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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봉쇄조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코로나19와의 공존으로 전환하는 주요국과 달리, 중국은 ‘제로코로나’를 지속
표방하며 코로나 확진자 발생 지역에 대해 봉쇄조치를 단행 중이다. 상하이의
도시 봉쇄가 한 달을 넘고 수도 베이징도 감염자 확산 속에 봉쇄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더욱 낮아지고 있다.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조치 시,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
글로벌 對중국 수출 감소 → 한국 GDP 감소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부가가치 창출을 수요측 요인으로 분해해 봄으로써, 중국의 수요
감소가 무역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았다.
중국의 전면봉쇄된 지역 GDP가 중국 전체의 30%를 차지한다고 가정 시,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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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봉쇄가 현실화 될 경우 중국의 금년 경제성장률이 3.4%p 하락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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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국의 GDP 성장률 역시 0.26%p 하락이 전망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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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봉쇄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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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공존으로 전환하는 주요국과 달리, 중국은
‘제로코로나1)’를 지속 표방하며 코로나 확진자 발생 지역에 대해 봉쇄조치를 단행
 중국은 전 지역을 고, 중, 저위험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방정부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온 지역을

봉쇄통제, 관리통제, 방범 구역으로 세분화해 관리 중
- 올해 중국 1선 도시2)에 해당하는 광둥성 선전시(3.14~18), 상해시(3.28~) 등도 봉쇄조치를 경험
* 5월 10일 기준, 고위험지역 21개(베이징 21개), 중위험지역 77개(상하이 13개, 베이징 35개, 랴오닝 9개, 헤이룽장
17개, 허난 2개, 광둥 1개)

<중국의 제로코로나 봉쇄조치 개요(상하이시 기준)>
고위험지역

중위험지역

저위험지역

신규 확진 사례 50건 초과 및
14일 이내 집단 감염 이력 있음

14일 내 신규 확진 발생했으나 50건 이하
또는 신규 누적 확진 사례는 50건을 넘으나
14일 내 집단 감염 이력 없음

신규 확진 사례가 아예 없거나
연속 14일 동안 신규 확진 사례 없음

⟱
봉쇄통제 구역

관리통제 구역

방범 구역

최근 7일 이내 확진자 발생

최근 7일 이내 확진자 없음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 없음

봉쇄 7일 + 재택 건강관리 후속 조치 7일
(구역 봉쇄, 외출 불가, 생필품 집으로 배송)

재택 건강관리 조치 7일, 지정된 구역에서
비대면으로 배송 물건 수령 가능

집합 가능 인원 엄격히 통제,
봉쇄통제䞱관리통제 구역 이동 불가

14일간 추가 확진자 미발생 및 13일째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 시 방범 구역으로 조정

재택 건강관리 조치 7일간
확진자 발생 시 봉쇄통제 구역으로 조정,
추가 확진자 없고 6일째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 시 방범 구역으로 조정

-

주1: 고, 중, 저위험지역 분류는 일반적으로 가도(구 아래의 작은 행정 단위로 우리나라의 동의 개념과 유사)를 단위로 지정
주2: 고, 중 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14일간 유지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
자료: 저자 정리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공산당 체제 선전에 활용하는 가운데, 적어도 시진핑 3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올해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까지는 현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큼
- 중국의 인구당 의료인력은 주요국의 30%에 불과하고, 중환자 병상 수도 인구 10만명 당 3.6개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낮은 감염률로 오히려 여타국처럼 자연 면역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국산 시노백
백신의 효과가 mRNA 방식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 낮다는 점 등을 감안 시, 중국의 과감한
위드코로나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
1)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봉쇄해 확산을 막고 격리를 통해 확진자 수를 ‘0’으로 돌려놓는 정책으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가장
먼저 시작된 우한에서 76일간의 봉쇄를 마무리한 후 2020년 4월 8일 ‘역동적 제로코로나’ 정책을 발표
2) 중국 내 가장 경제적 규모나 국가 전반에 대한 영향력이 큰 대도시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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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 일부까지 봉쇄조치를 확대한 중국은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이 불가피
할 전망
 상하이의 도시 봉쇄가 한 달을 넘고 수도 베이징도 감염자 확산 속에 봉쇄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더욱 낮아지고 있음
- 올해 중국 경제가 5% 성장도 어려울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세계은행은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로 수정했고 봉쇄 정책 지속 시 4%로까지 떨어질 우려 제기함
*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상하이 봉쇄가 한 달 이상 길어지고,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두 달가량 부분 봉쇄 국면이
이어진다면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3.0%로, 올해 성장률은 4.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

