하고 서부발전 유입에 따른 정주인구 증가, 지역경제 발전 등의 

이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동북아 관광객 유입이 유리한 지리적 조건에도 불

구, 해외관광객 유입이 미약하다. 따라서 서해안은 국제적 Gateway로써의 포지셔닝이 

가능한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어, 중국관광객 유입을 위한 태안의 관광브랜드 상품 개발

이 필요하다. 

태안의 관광포지셔닝은 서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부상이 필요하고 Global 지

향, 문화축제 및 국제행사 지향, 재방문률 향상과 중국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포지션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도시와 관련하여 태안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선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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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서부발전 등의 유입에 따른 기업밀착형 관광지 개발을 위한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

하다. 강원 원주의 의료산업 특화, 부산의 MICE산업 발전 등과 차별화된 기업도시 구

축이 필요하다. 

태안군의 관광 포지셔닝

3. 태안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태안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Young & Dynamics를 통한 태안의 Motivator를 

찾자’라는 슬로건 하에 Motivator, Young & Dynamics, China Factor,  Enterprise 

City 등 4가지 기본방향(YMCE)을 도출하였다.

태안군의 관광산업 활성화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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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니베이터. 태안군의 대표 Killer Contents가 부재한데, 현재 화훼축제, 먹거

리축제 등이 있지만 해안가와 내륙지방이 어우러진 태안의 이미지와는 부합하지 않아 

태안의 대표 아이콘으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로 성장시킬 강력

한 Motivator가 필요하다. 태안반도 전체 관광자원 이용 효율화를 위해 전통, 생활, 

종교, 역사, 관습, 민담 등 태안지역에 적합한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Young & Dynamics. 태안은 활기가 없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태안의 노인인구

(65세 이상)가 많아, 관광자원 확충과 기업도시 발전을 통해 젊은 인구의 유입이 필요

하다. 60-7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의 젊은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의 하나이

다. 기업도시로 인한 젊은 정주인구의 증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고 

우수한 교육인프라의 구축으로 젊은 인구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China Factor. 중국의 관광수요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60억 세계인구 

중 1/5에 달하는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 다음으로 

높다. 이처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중국인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산동반도와 가장 근접한 한반도 최서단의 태안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 여건은 조성되고 있다. 국제여객선 여행상품 개발, 카지노 게

임장 신축 등 중국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중국과의 직항로 활성화, 비자의 간소화 

등으로 중국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도시 활용. 기업도시의 지정에 따라 기업과 직원들의 태안이주로 인구유입

과 군세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태안만의 차별화된 매력관광물을 발굴하고 기업과 태안

군이 서로 제휴를 맺어 차별화된 신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주직원들과 태안주

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스포츠 시설을 확충하여 이주민과 지역민의 

화합고리로 연결하고 국내 최고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이주자녀 교육의 걱정거리로

부터 해방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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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안군의 관광활성화 전략

가. 모티베이터 개발

첫째, 의료관광 개발. 뛰어난 의료기술과 선진 미용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휴양과 의

료를 병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관광 모델을 개발하고 해외 방문객을 유도한다. 장기

간 태안에 머물면서 요양과 치료를 겸할 수 있는 의료관광을 특화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의료관광은 일반 관광보다 복잡한 채널을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해외 네트워크가 

강하고 전문성을 확보한 에이전시를 발굴하여 직접적으로 관광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태안대표 축제 개최.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축제를 개발하여 태안의 정

체성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를 유도한다. 젊은 세대의 흥미를 끌 수 있는 Rock

페스티벌, 재즈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태안으로 젊은 층의 방문을 촉진하고, 방문에서 

만족으로, 만족에서 재방문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한다.

셋째, 엔터테인먼트 존(entertainment zone)개발. 관광시설들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을 연계하고 육성하는 엔터테인먼트 존을 개발하여 태안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서해 관광벨트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태안으로 본사를 이

전하고자 하는 게임 제작·배급사인 게임사 등을 활용하여 게임관련 테마파크, 게임시

설, 홍보센터 등을 건설하고 게임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카지노, 골프장, 해양레저스포

츠 시설 등을 유치 및 확장하여 자연자원 뿐 아니라 인적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자녀교육이 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내정서를 고려해 볼 때, 교육환경이 조성

되지 않았을 때 태안으로의 젊은 층 유입은 불가능하다. 교육시설이 뒷받침 되지 못하

면 기업의 이전이 가족 이주보다는 홀로 이주하는 현상을 만들어 이른바 기러기 도시가 

될 수 있다. 수도권 수준의 교육환경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임금소득의 수도권 환류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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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ity 조성을 위해서는,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교 등 모든 교육시설의 투

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군, 교육청, 기업 등 세 주체가 교육 TF를 만들어 공동으로 

추진하고, 투자를 통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과정에서 

고급화를 지향한다. 

또한 명문학교 및 지역특화학교 건설도 필요하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에 대표되

는 명문학교를 건설하여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으로 우수학생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관련 특화학교, 과학기술학교, 관광특화학교, 호텔인력양성학교 등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학교로 연결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스마트 교육시설 마련도 필요하다. 사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 

클라우드 등 IT인프라 시설을 바탕으로 스마트 교육 환경을 마련한다. 교육 센터를 만

들어 유명강사의 원격강의, 인터넷 강좌 등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첨단시설을 갖춘 

스마트 클래스를 열고 교육에 대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다. 복원도시로의 관광활성화(스토리가 있는 관광)

기름유출 사건 이후 전국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로, 단기간내 기적적으로 극복한 태

안바다의 이야기(story)를 관광상품화한다. 청정지역에서 오염지역으로 희석된 이미지

를 ‘복원’과 ‘극복’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로 재창조하고, 복원특구지역으

로 선정하여 부끄러울 수 있는 자산을 경쟁적 자산으로 승화할 필요가 있다.

복원이라는 정체성을 환경과 연결하여, 세계적인 친환경 관광 도시로 개발한다. 문화

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이 공동으로 국제환경엑스포 등을 유치하고, 이외에 

환경과 관련된 국제회의나 신규 엑스포를 기획하고 개최할 필요가 있다. 환경관련 기구

와 복원도시박물관, 자원봉사기념관 등과 같은 관광시설을 구축하고 태안 도시 전체에 

친환경의 정체성을 부여하여 친환경 도시시스템과 인프라를 마련하고 세계적인 환경관

광도시로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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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기업도시와의 시너지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 시설을 환경친화형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의 개발이 공해가 아닌 청정의 의미를 부여하고 전기발전시설과 조력발전소 등 이에 따

른 부대시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장기적으로는 노후화된 시설을 미술관 등의 문

화시설로 활용한다. 

또한 발런투어리즘(volunturism)을 활용한다. 발런투어리즘(volunturism)이란 자

원봉사자(volunteer)’와 ‘관광(tourism)’이란 말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자원봉사에 초

점을 맞춘 관광을 의미한다. 오염제거, 환경보호, 관광안내,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자원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관광으로 연결하여 자원봉사와 관광이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지역의 숙박시설의 할인 등 인센티브

를 확대해 관광개발을 지원하고 국내외 NGO, 학교, 종교단체, 기업, 동아리 등과 결연

을 맺고 장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마. 태안의 스토리텔링 발굴 및 개발

태안만이 지니는 특수성을 살린 모노가타리(物語)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광 스

토리텔링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방문지에 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 지역의 이해와 공

감을 유도하는 것이다. 모노가타리법이란 허구 또는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전설화 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는 일본어이다. 태안에서는 이를 통해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몰두하게 하며 감탄하게 만들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을 의미부여 하

여 방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개의 흥미 있는 대상을 스토리로 엮어 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인하고 역사적인 이야기 무대를 시대에 따라 방문하는 관광코스를 여행상품

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토리텔링을 지역의 축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짜임새 있고 체계적인 스토리

텔링 기반 축제를 기획하여 특정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교감을 유도한다. 지역성과 특

수성, 축제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에 맞게 기존의 자연적 경관을 이용하거나 기존의 시

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아울러 축제의 경쟁력을 위해 축제상품의 연구와 개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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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스토리텔링을 체험형 관광으로 연결한다. 보편적 가치를 담은 스토리텔링

을 활용하여 체험학습을 극대화시키고 관광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관람객들이 교육

을 중심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관람객이 함께 축제를 만들어가는 공동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또한 문화원형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전’을 통해 문화원형과 

스토리텔링을 창작할 수 있는 참여여건을 마련하고 문화자원을 활용한 게임에서의 스토

리텔링 소스화도 시도한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태안 관광과 관련된 사연과 추억을 

공모하고 이를 통해 스토리텔링 소재를 개발하고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류를 활용한다.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의 조류를 활용하여 

한류 콘텐츠와 연결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드라마, 영화의 촬영장소를 

유치하고 이를 여행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류를 태안의 관광자원으로 활

용하는 것은 한류가 드라마, 음악에서 벗어나 관광 등과 연결시키는 한류 3.0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한류가 최근 주춤하고 있으나 한류와 연계된 관광은 중국을 비롯

하여 활황을 보이고 있으므로 태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바. 중국중심의 해외관광객 수요확보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을 주 타겟으로 관광 개발이 필요하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위안화 강세로 중국의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 

중국인 해외관광객이 1억 3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세계관광기구

(UNWTO)가 2020년 중국인 해외관광객을 1억 명으로 추정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관광상품의 유통구조는 한국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상품을 기획하고 중국 현지 

여행사에서 광고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이므로, 태안과 중국 현지 여행사와 연

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태안-제주 연계상품 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전략을 추구하

고 이후 태안 단독상품 개발을 통한 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대상별, 지역별, 테마별 태

안형 중국특화상품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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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관광클러스터로 확장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과 더불어 관광 특구에서 관광 클러스터로 확장한다. 테마

파크, 생태공원, 골프장, 아카데미, 국제비즈니스단지 등 태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

광 레저형 기업도시 건설과 함께 다양한 관광 산업군 육성을 통해 연관 산업간의 시너

지를 창출한다. 특히 관광시설 뿐 아니라 제작, 소비, 관광으로 연결된 테마형 클러스터

를 조성하고 대형 스튜디오, 여행사, 레저시설 등 관광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관광에 

대한 연구시설과 교육시설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태안군의 관광클러스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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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供应链网络如何能增强中小企业融资能力: 

供应链金融视角

송위엔팡 
중국인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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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공급사슬 네트워크는 어떻게 중소기업의 

융자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가 – 공급사슬 

금융시각

송위엔팡 
중국인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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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環黄海圏における文化観光資源活用の基盤と

なる日韓協力方案

OTANI, Shintaro

大谷 新太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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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환황해권 문화관광자원 활용의 기반이 될 

한일협력방안

오타니 신타로 

한난대학 국제관광학과 교수

요약

본고에서는 한일의 관광왕래와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을 둘러싼 현황을 개관

한 후, 환황해권을 주제로 한 지방관광객 유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한일 협력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한일관광왕래의 현황과 과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5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323만명으로, 그 중 일

본인은 184만명이었다. 가장 많은 중국인(598만명)에 이어 그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며, 

전체의 13.9%를 차지한다. 방한 일본인은 2012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 왔는데, 올해 

2월부터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최근 몇 년간 한일관계의 악화나 안전에 대한 불안(페

리 전복사고나 북한 정세), 엔화 약세 등 악조건이 겹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바닥

을 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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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2015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1,974만명으로, 

그 중 한국인은 사상 최고인 400만명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중국인(499만명)에 이어 

그 다음으로 많으며 전체의 20.3%를 차지한다. 엔화 약세나 면세 제도의 확충, 민관의 

적극적인 관광 프로모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한 일본인과 방일 한국인의 수는 한일간 정치 및 외교적 문제나 환율, 감염증 등의 

요인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 왔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500만명 규모의 상호 

왕래가 지속되고 있는 바, 한일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관광시장 중 하나이며, 교류 

파트너라 하겠다.

2.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동향과 경향

여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5년에 실시한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의 특징에 대하여 개관하기로 한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른바 “재방문객”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

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전체의 방한 경험은 ‘1회’(53.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회’(21.9%)가 많은 것에 비해 일본인 관광객은 ‘4회’(57.4%)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

로 ‘1회’(21.3%)가 많아 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인 관광객은 상대적으로 

방한 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체류일수가 짧은 것도 특징이다. 위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관광객

의 체류일수는 3일(45.9%), 4일(22.5%), 2일(12.2%) 순이었고, 평균 체류일수는 3.7

일로, 아시아 전체 평균 7.1일, 외국인 전체 평균 8.1일에 비해 체류일수가 짧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여행 비용이 낮은 것도 특징이다. 여행 총비용은 ‘500$ 초과1,000$ 이하’(41.6%), 

‘500$ 이하’(35.1%), ‘1,000$ 초과 1,500$ 이하’(13.2%) 순이었다. 1,000$ 이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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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 전체 40.2%에 비해 금액이 낮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방문지역(복수 응답)은 서울(68.0%)·부산(16.3%)·경기(13.6%) 순으로 많았다. 외

국인 전체와 비교해 서울(일본인 68.0%, 외국인 78.7%)이나 제주(일본인 1.7%, 외국

인 18.3%)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서울에 집중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일본인은 20대 21.0%, 30대 20.9%, 40대 24.5%, 50대 20.1%

로 폭넓게 한국을 방문했다. 외국인 전체의 경우, 20대가 3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이 30대 27.1%로 20~30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국을 여행하게 된 동기(단일 응답)의 경우, 일본인 관광객은 ‘쇼핑’(24.7%), ‘역사/

문화유적’(19.3%), ‘K-POP/한류스타 팬 미팅 등을 경험하고 싶어서’(13.0%) 순이었

다. 외국인 전체를 보면 ‘쇼핑’(29.2%), ‘자연 풍경’(26.7%), ‘역사/문화유적’(9.0%)이 

많다. 외국인 전체와 비교했을 때, 일본인은 ‘자연 풍경’(일본인 10.3%, 외국인 26.7%), 

‘패션’(일본인 1.0%, 외국인 7.6%)이 상대적으로 적고, ‘역사/문화유적’(일본인 19.3%, 

외국인 9.0%) ‘음식·미식 탐방’(일본인 12.1%, 외국인 6.3%), ‘K-POP/한류스타 팬 

미팅 등을 경험하고 싶어서’(일본인 13.0%, 외국인 4.2%)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상으로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의 특징으로 ①재방문객 중심, ②저렴

한 경비, ③단기 체류, ④서울에 집중, ⑤폭넓은 연령층, ⑥역사적·문화적·현대적 콘

텐츠 중시 등 6가지를 들 수 있다.

3. 일본인 관광객의 수요와 한국 지방관광의 가능성

2015년 일본인 해외 여행자수는 1,621만명(법무성 입국관리국 ‘일본인 출국자수’)으

로, 한국인 해외 여행자수인 1,931만명보다 적고 1990년대 후반부터 비슷한 수치를 유

지하며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여행 수요가 낮은 것은 아니며, 일본 생산

성 본부 ‘레저 백서 2016’을 보면 여가활동 중에서 ‘국내관광여행’에 대한 참가인구



환황해지역의 문화관광산업 육성  289

(5,500만명)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해외 여행’은 잠재수요로서 가장 높다.

전항에서는 “싸고 가깝고 짧게(安近短)” 한국을 반복 방문해 한국의 콘텐츠를 즐기는 

일본인 관광객의 특징이 부각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의 중간적 여행 

목적지로서의 한국이라는 시각도 가능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이동에 걸리는 소요 시간이 짧

고, 따라서 짧은 일정 및 저렴한 경비의 여행이 가능하다. JTB 종합연구소 ‘JTB 

REPORT 2015’에 따르면 해외 여행 총비용의 평균(2014년)은 25.6만엔인데,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의 70% 이상은 그 절반 이하의 금액이

다. 또한 JTB 종합연구소의 ‘2016년 해외 여행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 5일 이상 연휴를 

낼 수 있는지 여부가 해외 여행 횟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해외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나 빈도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로 ‘해외에 갈 만큼 길게 쉴 수 없다’(35.3%)

는 답변을 들 고 있다. 하지만 3~4일에 가능한 한국 여행은 그러한 영향이 적어 국내 

여행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에도 국내 여행에 가까운 느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LCC(Low Cost Career, 저가항공사)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 한국을 

빈번하게 방문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LCC의 세일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저렴한 가

격의 게스트하우스를 찾아내 숙박하는 케이스가 많은 듯 하다.

이처럼 한국은 “싸고 가깝고 짧게(安近短)”의 여행 목적지로 국내 여행의 연장선처럼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과제도 대두되고 있다.

첫째, 방문지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과의 해상 교통이 번성한 부산 

방문자가 다른 국가의 여행자에 비해 약간 많기는 하지만, 서울에 집중되는 경향은 변

함이 없다.

또한 일본인 관광객이 역사적·문화적·현대적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에서 ‘가장 좋았던 활동’의 1위로 ‘식도락 관광’ 20.0%(외국인 

전체 13.8%), 2위는 쇼핑 13.9%(외국인 전체 28.0%)를 들고 있어, 먹거리를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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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문화적·현대적 콘텐츠가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 여행과 관련된 정보나 여행 상품이 서울 중심의 획일적인 것이 많고, 한국 

각지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이 관광 콘텐츠로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

한일간 이동은 종래부터 다른 국가로의 이동에 비해 소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는데, LCC 취항수의 증대로 더욱 저렴해졌다. 후쿠오카(福岡) · 시모노세키(下

関) ·오사카(大阪)처럼 해상교통을 선택할 수 있는 도시도 있다. 한국 내 이동은 고속 

철도망의 정비가 추진되면서 속달성(束達成)이 향상되고, 비용 또한 단순 계산은 할 수 

없지만, 대체로 일본 내 교통비의 절반 이하로 저렴해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해도 부

담이 크지 않다.

일본인이 부담 없이 몇 번이고 한국을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편, 지방도시의 경우, 뛰어난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게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본인들에게 그러한 사실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필자는 2014년도에 부산에서 1년간 체류했을 당시 부산·경상남도·전라남도

의 관광 현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몇 번이고 이 지역을 다니며, 이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 고속 교통망의 정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환경 정비는 추진되고 있으니, 뭔가 

시책을 통해 한국의 지방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환황해권이 이들을 

수용할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4. 관광 분야에 있어서 한일 협력과 환황해권

한국의 지방관광을 활성화시키고 환황해권을 그 수용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서울에 방문한 적이 있는 방한 재방문객을 타깃으로, 서울 이외의 지방도시를 방문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 등으로 접근하는 프로모션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한

국 내뿐만 아니라 한일이 공동으로 실시했을 때 더욱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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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 환황해권에서 개개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 뛰어난 것을 관광 콘텐츠로서 활용

해 나감은 물론 지리적·문화적 근접성이나 쌍방의 교류사를 살린 문화관광자원의 활용

을 검토해야 한다. 규슈(九州) 북부와 한국 남부는 고대로부터 교류가 이루어져 왔기에 

한일 교류의 역사문화유산이 각지에 존재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관광루트를 구

축해 전파해 나가는 등의 프로모션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한일 공동 프로모션은 공동으로 국내외 지역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는 관점

에서뿐만 아니라, 환황해권 내에서 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반대로 관광객을 보낸다

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본디 규슈(九州)에서는 동일본보다 한국 쪽이 물리적 거리

가 가깝다. 환황해권이라는 지리적 근접성을 살린 프로모션을 통해 쌍방의 친근감을 높

여, 충분히 여행지로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간에는 이른바 “자매도시”로서 도시

간 연계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관광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협

력 사례는 거의 보이지 않고, 상호 방문이나 행사 참가에 그치고 있다(국토교통성 ‘자매

도시교류의 관광 활용에 관한 조사’(2005)). 후쿠오카(福岡)시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유

럽이나 중국권에 대해 프로모션을 실시한 사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산발적인 대응에 

그치는 수준이다. 환황해권 내에서 서로의 관광 매력을 공유함으로써 권내 관광 교류를 

증대시켰으면 한다.

그 방법으로는 공동관광루트의 구축, 공동 팸플릿 제작, 인터넷상에서 웹 사이트나 

SNS의 공동 운영, 팸 트립(Fam Trip)의 상호 실시, 공통 티켓·주유권(항공권, 철도 

승차권, 승선권 등)의 도입, 크루즈 공동 유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프로모션의 주체로

는 DMO(Destination Management/Marketing Organization)에 상당하는 조직이

나 기관이 이를 담당할 수 있으리라.

참고사례로 일반사단법인 규슈관광추진기구(九州観光推進機構, 후쿠오카 시)의 활

동이 있다. 규슈관광추진기구는 규슈에서 광역관광의 핵심을 담당하는 민관합동조직이

다. 위 기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규슈 올레길’ 사업을 전개했다. 이는 사단

법인 제주 올레와의 제휴로 2011년에 시작된, 워킹 및 트렉킹 코스를 이용한 프로모션

이다. 규슈 각지에 코스가 만들어졌으며, 2014년도에는 한국인 40,740명,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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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0명을 유치했다고 한다(규슈관광추진기구 자료 발췌). 한국에서 워킹과 트렉킹이 

유행한 것을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규슈 각지의 매력을 부각시킨 테마와 스토리를 코

스에 부여할 수 있었기에 집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광역관광의 추진체제정비나 구체적 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국이 참고로 삼을 만한 내용이 많지 않을까?

한편, 주 오사카(大阪) 한국영사관 오사카문화원에서는 금년도부터 ‘한국 문화 및 관광 

서포터즈’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간사이(関西) 지역의 대학생을 모아 한국의 지방도시를 

실제로 취재한 후, SNS를 통해 그 매력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전파시킬 것인지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사업이다. 한국이나 관광을 전공하는 대학생 20명이 

‘서포터’로 임명되어 9월 부산을 방문해 현지 취재를 했다. 이 때 부산관광공사나 에어

부산의 협력을 얻었고, 필자 또한 기획 단계부터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개인 블로그의 정보를 참고하며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스마트폰이나 SNS의 

보급도 일본보다 한 발 빨랐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을 이용한 프로

모션이나 이를 위한 팸 트립의 실시가 활발하므로, 일본은 이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 한국의 ‘문화관광 해설사’ 제도 또한 관광자원봉사 가이드에 대한 공적 인증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질적으로도 불균형이 심각한 일본이 참고할 만하다.

이와 같은 공동 프로모션의 실시는 쌍방의 노하우를 서로 배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환황해권의 문화관광자원 활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 환황해권의 관광 브랜드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상해 

보았다. 구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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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环黄海地区的大气污染宏观本底格局及改善过
程中地方政府作用

왕리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개발 및 지구경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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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환황해 지역 대기오염의 거시적 배경 구조 및 

개선과정 중 지방정부의 역할

왕리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개발 및 지구경제연구소 연구원

황해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 사이에 위치한 반폐쇄적인 천해로 경위도는 

31°41'-39°50'N과19°10'-126°50'E이다. 황해의 남북 길이는 약 870km, 동서의 너비는 

556km, 총 면적은 약 38만㎢이다.

그림1 황해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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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황해 대기오염의 거시적 배경 구조

환황해 지역은 전형적인 동아시아 계절풍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일반적으로,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편북풍이 성행하고 북부는 북서풍이 많으며 평균 풍속은 6~7m/s이

다. 4월은 계절풍 교체 계절로 풍향이 불안정적이다. 5월, 편남 계절풍이 출현하기 시

작한다. 6~8월, 남에서 남동풍이 성행하고 평균 풍속은 5~6m/s이다. 황해의 겨울철

은 한랭건조하며, 여름천은 온난다습하다. 평균 기온은 1월이 가장 낮아 2~6℃이며 남

북의 온도차는 8℃에 달한다. 8월이 가장 높고, 전체 해역의 평균기온은 26~27℃이

다. 연평균 강수량은 남부는 약 1,000mm, 북부는 500mm이다. 6~8월은 우기로 강수

량이 한 해의 절반을 차지한다. 황해의 대기오염 시스템은 주로 다음과 같다. 

해수의 비열이 육지보다 크기 때문에 겨울철 해양의 온도 하강은 육지보다 느리다.  

아시아 대륙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아극지 저기압대는 몽고-시베리아 

고기압에 의해 절단되고, 아극지 저기압이 해양에서만 머무르게 하여 북태평양상에 알

류산 저기압이 형성된다. 그 외에, 칭짱고원(靑藏高原)이 냉공기의 서진을 막고, 대륙 

동부는 편북기류가 성행한다. 일반적으로, 겨울 계절풍은 9월 중순부터 시작되며 12~1

월 풍속은 최대에 달하고 3~4월초 약해지며 남에서 북으로 철퇴한다. 시베리아 고기압

과 알류산 저기압의 상대적 위치, 강도 및 상응하는 순환 형세가 겨울 계절풍의 강약과 

진퇴를 결정하였다. 

  

그림 2  1월(좌)  7월(우) 해평면 등압선 분포
출처 : http://blog.sina.com.cn/ahhf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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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의 여름 계절풍은 주로 서태평양 아열대 고압 마루 앞의 동남계절풍이다. 여름철, 

해양의 온도 상승은 육지보다 느리고, 육지온도는 해양온도보다 높다. 아시아 대륙은 

빨리 열을 받고, 공기가 팽창하여 상승하고 가까운 지면에 인도 저기압을 형성한다. 서

태평양은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그 외에, 칭짱고원은 남아시아 계절풍의 북

상을 막고, 대륙 동부에는 편남 기류가 성행한다. 일반적으로, 4~5월에는 아열대 고기

압마루선이 15°~20°N에 있다. 6월 중순까지 아열대 고기압마루선의   첫 번째 북쪽 이

동이 출현하고 20°N을 넘어 20°~25°N 사이에서 배회하고, 여름 계절풍은 창장(長江) 

유역에 도달한다. 7월 중하순 아열대 고기압마루선의 두 번째 북쪽 이동이 출현하고 이

후 25°~30°N 사이에서 흔들리고 여름 계절풍은 황화이(黃淮) 지역에 도달한다. 7월 말

에서 8월초까지 아열대 고기압마루선의 세 번째 북쪽 이동이 출현하고 30°N을 넘어 최

북단 위치에 도달하여 이 곳에서 머무르고, 여름 계절풍은 화베이(華北), 둥베이(東北) 

지역에 도달한다. 8월 하순, 강한 찬 공기의 남하에 따라 서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 세

력이 약해지고 마루선은 북에서 남으로 빠르게 물러나기 시작한다. 9월 상순 마루선은 

첫 번째로 25°N 부근까지 철수하고 여름 계절풍은 빠르게 약해진다. 10월 상순, 아열대 

고기압마루선은 20°N 이남 지역까지 물러나고 겨울 계절풍이 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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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열대 고기압의 3차 북쪽이동 설명도
  주 : 제일 위 그림은 6월 중순 첫 번째 북쪽 이동. 가운데 그림은 7월 하순 두 번째 북쪽 이동. 제일 아래 그림은 

7월 말에서 8월 초 세 번째 북쪽 이동. 
출처 : <기상 여행—아열대고기압> 

이상은 일반전인 상황의 환황해 지역 대기 순환 시스템이다. 그러나 대기 순환은 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으며, 국지적인 해들리(Hadley) 순환, 복사냉각, 칭짱고원기후, 엘

니뇨-남방진동ENSO(El Niño-Southern Oscillation), 북방진동 AO（Arctic 

oscillation）등이 모두 환황해 지역 대기 순환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AO의 위상과 유라시아 순환 배치는 동아시아의 겨울 계절풍과 국지적 기후에 영향이 

있고 알류산 저기압과 시베리아 고기압의 경년과 10년 단위 변화 또한 AO와 서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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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AO가 정위상에 있을 때,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해지게 할 수 있고, 겨울 계절

풍 또한 상응하여 약해지며, 중국의 화베이, 둥베이에서 시베리아까지의 바람장에 이상

이 출현하여 시베리아에서 중국의 둥베이, 화베이 및 한국, 일본 저공에 현저한 이상 

온난화가 생기도록 한다. 이 외에, 계절풍이 강한 해 및 라니냐 해에 AO는 부위상이고 

한파의 활동이 빈번해진다. 계절풍이 약한 해와 엘니뇨 해에 AO는 정위상이고 한파의 

활동은 비교적 약하다. 

