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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한국 경제, 韩·中 합작에 기대 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 지향 경제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에 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회복과 한

중 경제 무역 협력이 하반기 한국 경제 발전

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을 내놓았다. 

7일 신화사(新华社)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1%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IMF는 또한 한국을 

코로나19의 충격이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

나로 분류하며 선진국 중에서 가장 잘 막았

다고 평가했다. 

강력한 방역 조치로 한국은 지난 5월 6

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회복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2분기 경제 데이터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국 수출

에 대한 타격이 두드러진다. 4월이후 한국

의 수출 규모는 연속 3개월째 두 자릿수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들어 수출 감

소폭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유럽, 미국 등 주

요 수출 시장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에는 한국의 수출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

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보편적인 의견이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

격을 최소화 시키려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앞서 11조 7000억원 규모와 7

억 6000억원의 ‘코로나 추경 예산을 편성한 

뒤, 지난 6월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

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는 내∙외적으로 커다

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신화사는 분석했

다. 특히 외부 환경으로 보면, 코로나19로 보

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어 산업 체인

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는 코로나19 상황 속

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

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

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

하기도 했다. 

다행히 한국은 아직 공무원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자유무역 및 산업 체인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대한상공회의소

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해외 공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94.4%는 여전히 철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은 코로나

19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낸 두 국가이기에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과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이 향후 한국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윤모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달 “중국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힌 바 있

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

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

은 기간 미국, 일본, 유럽 수출액은 모두 감

소세를 보였다. 

앞서 지난 5월 1일 한중 양국은 ‘패스트 

트랙’을 개설해 코로나19 사태 하에 양국 간

의 경제 무역 인재가 왕래할 수 있도록 촉진

했다. 중국주한국대사관 싱하이밍(邢海明)

은 “중국과 한국은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

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선 국가로 협

력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고 말했다. 

이민희 기자 

신화사 “양국 경제 무역 협력이 한국경제 발전에 중요”

中 흑사병, 네이멍구 3곳서 균 검출 WHO “코로나19 공기 전파”
베이징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네이멍구에서

는 추가로 흑사병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8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네

이멍구 자치구 위생건강위원회(内蒙古自治

区卫生健康委)의 발표 내용을 인용해 현재

까지 네이멍구 내 3개 지역에서 흑사병(페

스트) 균이 검출되었다고 전했다. 1번 확진

자의 밀접 접촉자 15명은 이미 자가 격리 조

치에 취한 상태다.

흑사병은 쥐벼룩에 감염된 들쥐·토끼 등 

야생 설치류의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하거나 

벼룩에 물리면 전염될 수 있다. 사람 간에는 

폐 흑사병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침 방

울(비말) 등을 통해 전염이 가능하다. 전염

성이 매우 강력해 중국 전염병 중에서는 가

장 위험한 갑류(甲类) 전염병으로 분류했다.

지난 5일 새벽 네이멍구 바옌나오얼(巴彦

淖爾)시에서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다. 환자 

발생 직후 네이멍구 정부는 의료진과 질병 

전문가를 파견해 환자 치료와 전염병 확산 

방지에 주력하도록 했다. 확진자는 현재 체

온, 맥박, 혈압, 호흡 등 모든 수치가 안정적

이며 병세가 호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멍구 위생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개 지역에서 흑사병 균이 발견되었고 

1곳은 확진자의 거주지인 우라터중치(乌拉

特中旗)의 원겅전(温更镇)이다. 이곳에서 

지난 6월 18일 발견된 쥐 4마리의 사체가 

이후 흑사병으로 확진되었다.

현재 흑사병 균이 발견된 지역은 방역 조

치를 취한 상태로 15명의 밀접 접촉자에서

는 별다른 이상증상이 나오지 않고 있다. 네

이멍구 당국은 지금까지 총 3만 6000평방

미터에 대한 방역 조치를 끝낸 상태다.

이민정 기자

지난 7일 세계위생기구(WHO)가 코로나

19의 공기를 통한 전파와 관련해 '증거가 드

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세계 각국 200여명의 과학자

들은 세계위생기구에 보내는 공개편지를 

의학잡지에 발표, 코로나19의 공기 전파 사

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예방지침도 바꿔

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다. 

8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 보도에 따르면, 

세계위생기구는 줄곧 공기 전파와 에어졸 전

파를 코로나19 감염경로로 인정해야 하나 

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

다. 지금까지 WHO는 코로나19가 주로 감염

자의 비말을 통해 전염된다고 밝혀왔다. 

지난 6일 전 세계 32개 국의 239명 과학자

들은 코로나19의 공기 전파 증거를 제시하는 

글을 의학잡지에 게재하며 WHO에 '공기 전

파'를 코로나 전염의 주요 경로로 지정하고 그

에 따른 예방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학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을 감염시킨다고 주장, 만일 공기 전파가 코

로나 대유행의 중요 요인일 경우 음식점, 사

무실, 시장 등 통풍이 잘 안되고 사람들로 

붐비는 공간에서의 전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1m

이상 사교거리 유지’라는 WHO의 예방지침

도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