◉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가 현재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봉쇄되면서 많은 국제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하이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이어질 우려 확대
 세계의 공장이자 수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국의 경제 봉쇄가 길어질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고 물류 차질도 발생하는 등 글로벌 수요 부진과 함께 공급망 충격이 동반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상하이 봉쇄가 끝나더라도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계속되는 한 중국 내 주요 거점에서

지속적으로 봉쇄가 벌어질 수 있음
<상하이 봉쇄조치로 인한 주요 업종별 공급망 타격>
업종

반도체

타격

기업 사례

중국 올해 1분기 반도체 집적회로(IC) 생산량은

SMIC, 화훙반도체 등은 직원들이 공장 내 상주하는 ‘폐쇄 루프’ 방식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한 807억 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물류난으로 원자재 조달과 납품에 난항을 겪는 중

생산뿐 아니라 자동차 인도 등 물류 및 유통에도
자동차

차질이 발생, 중국의 3월 신차 생산 및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0%, 11.6% 하락

IT

(해외) 테슬라, 상하이자동차, 폭스바겐 등 중국 내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상하이의 봉쇄로 쿤산, 쑤저우 등 인근 자동차 공급망까지 타격을 입음
(한국) 현대차, 기아는 중국 공장이 상하이에 있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봉쇄 장기화로 현지 협력업체에서 조달하는 부품 수급 비용 증가

중국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애플의 협력업체인 페가트론은 4월 12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상하이와

대비 14% 감소

장쑤성 쿤산의 아이폰 조립공장 2곳의 가동을 중단

자료: 저자 정리

◉ 이에 본 보고서는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發 경제 충격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중국의 각 봉쇄 시나리오별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보고자 함
 봉쇄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중국의 수요 감소가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점검해 보고 나아가 대응방안을 논의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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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조치에 따른 중국 경제에의 영향

◉ (경제 전반) 올해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4.8%로 연 성장률 목표치인 5.5%에 못 미침
 선전, 상하이, 베이징 등 경제적 중요성이 높은 주요 도시들이 차례로 봉쇄되고 있음
- 제조공장의 조업 일시중단으로 3월 중국의 산업생산 증감률이 전월 대비 2.5%p 감소한 5.0%를 기록하며

산업생산 성장세 둔화
* 주요 도시별 공장가동 중단 사례: (광둥성 선전시) 폭스콘, (랴오닝성 선양시) BMW, (지린성 창춘시) 폭스바겐, 아우디,
도요타, (상하이시) 테슬라, 상하이자동차, 니오, 페가트론, 농심,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허난성 정저우시) 폭스콘

- 주요 경제 및 물류 허브 도시 봉쇄로 인한 충격은 2분기 실적부터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목표치 달성 여부는 미지수
*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전망시점별, IMF): (’21년 10월) 5.6% → (’22년 1월) 4.8% → (4월) 4.4%

<성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및 GDP 비중>

<중국 경제성장률 동향>

(명, %)

(전년 동기 대비, %)

자료: CEIC

순위

성

1

상하이

2

신규 확진자 수

중국 내 GDP 비중

3,017

3.8

허난

123

5.4

3

베이징

75

3.6

4

랴오닝

56

2.5

5

장쑤

55

10.1

6

광둥

42

10.9

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5월 10일 기준) 상위 6개 성
자료: 바이두, 중국 국가통계국

◉ (소비) 장기간 지속 중인 강도 높은 봉쇄 정책으로 유동인구가 감소하며 내수소비 위축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1~8월 이후 처음으로 3월 중국 소매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
- 2020년 기준 중국 GDP 중 소비의 기여도는 54.3%에 육박할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봉쇄조치로 인한 내수소비의 위축으로 경제 하방압력이 증가
- 올해 노동절 연휴(4월 30일䞵5월 4일) 동안 최소 9개 성급 지역이 이동 자제령을 발표
* 올해 노동절 인구 유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항공기 이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한
200만 명 예상(중국 교통운수부, 중국민용항공총국 추정)