2. 공기오염의 대기수송 분석

공기오염은 절대 지역적 문제가 아니다. 특히 대기 수송을 통한 그 오염의 전파는 작

은 스케일의 범위 일 수도 있지만 광역, 대륙간 심지어 전지구 범위로 확장될 수도 있

다. 그러므로 지역의 공기질은 동 지역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대기 수송 경

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변 지역의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2008년 칭다

오(靑島)시의 전형적인 대기의 외부원천 수송 오염 과정을 이용해 환황해 지역의 공기

오염 대기 수송 문제를 분석한다. 

2008년5월27일부터 6월2일까지, 칭다오시에는 전형적인 외부 오염원이 현지 공기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 사건이 발생하였다. 본 사건은 몽골과 가까운 중국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에서 기인했다. 큰 바람의 이동에 따라 먼지가 서북기류를 따라 차례대로 

베이징(北京), 스자좡(石家庄), 지난(濟南), 칭다오와 난징(南京) 등 도시에 도달했고 

이 도시들의 공기는 외부 오염원의 영향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기상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고공 형세장(500hPa)

2008년 5월 27일, 러시아 상공에 강한 남북향 고기압마루가 형성되어 있었다. 서북

방향은 강한 시베리아 찬 고기압이 발전하였다. 지면인 몽골에는 저기압이 강하게 발전

하였다. 이 때, 중국 산둥(山東) 및 랴오닝(遼寧)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았다. 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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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의 작용으로 그 상공에는 비교적 강한 서북 기류가 형성되었다. 이 기류의 영향으

로 시베리아 찬 공기는 계속해서 중국 동남 방향으로 흘러갔다. 고공의 골은 점차 동으

로 이동하였고 고공 기압경도는 감소하였다. 이 때, 칭다오는 골의 앞, 마루의 뒤에 위

치하여 있었고 동남풍으로 기단은 해상에서 생겨났다.

5월 28~29일 고공 골에 파동이 출현하였고 허베이(河北)까지 이동하였으며 남동 방

향으로 깊이 이동하였다. 이 기간 동안, 산둥 및 허베이 지역의 고공 순환 형세는 이미 

현저한 경도 방향형에서 위도 방향형으로 변하였다. 고공 바람장은 일관된 북서풍이고 

풍속은 큰 편이다. 지속적으로 강한 고기압 가장자리의 가라 앉는 기류는 먼지입자가 

경계층의 상층으로부터 끌어내려 지도록 만들었다. 이 영향을 받아 경유지역 공기 중의 

먼지 입자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비교적 심각한 황사 날씨가 출현하였다.

5월 30일, 고공 골이 계속하여 남동 방향으로 이동하여 해상으로 진입함에 따라, 고공의 

경도방향 순환이 강해졌고, 골 뒤의 북서 기류는 지면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도록 

인도하여 칭다오는 차가운 골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오염물의 수평 확산이 유리해졌다. 

5월 31일 06시부터 6월 1일 06시, 칭다오 및 산둥 지역 상공 등압선은 평직을 유지하

였고 등압선은 희미해졌으며, 고공은 다시 서풍 기류의 영향을 받았고 그 후 경도방향 

순환은 점차 강해졌고 등압선은 더욱 드물어졌다.

6월2일, 약한 고공 골의 영향하에 칭다오 및 산둥, 화베이 지역은 약북서풍이 되었다. 

그림 4 고공 날씨 형세 순환장
출처 : <2008년 칭다오시 전형적인 대기의 외부원인 수송 오염 과정 분석>, 본 부분은 아래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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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면 기압장

2008년 5월27일 새벽부터 28일 정오까지, 저기압 선풍 중심은 몽골 동부에서부터 

중국으로 진입하였고, 천천히 남동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며, 강하다가 약해졌다. 그 기간 

바이칼 호수 서편에서 생긴 강한 찬 공기가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중부를 침입하였고, 

원래 허타오(河套) 지역에 있는 저기압 중심을 빠르게 북동 방향으로 밀었고 강한 저기압 

선풍 중심이 되도록 강화하여 강력한 상승 기류를 만들었다. 대량의 지표 토양 미세입

자가 상승 기류를 따라 권계면에 도달하였다. 고공의 강한 북서기류의 영향을 받아 남동 

방향으로 빠르게 전이 확산되었다. 그가 지닌 대량의 지표 토양 미세 과립은 더욱 먼 

지역으로 수송되었다. 이 기간 동안, 북방 지역은 줄곧 선풍의 영향 하에 있었고 30일

까지 전색되어 있었다. 

스케일이 큰 강한 날씨 시스템의 영향을 받아 5월27일 야간 칭다오 지역은 남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었고, 지면 풍력은 4급에 이르렀다. 

28일 새벽 대량의 지표 토양 미세입자가 칭다오로 수송되었다. 이 때, 칭다오의 공기 

중 PM10농도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28일 16시부터 29일 09시까지 고공에는 광범위한 가라앉는 기류가 존재하여 위로 향

하는 난기류 확산을 저지하였으며 풍력은 1~2급으로 감소하였고 지속시간이 비교적 길어 

공기 오염물질 확산에 불리했다. 이 외에, 산둥 지역에 영향을 주던 저기압 시스템이 

천천히 이동하여 외부에서 온 대량의 과립물이 칭다오에서 머물면서 쌓이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ρ（PM10）는 28일의 0.220mg/m3에서 29일의 0.600mg/m3까지 증가

했고, 공기질은 심각한 오염으로 바뀌었다. 이 기간 동안, SO2 와 NO2의 일평균 농도

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으며 1급 표준 한계치 보다 낮아 수송 기단이 대량의 과립

물을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한편, 5월 28일부터 중도에서 중국으로 진입한 차가운 고기압은 점차 남동쪽으로 이

동하기 시작하였다. 29일 18시부터 30일 12시까지 칭다오는 차가운 고기압 앞부분에 

위치해 있었다. 이 때, 칭다오는 북서 기류의 영향을 분명하게 받았으며 근지면 최대 

풍속은 8m/s에 달하였고, 공기 중 과립물의 희석 확산에 유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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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12시 몽골 상공에서 만들어진 저기압 중심이 중국 네이멍구 중동부에 진입하였

고 남동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강하다가 전색되었다.

31일 칭다오는 고기압 뒷부분, 저기압 앞부분에 위치하였고, 지면에는 편남풍이 성행

하고, 풍속은 한층 증대되었고 공기중의 과립물 농도는 0.178mg/m3까지 떨어졌다. 

6월1일 00시, 저기압 중심은 칭다오 지역까지 이동하였고, 과립물 농도가 다소 상승

하였으나 지속 시간은 짧았다. 게다가 6월2일 풍속이 커져 공기 중의 과립물 농도는 

0.091mg/m3까지 감소하였다. 

그림 5 지면 기압장

(3)역방향 궤적 시뮬레이션과 오염 변화 특징

80m, 200m, 500m의 세 개 고도층을 선택하고 이 점으로부터 지역 범위 안의 24h

기단에 있는 3차원 공간을 뒤로 민다. 오염기간(2008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이 

북서 기류의 영향을 받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저기압 선풍의 영향 하에서 몽골과 중국 

국경에 가까운 지역에서 황사가 발생하였고 먼지는 북서 기류를 따라 칭다오로 진입한

다. 그 중, 오염이 심각했던 29~30일에 칭다오는 북서 기류의 영향이 현저했다.  29

일, 80m, 200m, 500m 고도의 기류 궤적은 모두 북서 방향에서 왔으며 명확한 수송 

특징을 나타냈다. 기단은 몽골, 중국 네이멍구 사막을 통해 동쪽으로 이동해 중국 황토

고원, 허베이를 거쳐 산둥반도에 도달했고 칭다오에 영향을 주었다. 이 수송거리는 

1,200km를 넘었다. 수직방향 상에서 오염물질의 12h 역방향 궤적선은 줄곧 900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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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 있었고, 오염물질의 장거리 수송이 줄곧 저층에서 안정되었고 오염물질이 위로 

떠오를 수 없고 빠르게 확산되지 못해 심각한 오염을 조성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 6  5월29일 16시 24h 역방향 궤적

이와 상대적으로 청정기간 (5월 27일)에 칭다오는 남동 편남에서 오는 해상 기류의 

영향을 받았다. 기류궤적은 남동 편남향이고 황해에서 발원하였으며, 80m와 200m고

도의 기류궤적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모두 해상의 청정기단에서 왔다. 500m 고도의 

기류궤적은 남서에서 북서 경로로 변했다. 이러한 차이는 고공 순환 배경장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그림 7  5월27일 16시 24h 역방향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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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기상 특징 하에서, 칭다오 시내 오염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5월27일 공기질은 

우수, 28일 경미한 오염, 29일과 30일은 심각한 오염, 31일과 6월 1일은 경미한 오염, 

6월 2일은 양호로 바뀜. 중요 오염물질은 PM10 이었다. 중요 오염물질 농도가 시간에 

따라 벨리값에서 피크값으로 누적되고, 피크값에 도달한 후 다시 벨리값으로 떨어진다. 

그 시간 변화 곡선은 정규 혹은 왜도 분포로 나타난다. 관련 도시 공기질 또한 다른 정도의 

오염이 출현했고, 오염 피크값은 차례대로 정체되었다. 공기질 또한 분명한 유사 변화 

특징이 있었고 동일한 날씨 형세 영향 하의 지역 오염 전송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림 8  2008년5월26~31일 상응도시 PM10의 농도변화

3. 대기오염 방제의 실행가능성 사례

대기오염 방제는 실행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설명해야 할 것은, 이 지역의 대기 환경 

관리가 절대 지역 자체의 사정이 아니라는 것이고 더 넓은 지역 범위 내의 협력을 고려

해야 하는데 특히 오염원, 대기 전송 경로, 지역의 자연지리조건 등 다방면 분석을 결합

하여 협력 관리 범위를 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지역의 모래바

람 관리가 지역 대기오염 방제에 상당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은 동경113°04′에서 119°53′，북위 36°01′에서 42°37′ 

사이에 위치한다. 화베이 평원에 위치하며, 북쪽은 네이멍구 고원을 접하고, 서쪽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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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고원에 인접하고, 동쪽은 보하이(渤海)에 인접하여 있다. 이 지역의 서쪽은 타이싱산

(太行山) 산지이고, 북쪽은 옌산(燕山) 산지로 옌산 이북은 장베이(張北) 고원이고 나

머지는 하이허(海河) 평원으로 총면적은 21.6만㎢이다. 베이징톄진허베이 지역이 중위

도 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기후는 뚜렷한 온대, 반습윤 대륙성 계절풍 

기후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이 지역 내의 다른 자원 환경 요소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옌산, 타이싱산, 네이멍구 고원의 영향을 받아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전체 지

세는 북서고(高), 남동저(低)의 특징을 보인다. 

그림 9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지리적 위치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북부는 네이멍구 고원을 접하고, 서쪽은 황토 고원을 접하고 

있는데 이 양대 고원은 식생이 희소하고, 지표가 노출되어 있으며 더욱이 강수량이 작

고 모래먼지가 쉽게 일어나 오랜 기간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황사의 중요 먼지근원이

었다. 특히 네이멍구 고원은 근대 기후의 지속적인 가뭄과 과도한 방목에 따라 목장 퇴

화가 발생했고 하천과 호수가 마르고, 사막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 중, 훈산다커

(渾善達克) 사막, 우란부허(烏蘭布和) 사막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에 진입하는 중요

한 황사 발원지이다. 이 외에, 산시(陝西) 마오우쑤(毛烏素) 사막, 신장(新疆) 하미(哈

密), 몽골 남부 등에서 오는 모래가 있다. 이 것을 제외하고,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의 

기후 특징은 황사의 수량과 정도를 악화하였다.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은 중위도 지대

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대반습윤 대륙성 계절풍 기후이다. 봄철 이 지역은 대륙의 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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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과 서풍대의 영향을 받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편북풍과 편서풍이 성행한다. 봄철의 

풍속은 연중 가장 크고 최저 풍속은 2.4m/s, 최고 풍속은 6.2m/s이다. 이 기후 특징과 

지리 특징으로 봄철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에 황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되었다.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의 봄철 주도 풍향은 아래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 이 외

에, 여름철 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주로 편남풍과 편동풍이 

성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을, 겨울철 주도 풍향은 모두 편서풍과 편북풍이다. 

그림 10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4계절 주도 풍향
출처 :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현대기후변화와 기후 적합도 연구>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의 모래먼지근원과 전파 경로 분석을 통해, 중국정부가 전개한 

관련 생태보호공정은 모래바람 방제에 좋은 역할을 하였다. 관련 공정은 주로 “싼베이

(三北)”방호림공정과 베이징톈진(京津) 모래바람발원관리공정을 포함한다. 이 외에, 경

작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는(退耕還林) 공정, 방목지를 초원으로 환원하는(退牧還草) 공

정 등이 방풍방사 방면에서 큰 역할을 발휘했다. “싼베이”방호림공정은 즉, 중국 싼베이 

지역(시베이(西北), 화베이(華北), 둥베이(東北))의 대형 인공임업 생태공정이다. “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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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호림 체계는 동으로는 헤이룽장 빈현(黑龍江賓縣)에서 시작해 서로는 신장(新疆)

의 우쯔비에리(烏孜别里) 산어귀까지, 북으로는 북부 국경에 이르고, 남으로는 하이허

(海河), 융딩허(永定河), 펀허(汾河), 웨이허(渭河), 타오허(洮河) 하류, 카라쿤룬산(喀

喇崑崙山)을 끼고 있으며 신장, 칭하이(靑海), 간쑤(甘肅), 닝샤(寧夏), 네이멍구, 산시

(陝西), 산시(山西), 허베이(河北), 랴오닝(遼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베이

징(北京), 톈진(天津) 등 13개 성, 시, 자치구(省, 市, 自治區) 의 559개 현(縣)(기, 구, 

시(旗,區, 市))를 포함하고 있다. 1979년부터 2050년까지, 3개 단계, 7기 공정으로 나

누어 진행하고 5.35억 묘(苗)의 조림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제5기 공정 건설이 정식으

로 시작되었다. 베이징톈진 모래바람발원관리공정은 1기는 서로는 네이멍구의 다얼한

마오밍안연합기(達茂旗)에서 시작하여 동으로는 네이멍구의 아루커얼친기(阿魯科爾泌

旗)에 이르고, 남으로는 산시(山西)의 다이현(代縣)에서 시작하여 북으로는 네이멍구의 

둥우주무친기(東烏珠穆沁)에 이르며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山西) 및 네이멍구 등 

5개 성(省)(구(區), 시(市))의 75개 현(縣)(기(旗))와 관련된다. 북부 가뭄초원사막화관

리구, 훈산다커사막관리구(渾善達克沙地治理區), 농목교차지대 사막화토지관리구와 

옌산구릉산지수원보호구(燕山丘陵山地水源保護區)로 나뉜다. 2기공정은 2013년에 시

작되어 공정지역 범위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山西), 네이멍구 5개 성(구, 시)의 

75개 현에서부터 산시(陝西)를 포함한 6개 성(구, 시)의 138개 현(기, 시, 구)까지 확대

되었다. 관련 공정 전개 상황에서 최근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모래바람 상황은 뚜렷하

게 개선되었다. “12차5개년계획(2011-2015)”기간동안, 베이징톈진허베이의 황사날씨

는 점차 감소하였고, 모래먼지의 영향은 점차 약해졌다. 모래먼지의 발생은 2000년의 

연평균 13회 이상에서부터 연평균 2~3회 발생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모래먼지 문제는 점차 완화되었으나 스모그 문제가 두

드러지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스모그의 원인은 현지 자동차 오염 외에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두드러진다. 모래바람 관리 경험을 기초로 삼아 우리는 오염원 분석과 지역 협

력을 통해 스모그 문제 또한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환황해지역의 대기오염실태와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321

4. 대기 개선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생태환경 문제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반드시 다방면의 역량을 빌려 과학적으로 발전하

도록 해야 한다. 생태환경 문제에 대해 일시적 해결 즉, 생태체계건설보호, 환경오염종

합방제 등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반드시 근본을 해결 즉, 정부, 시장, 사회의 다중 역량

을 통해 쌍방향 수단을 격려하고 구속하여 인류 활동의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을 규범화

하고 최종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이론상으로 말하자면, 

지역 생태환경의 보호는 정부, 시장, 사회의 3대 주체를 떠날 수 없다. 이상적인 상태에

서 정부는 생태환경보호의 규정을 통해 법 집행 조치를 감독하고 시장은 자원 가격이윤 

수단의 도움을 받고, 사회는 윤리도덕방식 등 홍보를 이용해 지역 인류활동의 생태환경

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규범화한다. 

그림 11  생태환경보호의 기본 틀

일반적으로, 지역환경 질의 협동개선에는 보통 5가지가 있다. 첫째, 지역 특성에 부

합하는 생태환경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지역 생태환경 보호와 관리의 실시주체로 삼는

다. 둘째, 지역 생태 환경보호 협력을 보장하는 제도체계를 설계하고 협정, 계약 체결을 

통해 계획, 조례 등 방식을 제정해 통일되고 명확한 생태환경 보호 협력의 제도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지역 생태환경 보호협력이 시장화 방향으로 가도록 격려한다. 그러나 

기업 개입의 전제는 환경 관리과정 중 적합한 이윤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넷째, 대중의 

생태환경 보호협력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다섯째, 완전한 지역 생태환경 보호 

거시적 제도 체계, 완전한 법률법규와 표준체계는 지역 생태환경 보호의 기본적인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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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지역환경질의 협동개선조건

상술한 거시적 구조 분석에 근거하여 환황해 대기오염의 방제는 2가지 방면에서부터 

착수해야 한다. 첫째, 더욱 시스템적이고 깊이 있게 주요 오염원과 공기 유동 경로를 

연구한다. 둘째, 관련 지역간 대기질 개선 협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첫 번째 방면에서 볼 때, 각종 조건의 제약으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국지성 오염 현상 

및 지역적인 단일 오염물질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전반적인 대기오염 전체 현상의 연구

가 더욱 절박하다. 이 외에, 구체적인 오염원 연구가 비교적 많으며 현재 대기 순환 구

조에서 볼 때, 겨울철 오염원은 아마도 환황해 북서부 위주이고 여름철 오염원은 남동

부 위주일 것이라는 기초적인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구체적 지점, 범위, 영향 정도

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후조건, 지리조건, 오염물질 전파 경로를 

결합하여 진행하는 종합적 연구가 마찬가지로 절박하게 필요하다.  

두 번째 방면에서 볼 때, 지역간 대기질 개선 협동협력체계의 구축은 비교적 큰 도전

이다. 주요 문제는 국가별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된 생태환경 관리 기구, 생태환

경 보호협력 제도 체계, 기초적 거시적 제도체계 등의 설립을 포함하여 어려움이 존재

한다. 전체 환경품질관리주체, 제도체계와 기초조건은 어느 정도에서는 기존의 효과에 

도달할 수 없다. 현재 <한중일협력행동계획(中日韓合作行動計畫)>, <한중일환경협력



환황해지역의 대기오염실태와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323

연합행동계획(中日韓環境合作聯合行動計畫)(2015-2019)>는 대표적인 국가간 행동으

로 이미 시작되었고, 바로 관련 방면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의 탐색이다. 

상술한 분석에 근거하여 환황해 대기 환경 보호에 객관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

여도 지방정부는 여전히 지역 대기질을 개선할 비교적 큰 여지가 있다. 첫째, 환황해 

대기오염의 시스템적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이로부터 지방정부 사이의 중점 지역 협력 

대상과 내용을 확정한다. 둘째, 중점 지역 협력 대상과 대기 환경보호 협력 관계, 예를 

들어 협력 협의 체결, 환경보호 전략 파트너 관계 등을 구축한다. 중점은 지역 간 대화

와 협조를 통해 각 지방의 환경보호 협력의 권한과 책임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한다. 

셋째,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지방정부 사이의 환경보호 협력에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넷째, 각 방면의 대중이 자발적으로 관련 환경보호 협력에 참여

하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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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충남지역의 대기오염실태와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선태 

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

1. 대기오염과 건강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피해가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 이유는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피해가 적어서가 아니라 인체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인체 대상의 과학적인 분석 기술과 자료들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최근 

WHO(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한 많은 조사와 연구들에 의해 대기오염에 의한 인체 

건강피해, 나아가 조기사망까지의 피해가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 밝혀진 대기오염의 건강피해는 과거 영국의 런던스모그와 일본의 욧까이치 천

식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호흡기질환의 범위를 벗어나 협심증과 뇌졸중이라는 순환기질환

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자수도 인구 10만명당 100명이라는 

추정에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 지역의 경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와 함께 전 세

계적으로도 대기오염이 극심한 지역에 해당하고 있다. 일본의 대기오염도는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계의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일부 대도시와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대기오염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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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NASA의 자동차와 연소과정에서 발생하

는 이산화질소 농도 분포(<그림 1>)를 보면 이러한 경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은 편서풍의 바람 특성상 중국 내륙 사막에서 형성된 황사와 중국 내륙의 

미세먼지가 한국이나 일본으로 이동하면서 영향을 주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NO2 concentrations in Asia between 2005 and 2014, with the blue indicating 0 
and the red indicating 5,000 trillion molecules per cubic centimeters; China has witnessed 

an expansion of high NO2 pollution. [Images: NASA].

이러한 가운데, 2016년 충남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 

문제가 국내에서는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린피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으

로 인한 조기사망자수가 현재 640 ~ 1,600명 수준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증설되는 

2021년의 경우에는 1,100 ~ 2,80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석탄의 수입량의 면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도 10㎛ 이하 크기의 입자상물질을 지칭하는 미세먼지(PM10)와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는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는 등 대기오염

의 인체 피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대륙의 황사와 

미세먼지 탓으로만 전가했던 분위기를 뒤집고 최근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의 기여도가 50%에 이르고, 이 중에서 화력발전의 기여도도 많게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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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는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함께 전국의 50%에 이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가장 중요한 대기오염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

라의 초미세먼지의 전국 평균농도는 26.5㎍/㎥로 국내 기준인 25.0㎍/㎥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HO 권고기준 10.0㎍/㎥에 비해서는 무려 2.6배의 높은 농도를 나

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2. 충남의 석탄화력발전과 대기오염 실태

충남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가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이러한 화력발전과 미세먼지 피해 문제를 폭발시켰다는 것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환경부가 얼마나 수도권 위주의 대기오염 정책만을 생각했

는지를 알 수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눈에 보이는 수자원, 수질, 폐기물 등의 문

제에 급급한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고 뚜렷한 대책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기오염 

문제에 소홀했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2>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의 현재(2016년)와 미래(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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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도권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보다도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그림 2>에서 보듯이 전국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이 넘는 32기가 충남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무엇보다 화력발전소 인근의 충남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생각하여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이들 발전소의 발전량의 80% 정도가 수도

권에 보내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송전탑 등의 문제와 더불어 지역형평의 차

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더욱이, 앞으로 충남의 화력발전소 4기가 노후화

로 폐기된다고 해도 9기가 추가 증설될 계획으로 충남의 화력발전소의 전망 면에서도 

여전히 전국 대비 60%에 가까운 발전소 기수를 유지하게 된다.

과거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무연탄 채굴이 일반가정에서의 연탄 사용이 사라지면서 

탄광지역의 지역경제 몰락을 우려해 일부 화력발전소에서 무연탄을 사용하는 것을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발전연료 중수입 유연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97.4%로 이러한 명분도 이미 무색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충남지역의 에너지

부문 대기오염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에서 전국 40 ~ 50%를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은 청정지역 충남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충남지역의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수준을 넘어 무시당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열악한 형편이다. 우선 대기오염 측정소의 숫자만을 보

더라도 알 수 있는데, 일반대기오염 측정소의 경우 전국 321개소 중 충남에는 10개소로 

3.1%에 불과하며,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2차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는 초미세먼지 측정소의 경우에는 전국 189개소 중 충남에는 3곳으로 1.6%에 

달하는 숫자가 되어 충청북도, 강원도, 제주도에 비해서도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의 차이도 심각하다. 수도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영흥화

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에 비해 충남도에 위치하는 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이 물

질에 따라 5 ~ 9.3배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이다, 결코 숨쉬는 

공기질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고 관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한편, <그림 3>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보면, PM10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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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나 충남을 비롯한 지방의 농도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PM10 농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과 경기지역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서울과 그 외 지역과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볼 수 없다. PM2.5 농도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평가를 하기에는 측정소의 숫자가 아직 턱없이 부족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간평

균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에 비해 충남지역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계절

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3> 전국 16개 지자체별 PM10농도의 연도별 변화 추이.

3. 대기오염의 대응 관점

사실 대기오염은 환경정책 중에서도 가장 소홀히 취급되는 부분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오염물질과 광범위한 공간에서 다양하게 배출되고 기상의 변화와 함께 복잡하

게 이동되고 변화되어 그 대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그 성과도 뚜렷하지 않아 

정부의 정책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환경단체의 관심사와도 멀어져 있었던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이 인체에 직접적인 건강영향을 주거

나 조기사망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한편, 환경약자의 경우 도리어 대기오

염의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적다는 사실은 더욱 대기오염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

운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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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의 대기오염 문제를 접하면서 지역의 대기오염 문

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몇가지 관점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1) 환경보건과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

- 위해도 중심의 환경보건 관점

- 배출원(emission) 중심에서 수용체(영향, immission) 중심의 관리

-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의 평균적 실태 관리의 관점에서 탈피

첫 번째, 석탄화력발전과 대기오염 문제는 주민의 건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것이다. 