- 부문별로 살펴보면 식음료 등 의식주 관련 필수 소비재의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급증하고 의류, 자동차

등 내구재, 사치재 소비는 급격히 위축되는 '봉쇄 소비' 양상이 나타남
* 부문별 3월 소매판매액 증감률(%): 식음료 +12.3 의류 –15.0 화장품 –6.2 자동차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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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3월 소매판매 동향>

(전년동기비, %)

주: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매년 1~2월 수치는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해 일괄 발표
자료: CEIC

(억 위안)

자료: CEIC

◉ (투자) 투자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투자는 양호함
 부동산, 인프라 투자 등이 반영된 고정자산투자 증감률은 올해 3월 전년동기대비 9.2%로, 1䞵2월 증감률

대비 3.0%p 하락하며 증가세 둔화
 중국 지방정부들이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성장 견인 방식인 ‘안정 성장’을 목표로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리는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며 투자 부문이 상대적으로 선방
- 코로나19 봉쇄조치로 인한 경제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올해 1~2월 지방채 규모는

1.2조 위안이며, 목표 경제성장률 5%대를 사수하기 위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각 지방정부가 연초 양회를 통해 발표한 지방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2년 평균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 대비 0.3%p 증가한 8.2%

<중국 주요 경기부양책>

<중국 고정자산투자 증감률>
(전년동기비, %)

구분

재정정책

통화정책

주: 연초 누계액(YTD) 기준, 매년 1~2월 수치는 일괄 발표
자료: CEIC

자료: 저자 정리

세부 내용

올해 지방정부특별채권(3.65조 위안) 신규 발행
예정(3.30 발표)
올해 계획된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액은 최소
14.8조 위안
중국인민은행이 작년 12월 지급준비율 0.5%p
인하 후 4달 만에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해
시중에 10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4.25)
*해외 주요국 정부가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는
만큼 추가 금리 인하 시 외국 자본유출 가속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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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주요 대형항만은 정상운영 중이나, 검역 강화에 따른 운송지연, 인력 부족 등으로
육상운송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항만 정체 및 물동량 감소 야기
 4월 중국 對세계 수출입은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한 4,961억 달러(약 634조 원)로, 3월 증가율 대비

5.5%p 하락하며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 기록
- 4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한 2,736억 달러 기록, 3월 증가율(14.5%)의 약 1/4 수준
 도시 간 이동뿐 아니라 건물, 도로 단위로 이동이 제한되고 48시간 내 PCR 음성 결과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화물트럭의 진䞱출입 난항, 수출입 화물의 집하䞱인수 지연 등 육상운송을 통한 물류에 차질
- 중국 내 운송수단 중 도로운송이 2020년 기준 전체 화물 운송량의 7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중국 주요 운송수단별 화물 운송량(2020년, 억 톤): (도로) 342.6 (해운) 76.2 (철도) 45.5 (항공) 0.1

- 중국 학계에 따르면 1달 전면봉쇄 시 해당 기간 해당 도시를 통하는 트럭 흐름이 54% 감소 추정3)
 1달 이상 봉쇄가 장기화된 상하이는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4,700만 TEU4)로 세계 1위 규모인

상하이항과 화물 물량 기준 중국 1위인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이 위치한 물류 허브 도시
- 4월 19일 기준 상하이항 등 중국 항만 부두에 접안을 기다리는 선박이 506척으로, 코로나19 봉쇄가

본격화되기 전인 2월(260척) 대비 약 2배로 증가5)
*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컨테이너선의 약 20%인 1,826척이 세계 각국 항만 연안에서 대기 중, 이 중 27.7%가
중국에서 대기 중

- 상하이항에 하역된 수입품 컨테이너의 평균 하역대기시간은 12.1일(4.18 기준)로, 봉쇄조치가 발표된

3월 28일 기준 4.6일 대비 약 3배로 늘어나며 공급망 병목 현상 발생
<주요 성별 중국의 對세계 수출입 비중(2021년)>

<정박 대기 중인 전 세계 컨테이너선 수 추이>

(억 달러, %)

성

금액

비중

주요 항구

광둥

12,795

21.1

선전항(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광저우항(세계 5위)

장쑤

8,066

13.3

쑤저우항, 창저우항, 옌천항

저장

6,410

10.6

닝보-저우산항(세계 3위)

상하이

6,285

10.4

상하이항(세계 1위)

베이징

4,710

7.8

-

주: 최근 봉쇄조치가 이루어진 성 중 수출입금액 상위 5개 성 기준
자료: 중국 해관총서

주: 빨강 음영 박스는 각각 선전시, 상하이시 강한 봉쇄 시기
자료: Windward

3) Chen, J., Chen, W., Liu, E., Luo, J., & Song, Z. M. (2022). The Economic Cost of Lockdown in China : Evidence from City-to-City Truck
Flows. Working Paper
4) Twenty-foot Equivalent Units, 길이 20피트(609.6cm)䞱높이 8피트䞱폭 8피트의 표준 컨테이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5) Windward, Chinese Port Congestion Stalls Container Vessels Worldwide, 2022. 4. 19.,
https://windward.ai/blog/chinese-port-congestion-stalls-container-vessels-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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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봉쇄 시나리오별 한국 GDP 영향 분석

◉ 중국의 30%가 전면봉쇄될 경우, 금년 중국 GDP 성장률은 2.55(6주)~4.25(10주)%p 하락 예상
 중국 성별 GDP 비중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하이(3.8%)에 이어 베이징(3.6%) 일부까지 봉쇄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봉쇄 해당 지역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증가
 확산세가 심화되어 광둥(중국 GDP의 10.9%)과 장쑤(10.1%) 등까지 봉쇄가 확대될 경우엔 봉쇄지역의

경제비중이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 골드만삭스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지역이 코로나19 발병의 영향 하에 있다고 언급
** 확진자 증가에 따라 봉쇄조치를 취했거나 취해질 가능성 있는 주요 도시(베이징, 상하이, 선전) 및 성(광둥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산시성, 장쑤성, 저장성, 칭하이성, 장시성)

<중국의 GDP 성별 비중>

자료: CEADs 2017

 Goldman Sachs가 Chen et al. (2022)6) 연구에 기반해 추정한 결과, 봉쇄지역의 GDP 비중이 중국 전체의

30%를 차지할 경우를 가정 시, 전면 봉쇄(도시 내 주요 업무 및 주거 지역의 대부분이 봉쇄)에 따른 중국의
경제성장률(연간)은 봉쇄 기간에 따라 최소 2.55%p(6주), 최대 4.25%p(10주)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동일한 조건 하에서, 부분 봉쇄(확진자가 발생된 일부 지역만 봉쇄)에 따른 중국 GDP 성장률은 전면봉쇄의

1/4 수준인 연간 최소 0.64%p, 최대 1.05%p 각각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봉쇄 시나리오별 중국 GDP 축소 영향>
(%p)

봉쇄지역
경제비중

6주

전면 봉쇄7)
8주

10주

6주

부분 봉쇄8)9)
8주

10주

10%
20%
30%
40%
50%

0.85
1.70
2.55
3.40
4.25

1.12
2.28
3.40
4.52
5.68

1.40
2.85
4.25
5.65
7.10

0.21
0.43
0.64
0.85
1.06

0.28
0.56
0.84
1.12
1.40

0.35
0.70
1.05
1.40
1.75

주: 단위는 연간 GDP 성장률의 변화(%p), 봉쇄지역 경제비중은 중국 성별 GDP 기준
자료: Chen et al. (2022). Goldman Sachs

6) Chen, J., Chen, W., Liu, E., Luo, J., & Song, Z. M. (2022). The Economic Cost of Lockdown in China : Evidence from City-to-City Truck Flows. Working Paper

TRADE BRIEF

08

◉ 우리나라 부가가치 창출을 수요측 요인으로 분해해 봄으로써, 중국의 수요 감소가 무역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❶ 우리나라 부가가치의 국가별 의존도를 보면, 중국이 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중 해외 최종수요로 인한 창출 비중이 26.6%이며, 이중 중국 최종수요에