이제는 환경 정책의 기본 틀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기본 틀은 농도 관리로, 오염물질의 농도 값으로 정해져 있는 환경기준이나 배출

허용기준만 만족하면 되는 구도인 것이다. 최근에 총량관리나 환경용량이라는 관리 방식도 

조금씩 등장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총량적인 관점의 관리가 필요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인체 건강과 관련한 위해성 측면의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환경 관리의 대부분은 배출원 관리의 체계로 되어 있는데, 사실 배출원관리는 

우리나라에서 80년대에서 90년대 초기 환경문제가 등장한 시대의 관리방식으로 사업장

에서 너무나 많은 오염물질을 무작위로 배출하니 최소한의 기준 농도만은 우선 만족

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배출

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의 추가적인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환경기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통의 경우 환경기준을 잣대로 건강의 피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환경기준은 단지 행정목표에 불과한 것으로 언제나 현재의 농도 

수준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되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새로운 개발이나 시설 입주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환경영향 유무의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몇몇 소수의 물질들에 대한 환경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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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을 다 만족하고 있으니 환경영

향은 미미하다는 형식논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아주 

청정한 공기에서 살다가 갑자기 오염시설들이 입주하게 되면 기준은 만족하지만 총량은 

반드시 늘어나게 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의 대기오염 피해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몇몇 물질의 관

리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수은이나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의 

관리도 주민의 건강 위해와 관련해서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배출원(Emission) 관리에서 지역의 환경수용체(Immission)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의 환경이나 환경 피해를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환경영향이나 

건강영향을 평가하자는 것이다. 환경영향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환경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재의 환경질의 수준보다 분명 열악해지는 

부분을 사업자와 지역주민이 같이 논의하면서 어떻게 추가적인 환경영향 부분에 대해 

합의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추가적인 환경영향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지

역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구도로 이러한 협의의 틀을 감시하고 유지해 갈지 등을 유도하

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자면, 고정측정소의 대부분은 건물의 옥상에 설치되

어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차이가 있으며, 측정항목도 기준성물질에 국한되어 있

다는 것이다. 물론 고정측정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넓

고 보안이 유지되는 공간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방법

만으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유해물질에 의한 체감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지역의 실정에 맞고 지역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측정방법과 측정항목의 개발

과 활용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정방법의 획일화도 행정이 제한된 자료만으로 환경

질을 독단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하는 요인은 아닐까 하는 정의적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4>는 충남의 당진, 서산 등의 취약지역과 홍성, 청양 등의 청정지역의 

먼지 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이러한 공간분포의 차이로 취약지역의 대기질의 차이를 분

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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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assive air sampler에 의한 충남 취약지역 먼지 측정 결과(당진의 제철단지, 
화력발전, 서산산업단지와 홍성, 청양 등의 대조지역과 비교).

2)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접근

- 화력발전소의 수혜자와 공급자의 지역 불공정의 해소

-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적 대기환경관리 및 재정정책의 조정

-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의 지역균형적 활용

두 번째, 환경정의의 관점이다. 대기오염문제도 단순히 공기의 오염 문제를 넘어서 

에너지 문제, 사회 갈등 문제, 지역균형적인 문제까지 연결하여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정의라는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불공정의 해소, 

힘이나 돈에 의해 지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 성이나 인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으로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좁혀서 대

기오염의 피해와 개선에서의 수도권과 지방간의 차별성, 재정 운영의 무원칙성,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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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정보의 독점과 왜곡 등의 부분에 국한하여 논하

고자 한다.

가장 단적인 예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에서 충남이 차지하는 

비율이 47%이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전국 에너지부문 배출량의  40% 

~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기오염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고정측정소는 

PM10의 경우 전국대비 3.1%, PM2.5의 경우는 1.6%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국가지

원의 내용에서도 수도권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포항, 

울산, 시화, 여천공단 등에서는 유해물질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충남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정부 환경정책에서 지역 차별성은 없는지 의심할 부분이다.

환경부 예산이 국가 예산 중의 2% 이하이며, 환경부 예산 중에서 대기보전 분야의 

예산이 또한 2% 이하라는 지적은 일단 넘어가기로 한다.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화

력발전소와 같은 지역의 배출시설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을 정부에 납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 중 10%만이 지역에 일반회계로 교부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회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수도권에서 납입한 재원이 수도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논리에 대

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전국에서 그 지역의 환경과 건강피해를 담보로 납부한 

세금을 수도권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투입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

다. 또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의 사업장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수도권

에서 납부한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세의 지역별 공정성을 해소하는 노력과 더불어 지역의 사업장이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을 분담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도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정당한 방향

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의 재원이 부족한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지역의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그 명분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시

화반월지역의 시화호 문제와 공단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개발 이익금

을 출연한 사례는 지역환경기금을 통하여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좋은 사례의 

하나라 생각한다.(사례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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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으로 발전

-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지역 공동체 회복의 계기

- 지속적 개선을 위한 사회협의기구 및 재원의 확보

- 자발적 감축노력과 지역 모니터링의 틀을 확보

세 번째는 문제의 최종 해결 결과나 성과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어

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환경 갈등들을 사회적으로 어

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통찰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환경문제와 갈등을 풀어 나가는 과정을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는 사회학습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을 정부나 사업장에 주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

다고 하겠지만, 항상 위로부터의 변화와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가 던져졌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논리적인 가치와 방법을 배우면서 

주민자치 조직과 역량을 향상하는 계기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의 

몇몇 지역에서의 사례를 보면, 대규모 환경 갈등을 경험하고 극복해낸 지역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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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주민자치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기후변화나 재생에너지전환과 같은 새로운 

시대의 과제에 선도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정

치와 행정의 역량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 나가며, 측정망을 늘리고 주민 피해를 줄

이고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의 대책과 병행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 교육이나 자체 모니터링 운영 등의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배출허용기준이나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환경관리의 최

종 목표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없다. 현재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지속적 

개선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대기질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

로, 정책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 만큼 줄여나가고 이를 평가하고, 또 

다시 다음 개선의 목표를 정해 계속하여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틀을 구축해야 한다. 

대전 대덕산업단지의 악취문제를 개선한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민들의 악취 

민원은 빗발치지만, 대부분의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사업장의 실무 부서에서도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 확보를 위한 기업 내 설득력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민관산

학간 자발협약의 틀로 3년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노력하고, 

주민들은 그 실적과 성과를 모니터링하면서 10여년 이상 상호 신뢰 속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 결과, 기업의 환경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으로 인식하게 되

었고 환경질은 조금씩 개선되면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과를 

거둔 사례라 하겠다. 이후, 이 지역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어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봉사와 복지 차원의 협력구도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주민 

자치에 대한 의식과 역량은 매우 높아져 추가적인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일러 사용량을 자체적으로 절약해 나가는 등 모범적인 

주민자치 역량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보여주게 되었다.(사례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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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도 기존의 교토기후협약이 일부 선진국에 대한 의무감축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에 대한 반성으로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구도를 생각하여 

각 국가의 실정에 부합되는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체제로 전

환하게 된 것도 필자가 주장하는 환경관리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나 방법론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 지구와 환경은 산업혁명 이후 너무나 많은 오염물질

에 의해 피해를 받아 왔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기준이나 목표만 만족하는 것으로는 부

족하다. 지속적으로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협의하에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

는 노력만이 해답이라고 하겠다.

4. 결어

올해 충남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문제로 전 도민이 하나로 뭉쳐서 화

력발전의 지역 차별성과 대기오염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러 불공정성을 학습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문제 이외에도 충남 지역에는 여러 대기오염과 관련된 

현안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황사와 유해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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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등을 비롯하여 내부적으로는 축산악취 문제, 당진 제철공단 주변의 유해물질의 배

출, 서산대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문제, 서해안의 고농도 오존문제, 석면 광산지역의 

개발 문제 등이 현안문제로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물론 대기오염 이외의 다른 

환경 자원과 환경 갈등도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으로는 충남 지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많은 자원들도 존재하고 

있다. 내륙 산림과 해안의 청정한 공기,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적정기술, 해안의 태양에

너지와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벨트, 내륙의 청정자원과 해안의 철새 도래지, 섬 지

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등의 자원들이 그 어느 지역에 비교해 풍부하다.(<그

림 5> 참조)

<그림 5> 충남의 지속가능성장의 미래 비전과 지역별 대표 사업지도의 예.

지속가능한 발전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자원과 갈등을 잘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도민 전체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길을 환황

해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한황해지역의 과거의 경험과 앞으로의 기

술과 지혜를 공유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기약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며 이에 실무포럼을 제안해 본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가야 할 방향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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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리는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법과 수단을 찾아야 할 것이다. 환황해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받고 하는 것이다. 남의 탓만 하고, 

우리의 문제에 애써 눈을 돌리려고 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가 먼저 우리의 대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이것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

게 된다면 우리 이웃도 그러한 길을 가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 뿐인 지구에서 같은 공동체로서 살아 나가는 지혜이자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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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현황

유 호 

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

1.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가. 개요 

□ 배경

○ 한국이 제안하여 ‘99년 창설된 후 매년 개최되어 금년 제18차 회의(’16.4, 일본) 개최

○ 3국간 환경공동체 의식 제고, 동북아 지역의 월경성 환경문제 공동대응 및 역내 

환경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등 논의

□ 주요 성과 

○ 환경 분야는 제6차 한중일 정상회담(‘15.11) 결과물(부속서)에 환경협력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등 환경장관회의를 필두로 하여 3국간 가장 활발한 협력이 유지되고 

있는 분야

  - 대기오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정책과 경험 공유, 

공동대응방안 논의를 통해 각국 환경정책 발전 도모, 3국간 신뢰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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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협력사업 이행) 대기질 개선, 화학물질관리 등 공통 관심분야에서 협력 추진

  - 2010~2014 : ‘제1차 공동실행계획’ 채택, 10대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 이행

  - 2015~2019 : ‘제2차 공동실행계획’ 채택, 대기질 개선 등 9대 분야의 37개 

사업 추진중

※ TEMM17('15.4, 상하이)에서 9대 우선협력 분야별 협력사업을 담은 “공동실행 계획

(Joint Action Plan, ‘15-‘19)” 이 채택되어(붙임1) 4개 과장급 정책대화(대기‧화학물질‧
생물다양성‧농촌), 전문가 회의 및 공동연구(황사‧대기‧화학물질) 등 협력사업 추진 중 

○ (안정적 논의채널 구축) 대기정책대화, 황사공동연구단 및 황사대응 국장급회의 

등 주요 분야에서 3국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정책과 경험 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성

○ (기타 간접효과) 3국 장관들이 주기적으로 자국 우수 환경정책 및 관리시스템 

소개와 토론시간을 가짐으로써 상호 환경정책 및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 수행

  - 특히, 중국내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와 환경정책 강화 유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 환경개선으로 중국발 오염물질 국내영향 저감 기대

  - 환경산업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우리 환경 산업 및 기술을 공유하고, 3국 

산업계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환경산업계의 중국 진출 촉진에 기여

나. 향후 추진계획

⏏ (협력사업 이행) 대기 정책대화 작업계획(‘15~’19)* 이행, 3국간 환경 산업‧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 O3‧PM2.5 모니터링 및 DB 구축 정보 공유, VOCs‧이동오염원 배출저감 연구 등

⏏ (제19차 회의 개최 준비)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될 제19차 회의를 철저히 준비

하여 질‧양적인 성과 거양

○ 내용 : 중‧일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기질 개선, 농촌 환경협력, 환경산업‧기술 

등 주요 분야의 실질적 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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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력분야 협력사업

1. 
대기질 개선

(A) 대기오염

대기오염 정책대화

대기오염 방지‧관리 과학연구(WGⅠ)

대기오염 감시‧예측 기술/정책(WGⅡ)

(B) 황사

황사대응 국장급 회의

황사공동연구단 운영위원회

황사 모니터링 및 예보(WGⅠ), 황사방지 및 통제 연구(WGⅡ) 
등 관계회의

WGⅠ/Ⅱ 간 공동워크숍

2.
생물다양성

(A)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 정책대화

AP-BON,ESABII and BBI 등 3국 협력

정보교환, 우수사례 및 경험 공유

(B) ABS 나고야의정서 이행 준비 정보공유

3. 
화학물질관리, 
환경재난 대응

(A) 화학물질 
관리

화학물질 관리 정책대화

화학물질 관리 전문가 세미나

(B) 환경재난 
대응

환경재난(사고) 위험평가 공동연구

4. 
자원순환/

3R/
E- waste 

국경간 이동

(A) 
자원순환/3R 

3R/E-waste 국경간
이동 세미나

(B) E-waste 
국경간 이동

E-waste의 국경간 이동 정보공유 채널

3국간 E-waste 이동 정보교환

5.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감축 기술 연구 및 경험 공유

동시관리 기술 정보공유

기후변화 적응 경험교환

저탄소․환경친화 도시 건설 연구

붙임1 공동실행계획(2015∼2019) 세부 내용 

* 계속사업 16개, TEMM17(2015년)에서 신규 합의한 사업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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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력분야 협력사업

6. 
물․해양환경 

보전

(A) 물 환경
물 환경 관리 정보공유

지하수 기술협력

(B) 해양 환경
해양쓰레기에 관한 공동워크숍

NOWPAP 체제하의 협력

7. 
환경교육, 

대중인식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A) 환경교육,
    대중인식

　

환경교육네트워크(TEEN) 

청년포럼

공무원 환경연수

일반대중을 위한 환경인식 제고사업

(B) 사회적 책임 기업부문 환경 사회적 책임 협력

8. 농촌관리 농촌관리 농촌환경관리 정책대화

9. 
녹색경제로의 

전환

(A) 녹색경제
녹색발전/경제에 관한 정보교환

녹색경제/저탄소사회 공동연구

(B)환경/녹색산
업

환경비지니스 라운드테이블

오염 예방 및 통제 기술 정보공유 

환경‧녹색산업 평가, 인․검증 정보교환

(C) 녹색공급망 역내 녹색공급체인(GSC) 분야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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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18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주요 결과

가. 회의 개요

⏏ 날짜·장소 : ‘16.4.26(화) - 4.27(수), 일본 시즈오카

⏏ 주요 의제

○ (3국 장관회의) 자국 환경정책 및 역내‧글로벌 환경문제 극복 정책공유, ‘15-’19년 

공동실행계획 이행 점검, 공동합의문 채택 등

○ (한-중 양자) ① 환경협력 강화(국장급 정례협의체 신설, 환경협력센터 설치, 

분야별 중기 협력계획 마련 등이 포함된 협력의향서 체결), ② 농촌 환경협력, 

③ 대기 및 환경 산업․기술 협력, ④ 유역기반 물 환경 관리 등

○ (한-일 양자) ① 환경협력 강화(국장급 정례협의체 신설, 상수원수질관리‧자원순

환단지‧외래종 등 정책공유), ②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③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④ 폐기물 관리 등

나. 주요 결과

 미세먼지 분야 협력 강화 

○ (3국 협력) 3국 대기정책대화 실무그룹의 작업 계획(‘15~’19) 채택

  - PM2.5・O3 모니터링, VOCs 기술 협력 등을 통해 중국의 대기관리 역량 강화, 

국내 오염 예측 정확도 향상 추진

○ (한-중 협력) 우리 기업의 대기오염 방지 기술·설비 중국 적용 추진

  - 대기오염방지 실증사업 : 산동성 제철소에 기 추진중인 대기오염 방지 실증

사업을 석탄 화력발전소로 확대하고, 섬서‧하북성에도 적용

  -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 하북성 노후 경유차에 한국의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적용하는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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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대화 작업계획 주요 내용〉

ㅇ 한중일 대기정책대화 개요

  - 대기오염 정책대화 창설(‘13.5, TEMM15) → 실무그룹 Ⅰ/Ⅱ 신설(‘15.3, 2차대화) → 

5개년 작업계획 마련에 합의(’16.2, 3차 대화) → 작업계획 승인('16.4, TEMM18)

ㅇ 실무그룹 별 작업계획(Work plan, ‘15~’19) 주요 내용

  - WGⅠ(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과학 연구) : VOCs(‘15~’17), 이동오염원 관리

(‘18~19) 등에 대한 배출저감 정책 및 연구 등 추진

  - WGⅡ(대기질 감시 및 예측에 관한 기술과 정책 연구) : O3, PM2.5에 대한 모니터링 

기법 및 DB 구축 등에 대한 정책 및 정보 교환 등

 3국 ‘환경오염 예방‧통제 기술 네트워크’ 구축 합의

○ 제6차 한‧일‧중 정상회담(‘15.11, 서울) 후속조치로 ’환경 오염 방지‧관리 기술 정

보 공유 및 환경기술 거래 촉진‘ 추진, MOU 체결

 한-일/한-중 협력체계 강화 

○ 한-일/한-중 환경부 간 국장급 정례(연2회) 협의체 신설

○ 한-중 환경부간 협력 강화 의향서(Letter of Intent) 체결

  -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치, 국장급 협의체 신설, 분야별 중기 협력계획 수립 

등 명시, 양국간 긴밀한 환경협력 추진기반 조성

다. 후속조치 현황 

⏏ 금년중 한·중 대기 국장급회의, 한·일 폐기물 국장급회의 개최 방안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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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환경협력 현황

가. 그간 경과

⏏ (양해각서 이행) 양국 정상회담 계기, 환경부간「환경협력 양해각서」를 개정 체결

(‘14.7)하고 대기분야 인력‧정보‧기술 공유 등 추진 중

○ 인력 : 양국 과학원 간 대기질 공동연구단 운영(’15.6~)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개요〉

 ▪ 목적 : 양국의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와 협력 강화

 ▪ 설립 장소 : 중국 환경과학원(CRAES) (사무실), 한국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단 구성 : 양국 5인(책임연구원은 양국 과학원 1인)

 ▪ 주요경과 

   - (’14.7) 한․중 정상회담 계기「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개정

   - (’15.6) 「한․중 공동연구단 협력 양해각서」체결, 제1차 워크숍 개최, 공동연구단 개소

   - (’16.2) 韓 과학원 연구관 파견, (‘16.5) 제2차 워크숍 개최

 ▪ 주요 연구내용 : 대기질 예보모델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인 규명 공동연구

○ 정보 : 대기 오염물질‧황사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 개시(‘15.12~)

  - 중국 35개 도시의 대기질 측정 6개 항목(SO2, NO2, PM10, PM2.5, CO, 

O3) 시간당 평균치 

* 한국은 수도권 3개 시·도의 측정 자료 제공

○ 기술 : 中 산동성 제철소 대기오염저감 실증사업 계약 체결(’15.12~)

  - 우리나라의 우수 대기오염방지 기술(집진, 탈질‧탈황)을 중국 제철소·화력

발전소에 적용하여 중국發 미세먼지 저감 추진

  - 지역별(산동·하북·산서·섬서성)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제철‧석탄화력‧소각

발전 등 분야의 프로젝트 지속 발굴 및 협상 중

⏏ (환경협력강화의향서(LOI) 체결) 국장급 정례협의체 신설, 주요 분야 중장기 협력

계획 수립,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치 등 LOI 체결(‘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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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한중일의 대기오염 극복을 위한 고효율 

석탄화력기술의 협력체제 구축

윤민호 

일본국제금융정보센터 아시아부 특별연구원

현재, 동북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생성되는 대기중의 PM2.5

(미소입자상 물질:Particulate Matter),광화학산화물등과 환경파괴의 영향으로 발생한 

황사등의 대기오염 물질이 국경을 넘어서 일으키는 환경문제는 국가간의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이러한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개국간 혹은 다수국간（발생국가를 포

함）에 체결된 지역적인 환경협정이나 조약은 아직 없다.

1999년부터 시작된 한국,중국,일본 3개국 환경장관회의는 3개국간의 이러한 환경문

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로 운영이 되어오고 있다. 국경을 넘어 지구규모로 확대되고 있

는 대기오염의 월경문제는 일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월경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조체제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2015년12월 파리에

서 열린 제21회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 (COP21)에서는. 2007년의 교토(京都) 

의정서에 이어서,  2020년이후의 국제적인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파리협약이 의결

되었다. 이에 한중일 3개국은 모두 참가국으로서 협력을 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지정적학적으로 황해를 중심으로 인접한 한국과 중국, 또한, 편서풍으로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서 발생된 PM2.5와 황사등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하여, 상호 합의나 협력이 요구되어 서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를 맞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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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중국의 산업과 경제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되어있는 석탄화력발전이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인식 되고있어, 석탄화력발전의 최고효율의 기술을 현실화하고 

이를 세계화 하려는 일본의 현황과 한중일의 협력 전망을 정리하였다.

중국의 PM2.5의 발생과 일본의 현황

중국대륙에서 발생한 PM2.5등의 대기 오염물질등은 편서풍을 타고 한국과 일본으로 

날아든다. 편서풍은 적도에서 북위30-60도 혹은 남위30-60도를 중심으로 지구의 

서쪽에서 동쪽 상공으로 1년내내 부는 자연의 현상이다. 한국과 일본은 대기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는 편서풍의 영향권의 동쪽에 위치하므로,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더욱, 봄철이 되면 개발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된 중국의 중앙부와 북서부의 

사막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고도 2000미터까지 상승하여 편서풍에 편승을 하여 한반도와 

일본의 서부지역에 PM2.5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을 운반한다. 거리상으로 중국과 

가까운 한국의 피해는 일본에 비하여 큰것이 현실이다. 2002년 3년, 황사의 원인에 

의한 PM10의 급상승으로 인한 전국적인 휴교와 항공기의 결항,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회사들의 조업중단등이 그 사례이다. 거의 매년 중국에 가장 인접한 한반도의 경기와 

충청지역이 황사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000년이후,미국 항공우주국（NASA）이나 

EPI에서 발표하고 있는 세계의 PM2.5의 농도의 분포도를 보면 여전히 중국의 PM2.5의 

농도는 상당히 높은편이고 그 현상은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 되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신흥국으로 경제의 급성장을 하고 있는 인도의 북부지역의 PM2.5의 고농도가 중국을 

추월하는 현상도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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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PM2.5에 관하여, 환경기준이 정해진것은 2009년9월부터이다. 기준치를 

1년 평균치를 15 umg/m3 이하로, 1일 평균치가 35 umg/m3 이하로 정하였으나,2013년

2월, PM2.5 전문가회의에서,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1일 평균치를 

70 umg/m3 이하로 정하고 있다. 현재는 특별히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특정 

대상물질에 대한 규제의 기준은 엄하게 지정하지 않고 있으나, 기타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하여서는 그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상시 감시가 가능한 체제를 정비하고, 환경기준의 

책정책과 동시에 표준측정법을 제정하였다. 공기중에서 여과포집에 의한 수작업에 의한 

질량측정법(에어필터측정) 과 자동측정법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PM2.5의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하였다. 전국에 46개（都道府県）과 지정도시등의 128개의 지방자치단체에 

환경감시 실시 체제를 구축하였다. 전국에 약640개소에 일반 대기측정국을 설치하여, 

매시간당 그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이를 발표를 하고 있다. 환경성에서는 

대기오염 광역감시시스템（소라마메군）을 설치하여 리얼타임으로 전국의 측정치를 조사 

발표를 하고 있다.또한, 환경성의 해외 모니터링의 데이터의 페이지에는 중국의 5개소의 

측정치가 연결이 되어 확인을 할 수있게 하고 있다.

일본이 PM2.5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매스컴등이 보도를 하게되는 시기는 2013년경 

부터이다. 특히 2013년 12월 한국의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PM 2.5주의보를 발령 

하였다는 뉴스가 일본에서 크게 보도된 이후, 대기오염 물질이 황사의 계절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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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적으로 날아와 대기 오염 물질 대책에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던 당시 일본의 입장에

서는 한국에서의 PM 2.5 주의보 발령은 일종의 낭보였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편서

풍과 황사의 직접 영향을 받는 일본의 서부지역인 큐슈지방은 겨울에서 초여름까지의 

계절에는 대기 오염 상태로 인한  농업등을 중심으로한 각 분야에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지역의 큐슈대학 환경연구소에서는 석탄 등의 화석연료 등의 연소 시

에 발생하는 유산염과 주석, 카드뮴 등의 직경 5마이크로(100만분의1) 미-터 이하의 

미립자의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대기 중에는 미립자가 1리-터 중에 50만

개로 통상의 10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대기 환경이 점점 악화 되고 

있다. 일단, 오염물질의 발생원인을 중국의 화력발전소와 보일러, 자동차등에서는 나오

는 화석연료의 연소물질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사용하는 석탄은 다량의 유황과 

중금속등이 포함된 낮은 품질의 석탄이 대량으로 사용되어 자연적으로 오염물질의 방출

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이되는 석탄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한국과 일본의 대기 오염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만 지고 있다. 

환경성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처 현황

일본 환경성은 PM2.5의 대처를 위하여, 1999년 9월에 [환경 기준]을 설정 하였고, 

2010년에는 [사무처리기준]과 [매뉴얼]을 완성하였으며, 2011년에는 [성분 분석의 가이

드라인]도 책정을 하였다. 한편, 환경성, 외무성, 경제산업성은 실무과장급을 중심으로,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의 중심이 되는 북경시에 대하여 PM2.5의 오염의 심각성과 국

경을 넘은 대기 오염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와 동시에 대기의 모니터링 방법과 오

염 발생원인의 특성 등을 알아내기 위한 기술 협력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본의 과거

의 공해 대책등의 경험을 통하여 취득한 환경 기술을 중국의 오염방지 대책에 활용하여 

양국의 공동이익의 성취를 역설하고 있다. 

일본 전국의 자치단체에 대하여서는, 자치단체가 PM2.5의 주의보를 발령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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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시의 기준도 마련을 하고 있다. 주의보가 내려진 구역내의 모든 측정국에 대하여, 

1시간당의 PM2.5농도가 2시간연속 1입법미터당 50microgram이하가 되었을 경우를 

적절히 판단을 하고, 근처 지역의 농도의 추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

였다. 환경속보는 기준값 (오전5∼7시의 평균이 1입방미터당 85microgram, 5∼12시

의 평균이 80microgram)을 초과했을 경우, 아침 또는 낮에 주의환기를 발표하게 되어

있다. 오후의 농도 상승은 그리 고려하지 않고 있다.

PM2.5의 농도는, 겨울에서 봄에 걸쳐서 3월부터 5월사이에 상승을 하고,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서는 비교적 안정되게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이것은 매년2월에서 4월사이

의 대량의 황사의 시기와 겹친다.기상조건으로는 저기압이나 이동성 고기압이 동지나해

상 상공이나 일본의 남해안 상공을 통과하는 시기에 농도가 높아지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은 중국대륙과 가까운 나가사키현,사가현,후쿠오카현,쿠

마모토현,오키나와등의 큐슈지역과 에히메현,고치현,토쿠시마현,카카와현등의 시코쿠 

지방이다.한편으로는, 히로시마현,오오사카부,아이치현등의 서일본지역과 기후변동에 

따라 수도권지역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성의 중앙환경심의회의 전문위원회가 2013년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PM2.5의 중

국으로 부터의 월경 오염에 대한 영향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국에서 가까운 규슈지방이 

년평균 농도는 2014년에 약60%, 2015년에는 약70%가 월경오염으로, 반면 거리가 떨

어진 수도권 지방은 2014년에 약40%, 2015년에 약50%가 월경오염으로, 반면 국내배

출원의 영향이 각각 60%와 약50%로 추계된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PM2.5의 년평균치의 농도는 측정을 시작한 이후 점차 감소 경향에 있다고 한

다. 그러나, 서일본지역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측정국의 지역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월경오염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할 수있다. 