기인한 비중은 7.5%를 차지했으며 이어 미국 4.8%, 일본 1.4% 등의 순임
<국내 부가가치의 국가별 의존도(2020)>

<국내 부가가치의 국내외 의존도 분해(2020)>
(억 달러, %)

구분

금액

비중

국내 최종수요(a)

10,967

73.4

해외 최종수요(b)

3,965

26.6

- 중국

1,122

7.5

- 미국

716

4.8

- 일본

206

1.4

- 독일

131

0.9

14,932

100.0

계(a+b)
자료: ADB MRIO 활용하여 저자 계산

 중국 최종수요 유발 국내 부가가치는 제조업이 국내 전체 부가가치 대비 4.8%, 서비스업이 2.6% 차지
- (제조업) 중국 최종수요 유발 국내 부가가치는 전기장비가 2020년 364억 달러로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인 2.4%를 차지한 데, 이어 화학(106억 달러, 0.7%), 기초 및 가공금속(68억 달러, 0.5%) 순임
- (서비스업) 중국의 최종수요로 유발된 국내 부가가치는 사업 서비스가 115억 달러(0.8%)로 서비스업

중에서 가장 컸으며, 이어 도매업(43억 달러, 0.3%), 금융중개(36억 달러, 0.2%) 순으로 크게 나타남
<중국 최종수요로 유발된 국내 부가가치분 중 산업별 비중(2020)>
(백만 달러, %)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주: 국내 전체 부가가치 대비 비중
자료: ADB MRIO 활용하여 저자 계산

산업별

금액

비중

전기장비

36,431

2.4

화학

10,641

0.7

기초䞱가공금속

6,812

0.5

기계

4,989

0.3

고무䞱플라스틱

3,506

0.2

사업서비스

11,523

0.8

도매업

4,330

0.3

금융중개

3,648

0.2

소매업

2,902

0.2

주: 비중이 0.2%를 상회하는 산업군 대상
자료: ADB MRIO 활용하여 저자 계산

7) In the worse scenario, referred to as full-scale lockdown, the entire city or main urban district is locked down.
8) A less draconian response is to lock down a county or district in a city (i.e.g partial lock-down).
9) According to Chen et al. (2002) of local lockdowns in China over the past two years, partial lockdowns are only one quarter as costly
to economic activity as full-scale lockdo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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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의 전제10)]
 봉쇄지역이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30%로 가정함
 중국 봉쇄조치에 따른 중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폭 : 8주 전면봉쇄 시 3.4%p 하락 전망
 한국 전체 GDP에서 중국 의존도 : 7.5%(2020년, 부가가치 기준)

❷ (파급경로)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조치 시,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 글로벌 對중국 수출 감소 → 한국 GDP 감소의 파급효과를 가짐
<중국 봉쇄조치 시행에 따른 한국 경제에의 영향 파급경로>

자료 : 저자 작성

❸ (파급효과) 중국 봉쇄조치의 장기화가 현실화되고 이로 인해 중국의 전면 봉쇄지역 경제
비중이 30%를 차지하게 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19~0.32%p 하락이 예상됨
 봉쇄된 지역의 GDP가 중국 전체의 30%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봉쇄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의 GDP

성장률 타격은 최소 0.05%p(6주 부분봉쇄), 최대 0.32%p(10주 전면봉쇄) 하락으로 추정됨
- 제조 산업별로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8주 전면 봉쇄 시 중국의 최종수요 감소로 인한 한국 경제성장률

변동분(0.26%p) 중 전기장비 0.08%p, 화학 0.024%p, 기초 및 가공금속 0.016%p 등 순으로 기여
<봉쇄 시나리오별 한국 GDP 축소 영향>
(%p)

전면 봉쇄11)

부분 봉쇄12)13)