또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한 결과에 의하면, PM2.5의  년평균치는 중국,한국,일본

의 순서로 기여도가 산출되었다고 한다. 중국대륙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고농도의 수치

이다.  중국의 기여율은 규수지역(후쿠오카등)이 61%, 긴키지역(오사카등)이 51%, 관동

지역(동경등)이 39%의 시산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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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성은 중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일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중국의 관련 도시와의 회합을 통한 정보교환도 추진을 하고 있다. 동경도, 도야

마현, 나가노현, 카와사키시, 키타큐슈시등 8개의 현과 시 및 국립환경연구소, 국제협

력기구(JICA)등의 4단체가 참여하여 중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모색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환경성은 PM 2.5 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연합회를 개최하여, 참가한 약 130개

의 자치단체들에게 대기오염 관측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지방교부금을 활용한 환경측정

국의 정비를 위한 예산과 PM2.5의 관측체제의 강화에 대한 보충예산의 지원을 시작하

고 있다.

금년 7월말, 환경성은 중국대륙으로부터 월경해 오는 PM2.5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

해서, 상세한 성분을 측정하여 발생지역의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상시감시(모니터링)시

스템을 설치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특히, PM2.5에서 배출되고 있는 유황산화물(SOx)

등의 개별성분을 24시간 연속적으로 분석하는 체제의 정비이다. 이미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6개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상호 측정 데이터를 공유하게 된다면, 

한중일의 연대제휴가 월경 오염의 전체내용 해명과 그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중국측에

도 호소를 할 방침이다. 이미 규슈지방 등 월경 오염의 영향이 크고, PM2·5농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관리 등의 조건을 갖고 있는 1개소를 선정하고, 측정기기를 설치할 예

정이다. 

한중일 환경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최근 20년간, 동북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고, 한층

더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환경오염이나 자연파괴와 같은 문제가 표면화

하고,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중심에 있는 한국,중국,일본은 경제규모나 사회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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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역·지구규모의 환경 문제에 대처 해야 한다고 하는 과제는 공통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한중일 3개국의 환경장관들은 1999년이래「한중일3개국 환경장관

회의 <TEMM;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China 

and Japan>을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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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국은 동북아시아의 환경관리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지구규모

에서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매년 1회씩 3개국이 차례로 장관

회의를 개최를 하여, 주요 주제로 대화를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장관

회의의 합의에 의거하여, TEMM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은 광범위한 

환경에 대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활동에는, 3R에 관한 한중일 

세미나, 지방환경관리에 관한 정책대화, 한중일 환경비즈니스 원탁회의,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TEEN), 한중일에 있어서의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정책 다이얼로그, 한중일 

환경유스포럼, 합동 환경연수, 한중일 황사 국장회의 및 운영위원회·공동 연구·합동 

워크숍, 한중일 대기오염에 관한 정책대화·워킹 그룹, 해양쓰레기에 관한 워크숍과 담당자

회의,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등을 하고 있다. 더욱 이를 계기로, 3개국의 환경부

처간에서 활발한 교류와 함께, 3개국의 지방자치체나 비정부조직(NGO), 연구자에 의한 

네트워크와의 대화가 시작되어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TEMM의 경험과 성과는 국제 사회에 

있어서, 사회나 경제의 상황이 다른 각국으로의 효과적인 환경협력의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의 3개국 환경장관회의 주요의제 및 과제; (표 참조)

1999년; 환경공동체의식 향상,정보교환의 활발화, 환경연구에 있어서의 협력강화, 

환경산업 분야 및 환경기술협력의 촉진, 대기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대책의 탐구, 생물다양성이나 기후변동등의 지구환경 문제에의 

대응. 2000년; 환경공동체의식 향상, 담수(호수와 늪)의 오염방지, 육상에

서 원인이 된 해양오염 방지,환경산업분야, 중국 북서부의 생태계의 수복, 

TEMM공식 웹 사이트 개설, 제1회 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TEEN)」개최. 

2001년; 기후변동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국내노력·국제협력의 강화, 특히 

교토(京都) 의 정서의 조기발효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확인. 대기오염문제

에서, 산성우는 3개국에 공통 문제이며, 동아시아 산성우 모니터링 네트워크

(EANET)의 중요성을 재인식. 제1회 합동 환경연수 프로젝트개최, 제1회 

한중일 환경산업 원탁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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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기후변동문제, 황사문제나 중국 북서부의 생태계 수복 등의 동북아시아지역의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 요하네스브루크 서-밋에서,한중일3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의견의 일치. 중국의 황사문제에 대하여서는 

세미나와 연수, 조사 연구 등을 통한 공헌. 2003년; 동북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순환형사회의 구축, 도시부의 대기오염, 호수와 늪·하천의 수질오염문제에의 

대책강화, 경제발전·사회개발·환경보호의 통합을 위한 대처의 중요성의 

확인. 지역적 문제인 산성우, 해양오염, 황사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대책과 

프로젝트추진을 합의. 기후변동 문제는 교토(京都) 의정서의 조기발효를 위한 

미비준국에 대한 활동의 실시를 결정. 

2004년; 순환형사회의 구축과 아시아지역에서 협력 관계를 위한 세미나등의 개최. 

TEMM프로젝트는, 앞으로는 보다 성과를 중요시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가를 

촉진시켜, 순환형 사회등의 환경과 경제에 관한 분야의 정보교환이나 정책

대화의 시작을 결정. 동 북아시아지역의 환경관리의 본연의 자세를 지속적

으로 논의하기 위한 작업 부회의 설치를 결정. 

2005년; 금후 3년간에 걸쳐 순환형 사회에 관한 공동 세미나와 워크숍의 순환개최,

자유무역협정(FTA)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평가나 전기·전자기기폐기물에 

관한 협력 활동에 관한 계획작성, 표류쓰레기 대책 등의 해양이나 연안 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 대처 등을 동의. 제1회 3R에 관한 한중일 3개국 세미나개최. 

2006년; 기후변동문제에 관하여, COP12, COP/MOP2에 있어서, 2008년의 교토(京

都)의정서에 대한 제2회의 재검토의 실시 결정등에 대한 평가. 황사에 의한 

인간의 건강이나 악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한 협력을 위하여, 공동연구의 

설립을 포함하는 구체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장급 회의의 개최를 합의. 

표류·표착 쓰레기 대책에 대한, 한층더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 

화학물질관리 정책이나 규제에 관한 정보교환의 추진을 합의. 

2007년;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활발한 의견 교환,황사에 관한 공동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과 광화학산화물(oxident)의 오염 메커니즘 해명 등을 위한 연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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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진을 합의.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정보교환, 전자전기기기폐기물

(e-waste)에 관한 협력·제휴의 강화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력에 대한 

합의, 동아시아 서-밋 지원을 위한 협력을 확인. 제1회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정책 다이얼로그 개최, 제1회 한중일 3개국 황사 국장회의 개최. 

2008년; 기후변동, 저탄소사회의 구축에 관한 활발한 의견 교환, 광화학산화물의 연

구와 황사에 관한 공동연구에 대한 새로운 협력 강화, 해양쓰레기 방지의 

협력, 아시아에 있어서의 순환형 사회구축을 향한 협력 강화의 합의. 일본에

서 개최하는 생물다양성조약 제10회 체약국회의의 성공을 위한 한국과 중국

에의 지원요청과 협력을 재확인. TEMM의 지난 10년간을 재점검하고, 3개

국의 동북아시아 역내협력의 확충을 합의.제1회 한중일 광화학산화물 과학

연구 워크숍을 개최. 

2009년;  TEMM11에 있어서는, 지난10년간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금후 5년간의 협

력을 위한 10대 우선분야를 결정. 2009-2014년의 협력 우선 분야; 환경교

육, 환경의식 및 일반공중의 참가, 기후변동(코베네피트·어프로치, 저탄

소사회, 녹색성장 등), 생물다양성보전, 황사,오염 관리(대기, 물, 해양환경

등), 환경에 적응하기 쉬운 사회/3R/순환형사회, 전자전기기기 폐기물

(e-waste)의 국경이동,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 동북아시아의 환경 통치 

.제1회 한중일 환경학생 서-밋(TESS)개최. 3개국의 한중일 수뇌회담의 결

과에 따른 지시에 대응하는 환경분야에서의 3개국간의 협력 실시를 기대. 

2010년; TEMM이 동북아시아지역의 역내환경협력의 촉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

현을 향하여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것을 재확인. 환경협력에 관한 3개국 공

동 행동 계획(Tripartite Joint Action Plan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공동 정리하고,10개의 우선 분야를 결정, 금후 5년간의 

우선 협력 분야로서 승인. 금후에는, 개방성, 투명성, 상호의 신뢰,공익 및 

다양한 문화의 존중이라고 하는 원칙에 근거하고, 3개국은 모두 이하에 3항

을 실시. 아시아에 있어서의 환경상 적절한 발전을 추진한다. 3개국의 수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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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환경협력에 관한 한중일 공동 성명」에 관한 3장관의 제안을 

제출한다.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환경협력의 강화로 그린 경제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한다.

2011년; 각국의 환경정책의 진전, 지구규모 및 지역의 과제등의 의견 교환을 실시. 

2010년 책정된「공동행동계획」의 진척을 확인하고, 실시를 더욱 추진에 

대한 합의. 3개국의 학생, 산업계의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TEMM학생 포

럼」 및 「TEMM산업포럼」을 개최.

2012년; 3개국의 국내환경정책의 소개, 지구규모 및 지역환경과제에 관한 주요정책, 

공동 행동계획의 진척 평가, 학생 및 비즈니스 포럼 결과보고와 이에대한 의

견 교환, 이결과는 공동문서로 채택. 3개국의 국내환경정책의 진척 상황의 

소개, 대기오염, 그린 경제, 기후변동, 생물 다양성등에 대한 의견 교환과 

공동문서 채택. 유스 및 비즈니스 포럼의 결과보고 및 공동문서로 채택. 

2014년; 3개국의 국내 환경정책의 진척상황의 소개,PM2.5를 포함하는 대기오염문

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 그 결과, 대기환경개선을 금후 5년간의 3개

국 협력의 우선 분야로 하는 동시에, 금후의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발표(communique)를 채택. 3개국의 학생, 산업계의 대표자들의 

「TEMM유스 포럼」 및 「TEMM비즈니스포럼」을 개최.

2015년; 각국의 환경정책의 진전, 지구규모 및 지역의 환경과제 및 환경협력에 관련

되는 3개국 공동행동계획의 진척 상황등에 대해서 의견 교환, 금후 5년간

(2015년-2019년)의 「환경협력에 관련되는 한중일 3개국 공동 행동계획」 

및 공동문서 채택. 「TEMM유스 포럼」및 산업계의 대표자에게서 이루어

지는 「한중일 환경 비즈니스 원탁회의」가 개최. 

2016년; 3개국의 국내환경정책의 진척 상황의 소개 및 그 의견 교환, 2015년 채택된 

행동 계획에 대한, 각분야의 활동 진전 및 금후의 협조적인 대처를 계속·확

대의 확인. 「지속가능한 2030 아젠다」 및 「파리합의」에 대하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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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대책의 실시와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 중요성을 합의. 대지진등 재해

시의 폐기물대책등의 경험이나 정책의 공유의 도모를 합의. 한일,한중의 2

개국간의 환경장관 회담을 각각 개최, 2개국간의 환경협력의 촉진을 위한 논

의.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PM2.5등의 국경을 넘어드는 대기오

염에 대하여,정책등의 공유에 의한 각국의 대기오염대책의 추진이나, 과학

적 지식의 공유에 의한 오염메커니즘의 해명 등을 목적으로 협력을 추진. 

2013년 대기오염에 관한 한중일 정책대화의 설치를 3개국이 합의를 하여, 

2014년부터 매년 1회의 정책대화가 개최되고 있다. 

본격적인 한중일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정책대화

제1회 2014.3 (중국·베이징);3개국의 대기오염대책에 관한 정보 공유,대기오염대

책에 관한 앞으로의 협력에 관한 검토. 

제2회 2015.3 (한국·서울);  3개국의 정책이나 대책에 관한 정보 공유, 금후 5년

간(2015∼2019년)의 활동에 관한 논의 및 워킹 그룹설치. 

워킹 그룹1: 정책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 

워킹 그룹2: 대기의 모니터링 기술 및 예측 수법)을 설치하여 협력의강화를 합의.

제3회 2016.2 (일본·동경); 3개국의 정책이나 대책(PM2.5대책등)에 관한 정보 

공유 및 3개국에 의한 새로운 대처에 관한 논의실시. 

2020년이후 지구온난화 대책의 기본이 되는 파리협약

파리 협정은, 2015년12월에 파리에서 열린 제21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COP21)에서 채택되었다. 2007년의 교토(京都) 의정서(선진국 38개국의 온실가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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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제도화)에 이어서,  2020년이후의 국제적인 지구 온난화 대책을 총195개 협약 당

사국 모두가 참여를 하여,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하되, 1.5도 이하로 제한할 것을 공통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의 발효에는 

55개국이상이 비준을 하고, 참가국의 온난화 가스 배출량이 총55%에 도달 해야 한다. 

비준이후 30일후에 협약이 발효된다.참가 각국은 자주적으로 배출 삭감목표를 정하고, 

매5년마다 목표를 재검토 한다. 목표달성의 성공 여부를 검증하는 구조도 담겨있지만, 

의무가 아니고 벌칙은 없다. 

현재, 9월말까지 비준서를 제출한 나라는 61개국으로, 총배출량은 47.79%이다. 10월

2일이후에는 인도(4.10%)와 캐나다(1.95%)가 비준할 전망이다. EU는 유럽의회의 승인

후, 프랑스(1.34%)와 독일(2.56%),오스트리아,헝가리,슬로바키아의 총4·4% (EU총배

출량은 12.1%)의 국내수속을 마친 가맹국들이 유엔에 비준서를 제출한다. 이것에 의해 

총배출량 55% 이상의 발효 조건을 갖추게된다. 특히, 유럽연합(EU)은 9월30일, 환경

장관의 임시회의에서, 「파리 협정」을 10월 초순에 비준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전체 

EU28개 회원국의 각국의 대응을 기다리지 않고 EU 자체로서의 일괄 비준을 단행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EU의 비준에 의해 협정의 발효 조건이 충족되어, 협정은 

11월 초순에 발효가 가능하게 되었다. EU는 온난화 가스의 역내배출량을 1990년에 비

하여 2030년까지 최소한 40%를 절감하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역내의 분담

에 대한 합의 형성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 특히 국내의 전력수요를 이산화탄소 배

출이 많은 석탄에 의존하는 폴란드는 이번의 합의에 신중해져 있다. 파리협정의 「55개

국, 55%」이라고 하는 발효 요건은, 2015년12월의 COP21에서 일본등의 주장이 받아

들여진 경위가 있다. 당초, 협정의 발효는 2018년이후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금년, 9월

3일에 미국과 중국의 동시 비준발표를 계기로 상황이 급변했다. 특히 미국은 오바마 대

통령의 권한으로 의회를 통하지 않고 비준을 결정하였다.   

반면, 일본은 온실 가스 배출량이 세계의 약3.8%을 차지하고, 세계 5위의 배출국이

다. 금년 5월의 G7 이세시마 서-밋에서 의장국을 맡아, 파리협정의 연내 발효를 목표

로 담은 수뇌선언을 하였으나,  일본정부는 현재 개회중인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의 승인

을 요구할 방침이나 10월초까지 아직 비준안은 내각회의에서 조차 결정이 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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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이다. 내각부의  「지구 온난화 대책에 관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파리 협

정」에 관하여 「모른다」라는 답변이 39.5%이고, 정부의 「온난화 가스를 2050년에 

현재보다 80% 줄인다」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는 대답이 55.9%로 국민의 

반수가 모른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에 대하여서는, 관련 통계를 비롯한 문제점을 지

적하고 있다. 작년에 발표된 에너지 관련의 통계에서는, 석탄의 소비량이 대폭으로 상

향 수정되었다. 수정을 바탕으로 2012년의 배출량은 종래의 수치보다 년간 10억톤 정

도가 증가된다. 독일이나 일본의 년간 배출량에 필적하는 규모이다. 중국은 협정의 

「약속초안」에서, 2030년경에 배출량의 피크를 맞이하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

나, 피크이후에 어느정도, 배출량을 감소 시킬지에 대하여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미국

과 일본은 2050년에 80%의 감소를 목표로 책정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대책에 추가 비용이 없이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톤의 CO2삭감에 약4만엔의 비용이 드는 일본과는 큰차이가 있다. 

일본의 에너지 기본계획과 화력발전의 실태

일본은 2011년 3월11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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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운전 정지에 따라,화력발전에의 전력 의존도가 급격히 확대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원의 안정공급의 역활을 실행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고 있다. 

전체적인 화력발전 공급의 비율은 원전사고 이전인 2010년도에 60%에서 2013년도

에 89%, 2014년에 88%, 2015년도에 86%에까지 급상승을 하고있다. 한편, 수력,풍력,

태양열,지열등의 공급력은 2011년도의 11%에서 2015년도에는 15%정도로 약간 증가 하

였다. 2011년이후, 지난 5년간 화력 발전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전력공급원 되었다.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내의 심한 비

판 여론의 영향으로, 2014년, 아베 수상은, 에너지 기본 계획을 내각에서 결의를 하였

다, 2030년의 전력공급 전략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의존도의 절감을 전제로한 원자력의 확보를 한다.

- 고효율기술의 유효이용에 의한 환경부하가 저감된 석탄을 적극 활용한다.

- 코스트 절감의 진행을 위한 LNG의 활용등과 지구환경 문제를 강하게 의식한 

이산화탄소 회수저류（CCSR）기술의 조기 실현을 명확히 한다.

2015년 7월, 경제산업성은 2030년에 있어서의 전원구성을 원자력 20-22%,재생가

능에너지 22-24%, 천연액화 가스화력 27%,석탄화력 26%, 석유화력 3%로 결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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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하였다. 지금까지의 전원구성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3-4년에 한번 책정하는 에너

지 기본정책에 맞추어서 제안을 하여 왔으나,수치 발표까지 한 것은 2015년말의 파리에

서 개최되는 COP21에서의 2020년 이후의 지구온난화 대책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위한,파리협약에 대한 구체안의 준비를 위함도 포함 되어 있었다. 

한편, 전력전원의 구성 현황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원자력발전은 29%에서1%로, 

LNG화력이 29%에서 46%로,석유화력이 7%에서 9%로,석탄화력이 25%에서 31%로,전

체적으로 화력발전이 61%에서 88%로 급격히 늘어났다.지난,한편,전원별 발전발전량

은, 총10사의 전력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2010년도가 약1조 킬로와트의 최고 정점에서, 

2014년에는 약9,100억 킬로와트로 감소하였다. 그 구성비를 보면 일반수력이 7.7%에

서 8.4%, 양수식 수력이 0.9%에서 0.6%, 석탄화력이 25%에서 31%, LNG화력이 

29.3%에서 46.2%, 석유화력이 6.4%에서 9.3%, LPG와 기타가 1.1%에서 1.3%, 원자

력이 28.6%에서 0%, 지열등의 신에너지가 1.1%에서 3.2%로 되었다.원자력발전에 대

하여서는,2011년 원전 사고이후, 2012년에 제정된 원자로등의 규제법의 개정에 의하

여, 원자력발전소는 운전개시로 부터 40년이 지나면 폐로를 원칙으로 한다고 결정 하였

다. 단지, 특별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20년으로, 결국 60년까

지 운전이 가능토록 하였다. 2015년초의 싯점에서 일본에 존재하는 원자력발전소 48기

중에서 2030년 12월말이 되어, 운전 개시한지 40년미만의 원자력발전소가 18기에 이

르고 있다.

일본정부는,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3E 개념, 즉; Safety(안정성)에, 

Energy Security(에너지 안정공급), Economy Efficiency(경제효율성), Environment 

(환경적합)을 종합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전력코

스트를 현재보다는 좀더 보다 구체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목표로 하여 경제산업성이 이

를 추진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발전 

코스트는 저하되지만,안전의 위험 부담은 크게 갖고 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의 의존

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력코스트는 상승 한다（그이유는 재생에너지 경우, 정부

의 고정가격 구입제도로 인하여,사용하면 할 수록 사용자 부담이 증가하고, 송전선 투

자등의 게통 정비등에 새로운 비용이 증가한다）. 이를 본다면, 전력요금은 원자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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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가 아닌 화력발전용의 화석연료의 코스트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결론이다.

환경문제에 장기적 도전을 하고있는 화력발전 기술

화력발전의 최대의 문제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에서 2013년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하여 2030년도에는 26%를 

삭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원

자력,재생에너지,화력의 전원비율을 원래의 계획과 같이 진행을 시킨다면, 2030년도에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을 20% 이상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 재생에

너지는 최대의 목표치로 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산화타소의 삭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달성 목표의 부족한 부분을 화력발전에서 충당을 하여야만 한다. 결국, 이

산화탄소 목표를 달성을 위하여서는 화력 발전에의 신기술도입이 필요하게 된다.

2015년,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에서, 온실가스 삭감에 관하여, 2100년을 시

야에 둔 새로운  파리협정이 합의 되었다,일본은 2013년 기준으로 2030년도에는 

-26%를 줄이는 약속의 초안을 제안하였다. 그 전제 조건으로써 화력발전에 대한 정책

으로, 2016년 4월의 에너지 혁신전략과 2016년 6월의 차세대 화력발전에 관한 기술로

드맵으로 이를 제시를 하고 있다. 2030년도에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등의 에너지 

관련 투자에 28조엔을,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2050년의 싯점에서는 고효율 석탄화

력, 고온 가스터-빈, 수소발전, CCUS등의 새로운 화력발전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추

진토록 하고 있다. 



362   환황해포럼 | 아시아 번영과 상생의 길

화력발전의 열효율 기술의 향상

화력발전의 열효율은 발전기기의 발전과 함께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오고 있다.특히, 

발전기기의 대용량화, 기기의 효율향상과 발전매체의 증기조건의 고온 고압화（초초임

계압;Ultra Super Critical;USC의 증기온도 약600도로 높임）와 높은 증기 조건에 

견디는 재료의 개발, 열의 재이용,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혼합 사용하는 콤바인드 

사이클 발전의 채용과 가스터-빈의 연소 온도의 고온화등에 있다.열효율이 향상이 되

면, 적은 연료로써 대량의 전기를 생산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효율화는 자원소국인 일본

에서는 중요한 과제이다. 열효율 향상의 추이는 각 분야의 기술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써, 일본은 세계 최고의 열효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더욱, 화력발전의 고효율화를 향

한, 각종 기술혁신은 계속되고 있다. 

증기발전에 있어서의 증기온도를 700도까지 높인 차세대 초초임계압

(A-USC;Advanced USC)의 개발과 콤바인드 사이클 발전의 1,700도급 가스터-빈의 

개발은 국가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석탄을 가스화하고 콤바인드 사이클 발전과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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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석유가스화 복합발전(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기술은 정

부와 전기사업체와 공동으로 건설한 25만 킬로와트급의 실증플랜트에서 순조롭게 진행

되어, 상업용으로 운전되고 있다.한편,콤바인드 사이클 발전에 연료전지를 혼용한 트리

플 콤바인드 사이클 발전도 개발이 시작이 되고 있다. 금후에 비약적인 열효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또한,장래의 기술로써, 지구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분리 

회수 기술과 바이오매스 이용을 확대 하는 기술, 연료의 가격 교섭력 향상에 적합한 저

품위 연료의 활용기술, 수소나 암모니아등의 새로운 에너지 저장 기술등이 기대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환경보전 노력

1960년대이후의, 급속한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생된, 공해문제 발생을 계기로 산업계

는 환경대책 개선노력을 게속하여 왔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대기보전, 

수질보전, 폐기물 삭감등에 대하여 각종 시책을 실행하여 왔다. 대기오염 방지법, 수질

오탁 방지법의 규정된 항목등과 지방자치제와의 협정등의 준수에 노력을 한 결과, 현재

의 일본 국내발전소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환경대책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환경대책의 주요 항목인 대기보전에는, 배연중의 유황산화물의 제거하는 탈 유황장

치, 질소 산화물을 분해하는 탈초장치,고체입자상 물질을 포집하는 집진장치등의 설치

가 되어야한다. 이러한 대책은 화력발전소의（BAT：Best Available Technology;이

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로 인지되어 있다.수질보전에는 종합 배수처리 장치의 설치,냉

각수와 온배수를 저감시키는 취소와 방수의 대책등, 또한 폐기물 삭감을 위한 석회탄과 

중요탄의 유효이용, 탈유황 장치의 부산물인 석고는 전량 재자원화 시키는등이 아주 정

밀하게 실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에 관하여,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삭감대책

과 수보조약의 수은규제를 대표하는 배연중의 미량으로 포함된 물질에의 대응과 이에 

더불어 대기중의 PM2.5의 영향 해명등에 노력을 하고 있다.



364   환황해포럼 | 아시아 번영과 상생의 길

화력발전의 3대 대기보전 대책기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본의 화력발전 분야에서는 양질의 연료사용과 함께, 탈초

장치,탈유황장치, 집진장치등의 배연 처리기술의 개발과 장치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탈초장치; 연료의 연소와 함께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을 저감 시키기위하여, 질소 산

화물 발생이 적은 저질소 산화물 버-너를 사용함과 동시에, 350도 정도의 비가스에 암

모니아를 주입하고, 촉매상에서 질소 산화물을 질소와 물을 분해하는 선택적 촉매환원 

탈초기술을 이용.

집진장치; 전기 집진장치는 대형 화력발전소에는 거의 도입 되어 있는 장치이다. 방

전극에 고전압을 통과시켜 코로나방전을 발생시켜, 배기 가스중의 매진 입자를 방전함

과 동시에, 방전극과 대응하는 판자형의 집진 극간에 발생하는 전극 상태중의 배기가스

의 흐름에서 정전기력에 의한 매진 입자를 집진기판에 포집. 정기적으로 집진판을 털거

나 진동을 일으켜 포집된 매진을 떨어뜨리는 방법이다.

매진의 전기적인 특성은 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집진시의 

온도가 변천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용으로 실용화된 전기 집진장치는 고온 350도정도, 저온 130도정도, 저저

온 90도정도로 분류된다. 최근의 석탄화력발전소에는 저저온 전기집진 장치를 많이 사

용하고 있다. 한편, 전기집진장치의 집진극판의 전면에 물스프레이 등으로 수막을 만들

어, 전극에 포집된 매진을 흘러내리게 하여 재비산을 방지하는 습식 전기집진장치가 실

용화되고 있다.백필터는 첨단이 막힌 원통형의 여과포를 이용하여 배기가스를 여과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소형 설비에 설치를 하고 있다. 여과포의 매진의 청소는 고압의 압축

가스를 순간적으로 분사하는 펄즈제-트 방식과 가스를 역류시키는 역압식, 진동을 사

용하는 진동식등을 사용하여 매진을 수집하고 있다.

탈유황장치;습식석탄 석회법은 배기가스와 석회석의스러지(찌꺼기)를 기액 접촉을 시

키고,칼슘과 유황 산화물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석고를 부산물로 회수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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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배기가스와 석회석 찌거기의 접촉 방식에는 스프레이식,액주식,퍼브링그식,충진탑

식등으로 기기 메이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건식 탈유황 기술로 활성코크스의 이동층에 배기가스를 통과시켜, 유황산

화물을 흡착 제거하는 방식이 실용화 되고 있다. 유동상의 보일러에는 석탄과 함께 석

회석을 로내에 공급을하여 연소시켜, 칼슘과 유황산화물을 반응시키는 로내탈유황방식

이 이용되고 있다.

차세대 화력발전기술 로드맵과 그 결정의 배경 

2015년6월, 경제산업성은 산업계,학자,관료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차세대화력발전

의 조기실현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였다.차세대 화력발전 기술을 조기에 확립하고 실

용화를 하기 위한 방책을 의논하고,기술적인 로드맵의 준비작업을 실시하였다. 2016년

6월에는 차세대화력발전에 관한 기술로드맵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로드맵의 검토배

경,에너지믹스의 구성과 온실효과 가스삭감 목표는 다음과 같다. 장기에너지 수급계획

의 기본방침은 3E+S를 동시에 달성하고 균형잡힌 전원구성의 실현에 있다. 2015년 7

월에 발표된, 장기에너지 수급계획에서는,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연료 비용의 억제하

는 관점에서, 2030년의 화력발전 구성을 LNG 27%, 석탄화력을 26%로 하고, 각각에 

고효율화 비율을 더욱 높이고, 환경부담을 줄이는 방침을 세웠다. 화력발전의 고효율화

는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추진하고, 안정성이 확인된 원자력의 활용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온실효과 가스의 삭감 목표를 그 기초로 하고 있다.더욱,에너지믹스 구성의 실현

과 2030년의 온실효과 가스 삭감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화력발전의 고효율화의 실

행을 강력히 추진하려고한다. 전체적으로 고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에너지 절

약법의 규제강화에 의한 저효율발전 설비의 억제를 추진하고, A-USC나 IGCC의 차세

대기술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을 LNG화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에너지구성의 관점에서는 

현재의 석탄화력에 대한 성급한 삭감은 현실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결국은 차세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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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의한 석탄화력의 대폭적인 고효율화와 저탄소화가 그 정답이라고 여기고있다.또

한,2030년경에는 수소발전의 본격 도입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의 실증을 조기 실현하는 

방침을, 2050년의 장기추진 연구개발분야로,1800도급 가스터-빈에 대한 내열재료 및 

CCUS 이상화탄소 회수이용/저류에 관한 기술도 포함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중기적 기술개발의 대상은 석탄화력과 LNG 화력에 관련된 고

효율화 기술이고, 장기적인 기술개발의 대상은 CCUS 기술과 수소발전기술로 하고 있

다.차세대 화력기술의 대상이된 각분야의 기술은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다.2030년도를 

목표로하여, 정량적으로는 노후화된 화력발전의 신진대사를 추진하고, 석탄화력은 설

비전체에 USC에 상응하는 발전 효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업계는 2030년도에 이

산화탄소의 배출계수를 0.37kg/kWh로 자주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석탄화력기술에는,

1> USC(Advanced Ultra Super Criteria;2016년경에는 기술확립,발전효율 46% 

(HHV), 종래의 기기와 같은 발전단가.2>IGCC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중형공

기주입;기술확립완성,산소주입;2018년도경에 기술확립, 발전효율46-50% 

(HHV),  양산후에 종래의 기기와 같은 발전단가.3>IGFC (석탄가스화연료전지

복합발전);2025년까지 기술확립,발전효율 55%(LHV), 양산후에 종래의 기기와 

같은 발전단가.LNG화력기술에는,1>AHAT(Advanced Humid Air Turbine); 

2017년도에 기술확립,발전효율 51% (HHV), 종래의 기기와 같은 이니셜코스트. 

2> 초고온GTCC;1700도급, 2020년도에 기술확립,발전효율 57% (HHV),종래기기

와 같은 이니셜코스트. 3>GTFC (가스터-빈연료복합발전); 2025년도에 기술

확립,발전효율 63% (LHV),종래의 기기와 같은 이니셜코스트.이와더불어,이산

화탄소 분리회수기술;고체흡수법,물리흡수법,막분리법,크로스트IGCC,CCU기

술(조류바이오),인공광합성,화학제품이용등.수소발전기술;2020년대에 혼연소 

기술확립,2030년대에 전연소 기술의 확립, 같은규모의 LNG화력발전소의 발전

효율, 발전단가 17엔/kWh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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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 이산화탄소 억제기술과 발전효율이 세계 최고인 요코하마 이소코 석탄화력발전소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석탄 화력 발전의 효율향상이 크게 대두 되고있다.석탄화력

은 연료를 저비용으로 안정하게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다른 연료를 사용하

는 발전소에 비교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이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일본에는 발전효율과 환경성능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석탄화력기술이 있고, 현

재 보다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석탄화력의 성능을 상징하는 

것이, J파워의 이소코 화력 발전소(요코하마시,이소고구 소재, 출력 120만킬로와트)이

다. 인구 370만명의 대도시인 요코하마시 중심부에서 불과 몇킬로에 위치하며, 수도인 

도쿄에서 직선 거리로 약20킬로에 위치하고, 도쿄돔의 약 2.5개분에 상당하는 약12헥

타르의 광대하다,또한 높게 치솟은 200미터의 굴뚝으로부터는 연기가 전혀 보이지 않

는 것이다. 수증기인 백연마저도 찿아 볼 수 없다.석탄 화력 발전소라고 하면, 검은 연

기가 뭉게뭉게 나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이미지이지만, 이소고발전소는 거의 완벽한 

청결한 시스템을 실현하고 있다. 

1967년에 구 1호기가, 1969년에 구 2호기가 운전을 시작하였다.그 후의 리플레이스

(replace)를 거쳐 신1호기가 2002년에, 신2호기가 2009년에 운전을 시작하였고, 발전

효율이 저위발열량 기준(석탄을 연소시켰을 때의 발열량을 나타내는 조건으로서, 석탄

에 포함되는 수분의 증발에 필요한 열량을 발열량에 포함하지 않는 것)로 약45%이며 

이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석탄 화력 발전소이다. 리플레이스의 포인트는, 고

온·고압을 견디어낼 수 있는 재료의 실용화 등에서 초초임계압(Ultra Super 

Critical:USC) 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실현하는 최신예 발전 기술을 실

현한 것이다. 이것은 발전효율이 종래의 약40%로부터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단위 발전

량당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17% 줄어들었다.유황 산화물(SOX)이나 질소 산화물

(NOX), 매진(煤塵)의 배출량도 극히 적어졌다. SOX의 제거에서는 활성 코크스에 흡착

시키는 건식탈황 장치를 일본의 발전 설비로써는  최초로 체택을 하였고, 95%이상이 

높은 탈황 효율을 실현하였다.이러한 연구외 기술개발로 배출 가스는 천연가스 화력발

전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석탄화력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는 이산화탄소를 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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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으나, 이러한 최신의 저탄소화 기술의 발전의 실현으로 

금후에의 국제공헌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 

석탄의 많은 뛰어난 특징은,먼저 자원량이 풍부해서 세계각지에서 산출되기 때문 지

정학적 리스크가 적다.가능 채탄 년수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거의 배에 상당하는 113년

이다. 또, 채탄 기술이 진보하고, 경제성이 높아지면 가능한 채탄량은 더욱 증가한다. 

또한, 발전코스트에 직결되는 석탄 가격은, 석유나 LNG는 정치 정세 불안이나 수급 

등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것에 비하여, 매장이 많고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 저렴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우위성을 배경으로, 세계전체로 

J파워에 41% (일본은 30%)를 석탄화력이 담당하고 있고, 저렴하고, 신뢰성이 높은 주

요한 전원으로 그 위치를 높게 평가 받고 있다.향후에도, 석탄에 의한 발전 전력량은 

확대 기조로 전환하고, 2040년에는 2012년의 약1.4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석탄에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다고 하는 약점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효율을 달성하고 있다.즉, 발전효율이 높아지면, 석탄사

용량이 줄어들고, 경제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환경부담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에 리플레이스를 완료한 이소고 화력 발전소의 발전효율은 약4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화력발전의 대부분을 석탄에 의지하는 중국은 평균 34%, 인도는 28%정도의 

발전효율에 머물러있다.

이소고발전소는 초초임계압 (USC)이라고 하는 기술의 실용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효율화의 추구라고 하는 점에서는, USC는 오히려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차

세대를 위하여 이미 복수의 프로젝트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터빈을 돌리는 수증기

는, 온도와 압력이 높으면 높을 만큼 효율적으로 되고,에너지량이 증가 한다.이것을 궁

극까지 추구한 것이 USC 이다. 이 기술의 확립으로, 종래에 비하여 CO2배출량을 1킬

로와트당 17% 삭감하는 것에 성공했다.이것을 상회하는 성능을 추구하는 것이, 선진형 

초초임계압(A-USC)이라고 불리는 차세대기술의 개발. 관민일체에서 공동 연구가 스

타트되고 있어,2020년대에는  최고효율기술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석탄을 

태워 가연성가스를 발생, 가스 터빈과 증기터빈을 조합시키는 석탄 가스화 복합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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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CC), 그위에 연료전지와 가스 터빈, 증기터빈이라고 하는 3종 혼합의 발전 형태인 

석탄 가스화 연료전지복합 발전(IGFC)의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다.2030년을 목표에 두

고있는 IGFC가 개발이 되면, 열효율 55%이상이라고 하는 경이적인 성능에서의 화력 

발전이 가능해지고, CO2의 대폭삭감도 달성할 수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J파워

와 주고쿠전력이 공동으로, 2012년도부터 히로시마현 오사키카미지마초에서 IGCC실

증 플랜트를 건설중이다.

석탄화력을 이용한 한중일 협력 체제의 구축

매년 발표되고 있는 중국의 대기오염실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이 되고있다,

중국전역의 4분의1과 전인구중의 약6억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발생된 

PM2.5를 포함한 오염물질과 황사는 편서풍을 타고 국경을 넘어 한국과 일본에도 영향

을 주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1999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2013년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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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M2.5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간의 정책대화도 

본격적으로 시작이된 느낌이다.대외적으로는 이제 많은 공간대를 형성하여,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을 중심으로하는 대기오염문제의 대책과 기술적인 정보교환등을 통한 근본 해

결책을 찿는 방향으로의 움직에 큰 기대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

현재, 세계의 발전 전력량의 약40%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은 석탄 화력 발전

이 담당을 하고 있다. 지금보다 좀더 발전효율이 상승한다면, 지구 온난화의 억제에 공

헌을 크게 할 수 있고, 자원도 절약을 할 수 있다. 더욱, 세계의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2035년까지 1500조원(150조엔)의 수요가 된다는 예상이다. 현재,이 분야의 기술력으

로는 선두에 일본이 바로 그뒤에 중국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중에서도,일본의 석탄화력 

기술은 고압의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초임계압기술을 선두로 하여, 초초임계압 기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 발전효율은 세계최고의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세계3대 이산

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중국과 인도의 3국에 석탄화력 기술인 「초초임계압」을 적용시

키다면, 일본의 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많은 약15억톤을 삭감할 수 있다라는 예상

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중국에서는 일본의 최신예 석탄화력기술인 초초임계압을 채용한 발전소의 운용

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일본의 J파워가 약50억엔을 출자하고, 기술담당 임원 2명등을 

파견하고, 운영을 측면지원 하고 있다. 이미,중국에서는 2006년부터 초초임계압 석탄

화력이 등장하여, 현재 100만 킬로와트급만 약50기 이상이 움직이고 있다.그러나 이들 

초초임계압 발전소들은발전소 운영이 그다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그이유는, 발전보일러나 터빈등의 주요설비는 거의 중국제이며, 발전소의 건설도 자국

기업이 하고 있지만,실질 운전 경험이 아직 짧다는 것이다. 이에. J파워는 세계의 발전

사업자 중에서,약20년 이상의 초초임계압의 운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그 경험이 이 

발전소의 안정 가동에 크게 공헌한다고 하고 있다.

아직, 한중일간에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보는 

없다. 그러나 매스컴등의 보고등으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현 

시점에서는 모니터링 체제의 정비와 일반 국민에의 적절한 정보제공이 그 중심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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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다. 

특히 인터넷의 활용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은, 환경당국과 지방자치단체등은 환경 관

련사이트를 개설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

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 한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대

책이 뒷전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제 한중일 3개국의 지난 몇년간 정치적인 문제로 

환경오염 문제는 대화에서 잠시 멀어져 있었다. 작년말부터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

서도 환경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제 한중일의 특히 황해를 중심으로 직접 인접한 한중일

의 대기오염문제의 원천이라고 여겨지는 석탄화력발전의 문제를 새로운 석탄화력의 기

술을 이용하는 상호협력 체제의 구축이 중요한 싯점에 놓여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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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수소에너지의 전망

우치다 히로히사 

도카이대학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 강연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 가운데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현황

에 대하여 고찰하고,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환경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일본의 수

소에너지 동향과 전망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1. 들어가며

2011년 3월 11일, 대지진과 지진 해일의 피해를 계기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로 인한 원자력 재해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1) 사회기술 및 인간의 안전보장(Human Security)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2)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바는 ‘에너지 정책은 과학기술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결정한다’, 그리고 ‘정치를 담당할 정치가는 우리가 선택한다’는 사실이다. 

(3) 우리는 에너지 정책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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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이란 무엇인가

원자력이란 원자의 힘을 의미하며, ‘원자력=원자력 발전(원전)’는 아니다. 원자력 공학, 

원자력 기술이라 함은 이러한 원자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무거운 우라늄 원자의 핵

분열 혹은 가벼운 수소의 핵융합 등 핵반응이 일어나면,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해 방사선

(입자선과 전자파)이 방출된다. 원소는 안정적 상태로 바뀌는 성질이 있다. 우라늄과 같이 

무거운 원소는 더욱 가벼워지기 위하여 핵분열을 하고, 수소와 같이 가벼운 원소는 서로 

핵융합을 해 무거운 원소가 되고자 한다. 이 핵반응이 발생할 때, 매우 희박하게 질량 

결손이 생기며 이것이 막대한 에너지로 변환된다. 이 막대한 핵반응 에너지를 급속히 

개방시키는 것이 바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원자 폭탄이며, 핵반응을 천천히 제어하면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 기술이다.

한편, 중성자나 전자 등의 입자선이나 감마선, X선 등의 방사선은 암치료나 검사 등 

의료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 공업, 산업분야에서도 방사선은 폭넓게 

이용되며 발전(發電) 기술 이외 분야의 시장규모는 연간 약 5조~7조엔/년이라고 한다.

향후, 인류가 우주 공간에 나아가 활동할 경우,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강력한 방

사선 방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해 연구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원자력을 무기로 사용하든, 평화적 이용에 사용하든, 우리 

인류의 지혜와 결단에 달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60년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었던 일본에서는 원자력이 꿈의 에너지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 중 히로시마(広島)와 나가사키(長崎)에 대한 2차례의 원자폭탄 

투하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일본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의 하나로, 원자력 발전은 

정책 면에서도 이치에 맞는 것이었다.

필자가 근무하는 도카이(東海)대학은 1956년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희구하며, 

일본에서 최초로 원자력공학 전공을 개설하였다. 도카이대학의 창립자 마쓰마에 시게요시

(松前 重義)는 체신성(逓信省) 공무국장(工務局長)을 역임하면서 황실의 타카마츠노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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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松) 전하와 함께 도조 히데키(東條 英機) 총리에게 전쟁 반대를 주장했었다. 그 결과, 

마츠마에는 징벌적 소집을 명령 받고 남방 전선에 최하급 군사로 보내졌다. 그러나 

살아남아 귀국한 마츠마에는 1945년,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 조사단장을 맡아 조기 전쟁

중지를 진언했다. 전쟁 후 마츠마에는 정치가로서 원자력기본법 제정에 힘을 쏟으며 

일본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선도하였다.

3. 일본의 원자력 발전 현황

현재 일본의 경우, 5년 전 후쿠시마(福島)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고 이후 정지되었던 

약 50기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재가동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40년 이상이 넘은 

낡은 시설도 있어 향후 재가동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속 증식로 ‘몬주(文珠)’를 

사용해 사용후 핵연료를 재이용하는 계획은 2016년 9월 현재, 정지중인 ‘몬주’의 재가

동에 대하여 기술적, 경제적 전망이 서지 않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이미 약 48톤의 플루토늄(원폭 수천 발 분)을 보유하고 

있어, ‘핵연료 사이클에 소비할 계획이 없어질 경우, 잉여 플루토늄을 군사용으로 전용

할 수 없도록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혼합하여 처분할 수 밖에 없다’(자유민주당 행정

개혁추진본부 고노 타로(河野 太郎) 본부장, 도쿄신문 2016. 9. 24.)는 문제도 있다.

일본 열도에서는 거의 매일처럼 지진이 일어난다. 매우 많은 활단층이 일본 안에 

존재하고 있어 지진에 의한 원자력 발전시설의 손해와 그에 따른 국토나 주변 해역의 

방사선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 지진 해일이 원전 

시설의 긴급냉각장치를 파괴했고, 그 결과 우라늄 연료의 노심용융이 발생한데다가 시설 

내부에 쌓인 수소가 폭발해 광범위하게 방사성 물질이 확산되었다.

지진 발생 빈도가 지극히 높은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핵연료의 

노심용융, 또한 방사능 오염을 일으켜 행정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생활, 경제활동, 농수

산업을 정체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 재해로부터 5년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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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했지만 아직껏 9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토지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발전 사업자인 도쿄전력이나 국책으로 원자력 발전을 추진해 온 정부, 

모두 이재민이나 사고 처리에 대하여 충분히 손을 못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6조엔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향후 그 금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원자력 발전을 추진해 온 정부 또한 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즉 전국민이 전기요금 혹은 세금을 통해 배상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발전 기술에 비해 원자력 발전은 사회기술로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점을 일본은 

배웠다. 5년전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 재해는 일본인이 에너지와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계기를 부여한 ‘자명종(Wake-up call)’이었다. 

향후 일본이 원자력 발전을 속행할 경우, 다음 2가지 과제를 해결한 새로운 시스템을 

실현해야 한다.

(1) 지진, 해일에 대하여 노심용융을 일으키지 않는 신규 시스템의 개발

(2) 사용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기술의 개발

과학기술적, 경제적 이유 이외에 일본이 원자력 발전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 속에

서의 일본의 입장은 정치적 판단이라는 이유 밖에 발견할 수가 없다.

4. 일본의 에너지 정책

2015년 7월, 일본 정부는 ‘2030년 에너지 믹스’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재생가능에너지 24%(지열 1%, 바이오매스 5%, 풍력 2%, 태양광 7%, 수력 9%), 원자력 

발전20~22%, 화석연료에 의한 화력발전 56%(LNG27%, 석탄 26%, 석유 3%)이다.

일본에서는 LNG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이 앞으로도 주력이 될 것이다. 일본의 

화력발전 효율은 세계최고수준이며, LNG의 경우 60% 이상, 석탄은 50% 이상의 발전 

효율을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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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의 경우, CO2 배출이 문제시되나 고효율화, CO2 회수 및 이용, 저장

(CCUS), 그리고 수소를 LNG에 혼합한 혼소(混燒)방식, 나아가 순수수소에 의한 수소

화력발전도 계획 중이다. 청정 화력은 향후에도 일본의 발전 기술에 있어서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높은 발전 효율을 목표로 연소 온도가 1700℃ 이상으로 

높아지면 질소산화물 발생 또한 문제가 되지만, 신 연소로(爐)에 대한 개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대응 – 가나가와(神奈川)현과 가와사키(川崎)시

일본은 ２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 공장으로부터의 

수은, 카드뮴 배출, 다이옥신의 식품 혼입, 석유 콤비나트로부터의 배연(排煙)과 고농도의 

이산화유황, 공장이나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광화학 옥시던트(oxydent) 등 수질오염, 

대기오염이라는 심각한 공해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었다.

일본의 전력 공급 변천을 보면, 50년대~ 60년대에 걸쳐 대량의 수입 원유를 이용한 

화력발전이 주류를 이루었다. 국내 최대급의 게이힌(京浜) 공업지대가 위치한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시는 대기오염과 다마가와(多摩川)의 수질오염을 경험하면서 지방도시 ‘가

와사키’라는 단어가 공해의 상징인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가와사키시는 일본 국내에서도 가장 깨끗한 대기와 수질을 자랑하는 

도시로 소생했다. 이는 가와사키시와 가나가와현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첨단 기술을 

구사해 실현한 결과이다. 오늘날 공해를 극복한 가와사키시에는 전세계로부터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 나아가 가와사키시와 가나가와현은 재생가능에너지와 수소에너지의 보급 계몽 

활동 면에서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 4월, 가나가와현은 ‘수소 혁명’을 선언하고,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대응 자세를 

선언, 2015년 3월 산업계와 행정이 협력해 ‘가나가와의 수소사회실현 로드맵’을 책정했다. 

가와사키시는 2016년 2월, ‘가와사키 수소전략’을 수립해 가와사키 임해공업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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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수많은 기업이 수소이용기술, 연료전지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3월, ‘수소연료전지 전략 로드맵 개정판’을 공표한 바 있다. 중앙

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수소 대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6. 이산화탄소 CO2와 기후 변화

대기중의 CO2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CO2에 대해서는 지구 

온난화의 요인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대기중의 CO2농도가 상승한 결과, 오히려 

지구상의 녹화(綠化)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그다지 보도된 바가 없다. CO2는 식물이나 

농작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광합성 원료이다.

위성 관측 데이터를 보면, 과거 10년 이상 지표와 해수면 온도는 상승하지 않았다는 

데이터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구의 온도는 상승 중이다’라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

부간 협의체)의 데이터는 대도시의 평균 온도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대도시의 확대, 인

구나 자동차수 증가 등에 의해 상승하기 쉽다고들 생각한다. 지구물리학, 해양물리학, 

천문물리학 분야 과학자들의 상당수는 CO2보다 수증기(구름량)가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름량은 태양의 활동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최근, 태양의 활동은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태양의 흑점수는 2016년 6월 제로를 기록

했다. 향후 구름량이 증가하면서 2020년~2030년에는 지구의 한랭화를 예측하는 과학자

들도 있다. 나아가 지자기(地磁氣, geomagnetism)도 약해지고 있어 미래에 통신 장애나 

한랭화를 예측하는 지구 과학자도 있다.

어쨌든 지구의 기후 변화는 은하계, 태양계 등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우주규모의 

자연계 영향일 가능성도 있어,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지구의 기후 변화를 쉽게 

예상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지구 온난화 혹은 한랭화라는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으면서도, 

작물의 수확이나 식량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390   환황해포럼 | 아시아 번영과 상생의 길

기후 변화와 상관없이 에너지라는 시점에서 보면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재활용에 

대한 노력, 절약 정신 등은 우리 일상 속에서 중요한 행동지침임에는 변화가 없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CO2를 탄소 원료로 수소와 반응시켜 메탄 등의 연료 제조, 혹은 

유기물질로 합성함으로써 탄소를 고정화 및 이용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후술하는 수소에너지 기술의 보급과 함께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

된다.

7. 수소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일본

물분자(H2O)의 구성 원자는 산소와 수소로, 수소라는 말은 ‘물의 소(素, 바탕)’라는 

의미이다. 상품화가 추진되고 있는 연료전지기술을 비롯해 재생가능에너지의 저장, 농업 

및 육상 양식에 대한 이용 등 다양한 수소 이용 기술의 개발과 비즈니스를 위한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2015년, 아베 총리는 ‘일본은 수소 사회를 실현할 것이다’라며, 수소를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자리매김 시켰다.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수소 비즈니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토요타와 혼다는 벌써 FCV(수소연료전지차)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닛산도 머지않아 

판매를 시작한다. 도시가스를 이용한 가정용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의 에너지팜

(ENERGY FARM)과 FCV의 보급을 통한 수소사회실현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축전지뿐만 아니라 수소저장합금(水素

貯藏合金, metallic alloy for hydrogen storage)을 사용한 저장 기법도 시작되었다.

수소사회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수소의 제조, 운반, 저장 기술의 비즈니스 성립을 

목표로, 산업계를 중심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수소사회실현과 일본의 수소

시장개척을 리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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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수소 제조와 가격

일본의 대표적인 수소제조방법은 (1) 원유, LNG (2) 제철, 화학공업의 부산물

(by-product) (3)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한 물의 전기분해 (4) 바이오매스(biomass) 

등으로부터 추출하는 4가지 방법이 있다. (1), (2)는 CO2 발생을 수반하는 것으로 CO2 

처리가 필요하다. (3), (4)의 경우, CO2의 발생을 수반하지 않는 깨끗한 수소 제조 기법이다.

현재, (1)~(4)의 수소제조방법 중 어느 것을 따르냐에 따라 수소의 판매 가격이 크게 

변동하므로 FCV와 휘발유 차량의 주행 효율을 생각할 때, FCV에 수소를 공급하는 경

우를 가정해 1000~1100엔/kgH2로 정한 상태이다. 장래에는 수소 사회를 목표로 FCV

의 증가, 수소·LNG혼소(混燒) 발전, 수소전소(專燒) 발전소의 도입으로 대량의 저렴

한 수소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해외로부터 저렴한 수소를 액화 수소로 혹은 톨루엔

에 저장한 메틸사이클로헥산(Methylcyclohexane)의 형태로 유조선을 통해 운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7.2 FCV 용 수소스테이션

2016년 안에 국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약 100개곳의 수소 공급 스테이션 설치를 계획 

중이다. FCV는 1대당 6백만~7백만엔인데, 각 자치체의 보조금을 사용하면 4백만엔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생산대수가 적은 상태로 생산의 효율화가 기대되고 있다.

FCV 연간 판매 대수는 2020년 약 5만대, 2025년 약 20만대, 2030년에는 약 40만대로 

예상되며, 경제파급효과는 각각 약 8 천억엔, 약 2.2조엔, 약 4.4조엔이 다.

고정 수소 스테이션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80MPa급의 고압가스를 취급하므로 많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도시지역 등 주택이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건설이 

크게 제한된다. 혼다는 35MPa급 소형 수소 공급 스테이션을 발표해 일본 사회에 적합한 

시스템을 판매 중이다.

또한 대형 트레일러를 이용한 이동형 수소 스테이션도 각지에 도입되고 있어 기동성을 

확보하면서 FCV에 대한 수소 공급을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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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가정용 연료 전지 시스템 에너지 팜(ENERGY FARM)

가정에 도입된 도시가스나 프로판 가스를 원료로 연료전지발전을 하는 에너지 팜이 

보급되고 있다. 표준 출력이 750W로 전력과 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 에너지 팜에는 

개질기가 내장되어 있어 하수(下水)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1대당 145만엔 이하이며, 약 13만대가 보급되어 있다.