봉쇄지역
경제비중

6주

8주

10주

6주

8주

10주

10%

0.06

0.08

0.11

0.02

0.02

0.03

20%

0.13

0.17

0.21

0.03

0.04

0.05

30%

0.19

0.26

0.32

0.05

0.06

0.08

40%

0.26

0.34

0.42

0.06

0.08

0.11

50%

0.32

0.43

0.53

0.08

0.11

0.13

주: 단위는 연간 GDP 성장률의 변화(%p), 봉쇄지역 경제비중은 중국 성별 GDP 기준
자료: ADB MRIO 활용하여 저자 계산

10) 단, 본 추정은 순수하게 코로나 봉쇄로 인한 중국의 수입감소에 따른 영향만을 계산한 것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음
11) In the worse scenario, referred to as full-scale lockdown, the entire city or main urban district is locked down.
12) A less draconian response is to lock down a county or district in a city (i.e.g partial lock-down).
13) According to Chen et al. (2002) of local lockdowns in China over the past two years, partial lockdowns are only one quarter as costly
to economic activity as full-scale lockdo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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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모형 : 부가가치(TiVA) 이입 모형 ]
 (목적) :
- 기존 무역통계는 국가 간 교역을 총액기준으로 산출함에 따라 중복계상(double-counting)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가 필요
- 해외수요 감소가 무역 경로를 통해 주요국의 GDP에 미치는 영향(GDP의 해외 의존도)을 세계

산업 연관표(WIOD)를 활용하여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으로
측정
 (TiVA 개념) :
- 해외수요(r국가를 제외한 타 국가의 최종수요)로 인해 r국가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 ‘r국가 GDP의 해외의존도’로서의 의미를 가짐
 (r국가의 부가가치 이입모형) :
- 가정 : 경제 내 3국(r, s, t)만 존재함

   ∙  ∙ 





         
             
           





여기서,
   : r국가의 최종수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최종수요 벡터
            : j국가의 최종수요 벡터
  : j국가의 i국가 산출물에 대한 최종수요 벡터

        : 레온티에프 역행렬, 생산유발계수,  는 총 투입계수
  : j국가의 산출물 한 단위 생산에 의해 i국가에서 유발되는 생산 단위
 : i국가의 산업별 부가가치계수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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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 현재 시행 중인 제로코로나 정책은 중국 내 정치상황 및 의료 역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중국의 봉쇄조치는 하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2분기 이후 영향 확대 추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 다만, 실제로 먼저 봉쇄를 해제한 광저우, 지린, 산시성 등은 차량 화물물량지수가 반등하며 회복 중

◉ 중국 내 오미크론의 통제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봉쇄조치로 야기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주변국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봉쇄지역의 경제비중이 중국 전역의 30%를 차지해 8주 전면봉쇄가 현실화된다고 가정 시, 중국의 금년

경제성장률이 3.4%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국의 GDP 성장률 역시 0.26%p 하락 전망
<GDP 기준 중국의 30%가 봉쇄될 경우, 중국 및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향 예측치>
(%p)

국가명

전면 봉쇄

부분 봉쇄

6주

8주

10주

6주

8주

10주

중국

2.55

3.40

4.25

0.64

0.84

1.05

한국

0.19

0.26

0.32

0.05

0.06

0.08

주: 단위는 연간 GDP 성장률의 변화(%p), 봉쇄지역 경제비중은 중국 성별 GDP 기준
자료: ADB MRIO 활용하여 저자 계산

◉ 중국의 봉쇄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비책 마련 필요
 중국의 경우 항만과 공항은 정상운영 중이나, 내륙운송 지연에 따른 정체 등으로 수출입물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 전 세계 10대 항만 중 중국이 6개를 차지한 가운데, 물동량이 많은 주요 항구의 운송 일정이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폭증 등으로 지연되면서 글로벌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소지
 (정부) 봉쇄조치 여타 지역*으로의 확대 동향, 경제안보 핵심품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실시간 현지

정보를 기업에 공유하는 등 적시 대응이 요구됨
* 상하이 인근 장쑤성䞱저장성 등 지역의 경우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분야의 우리 기업 생산기지가 집중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내 주요 도시 봉쇄조치에 대응해 3월 17일 ‘공급망 애로 해소 원스톱(One-Stop)
창구’를 개설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 중

 (기업) 다국적 기업들이 금번 중국 봉쇄 사태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의 효율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하게

됨에 따라 위기 때 복원력이 강한 공급망 다원화 등을 시도
- 우리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나아가 중국 외에도

다른 국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 공장 가동률을 조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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