7.4 수소의 농업 및 육상 양식에 대한 이용

1차 에너지의 60%는 최종적으로 대기 중, 배수 중에 배열(排熱)로 버려지고 있다. 

가와사키(川崎)와 요코하마(横浜)에 걸쳐 위치한 게이힌(京浜) 공업지대에는 자가 발전을 

이용한 발전용량이 6.3GW(원자력 발전소 6기분) 이상이며, 현재 계획중인 양력(揚力)을 

더하면 8GW나 된다. 따라서 이 공업지대로부터 3GW이상의 배열이 환경 속으로 방출

되고 있다.

이러한 배열(排熱)은 수소저장합금을 이용함으로써 냉동 및 냉수 제조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에히메(愛媛)현 사이조(西条)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여름철 높은 온도에

서의 딸기 재배, 나아가 부가가치가 높은 민물연어의 육상 양식에 성공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0℃에서 5℃의 냉수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종래 전기식 냉각기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에너지 절약 효과 및 CO2 감축 효과가 80% 이상을 보이며 향후 

농업, 수산업에 대한 이용이 기대된다.

8. 수소 시장의 전망

에너지는 식량, 물과 함께 인간의 안전보장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일본은 

산관학 연계를 축으로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도의 과학기술력을 구사해 

신기술, 신산업, 혁신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료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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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 비약적 확대가 전망되는 바, 세계 시장 예측을 보면 2030년까지 37조엔, 2050년

까지 160조엔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세계의 수소 수요가 지금의 60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일본의 경우, 본격적인 수소 수요는 2030년 즈음부터 시작되어 시장규모는 2030년에 

1조엔, 2050년에는 8조엔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대규모 수소공급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정비, 2040년에는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수소제조기술의 확립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많은 지방자치단

체가 수소사회실현을 위한 인프라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발전, 전력 자유화,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의 촉진, 

수소사회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촉진 등 수많은 과제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 Google 검색

･ [우치다 히로히사(内田 裕久) 도카이(東海)대학] [우치다 히로히사 수소] 

･ [hirohisa uchida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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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현대자동차 친환경차 개발 현황

임철호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1. 배경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더불어 제기되는 사회적 이슈는 환경오염이다. 최근 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2015년 측정 평균치가 환경 기준치 보다 높으며 

동경, LA 등 해외 대도시보다 높은 실정이다. 미세먼지 오염원 중 수송분야의 비율은 

23%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에서는 산업시설 대비 수송분야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1)

그림 1. 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원 (미래창조과학부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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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수송분야의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를 

매년 4~5%씩 강화하는 추세이며, 친환경차의 의무판매 비율 증가(ZEV credit, 캘리

포니아) 및 구매지원 정책 등을 통한 본격적인 친환경차 시장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그림2) 특히 노르웨이는 정치권의 합의로 2025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판매 금지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독일의 경우 2030년 이후 차량 신규 등록 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그림2. 주요 국가별 연비 규제 계획 및 친환경차 확대 전략

2.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 개발

현대자동차에서는 기존 내연기관의 효율 향상 및 하이브리드(HEV, PHEV) 차량 개발, 

전기차(EV), 수소전기차(FCEV) 개발 등의 친환경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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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현대자동차의 독자 친환경차 시스템 개발

그림4. 현대자동차 친환경차 라인업 전략

구체적으로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E-mobility 기술 개발 및 시장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기반으로 2011년부터 HEV, PHEV, EV, FCEV 등 양산 차량을 순차적으로 

출시해 오고 있으며, 핵심부품의 공용화와 독자 기술 확보를 통해 라인업을 확대하여 

2020년까지 친환경차를 26차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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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전기차

친환경차는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전기차(EV) 

및 수소전기차(FCEV)로 구분되며, 이 중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차량으로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차로 간주되고 있다. 

그림5. 친환경차 종류 및 비교

그림6. 투싼ix 수소전기차의 미세먼지 제거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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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는 주동력원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전지 스택이 탑재된다. 연료전지 

스택은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공기와 수소로부터 전기를 생성하는 연료전지 단위 셀이 

수 백장 이상으로 적층되어 구성되며,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수소전기차는, 충전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와는 달리,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생

산된 전기를 이용하는데, 연료전지 스택에서 전기화학반응 시에 생성되는 수분(수증기)

만이 차량 외부로 배출된다.

또한, 차량에 적용된 공기필터를 포함한 연료전지 시스템 구성품을 통해 대기중의 미

세먼지가 정화되는 효과가 있다. 수소전기차 1대가 1km를 주행하면 최대 20mg의 미세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데, 디젤 중형 승용차가 1km 주행 시 미세먼지 약 10mg을 발생

시킨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소전기차 1대가 디젤차 최대 2대 분량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

를 낼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전기차 대비 상대적으로 긴 주행거리와 

짧은 수소 충전시간 때문에 수소전기차는 궁극의 친환경차로 언급되기도 한다.

4. 수소전기차 개발동향

수소전기차는 1990년 대에 주요 자동차 제조사 별로 활발한 개발 진행이 이루어 졌으며, 

2010년 이후로는 주로 제조사들 간의 제휴를 통해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독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개발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 기술 공여 및 역할 분담을 

통해 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요타-BMW는 연료전지-고성능차 기술 공여를, 닛산-다임러(벤츠)-포드는 개발

비 저감 및 부품 공용화를, GM-혼다는 차세대 수소전기차 개발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폭스바겐 그룹은 캐나다의 연료전지 시스템 전문회사

인 발라드와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기술 의존성 

탈피 및 국산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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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제조사별 수소전기차 개발 동향

양산형 차량으로는 현대자동차가 2013년 세계 최초로 투싼ix 기반의 수소전기차를 

출시하였으며, 2014년에는 도요타가 미라이(Mirai)를, 2016년에는 혼다가 클라리티

(Clarity)를 출시하였다. 시장 형성 시기를 관측하고 있는 북미 및 유럽 주요 메이커들

은 2017년 이후로 양산 차량을 출시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5.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개발

그림8.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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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1998년 수소전기차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개발 초기 UTCFC社(美)와의 

협업을 통해 2000년 산타페 수소전기차를 처음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 차량을 

이용한 북미 시범운행을 통해, 시스템 및 차량 제어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본격적

으로 독자기술 개발에 착수하였다.

2006년에는 80kW 급 연료전지 스택의 독자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연료전지 

스택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 두 차례의 실증사업을 통해 차량 신뢰성 및 연료전지 시스템 

부품 대부분의 국산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후 100kW 급 연료전지 스택 개발 및 

700bar 고압 수소탱크 적용을 통해 성능과 주행거리를 크게 향상 시켰으며, 전기구동 

시스템 국산화도 이루어 내었다. 

그림9. 투싼ix 수소전기차 사양

개발 차량의 신뢰성(혹한/혹서, 전기 및 수소탱크 안전성 등) 및 내구성도 장기간의 

개발을 통해 검증하여, 2013년 양산 공법 및 기술이 적용된 투싼ix 수소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였다. 투싼ix 수소전기차는 국내를 포함하여 유럽, 북미, 호주 등 전 세계 

17여개 국가에 지금까지 약 700여대가 보급되었으며, 국내외 친환경 사업 실증 및 수소 

인프라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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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능과 주행거리가 대폭 향상되고, 차량 가격을 크게 낮춘 전용 차체 기반의 차

세대 수소전기차를 2018년 출시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그림10. 투싼ix 수소전기차 성능 시험

그림11. 투싼ix 수소전기차 수소탱크 안전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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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투싼ix 수소전기차 충돌 안전성 시험

6. 수소전기차 보급

정부에서는 2015년 12월에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10% 수소전기차 보급 및 총 

52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림13)

그림13. 국내/외 수소전기차 보급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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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6년 6월 미세먼지 대책 발표 시, 수소전기차 및 충전소 보급 수량을 증가한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6년 8월에는 수소전기차 및 충전소 보급 확산의 구체적

인 계획 수립 및 본격 추진을 위해 정부-지자체-업계로 구성되는 컨트롤타워(수소 융

합얼라이언스)를 발족하였다.

일본은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주도의 매우 적극적인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에 수소전기차 4만대, 수소충전소 160 기를 2025년에는 20만대, 320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2023년까지 수소전기차 25만대 수소충전소 400기 

구축을 목표로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기오염 저감 효과 및 초기 시장 형성 가속화를 위해 기존 CNG 버스를 

수소전기차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CNG 버스는 총 2.6만대 

규모로 연간 약 2천대 수준의 신규 버스 교체가 발생하는데, 수소전기 버스 대체 시, 

초기 시장 형성 및 안정화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대응과 더불어 현대자동차는 국내외 기관과 함께 수소전기차 보급 및 홍보 활

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 파리 시의회, 수소충전소 업체(에어리퀴드社) 

및 차량 운영업체(STEP社)와 협력하여 파리에서 수소전기차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가스업체(린데社)와 협력하여 대중을 대상으로 수소전기차 기반의 카쉐어

링(Car-sharing)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차 택시 및 카쉐어링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

이다. 수소전기차 택시는 1단계로 2016년 말까지 울산에 10대를 투입하고, 2017년 상

반기까지 울산, 광주에 각각 5대를 추가 도입/운영 예정이다. 2단계에서는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는데 차세대 수소전기차가 출시되는 2018년 상반기부터 총 100대

가 투입될 예정이다. 수소전기차 카쉐어링 서비스는 광주에서 2016년 말부터 15대로 

시작 예정이며, 이후 2018년까지 80대, 2020년 까지 300대로 확대하며 운행 지역도 

광주 이외의 전남 지역으로의 확대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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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수소전기차 택시(프랑스) 및 카쉐어링 서비스(독일)

7. 수소전기차 개발 효과

내연기관 기반의 차량은 전세계적인 환경 이슈 및 규제로 인해 빠르게 전동화 될 것

으로 예상되며, 전동기반 차량의 보급/확산 시, 원유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수소전기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무공해 차량이면서도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와는 차별화된 환경적 측면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차량 본연의 목적인 주행 기능 이외에도 연료전지 스택에서 생산된 

전기를 외부에 공급할 수도 있는데, 배터리 기반 차량의 충전, 야외/주거 지역의 전력 

공급 및 재난 지역에의 비상전력 공급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전력망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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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G, Vehicle-to-Grid)할 경우, 전력망 안정화 및 블랙아웃 대응이 가능하여 국가적 

에너지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의 기여도 기대된다. 

그리고, 수소전기차 개발에는 300여개 국내 부품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기존 내연

기관 차량 부품 공급 업체의 수익성 확보 및 사업 유지 측면에서도 사회적 기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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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젠더 의제와 과제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북경

행동강령(1995년 9월 채택)과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간 연계라는 전 세계 페미니스트들의 열망과 노력의 산물임. 이에 발표자는 북경

행동강령의 내용 및 의의, MDGs의 내용 및 한계를 먼저 짚고 SDGs의 내용을 살펴보

고자 함. 구체적으로 SDGs에서 젠더평등 관련 의제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정부 대

응의 문제점을 한국여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연결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1. 북경행동강령과 MDGs

1) 북경행동강령의 내용과 의의

○ 북경행동강령은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아젠다로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공, 사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남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바꾸어 인권을 증진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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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행동강령은 12개의 주요 관심분야, 총 6장, 361항을 선정하고 이들 각 분야에서 

여성에게 차별적인 사회구조적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각국 정부, 시민단체, 국제

기구가 각 주체별로 실천할 향후 활동을 제시함. 1997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52/100 (A/RES/52/100)은 각국 정부에 동 강령의 이행을 촉구, 여성지위

위원회가 이행사항을 점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유엔사무총장은 이행사항을 매년 유엔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음.43)

○ 행동강령의 주목적은 모든 여성에 대한 역량강화(women’s empowerment)44)이며 

핵심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전적인 실현이다’라고 밝히고 있음(행동강령 

Ch2.9). 여성 역량강화는 ‘나이로비 여성발전을 위한 미래전략(Forward-looking 

Strategies for Advancement of Women)의 실천을 도모하고 여성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또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공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활발하게 참여하는데 방해물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는 남녀가 ‘가정과 직장, 보다 넓게는 국가와 국제사회에서 권력과 책임을 

나눈다는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임. 

○ 여성 역량강화는 사회 정의를 위한 중심 조건이며 평등, 발전, 평화 그리고 ‘인간 

중심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본적인 전제임. 이를 통한 여성의 동등한 참여가 세상을 

보다 평화롭고 평등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Becker, Astrid & Peter Schlaffer, 1997: 17). 또한 여성 

역량강화는 남성과 여성이 동반 관계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참여하는 

것을 뜻하며 ‘그리하여 남성과 여성은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자녀와 사회를 위해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하여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임.45)

43) 여성정책연구원, 2010. 「북경행동강령 이행 15주년 점검 및 향후 과제」.

44) 임파워먼트(empowerment)라는 말은 카이로에서 열린 세계인구회의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카이로 

회의에서의 정의는 여성은 자신의 출산기능을 통제할 전적인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임신 외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회의 확장을 통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에 임파워먼트는 여성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출산통제를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했으나, 행동강령에서 

임파워먼트는 삶의 영역에서 여성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개념이 

되었음. 임파워먼트는 인간의 존엄을 발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의 세력화는 평화와 물질적 

정의와 세계적인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어 중요한 도구임(Becker, Astrid & Peter Schlaffer, 

1997; 김경애·민경자, 1998). 한국에서 임파워먼트는 주로 세력화로 번역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 필자는 

본래의 의미에 더 부합하는 여성 역량강화 혹은 여성에 대한 역량 강화로 번역해서 사용하고자 함. 

45) 김경애·민경자, 1998. “북경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여성단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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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강령은 여성 역량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과 빈곤, 여성과 경제, 

여성의 교육과 훈련, 여성과 건강,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인권, 여성과 무력분쟁, 

권력구조 및 의사 결정과 여성, 여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여성과 매체 여성과 

환경, 여아동과 소녀 등 12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 지침을 

명기하고 있음. 행동 지침에는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가 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북경행동강령 +15(2010년 3월)는 북경행동강령 15주년과 새천년개발목표 채택 

10주년을 맞아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MDGs를 북경행동강령과 연계하여 다룬 바 있음. 

2) 북경행동강령과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의 연계 

○ 전 지구적 차원의 발전을 지속하고 빈곤을 감소할 목적으로 2000년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새천년선언이 채택되었고, 2001년 유엔총회에서 국제개발목표인 

MDGs가 승인되었음.

○ 새천년선언문의 젠더평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6절 평등: 개인과 국가 모두 개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차단당하지 

않아야 함. 남녀평등권과 기회의 보장이 남녀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함.

‣ 제20절: 빈곤, 기아, 질병에서 벗어나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젠더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도모함.

‣ 제25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을 이행할 것.

○ MDGs는 8개의 주요 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 목표 21개와 주요 지표 60개로 이루

어져 있음.46) MDGs의 8개 주요 목표는 ①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Eradication 

46) MDGs가 채택될 당시에는 8개의 주요 목표와 18개 항목의 목표 대상, 그리고 항목별 총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2005년 세계정상회의에서 MDGs 이행 5주년을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8개의 주요 목표의 

대상과 지표를 21개의 목표 대상과 60개의 지표로 변경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옴.



418   환황해포럼 | 아시아 번영과 상생의 길

extreme poverty and hunger) ② 보편적 초등교육(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③ 젠더평등 및 여성역량강화(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④ 아동사망률 감소(Reduce child mortality), ⑤ 모성

보건증진(Improve maternal health), ⑥ 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⑦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⑧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8개의 주요 목표 중 젠더

(gender)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MDG 3과 MDG 5. 하지만 MDG 3과 5의 

지표들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점들이 많음. MDG 3과 5의 

지표들은 젠더불평등과 차별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와 공사영역에서 남녀의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임.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미 강조되고 있듯이 양성

평등의 증진 없이는 MDGs의 달성이 요원하므로, MDGs 달성을 위해서는 MDGs 

전체 목표에 젠더이슈를 크로스커팅(cross-cutting)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옴. 

○ MDGs 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 여성에 대한 폭력, 무임금 보살핌 노동

(unpaid care work), 자산과 재산에 대한 여성의 제한적인 통제(women’s 

limited control over assets and property), 임금 차별(wage 

discrimination), 청소녀들의 성적, 재생산 건강과 권리(adolescent girl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공적·사적 결정 과정에의 불평

등한 참여(unequal participation in public and private decision making) 등의 

이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데 실패함.47)

○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에게 Post-2015 개발 의제는 “젠더차별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젠더에 기반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권리에 기반한 변혁적 

접근(a universal, rights-based, transformative approach)을 추구함을 의미

(UN Women, www.unwomen.org). 

47) UN Women, www.unwom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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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st-2015 아젠다 속의 젠더평등

○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시한인 2015년을 맞이해서 국제사회가 다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만들기 위한 개발프레임과 개발의제를 논의하는 Post-2015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화와 안보, 포용적 사회개발, 포용적 경제개발의 4가지 

측면에서 인권, 평등, 지속가능성을 크로스커팅하면서 새로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Goals)와 과제(Targets), 지표(Indicators)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진행해 옴. 

이 과정에 개입하던 페미니스트 그룹들은 젠더평등과 여성 세력화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 독자 목표(stand-alone goals)를 Post-2015 개발의제 속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모든 분야마다 젠더평등을 위한 과제와 지표

(gender main-streaming targets and indicators)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함. 

○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Post-2015 프레임워크에 1) 젠더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women’s empowerment)에 대한 강력하고도 독자적인 목표, 2) 다른 목표들에 

젠더 특정 과제와 지표들(gender-specific target & indicators)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 합의. 젠더불평등에 관한 통합적인(holistic) 관점을 견지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을 분명히 함: ① 여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마칠 권리, ② 여성의 

경제적 임파워먼트, ③ 성적 건강,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④ 

여성의 목소리, 리더십과 영향력, ⑤ 평화와 안보에 여성들의 참여, ⑥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여성들의 기여 등을 언급해야 함을 의미함(“OECD and Post-2015 

Reflection,” element 3, paper1). 젠더평등의 관점에서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강조됨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빈곤과 경제(노동) 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됨.

2. SDGs의 내용 및 젠더평등 의제

1) 2015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

○ 2012년 UN지속가능발전회의(UNCSD6), Rio+20)는 지난 20년간에 걸친 개별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점검하고, 결의문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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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We Want)’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설정에 합의함. 그 후 3년에 걸쳐 진행된 후속 논의를 바탕으로,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17개 목표(goal)와 169개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담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채택됨(<그림 1> 참조).

<그림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
출처: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과거의 성장 위주 개발로 인해 발생된 불평등,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동시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적용되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보편적인 목표들과 

과감하고 혁신적인 세부이행과제들을 담고 있음.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관련된 

5대 행동영역으로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이 제시 되었으며, 빈곤 해소가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지구적 과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강조됨. 제시한 모든 목표와 

세부이행과제들은 인권의 실현과 젠더평등,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강화를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핵심 축인 경제번영, 사회통합, 환경보존을 

균형 있게 통합하고자 하는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됨(강상인 외, 2015).48)

48) 환경부, 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ʼ12~ʼ14):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점검 및 지표 평가 결과｣.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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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Gs의 5번째 목표인 젠더평등과 여성 역량강화(gender equality & 

women’s empowerment)의 내용

○ SDGs의 5번째 목표는 젠더평등을 쟁취하고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여성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 역량강화가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장애가 되는 요소에 여성에 대한 물리적, 성적 폭력은 물론, 무의식적 

편견, 비의도적이고 비가시적인 장애물들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재생산권, 성적 

건강의 중요성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젠더평등은 남녀 간 상호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관계 형성에 필수이기 때문에 남성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음.49) 

○ 젠더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라는 5번째 목표의 구체적인 세부 목표(targets) 9가지는 

다음과 같음.50)

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차별 형태 종식 E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all women and girls everywhere

② 공사영역 공히 성적 착취와 기타 착취, 인신매매를 포함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종식 Eliminate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all women 

and girls i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including trafficking and 

sexual and other types of exploitation

③ 조혼과 성기 절단 등 아동에 대한 모든 유해한 행위 종식 Eliminate all 

harmful practices, such as child, early and forced marriage and 

female genital mutilation

④ 공공서비스, 사회적 기반 및 사회보호 정책 제공, 국가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

지는 가족과 가구 내 공유된 책임성 재고 등을 통해 무보수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Recognize and value unpaid care and domestic 

work through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infrastructure and 

49)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gender-equality/

50)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gender-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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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rotection policies and the promotion of shared responsibility 

within the household and the family as nationally appropriate

⑤ 정치, 경제, 공공 영역에서 모든 의사결정의 수준에서 리더십 보장을 위해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동등한 기회 보장 Ensure women’s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for leadership at all 

levels of decisionmaking in political, economic and public life

⑥ ICPD와 북경행동강령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성 건강 및 재생산의 건강, 재생

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Ensure universal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eproductive rights as agreed in accordance 

with the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the outcome documents of their review conferences

⑦ 여성들의 경제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 및 동산 및 다른 형태의 자산에 대한 

권한과 통제권, 경제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유산과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개별 국가의 법률을 개정할 것 Undertake reforms to give 

women equal rights to economic resources, as well as access to 

ownership and control over land and other forms of property, 

financial services, inheritance and natural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⑧ 여성역량 제고를 위해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 기술의 사용 증진 

Enhance the use of enabling technology, in particula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o promote the empowerment of women

⑨ 젠더평등과 모든 영역에서 모든 여성 및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전한 정책 

및 강제적 입법안을 마련하고 강화할 것 Adopt and strengthen sound 

policies and enforceable legislation for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 at al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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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지표
2010
년

2012
년

2014
년

'12~'14년 '10년
이후 
추세

비고변화율 
(%)

평가

1.
형
평
성

1-1. 
빈곤

01) 빈곤인구비율(%) 
(도시2인이상가구기준)

12.5 12.2 11.0
-14.0

%
++ ↗

10.4 
('15년)

0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0.310 0.307 0.302 -3.9% + ↗
0.295 
('15년)

03) 사회복지지출(%) 8.92 9.56 ㅡ 5.3% ++ ↗
10.07 
('13년)

04) 노동소득분배율(%) 59.4 60.9 62.8 3.3% ++ ↗
62.9 

('15년)

05) 실업률(%) 3.7 3.2 3.5 12.5% -- ∼
3.6 

('15년)

1-2. 
노동

06) 고용률(%)
(15세이상인구기준)

58.7 59.4 60.2 1.5% + ↗
60.3 

('15년)

3. SDGs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및 젠더평등 관리 지표 

○ 한국에서는 「지속가능발전법」(시행 2010.4.14.) 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

하여(환경부 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사회, 환경, 경제 지표로 

나누어 2년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2011년 8월에는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

자원의 지속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30)」을 

수립하였고, 기후변화적응 및 대응체계, 경제 및 산업구조, 사회적 형평성 및 국민

건강, 환경 및 자원(국토·환경) 분야의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51) 

○ 이 중 SDGs의 5번째 목표는 성별임금격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관리직 여성

비율 등 단 세 가지 지표에 의해 제시, 관리되고 있음.

<표 1> 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분야 

51)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app/sub02/3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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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지표
2010
년

2012
년

2014
년

'12~'14년 '10년
이후 
추세

비고변화율 
(%)

평가

07) 근로시간(시간/월) 184.7 179.9 177.1 -0.8% + ↗
178.4 
('15년)

08)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57.2 63.6 62.2 2.9% + ∼
65.5 

('15년)

09)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33.3 33.3 32.4 -2.5% + ↗
32.5 

('15년)

1-3.
남녀평등

10)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62.6 64.4 63.1 -2.0% - ∼
62.8 

('15년)

11) 여성경제활동참가율(%) 
(15세이상여성인구기준)

49.4 49.9 51.3 3.8% ++ ↗
51.8 

('15년)

12) 관리직 여성 비율(%) 9.4 11.0 11.1 -4.5% -- ↗
10.5 

('15년)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app/sub02/82.do; 환경부, 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 그 외 사회적 형평성 부분 중 빈곤, 노동 등에는 젠더관점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음. 빈곤율과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성별분리 

지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SDGs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빈곤해소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이는 상당히 큰 문제임.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가 새천년개발목표

(MDGs)가 추구하던 빈곤퇴치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나아가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환경의 파괴 

등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요인들을 동시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함을 

목표로 함.52) 따라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다룰 때 한국정부가 젠더차이를 

간과한다면 과연 SDGs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임. 

○ 그나마 제시된 세 가지 젠더평등 지표인 성별임금격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관리직 여성 비율 또한 지난 2010년 이후 아주 미미한 수준의 증가 혹은 후퇴라는 

사실을 볼 때 실제 여성차별의 현실도 지극히 우려되는 상황임(<표 1> 참조).

52)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app/sub02/2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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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경제 모든 분야에서 성별분리통계 제시가 없으며 젠더 관점의 분석이 전무함.

○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젠더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사실 또한 문제적임.

○ 이상의 상황만으로 판단할 때, 한국정부가 SDGs의 궁극적인 목표인 빈곤,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해소라는 관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됨.

4. 한국여성의 현실

○ 그간 나온 수많은 지표들은 한국 여성들이 처해있는 차별적 현실을 이미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음. (*상세 지표와 도표는 PPT에서 소개)

○ 세계 최하위 수준의 세계 젠더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지수 및 보수정권 

이후 지속적 하락세: 92(2006년) → 97(2007년) → 108(2008년) → 115(2009년) 

→ 104(2010년) → 107(2011년) → 108(2012년) → 111(2013년) → 117(2014년)

○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지난 10년간 50% 내외로 지속적 정체. OECD 국가 중 최하위 

○ 높은 성별임금격차: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인 39%에 달함. OEDC평균의 

2.6배(2010), 37.4%(2012), OECD 회원국 평균의 2.5배 수준임. 일본이 한국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이나 한국과의 차이는 약 10%가 남(OECD, 2014)

○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 2013년, 여성근로자 762만 명 중 비정규직 비율은 57.5% 

(438만 명)(국가인권위, 2013).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중 여성비율은 53.8%.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남성노동자의 1/3 수준임.

○ 경력단절(연령별 여성 고용율은 전형적 M자형 곡선임): 일가정 양립이 힘들어 

경력이 단절되며, 보이지 않는 차별적 기제가 만연.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율 및 

낮은 육아휴직 사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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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의 여성임원비율 및 공직자 비율, 여성 정치참여율

○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의 유리천정 지수 (2015년, 약 20%)

○ 빈곤의 여성화

- 여성노인빈곤율 세계 1위: 여성노인 약 절반(47.2%)이 빈곤상태, OECD 국가 

평균의 3배

○ 여성(성) 상품화, 대상화

- 음란물, 성폭력, 성매매  만연

- 남성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와 권력이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얽혀 여성을 

사물화, 대상화, 폭력에 취약한 존재로 인식, 불평등 유지

○ 세계 최하위 수준의 합계 출산율: 2015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4; 출산 양극화

5. 제언

〇 한국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적 변화?: 한국정부의 여성정책은 서구처럼 형식적이나마 

WID (Women in Development, 발전 속의 여성) → GAD(Gender and 

Development, 젠더와 발전, 1985년 나이로비 여성대회가 기점) →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로 이동해 왔음. 

〇 특히 최근 한국정부는 모든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주류화를 

제도화하고자 하였음. 기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 성인지 정책이라는 

성주류화 패러다임으로 전환. 여성발전기본법(2004)을 개정하면서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 통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재정법(2006)을 제정하면서 

성인지 예산 관련 규정을 포함시켜 법적 근거 강화. 18대 국회부터 여성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을 ‘성평등’(gender equality)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여성발전

기본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되어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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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들의 양적 참여를 

늘리고, 정책과정에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을 통합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주류조직을 변화시킨다”53)고 본다면 모든 정부의 기관과 정책을 통해 

젠더 이슈가 체계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함. “사회구조가 남성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비가시적이고 인식되지 않은 점들을 드러내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성

중립적인 것들이 여성을 배제시키는 숨은 기제들을 밝혀내는 작업”이54) 성주류화의 

본질임.

〇 이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성인지 정책은 실질적 젠더평등 정책이라기보다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기초한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남성과의 단순비교에 기

초한 동등성, 같아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관련 법안에서조차 성주류화는 

법률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음. 심지어 성인지 정책이라는 용어는 성주류화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등을 

통칭해서 쓰임.55) 이에 “성주류화가 가부장적 권력관계가 체계화된 젠더질서의 

변화를 어렵게 한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56) 여성계에서는 여성만을 정책대상으로 

둠으로써 “성평등의 급진성”은 사라진 것으로 비판하고 있음.57) 실제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은 사회정책, 복지정책, 환경정책, 경제 및 노동 정책 등과 변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생물학적 여성문제로 치부되어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주류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음. 심지어 기계적 평등(남녀

동수)의 문제로 치환되어 여성발전기금 배당시 반여성주의 남성단체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성소수자 문제를 아예 배제하는 상황임. 

〇 결국 한국적 현실에서 성주류화는 기계적 평등에 기반한 WID 관점과 차이가 없으며, 

젠더평등 관점이 부재한 정책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함.

53) 김경희, 2006. ʻʻ여성정책 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ʼʼ 『한국젠더정치와 여성정책』, 238쪽, 서울: 나남.

54) 같은 글, 239쪽.

55) 이재경·김경희, 2012. ʻʻ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과 ʻ성평등,ʼ ʼʼ 『한국여성학』 제28권 3호, 

5-6쪽.

56) 이재경·김경희, 2012. ʻʻ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과 ʻ성평등,ʼ ʼʼ  『한국여성학』 제28권 3호, 6

쪽.

57) 같은 글,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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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젠더차별이란

- 특정 성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혜택과 보상에서 차별을 받는 것(분배 불평등)

- 특정 성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억압과 착취를 강요받는 것(폭력)

- 특정 성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배제를 당하는 것(또는 특정한 영역에만 

배치되는 것)(동등 참여 제한)

- 특정 성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등적, 차별적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는 것(불인정, 

무시)

〇 이상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국정부는 SDGs는 물론 북경행동강령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 마련뿐 아니라 일상의 젠더차별 해소에 실패했음을 보여줌. 

〇 경제, 환경, 국방, 사회, 복지 정책이 있고 생물학적 여성정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 이는 젠더문제를 변별적, 부가적, 심지어 무시해도 되는 사소한 것으로 보는 

관점의 발로임. 

〇 모든 정책에 젠더관점에 기입되어야 함은 물론 자유, 민주주의, 인권, 평등, 다양성 

등이 결국 대한민국이 지향할 가치라면 젠더평등은 이를 위한 기본 전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 형식적 (보완적) 정책이 아니 사회전반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당국자들과 정치인들의 의식변화가 최우선 과제임.

〇 대한민국 2016년은 여성혐오에 기반한 폭력, 성폭력, 음란물, 성매매 문제 및 여성의 

온전한 재생산권 문제로 뜨거움. 젊은 세대는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시하면서 정책 

아젠다뿐 아니라 의식전반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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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중국 여성지위 제고 국가 메커니즘의 회고와 

분석

장용핑 

전국부녀연합회 산하 여성연구소 명예연구원

여성 지위를 제고하는 국가 메커니즘은 성별 평등을 거시적 사회 발전 주류에 포함시

키고 남녀평등을 촉진해 성장 자원과 성과를 공유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하나의 국가가 

여성의 지위를 부단히 개선하며 제고하는 국가 메커니즘을 가졌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성별 평등과 여성 발전 추진을 중시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표시이다. 제4회 세계여

성대회에서 통과된 <행동강령(行動綱領)>은 “여성지위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을 12개 

관심영역 중 하나로 삼아 상응하는 전략목표와 전략 조치를 제시하였다. 제4회 여성대

회의 주최국으로써 중국은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사회적 성별 주류화 전략에 호응하였

고，중국 특색의 여성지위를 제고하는 국가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부단히 

개선하였다. 

1. 중국 여성지위 제고 국가 메커니즘의 발전

1990년대 이래로 여성발전을 촉진하고 성별 평등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중국은 여성 

지위를 제고하는 국가 메커니즘을 부단히 탐색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며 성별평

등과 여성발전을 추진하는데 양호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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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지위를 제고하고 성별평등을 촉진하는 국가기구

개혁개방 후，국가 통치 모델의 변화와 성별평등 촉진 수요에 따라 중국은 점진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大, 이하 전인대)와 전국정협여성업무기구(全國政協婦女工

作機構), 중앙정부여성업무기구인 국무원여성아동업무위원회(國務院婦女兒童工作委

員會)와 전국여성연합회(全國婦女聯合會) 등이 공동으로 구성한 여성지위를 제고하고 

성별평등을 촉진하는 정치 체제와 걸맞는 건전한 국가 기구를 설립하였다. 

전인대의 여성업무기구는 내무사법위원회(內務司法委員會)에 설치된 부서58)로 법 

집행 검사, 입법심의와 관련문제 조사연구 전개에서 많은 양의 업무를 하였다.  전국정

협의 여성업무기구는 여러 차례 변동을 겪었고 현재는 주로 여성연합회계 위원을 통해 

관련 제안을 둘러싸고 진행중인 원외 조사연구와 원내 토론 및 정부 업무에 대한 감독과 

순시 업무를 한다. 

국무원여성아동업무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여성업무기구로 그 명칭이 협조위원회에서 

업무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여성아동업무위원회의 조직기구와 직능은 한층 개선되고 

업그레이드 되었다. 기구 설치에서 기본적으로 수직 관통과 수평 연동, 협동조화의 성

별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여성발전조직체계를 형성하였다. 여성아동업무위원회는 

부서를 초월한 연석의사제도의 방식으로 설립되어 어느정도 여성문제 전문화의 결함을 

극복하였고 여러방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돌보며 우세를 이용해 상호보완하며 사회와 

연동하는 협동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으며 우위 자원에 집중하여 성별평등과 여성

발전에 장애가 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현저하였다. 

여성연합회는 당과 연계된 여성 대중의 교량이자 유대로써 당위원회 지도, 정부 책임, 

여성연합회 협조, 각측 참여를 추진하여 개선하는 중국 특색의 여성업무구조와 여성을 

조직하고, 여성을 인도하고 여성에 서비스하며 여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방면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층에서 여성연합회는 여성 대중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층 여성 생존 발전을 위해 실재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과 

서비스지원을 통해 퇴직실업 여성의 창업과 재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피해여성 

58) 전국인민대표대회 내무사법위원회 노조,청년단,여성연합실 산하의 여성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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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보호를 위해 여성권익보호 핫라인을 개통하였으며 가정과 아동을 위한 각종 프로

젝트를 실시하여 여성의 업무와 가정 균형을 위한 지원 등을 제공하였다. 

(2) 성별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법률정책체계

중국은 <헌법>을 기초로 <여성권익보장법>을 주체로 하여 국가의 각종 단행 법률법규, 

지방성 법규와 정부 각 부처 행정규장을 포함한 전체 여성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체계를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남녀평등 기본국책으로 통솔하는 당중앙, 국무원 및 관련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정책성 문건을 포한한 성별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였다. 

성별평등의 헌법원칙은 인권과 관련된 종합적 법률정책의 제정 중에서  더욱 구현되

었다. <취업촉진법>,  <노동계약법>, <사회보험법>, <물권법>, <노년인권보장법>, <선

거법>, <촌민위원회조직법>, <사회구조잠정방법(社會救助暫行辦法)>등 법률정책의 제

정과 수정 중에서 여성평등권익을 보장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념이 

강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여성조직과 성별전문가가 성별 시각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가 최종적으로 반포된 법안과 정책 문건에서 일정 구현되었다. 예를 들어, 2013년 

통과된 <사회구조잠정방법>은 최저생활보장 신청자를 최초의 “호주 본인 혹은 호주의 

동의를 거친”을 “공동생활의 가정 구성원”등으로 바꾸었다.

(3)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국가행동계획의 제정과 실시

여성 발전을 촉진하는 국가행동계획은 여성발전과 성별평등을 보장한다는 목표가 일

정 시간 동안 단계적으로 실현된다는 행동강령과 정책방안이다. 1995년부터 국무원은 

3개 주기의 <중국여성발전요강(中國婦女發展綱要)>（1995~2000년, 2001~2010년, 

2011~2020년）을 제정해 실시하였고，목표책임을 명확히하고 정층(頂層)제도를 설계

하고 실천책략조치를 제정하는 등 영역에서부터 중국의 성별평등과 여성발전을 적극적

으로 인도하고 질서있게 추진하였다. 3개 여성발전요강에 대한 비교를 통해 볼 때 중국의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국가행동계획은 여성발전 수요에 반응하고 여성발전의 관건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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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경제사회협동발전목표,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호응과 협조를 더욱 중시하였다. 여성발전요강의 실시 중에 중국정부는 특히 

성별평등의 정부책임을 강조하였고 각급 정부가 여성발전요강을 실시하는 중에 “5가지 

포함”을 견지하도록 요구하였다. 5가지 포함이란, 국가와 지방 법률정책에 포함하고, 

경제사회 발전 전체계획과 전문계획에 포함하고, 각급 정부 재정예산에 포함하고, 민간 

실사의 발전 프로젝트로 포함하고, 정부 업무 의사일정과 책임 심사내용에 포함하는 것

으로 여성발전과 경제사회발전이 함께 계획, 함께 실시, 함께 실천되도록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들어 중국정부와 비정부조직은 성별평등과 여성발전을  국가전체발전계획에 부

단히 포함시켰다. 2001년의 “10차5개년 계획”에서는 처음으로 여성발전요강의 철저한 

실시를 언급하였다. 2006년 실시한 “11차 5개년 계획”은 여성아동의 발전과 권익 보호의 

계획을 집중적으로 개척하였다. 2011년의 “12차5개년 계획”은 여성발전과 아동 발전을 

더욱 분류 배열하였고，여성의 사회 발전 주체로써의 참여와 보장을 강조하였다. 2016년

3월 발표한 “13차 5개년 계획”은 “여성의 전면적인 발전 촉진” 1절 에서 처음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와 편견을 제거하고 여성 발전 환경을 개선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전면전인 

심화개혁 중 성별평등 촉진을 고도로 중시한다고 명시하였다. 

(4) 남녀평등 기본국책의 철저한 실천과 사회적 성별 주류화 책략

첫째, 남녀평등 기본국책의 철저한 실천. 1995년에 정식으로 제출하여 현재까지 남녀

평등 기본국책의 확인과 추진은 느리고도 힘든 과정을 격었다. 사회 인지도의 부족에서

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기까지, 지도자의 연설에서부터 정부 문건과 법률에 기

록되기까지 점진적으로 경제사회발전 각 영역의 구체적인 정책 제정의 지도사상과 기본

준칙이 되고있으며 여성권익을 보장하고 여성발전과 사회협조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경비투입과 성별 예산 확대. 20년 간，중국은 여성발전 촉진을 해결하고 구체

화하였으며 발전 중에 관건이 되는 문제의 자원을 해결하였다. 국가와 지방 각급 재정

의 여성발전을 위한 투입을 부단히 증가하였다. 국무원여성아동업무위원회 경비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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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포함시켰고 중앙재정에서 직접 지불하였다. 국가는 여성아동사업 발전의 일부 

중점영역에 대해 전문자금을 투입하였는데 예를 들어, 농촌 임산부 입원분만보조항목, 

농촌여성 “2대암” 무료검사항목 등이다. 여성 업무 경비의 장기적 효과를 지닌 보장 메

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여성연합은 “여성 1인당 평균 1위안 기준에 근거하여 전문 

업무경비를 추가 지급한다는 요구를 제시하였고, 각급 여성연합 업무 경비가 대폭 증가

하게 되었다. 다른 형식의 사회적 성별 예산도 현재 많은 도시에서 탐색중이다.

셋째, 성별평등 법률정책 심사평가 메커니즘 구축. 법률정책의 성별평등 심사의 제도

적 보장 결핍 문제를 겨냥해 <중국여성발전요강(2011~2020년)>은 ”사회적 성별 의식

을 법률체계와 공공 정책에 포함시키고，법규정책에 대한 성별평등 심사를 강화한다.”

고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전인대법업무위원회, 국무원법제사무실, 국무원 여성아동업

무위원회사무실과 전국여성연합회는 법률정책 성별평등평가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였

다. 현재 전국의 20여 개의 성(구, 시)에서 정책법규 성별평등 심사평가 메커니즘을 구

축하였다. 법률정책 성별평가업무의 전개를 과학적으로 지도하고 촉진하기 위해 베이징 

등 성시(省市)는 전문가를 조직해 평가의 의의목적, 지도사상, 평가주체, 대상, 표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하기 위해 한층 더 연구하였다. 

넷째, 성별통계와 모니터링 평가를 전개. 중국은 성별 통계를 1980년대 후반부터 시

작하였으며 비교적 일찍 성별통계 업무와 연구를 시작한 국가이다. 현재, 성별통계는 

이미 국가 정규통계조사제도에 포함되었고，국가와 성, 자치구, 직할시 2급에 전문적

인 성별통계기구와 인원을 설치하였고 “중국여성발전요강” 목표 모니터링을 핵심으로 

하는 여성발전 통계 모니터링 지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성별통계 항목과 데이터수집은 

점차 확장되어 성별평등 상황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편찬하고 발표하는 업무제도를 형성

하였으며 국가와 성급 여성아동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완전화하였으며，현 이상 

인민정부 성별통계 제도와 성별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역시 점진적으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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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지위 제고 국가 메커니즘이 직면한 도전

20년동안 중국의 여성지위를 제고하는 국가 메커니즘은 계속 개선되었고，여성 발전과 

사회적 성별평등을 촉진하는 과정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발전

하고 변화하는 국내 여성 사업발전의 수요와 비교하여 아직 노력해야 할 비교적 큰 공

간이 있다.

(1) 국가 기구의 권위와 협조 부족

국무원여성아동업무위원회와 전국여성연합회는 국가의 여성지위 제고를 위한 중요한 

조직기구로써의 권위가 명확하게 부족하다. 국무원여성아동업무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여성사무 협조기구로써 구성원 단위의 감독, 구속과 문책에 대해서 강화가 필요하고 입

법결책에 참여하는 제도적 경로도 증가할 필요가 있다. 느슨한 조직형식과 겸직의 업무

성질 또한 그 체제적 한계를 드러내었고，매년 단 1~2회 업무회의토론과 연구작업에만 

의지하고 있어 문제해결의 역량이 매우 부족하며 관련 정부업무와 정책 제정 중의 성별

문제의 주변화를 피하기 어렵다. 

중국의 여성지위를 제고하는 국가기구는 비록 정부, 인민대표대회, 정협과 당의 단체

조직, 즉 여성연합회 4대 역량이 있으나 전인대와 전국정협의 여성업무기구 설치는 매

우 어렵고 그 응용 역할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다른 한편으로는 4개 기구의 업무가 제

도상 통일된 지도와 협조가 부족하여 분업협력은 여전히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외에, 정부여성업무기구와 비정부여성조직의 평등협력과 제도보장, 여성아동업무위원

회와 전국여성연합회 내부 부서간의 업무협조 역량은 추가적인 강화를 필요로 한다.  

(2) 입법과 결책 중 사회적 성별 시각의 영향이 유한적임

중국의 현재 법률은 “성별 차별”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법실천 중 성별 차별에 대한 

안건은 인정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법률정책 중에는 여전히 일부 직접 차별의 규

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남녀의 다른 퇴직연령 정책 등이 있다. 더 많은 표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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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중립의 법률정책은 실제 집행 중에 종종 남녀의 불평등한 수익의 결과를 일으키기

도 한다. 동시에, 법률정책체계상 여전히 연결이 원할하지 못하고 상호 충돌하며 조작

성이 강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법률정책의 성별평등심사와 평가메커니즘은 비록 줄곧 존재했고 현재 한층 강화하고 

있지만 사회적 성별 시각 심사의견과 건의의 실천은 제도적 보장이 없어 신규 불평등 

법률정책의 출범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고 기존의 불평등 법률정책의 폐기개정을 촉진

하기 어렵다.

(3) 여성발전과 성별평등의 사회 발전 속에서의 중요성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여성발전요강> 각 항 목표의 확립 중에 여전히 뚜렷한 부서 목표 규제와 실현가

능 정도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정치참여, 여성취업과 여성사회보

장 심지어 여성 보건의 일부 목표설치는 상대적으로 낮은편이다. 여성발전의 목표는 비

록 한걸음씩 국가와 지방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요강에 포함되고 있지만 여전히 

발전의 핵심과 관건 목표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성별평등과 여성발전은 국가사회경제발전 

종합모니터링지표체계에서 아직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국가와 사회 발전 속의 

참여와 포지셔닝은 여전히 전통적인 성별 시각규범과 관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4) 사회적 성별 주류화 책략과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중앙과 지방 1급 정부 기구에 대해 사회적 성별 주류화 방면 책임평가와 문책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둘째, 성별 통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성별평등의 재정 예산체계 포함은 아직 국가 1급 예산 단위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 

3. 여성지위를 제고하는 국가 메커니즘 구축의 대책을 한층 강화하다.

현존하는 주요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중국 여성지위 제고 국가 메커니즘의 구축은 반

드시 전통관념과 기존의 업무모델의 속박을 타파해야하며 이념을  혁신하고 난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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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여 경험을 종합하고 성과를 공고히 하는 기초 위에서 국가가 성별평등과 여성발전

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사고와 조치를 탐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첫째, 정확한 성별평등 이념을 확립하고 결책자에 대해 사회적 성별 교육을 진행하는 

장기적인 효력이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한다.

둘째, 성별평등을 추진하고 여성권익을 보장하는 국가 의무와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가 성별평등 업무기구의 구축을 강화하고 그 권위성과 효력을 부단히 증대

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성별 주류화를 추진하는 도구와 방법을 발전시키고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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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安倍政権の 「一億総活躍社会」と 女性政策

센다 유키 
일본 무사시대학 사회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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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아베 정권의 ‘1억 총활약 사회’와 여성 정책

센다 유키 
일본 무사시대학 사회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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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_ 1. 꿈-자본, 그리고 ‘다른’ 미래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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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꿈-자본, 그리고 ‘다른’ 미래의 생성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나 제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좀 더 원론적인 성찰에 가까운 것입니다. 청년들

을 어렵게 하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청년

들이 더 나은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와 장치를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검토되고 제기되고, 토론되어야 하는 기본 개념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자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새롭게 등장한 

청년 문화를 이리저리 탐구해 가면서, 저는 우리 시대 청년문제의 핵심에 ‘미래’라는 시

간지평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 미래와 청년 세대가 집합적으로 

맺는 상상적 관계인 ‘꿈’의 능력이 또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

습니다.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가 ‘꿈’이나 ‘미래’에 대해서 공유하

고 있는 상식들이 깊게 반성되거나 심지어 파괴적으로 재구성되지 않으면, 저들의 ‘고

통’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저들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의 과정이 없이 생성되어 적용

되게 될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성공 여부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

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 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마음은 힘의 총체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운동입니다. 운동의 동력

입니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과거의 청년들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 행동을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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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무하고, 유도하고, 정당화한 일련의 심적 역량이 읽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

가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논의되는, 일종의 ‘고뇌의 공통 공간’에서 전문적인 정책제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몇 가지의 명제들로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테마들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59). 

첫째 명제는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것이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를 

현재 이후에 다가 오는 미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하면, 미래는 내일이나 

내년처럼, 기다리면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은 자명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생각입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존재들에게도 미래는 공평하

게, 자동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회학자로서 제가 파악하는 ‘미

래’는,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다가오는 예정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미래를, 

미래가 오기 전에서 이미 구축합니다. 미래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꿈입니

다. 우리는 미래를 꿈꿉니다. 꿈속에서 미래는 형태를 갖추어 나타납니다. 미래를 불안

하게 꿈꾸면서 미래에 대비하기도 하고(디스토피아),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려내기도 합

니다(유토피아). 꿈꾸는 존재야말로 인간 주체성의 가장 중요한 차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하다보면, 인간이 얼마나 집요하고 처절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상상하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그럴 만한 이유도, 상황도, 자원도 없는 사람들마저 꿈에 

몰두합니다. 때로 그것은 현실성 없는 환상에 불과합니다(복권당첨이나 일확천금). 그

러나 꿈의 환상적 성격은 언제나 그것의 비전(vision)적 성격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개

인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룹이나 조직들 그리고 국가도 꿈을 꿉니다.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우리의 현재 속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이와 동시에 공평하거나 차별 없이 증여되는 이른바 햇빛이나 시냇물 같은 것이 

미래는 결코 아닙니다. 미래라는 공공적 자원의 혜택과 사용은, 미래와의 의미연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꿈의 능력)의 차등적 구성만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미래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적으로 달려들어서 원하는 만큼 캐어갈 수 

있는 무한한 금광 같은 것이었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경제는 발전하고, 삶은 나아지고 

59) 아래에 전개될 내용들은 제가 작년에 제출한 다음의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심화, 확장시킨 것입니다. 

김홍중. 2015. “꿈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경제와사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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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습니다. 미래는 대량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미래는 그

처럼 풍요롭게 생산되지 못합니다. TV를 켜면 나오는 두 가지의 대표적 광고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암보험과 대출광고입니다. 우리 시대의 한국인들에게 미래는 이제 광맥

이 아니라 ‘빚’ 아니면 ‘암’입니다. 미래의 생산 능력은 이처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입니다. 이는 계급적 차이, 젠더적 차이, 그리고 세대적 차이와 지역적 차이를 갖습니

다. 아무나 미래를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많이, 누군가는 적게 생산합니

다. 누군가는 질적으로 고양된 미래를, 누군가는 질적으로 참담한 미래를 생산합니다. 

미래라는 공통 자원의 생산, 분배, 관리, 이것이 정치의 차원 높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

각합니다. 정치는 미래와 현재가 맺는 집단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부정의를 

교정해야 합니다. 희망의 쏠림과 박탈을 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명제는 ‘이처럼 미래를 생산하는 능력, 즉 꿈꿀 수 있는 능력은 일종의 자본(資

本)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동료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창의적 영역(문학, 예술, 웹툰, 방송, 인터넷 등)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

신들의 미래를 구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보려는 시도입니다. 꿈이라는 것이 심

오한 현상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몇 가지 설문에 대해 응답한 내용만으로 그것

을 측정하려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간직한 채로,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가 사회과학 영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기에 나름의 새로

운 영역을 탐구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꿈의 능력을 다음의 네 가지로 분석적으로 나누

어 묻고 있습니다. 즉, 꿈의 능력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힘(imagination), 미래에 

대하여 품고 있는 낙관성(optimism), 희망이라는 감정(hope), 그리고 여러 어려움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꿈꿀 수 있는 힘(resilience)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

다. 이들의 총합이 바로 꿈의 능력입니다. 아직 구체적 비교연구를 완수하지는 못했지

만, 꿈의 능력이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 사이에, 그리고 창의 영역에 종사하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 사이에서, 젠더 사이에서, 서울과 지방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없는지를 탐구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능력을, 현대사회과학이 ‘자본’으

로 유형화하는 무언가의 하나로 개념화합니다. 즉, 꿈의 능력은 부르디외(Pie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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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rdieu)가 말하는 화폐(경제자본), 관계(사회자본), 교양(문화자본), 혹은 게리 베커

(Gary Becker)가 말하는 인적 자본과 유사한 그런 의미의 자본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것을 꿈-자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사람들은 꿈-자본을 가지고 자신들

의 존재역량을 증강시켜 나가고, 사회적 공간에서 활동하고, 경쟁하고, 목표를 추구합

니다. 꿈-자본은 한 인간 존재가 가장 내밀한 수준에서 품고 있는 미래상의 강도와 확

신과 욕망의 총체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양육 속에서, 종교적 체험 속에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지식이나 근거 없는 믿음을 통해서, 선생님이나 선배, 또는 매스미디어의 

스타들로부터, 아니면 조직이나 국가, 사회가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 프로파간다, 캠

페인 등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전파됩니다. 꿈-자본은 다른 자본들을 향해 가게 하는, 속

담을 활용해서 말하자면, 말이 먹는 물이 아니라, 말이 그 물을 먹고 싶다는 생각입니

다. 더 원형적입니다. 꿈꾸는 힘은 깊은 심적 작용을 매개로 형성되기 때문에 손쉽게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은 다른 형태의 자본들 

이전에 존재하는 원형적인 씨앗-자본(seed-capital)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

절해 보입니다. 꿈-자본이 존재하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요? 그것은, 한 사회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부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 못지않은 

꿈-자본의 평등도 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양극화로 고통 받는다면, 그 

때 가장 중요하게 깊은 문제는 꿈의 양극화라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풀어야 하는 문제

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는 꿈-자본의 과잉 혹은 고갈이라는 것입니다. 꿈

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우리 시대의 어떤 리더들이 읽고 있을까요? 정

형화되고, 천박한 성공의 꿈이나, 과거 시대의 유물인 그리하여 생명력 없는 ‘할 수 있

어(can-doism)’라는 구호, 반성되지 않은 채 폭주해 나가는 사적인 욕망들과 야망들을 

부추키는 풍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가 꿈을 대하는 문명적 수준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뇌’해야 한다고 봅니다. 꿈은 우리가 고뇌해야 할 거대한 대상 영역입니다. 

셋째, 명제는 한국사회의 청년세대의 꿈의 생태계에서 지배적인 꿈은 현재 생존의 꿈

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청년문화를 여러 각도에서 탐구하는 

작업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청년 세대의 지배적 문화 형태를 ‘생존주의

(survivalism)’라는 개념으로 포착해 왔습니다. 생존주의란, 경쟁/투쟁 상황에서 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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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지 않고 잔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면서, 자신의 존재 역량 전체를 

그런 적응 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태도와 가치로 구성된 집합심리를 가리킵니다. 

생존주의자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너무 막강한 것으로 부각되어 오고, 또한 그런 환

경을 짧은 시간 안에 집합적 행위를 통해 변화시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에, 각자도생(各自圖生)이 가장 합리적인 타개책이라 판단한 존재들입니다. 한국의 청

년들이 ‘삼포세대’, ‘칠포세대’, ‘n포세대’로 불리면서, 여러 가지를 포기한 자들로 불리

는 것은, 그들의 심적 리얼리티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 출산, 취직, 주

택 등을 ‘포기’했다고 선언합니다. 이들은 ‘노력’해서 사회적 이동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그런 성취들은 ‘금수저’로 대표되는 부모의 자본능력에 달

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동이 차단되어 미래가 폐색된 한국 사회를 ‘헬조선’

이라 조소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꿈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꿈-자본이 결여된 

자들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청년들의 증가는 결국 한국 사회

가 ‘미래’를 생산하는 능력 자체에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불안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꿈을 포기한 존재들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꿈을 

포기한 존재’라고 사회에 대해 선언하면서, 그런 제스처를 통해 사회에 항의하는 존재들

일까요? 저의 견해는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이들은 꿈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외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한심한 사회를 바꾸어달라고.....(자신들이 바꾸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

다만). 어쩌면 참된 문제는 꿈-자본이 청년 세대들에게서 약화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꿈

이 사사화(privatization)된다는 것, 공적 꿈들과 대안적 꿈들이 사라진다는 것일지 모

르겠습니다. 프레드릭 제임슨이라는 문학비평가가 언젠가 말했듯이, 우리는 자본주의

의 종말보다 지구의 종말을 상상하기가 훨씬 더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행위를 통

해서 실현가능한 미래를 집합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은 매우 약화되어 있지만, 개인들이 

자신의 미래를 경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독자적으로 성취하려는 눈물겹고, 고독하고, 처

절한 꿈의 능력은 비정상적으로 신장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제가 보는 21세기 한국 청

년들의 마음의 리얼리티에 가까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조금 더 나가면, 

자기 가족의) 생존을 향한 격앙되고 지치고 과잉된 꿈이 아닌 다른 꿈들의, 공통의 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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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빈곤, 생존주의를 넘어설 꿈의 고갈입니다.

생존의 꿈은 우리가 꿀 수 있는 여러 꿈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꿈이지만, 그것으로 

꿈의 지평이 환원된다면, 우리는 매우 빈약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생존은 

그것이 위협받을 경우 다른 모든 것을 차후로 미루어야 하는 절대절명의 문제이지만, 

생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와 이념이 어떤 이유로 인해 지속되고 고수

된다면, 더 좋은 삶과 관계와 사회를 결코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생존과 존재는 변증

법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존하는 동시에 존재하는 자이며, 청년들에게 

‘생존’하는 법을 가르치고, 생존의 가능성을 확장시켜 주어야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존

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존재의 가능성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허황되고,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생존을 넘어서, 청년의 존재를 고민하

는 ‘고뇌의 공통공간’을 확장하자는 말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간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미래와 꿈이라는 테마로 열릴 수 

있는 이 ‘고뇌의 공통공간’은 매우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복하고 부유한 아이들의 나약함과 그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때, 문제해결의 시

발점이 결여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혹은 이 문제를 순수히 경제적 일자리의 문제, 자

살과 같은 심리적 문제 등으로 분해하여, 정작 문제의 주체인 청년 존재와 그들의 내적 

의미세계는 증발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허황되고 하나마나한 소리도 부족한 형

편인 것입니다. 고뇌의 공통공간에서 예술가나 시인이나 학자나 운동가 혹은 종교인들

을 만나게 되지만, 그들 말고 거기에서 한국사회를 움직여나가는 정치인, 법조인, 기업

인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뇌의 공통공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현실로 옮기는 것

은, 예술가나 학자가 아니라 바로 그들일 터이니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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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일본 청년의 20년 간의 변화와 불변: 성찰과 

청년 미래

테라치 미키토 

이바라키대 인문학부 교수

본 보고에서는 먼저 1990년대 초반의 거품경제 붕괴 이후, 일본의 청년문제가 경제 

상황이나 취업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격차문제 및 근로문제를 주요 논점으로 전개되었

음을 확인한다. 

둘째 2000년대를 거치며 청년의 의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여부, 질문지 조사 데이터를 

참조로 고찰한다. 또한 시대효과, 세대효과(코호트 효과), 가령(加齡) 효과 등 3가지를 

염두에 두고, 2000년대 일본 사회의 의식 변화로부터 시사되는 바를 제시하는 바이다.

1.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청년문제 ─ 근로문제 및 격차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청년 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논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1980년대 및 

1990년대 전반이 소비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청년의 독자적인 문화를 도출하고자 했던 

시대라면, 1990년대 초두에 발생한 거품경제 붕괴의 영향이 침투하기 시작한 2000년 

전후부터는 격차문제 및 근로문제라는 관점에서 청년을 논하는 현상이 정착한 시대였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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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경제 붕괴 이후, 중장기적으로 보면 고용의 불안정화가 지속되면서,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년에 대한 논의는 그 세세한 내용은 변할지언정 최근 20년간 큰 사회

문제로 자리잡아 왔다. 2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바로 청년 개인이나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 또는 자기책임론으로부터 

청년이 놓여 있는 환경이나 사회구조 문제로 그 역점이 바뀐 것이다.

그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사건 중 하나로 2008년말부터 2009년 초에 걸쳐 실시된 ‘새

해맞이 파견촌(年越し派遣村)’을 들 수 있다. 유아사 마코토(湯浅 誠) 씨(당시 새해맞

이 파견촌 촌장) 등의 정부 관계자에 대한 활동, 혹은 보도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어진 

결과, 연초에 거주지를 잃은 사람들이 추운 바깥이 아닌, 후생근로성 강당에서 몸을 뉘

일 수 있었다. 이는 단지 정부가 장소를 제공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고용이나 생활의 

불안정을 개인의 책임(자기책임) 문제로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로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났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이

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본 보고에서는 경제적 성공에 대한 청년들의 의식을 다루

었다. 또한 그러한 의식과 청년을 둘러싼 어려운 상황에 대해 청년 자신들은 어떻게 이

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경제적 성공에 있어 중요한 것 ─ 비개인적 요인의 대두

경제적 성공에 대한 청년의 의식을 조사·분석한 선행연구로, 예를 들면 후지무라 마

사유키(藤村 正之)나 하마지마 고지(浜島 幸司) 및 하마지(2006)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를 보면, 젊은이들은 경제적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력이나 재능 등 개인적 

요인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설사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원인은 누구에

게나 공평한 운이나 우연으로 귀착되므로 그들은 개인적 요인에 대해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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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경제적 성공의 요인, 하마지(2006: 150) 발췌

개인

재능 노력

불공평
（폐쇄）

공평
（개방）

가정
환경

運
偶然

비개인

이 두 연구는 1992년 및 2002년 조사 데이터(도쿄(東京)도 스기나미(杉並)구 및 효

고(兵庫)현 고베(神戸)시 나다(灘)구/히가시나다(東灘)구의 16~29세 청년을 대상)를 

이용했는데, 위 경향이 2000년대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혹은 변화가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했다.

본 보고 분석에는 청소년 연구회(Japan Youth Study Group)의 2002년 조사 및 

2012년 조사 데이터가 이용되었다. 중심적으로 검토한 것은 ‘당신은 현재 일본 사회에

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항목이었고, 이에 대하

여 ‘태어나 자라난 가정 환경’ ‘개인의 재능’ ‘개인의 노력’ ‘운이나 우연’ 등의 선택지에 

순위를 매기는(1~4위) 방법으로 응답을 구했다.

구체적인 물음은 아래 두 가지와 같다.

(1) 경제적 성공에 대하여, 개인의 노력이 2002년과 동일한 정도로 2012년에도 중

시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2) 경제적 성공에 대하여, 2002년에 재능(개인 및 폐쇄성)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2012년에도 그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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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경제적 성공에 중요한 요인(1번째~4번째): 2002년 및 2012년 비교60)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노력
재능
가정
운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간소하게 이해하기 위해 1번째로 중요시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

겠다(도표 2의 [1번째] 범위).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두 시점의 2위와 3위

가 반대라는 점이다. 2002년에는 ‘개인의 재능’이 30.8%로 2위를 차지했지만, 2012년

에는 18.5%까지 그 비율이 떨어지면서 3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2002년에는 

20.2%(3위)였던 ‘태어나 자라난 가정 환경’이 2012년에 28.2%를 기록하면서 2위를 차

지했다. 또한 ‘개인의 노력’과 관련해서는 2002년 41.3%, 2012년 42.6%로 약간 증가

했으나 거의 동일한 정도의 비율이다.

이상으로부터 전술한 (1)(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할 수 있으리라.

(1) 경제적 성공에 대하여, 개인의 노력이 2002년과 동일한 정도로 2012년에도 

중시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 청년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의 노력은 2002년과 동일한 정도로 중시되고 있다.

(2) 경제적 성공에 대하여, 2002년에 재능(개인 및 폐쇄성)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2012년에도 그러한가?

→ 그렇지 아니하다. 재능(개인·불공평)을 중시하는 성공관은 쇠퇴하고 태어나 

자라난 가정 환경(비개인·불공평)을 중시하는 성공관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이 두 시점의 차이는 시대 효과에 기인하기 보다는 세대 효과에 기인하는 바가 클지도 

60)  표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 각 시점의 숫자는 그 요인에 대하여 답변한 응답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 동그라미 안 숫자는 그 시점에서 4개 요인간의 비율 순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은 두 시점 간에 순위가 다른 

부분.

· 두 시점 간의 굵은 글씨로 된 숫자는 두 시점간 비율차의 절대값(5포인트 이상인 것에 하이라이트). 그 오른쪽 

화살표는 차이가 플러스(=오름새)인지 마이너스(=내림새)인지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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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다. 바꾸어 말하면 (A) 2002년에 살펴본 연령층은 10년이 지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며, (B) 게다가 그것이 이번에 비교한 연령층에서만 고유한 현상일 가능성이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A) 두 시점에서 동일한 세대를 비교해 그 견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B) 그러한 두 시점간의 차이가 어느 특정 세대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겠으나, 데이터 분석에 따라 (A) 

동일한 세대를 두 시점에서 비교하더라도 경제적 성공에 대한 견해에는 차이가 있고, 

(B) 두 시점간에 나타나는 현저한 차이는 어느 특정 세대뿐만 아니라 복수 세대에 있어

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1)(2)와 같은 두 시점의 차이는 세대를 넘어 발생하고 있는 2000년에 일어난 ‘변화’로 

보인다.

3. 정리 및 과제

위 분석으로부터 논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불공평이나 사회가 폐쇄적이라는 견해가 

청년들 사이에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모친의 학력이 높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받은 일부 여성이 예전에 비해 특히 ‘개인의 노력’이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느끼게 된 점을 제외하고(지면 관계상 위 분석은 생략),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기존의 

실력주의를 지지하는, 개인적 요인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용(變容)은 실력주의(meritocracy)라는 단어를 만들어 낸 M.영

(Michael Young)이 그린 공상사회과학소설 속 세계의 어딘가를 상기시킨다(Young 

1958=1982). 그가 그린 실력주의 세계는 지능 검사의 진보와 그 실시를 통해, 출생 이

후의 노력에 따른 성장 가능성을 포함해 개인의 메리트(능력)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으

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성공 여부는 출생 후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다)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 부각된 것은 ‘태어나 자라난

(=출생 후)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이며, 엄밀하게는 영이 말한 태어나기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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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정해져 있는 세계와는 다르지만, 본인이 그러한 환경을 선택할 수 있거나 혹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모두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동시에 변함

없는(바꿀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2000년대의 이러한 의식 변화는 어떻게 야기된 것일까? 이번 데이터만으로는 검증하

기 어려우므로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2항의 마지막 단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대

를 넘어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변화라고 한다면, 청년 자신들 또한 자신이 놓여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각종 언론매체의 정보나 미디어로부터 지식을 얻고, 나아가 자

각적(reflexive)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첫머리에서 언급한 파견촌의 사례가 

상징하는 변화, 즉 근로문제 및 격차문제가 자기책임의 문제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은 문제로 여겨지게 된 사회적 인식과도 겹친다.

이러한 의식 변화의 메커니즘에 대한 검토, 나아가 비개인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인식

의 고조가 ‘비개인적 요인에 의해 개인의 경제적 성공 및 경제적 안정이 고정(固定)되지 

않는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아니면 비개인적 요인의 중요

성 앞에서 단념하게 될 것인가), 만약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에 대한 검토가 향후 

과제라 하겠다.

※ 본고는 「경제적 성공에 대한 청년 의식의 변용 ─ 개인적 요인의 쇠퇴와 비개인적 요인의 대두」(2016년, 「현대 

청년의 행복 ─ 불안감(不安感)의 사회를 살아가다」 [ISBN 9784769915775] 수록)의 일부를 발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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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와의 연결을 통한 성장: 미래를 찾고 있는 

대만 원주민 청년들

왕정용
대만 국립정치대학 사회사업연구소 부교수

1. 타이완 청년 세대의 곤경

세계은행이 격년으로 각국에 실시하는 ‘지식경제지수(Knowledge Economic Index, 

KE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타이완은 2012년 전세계 13위에 올랐을 뿐 아니라 아시아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타이완의 경제체가 과거 40년간 노동집약, 자본집약, 기술집약을 

경험하고 오늘날의 지식집약형으로 구조 전환한 우수함의 표현과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동시에 실시한 ‘지식지수’의 비교평가는 ‘교육’, ‘혁신’ 및 ‘정보과학기술’ 

3개 항목 지수로 볼 때, 타이완의 지식 밀도 표현이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 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이 자랑으로 여기는 성취이

지만 타이완 취업시장의 성장과는 심각하게 어긋나 있다. 타이완의 젊은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좋은 업무기회를 누릴 방법이 없다. 타이완의 젊은 세대가 직면한 

처지는 장시간의 학습, 저임금의 업무, 급상승하는 집값, 비싼 육아 비용으로 타이완의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전세계 최저에 이르렀으며 국가 안보 의제로 여겨지게 되었다. 

1960년대 타이완은 일본의 산업 업그레이드로 도태된 노동집약형 경공업을 받아들여 

수출가공 주도의 경제 정책을 채택하였고 이로 인해 대량의 농촌 기층 노동력을 흡수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타이완은 산업의 외부 이전 현상이 출현하였고 설상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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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산업 업그레이드의 병목에 처하게 되어 가공, OEM 위주의 산업형태는 험난한 

박리전쟁에 직면할 운명이 되었다. 비록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제조업의 외부 

이전으로 남겨진 일부 취업 결함을 메웠지만, 서비스업이 하위 서비스 산업에 치우친 

방향으로 성장하여 젊은 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취업 기회는 대부분 저임금 서비스업종

으로, 그 영향은 타이완의 실질적인 임금을 10년 전 수준으로 퇴보하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시장에서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태세에도 도전하였다. 

1990년대 이후, 타이완 정부는 타이완 기업의 외부유출을 줄이기 위해 1992년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진입을 대량 개방하여 최저 업무의 염가 노동력으로 경쟁력을 유지

하였고 간접적으로는 취업시장의 저임금화를 재촉하였다. 

2. 원주민의 식민 역사와 빈곤

타이완 인구의 겨우 2.3%를 차지하고 있는 53만 타이완 원주민은 4백년 식민역사로 

인해 오랜 기간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1960년의 경제 성장은 고향에서 충분한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없어 도시생활을 동경한 원주민의 대규모 도시 지역으로의 이동을 

조성했고 타이완 노동 시장의 하층에 진입하여 초기 한족 도시 이민으로 남겨진 사회 

하층 노동 위치를 채웠다. 1992년 개방한 외부노동력은 원주민 고유의 토목건축업종 

하층 업무를 대체하였고 원주민 대량 실업이 발생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경제

글로벌화의 과정 속에서 원주민은 도시 경제의 하층으로 흡수되었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체되어 도태하게 되었다. 원주민 젊은 세대에게 가장 좋은 직업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교사이지만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의 틀 하에서 보장된 공무원직은 오히려 급속히 

위축하고 있는 취업시장이다.

경제 하층에 있는 원주민은 경제 파동의 충격을 받기가 더욱 쉽다. 타이완 원주민의 

노동참여율은 전체 국민보다 높지만 실업률 또한 높으며 1인당 평균 소득은 전체 국민의 

70% 밖에 되지 않는다. 가정의 연평균 소득 또한 전체 국민가정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다. 원주민의 임금수입은 높지 않으나 원주민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며 임금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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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존도는 전체 국민보다 높아서 원주민의 빈곤율은 일반인의 3배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가 원주민의 소득 개선을 도와주는 정도는 일반인의 1/3 밖에 되지 않는다. 60% 

가까운 원주민 가정의 1인당 매월 최저생활비는 빈곤선 이하에 있으나 사회구조체계에 

진입한 원주민은 추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원주민 빈곤 문제의 근원은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식민과정으로 이해 원주민이 오명화된 

인종의 아이콘이 된 것에서 기원하는데 이러한 ‘오명화된 집단의 인식’은 원주민의 자아에 

대한 인식의 착란을 만들었고 나아가 내재된 법률의 상실과 내재된 자아의 통제 메커니즘의 

와해를 일으켰다. 둘째는 원주민이 점차 글로벌 자본 시장 체제로 들어간 후에 개인은 

시장 체제의 박탈에 저항할 힘이 없었고 부락 집단 공공성과 자본 시장 약탈에 대항할 

능력을 상실했다. 

3. 원주민 청년의 귀향

1999년 9월21일 밤 타이완에는 리히터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하여 2,415명이 사망

하고 29명이 실종되었다. 타이중현(縣) 허핑향(鄕)은 원주민 타이야족의 세거지이자 수해 

지역으로 훼손 가옥 수가 전체 향의 32%나 되었다. 현지 싼차컹 부락의 청년 린젠즈는 

모친과 동생이 세상을 떠나 부친과 다른 동생을 돌보기 위해 타이베이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재난후 재건 작업에 몰두하였다. 나는 린젠즈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원주민 

청년의 성장 과정이 어떻게 자본시장의 경제체계 하층부로 진입되도록 만들었는지, 

원주민 청년이 타향에서 일을 하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재난

후 재건의 과정이 린젠즈를 귀향하게 만들고 또한 그를 부락의 재건 작업에 몰두하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린젠즈는 ‘즈산기금회’의 사업소에 가입하였고 부락 

주방을 추진하였는데 부락이 타이야족의 과거 공동 식사를 하던 나눔 전통을 복구시키

도록 했다. 일찍감치 한족화 되었던 부락은 식사를 할 때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식사 

준비를 하던 상황에서 모두 다같이 식사를 하도록 바뀌었고 밥을 먹는 다는 이 일을 

화폐 경제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나눔을 기본으로 하는 선물 경제가 되었다. 부락 주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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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락민들의 마음을 모았고, 이어서 일련의 산업 혁신, 예를 들어 원주민 향토 

음식, 민박, 문화 가이드 등을 통해 사업소가 이윤을 축적하도록 했으며 나아가 부락 

재생의 방안, 예를 들어 노인 음식배달 서비스와 학생들의 장학금 등을 추진하였다. 

즈산기금회가 재난후 재건에 몰두한지 10년 후 사업소의 임무는 전부 현지 원주민 청년이 

조직한 새로운 단체인 더마원협회로 이전되었고 린젠즈는 협회 이사장을 맡았다. 린젠즈는 

대학 학위를 마치지 못하고 도시 지역에 남아 택시를 몰며 생계를 유지하는 실의에 

빠졌던 원주민 청년에서 재난후 재건에 투신한 부락 종사자가 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린젠즈는 자신의 문화와 자신감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으며 

다른 원주민 청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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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광객 회복을 향한 대책에 대해서 

구마모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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静岡県危機管理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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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지린성의 자연재해 상황과 대응방법

지린성

존경하는 귀빈, 동료, 친구 여러분,

2016 환황해포럼 지방정부의 자연재해대응 회의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회의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충청남도 정부 및 포럼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환황해 지역 정부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포럼의 계획과 중국 대표단의 의뢰에 

따라 지린성의 기본 상황과 자연재해 대응 주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지린성은 중국의 동북지역 중부에 위치하며 동서 길이가 650㎞, 남북 너비가 300㎞, 

총면적 18.74㎢로 중국 총 면적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린성은 주요 농업성(省)

으로 천혜의 농업생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 발전에 자연 재해의 

영향이 큽니다.  지린성의 자연 재해에는 주로 기상 재해, 홍수 재해, 가뭄 재해, 지진 

재해, 지질 재해, 농작물생물 재해와 삼림 화재 등이 있습니다. 2015년을 예로 들면, 

지린성의 50 여 개 현, 시에서 각기 다른 정도의 바람, 우박,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린성은 재해구호 이행 중 부단히 예방대응능력과 수준을 제고하

였으며 재해 손실을 최대 한도로 낮추었고,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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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재해관리체계를 근거로 삼아 재해에 대응하였습니다. 

중국은 당위원회와 정부의 통일된 지도, 종합적인 조화, 등급별 책임, 속지관리 위주의 

재해구호 관리체계를 실행하고 있으며 상응하는 응급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국가와 

성, 시급 정부는 모두 재해감소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국가재해감소를 위한 구호업무 방침, 

정책 및 계획을 책임지고 연구제정하고 있으며 재해감소를 위한 전국 단위의 중대한 

활동과 재해구호 업무를 조화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자연재해 사건의 긴급 

정도, 발전 태세와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정도에 근거하여 4급 응급대응 전략을 설정

하였습니다. 재해정보 발표, 구호응급물자 저장, 재해상황 조기경보의논과 정보공유, 

중대재난 긴급재난구제 연동협조, 재해응급사회동원 등 여러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 상응하는 등급별 재해감소위원회는 즉시 관계 부처 및 재해

지역 정부와 협조하여 재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공유하며 긴급회의를 조직하고, 

재해 형세를 분석 연구판단하며 재해지역에 연합하여 업무팀을 파견합니다. 또한 각 항목 

지원조치를 연구실천하며 분업책임, 밀접한 협력, 효율적인 협동을 형성합니다. 주요 

재해에 직면하여, 전문적인 홍수가뭄예방, 지진예방구호, 삼림화재방지 등 긴급재난구호

지휘기구를 전문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최근에 중국은 쓰촨 원촨 지진, 칭하이 위수 

지진, 간쑤 저우취산 홍수산사태 등 중대 자연재해의 대응 업무를 조직적으로 전개하였고 

순차적으로 긴급재난구제, 의료구조, 물자보장, 생활 정착 등과 같은 업무를 전개하였으며 

재해구호 투쟁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 각종 역량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재해구호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재해감소구호에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중시하였고 구매 서비스, 경제 보상, 

자금융통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구호물자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주택

보험 등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정부의 구조, 사회 기부, 재해보험의 효과적인 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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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고 다양한 루트로 재해 위험을 분담하고 전사회의 자연재해 위험 방어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군대, 무장경찰, 공안, 소방을 핵심으로 하는 돌격 역량과 홍수예방구조, 

지진방지구조, 삼림소방, 수상구조, 광산구조, 의료구조 등 전문팀을 기본 역량으로 하여 

기·사업 단위의 전문 및 겸직팀과 응급 지원자팀을 보조 역량으로 한 응급구조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 재해 후 구조 업무의 실효성을 중시합니다.

지린성은 재해물자 비축조달운송체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구조정책 완비, 구조항목 증가, 

구조기준 제고, 재해 수익 범위 확대를 통해 응급 구조, 과도기 구조, 겨울봄철 구조의 

연계를 성공적으로 실현하였고 이재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린성은 재해물자의 효과적인 조달운송 능력을 갖추어 재해지역 이재민의 긴급수요 식

품, 음용수, 텐트, 활동 간이건물, 의복과 이부자리 등 생활 필수물자가 기본적으로 자

연재해 발생 후 24시간 내에 제 위치로 운송되도록 실현하였습니다. 이재민들이 적시에 

기초적인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확보했고 이재민들이 먹고, 입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임시로 거주하고 병이 있으면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도로와 철도에서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을 구조범위에 포함할 것이고 정신적 

위로와 심리적 지원을 하고 이재민들의 실제 수요에 더욱 적합한 구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4. 재해 대응의 법제화, 과학화를 중시

지린성은 <자연재해 구조응급대비책>을 제정하였고 돌발적 자연재해사건 대응행동을 

규범화하였으며 구호준비, 응급구조, 재해 후 구조, 복구재건을 연계한 자연재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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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구축하였고 자연재해 구조수요와 그에 걸맞은 자금, 물자 보장 전략을 구축하고 

완비하였습니다. <자연재해 구조조례>를 제정하였고 정부, 사회, 개인의 자연재해 구조

영역에서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정부 주도, 등급별 관리, 사회 협조, 이재민 

자구의 자연재해 구조업무원칙을 확정하였으며 인본주의, 자연존중, 통일적 계획과 

보살핌, 과학적 재건의 방침을 확립하였고 사후 재건 임무의 완성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보증하였습니다. 우리는 현대과학기술을 매우 중시하며 적극적으로 운용해 재해감소구조

사업을 추진하고, <지린성 재해방지 및 감소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제정하였고 관련 선진 

과학기술 연구와 재해감소구조기술장비 갱신, 재해에 대한 정보 전달의 강화를 통해 재해 

대응 과학기술 수준을 현저하게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5. 재해 예방과 응급조치의 동시추진을 중시합니다.

심각한 자연재해 형세와 도전을 대하며 지린성은 응급지휘, 긴급구조, 재난구조, 복구

재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구조응급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였고 응급구조, 

운송보장, 생활구조, 의료구조, 보건방역 등 응급조치 능력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긴급구조를 실시하고 긴급이전정착, 부상자 치료, 보건방역, 인프라 응급

수리, 자금물자 보장 등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중대 자연재해에 대항하여 응급대응에서

부터 재해물자의 조달운반까지, 이재민의 기본 생활 보장에서부터 재해지역 인심 안정

까지, 사회 기부에서부터 복구재건의 조직까지 효율적으로 실현하였습니다. 

2015년, 지린성은 계획에 따라 면 텐트, 면 이불, 면 외투 등 구재응급물자를 비축

하였으며 “지역저장배치, 현지부근조달”의 원칙에 따라 성(省) 저장고를 중심으로 시와 

주의 저장고를 지원 저장고로 하고 현과 시의 저장고를 보충 저장고로 하는 3급 연합저장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국가 기상부처와 협조하여 폭우, 홍수, 강풍 등 재해성 날씨

예보메커니즘을 구축하였고 2015년 각종 재해경보 정보 400여 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전국 “재해방지감소일”을 계기로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사회 대중의 사전 

조기경보 대비능력과 재난 중 긴급피난능력, 사후 자구 및 상호구조 능력을 제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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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근래에는 지진, 가뭄, 홍수, 토지사막화, 습지감소, 기후온난화 등 자연재해가 전세계 

각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류에게 끔직한 손실을 가져다 주어 전세계의 

보편적인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재해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줄이는 가는 이미 인류가 오랫동안 함께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자 막중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하여 깊이 교류하고 상호 학습하고 참고하여 자연재해

가 가져오는 도전에 침착하게 대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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