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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는 개 시기 국 지배권력 계 의 재구조화 과정을 ‘官商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

다. 80년  ‘권력 자본화’와 90년  반 이후 ‘탈취에 의한 부의 축 ’ 과정에서 료와 기업가 

간의 상호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공  역에서 사  역으로의 이 을 통한 공유재산의 약탈이 

규모로 벌어져왔다. 이러한 국의 新 상결합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편화되었고 공산당 조직에 

의존해 왔으며, 동시에 차 제도  합법성을 갖추고 있지만 반면 사회 하층에 해선 불 용 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국 사회의 계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결합의 형태로 공고화되

어온 국 통치엘리트계 의 특성은 반민주  속성을 내재한 신자유주의의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왔

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새로운 계 ·계층에 한 포섭과 배제를 통해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이 결합된 

지배계 이 재구조화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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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신자유주의와 중국의 엘리트계급 형성

중국 개혁개방의 시작은 세계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조정 시기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서구 자본주의에선 1960년대 말부터 심각한 자본축적 위

기의 조짐들이 나타났고, 1970년대 자본축적의 위기는 실업증가와 인플레이

션 가속화를 가져왔으며 지배계급의 지위에 대한 경제적 위협이 명백히 감지

되기 시작했다.1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강조

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지만, 실제 과정에서 기업은 하나의 ‘제도’로 등장

하게 됨에 따라 권력화되었고2 많은 학자들의 지적처럼 신자유주의화는 애초

부터 계급 권력의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어 왔다. 

하비는 신자유주의화의 업적은 생산성 증대를 통한 자본의 축적이 아니라, 

불균등한 배분 즉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에 있

다고 본다.3 다시 말해 탈취에 의한 축적을 통해 부를 불균등하게 재분배함

으로써 상위 계급의 권력을 회복하거나 새롭게 형성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는 것이다. 탈취에 의한 축적은 민영화와 상품화, 금융화, 위기관리와 조작, 

국가재정의 재분배 등을 통해 발생했고, 모든 영역에서의 상품화 촉진, 사회

복지 철회, 개인적 책임으로의 전가, 노동시장의 시공간적 조정 등이 이뤄지

고 환경 퇴락이 가속화되었다고 본다. 요컨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신자유주

의화는 자본주의를 재조직하려는 이론적 설계의 실행일 뿐 아니라 경제 엘리

 1. 미국 상위 1퍼센트가 갖는 소득의 몫이 거의 30년 동안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성장
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이러한 제약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1970년대 성장이 붕괴
되어 상위계급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하비, 2009: 31).

 2. 크라우치는 ‘제도로서의 기업’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과 기업운영 방식이 경
제영역은 물론, 정치사회 영역을 아우르는 체제 전반을 지배하는 것, 즉 기업이 제도
의 기능과 역할을 갖게 됐음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크라우치, 2008).  

 3. 이 개념은 하비가 2003년 저작에서 미국의 신제국주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시
한 몇 가지 주요 개념들 가운데 하나로 마르크스의 ‘시원적 또는 본원적’ 축적의 개
념에서 도출한 것이다(하비, 2005). 중국 사례를 다룬 이 글에서는 ‘탈취(disposses- 

sion)’의 개념을 공적 재산에 대한 불균등한 배분이라는 형태, 즉 공적인 소유
(possession) 형태를 권력층이 사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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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

다는 것이다. 

‘금융의 세계화’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는 기업의 정치적 힘이 

커진 최초의 변화를 맞이한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계급과 

경제계급이 결합된 엘리트 집단이 형성되어왔고,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개입

을 회피하는 정치체를 강조하면서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정책들이 

절차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면서 채택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 자

체에 대한 위기의식도 함께 도래하게 되었다. 중국이 추진한 개혁개방 정책

은 기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도입한 이른바 ‘이중체제’를 상

당 기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흐름과는 다른 차이를 

보여 왔지만, 부와 권력이 소수엘리트계층에 집중되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관료와 경제기업가가 공생하는 틀을 구축해왔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특징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중국의 개혁개방은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이 없

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지만, 중국의 모든 개혁조치가 신자유주의적인 방식

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시장화와 상품화 과정의 방향 측면에서 보면 신

자유주의적 성격의 확대과정으로 파악해볼 수 있지만, 민영화나 금융화 측면

에선 신자유주의적 특성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사유재산가, 회사, 다국

적기업, 금융자본 등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신자유주의적 국가(neoliberal 

state)’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반면 중국의 자본성장은 국가의 통제에 의해, 

국가에 의존하여 형성되어 왔다. 요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와 자본권력의 

결합형태가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기업의 권력화’ 방식이 아닌, 국가권

력의 자본 포섭을 통한 ‘기업의 권력의존’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권력의 회복이나 상위계급의 구성을 재편한다는 

의미에서 중국 개혁의 특징은 신자유주의의 실제적 측면과 유사하게 나타난

다. 이러한 특징은 2천년대 들어서면서 더욱 뚜렷해진다. 물론 중국적 맥락

에서는 상위계급의 권력회복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정치엘리트들이 시장을 

통해 경제적 권력까지도 점하여 새로운 정치·경제 지배엘리트계층을 형성하

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예컨대 지방정부에 의한 탈취 혹은 강탈이 노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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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고, 공적영역에서 사적영역으로의 이전을 통한 공유재산의 약탈

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기존의 개인적인 부패가 점차 집단화

되면서 관상결합에 의해 ‘탈취에 의한 축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

정에서 시장 논리는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체계로서 작동되었고, 각종 사

회제도는 경영활동과 정부 관료의 필연적인 밀접한 협력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중국 권력계급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

다. 특히 개혁시기 중국의 신통치엘리트를 ‘관상결합(官商結合)’에 의한 지

배권력으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개혁시기 등장한 관상의 유형을 구분

해보고 시장화 개혁이 진전되면서 관상결합이란 새로운 지배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구조화되는지 살펴본다. 그런 다음 이러한 관상결합의 형태로 나타

난 새로운 권력엘리트 동맹의 특징은 무엇인지 평가해본다. 이 글에서는 중

국의 개혁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외적 조건에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신

자유주의가 갖는 반민주적 특징이 중국의 관상결합을 용이하게 만든 환경으

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나타난 중국의 

개혁 과정,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의 연계성 등을 설명해야 하지만, 이

는 중국 개혁의 성격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주제가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는 관상결합이란 권력엘리트 동맹의 형성과 그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논문을 

구성하였다. 

II. 新관상결합의 부상과 관상의 개념 및 유형 

1. 관상결합의 전통과 새로운 권력엘리트

중국은 권력과 부의 결합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해왔다. 개혁시기 과도기

적 성격을 띠는 중국의 제도변화는 이러한 결합이 가능한 공간을 끊임없이 

창출해주었고, 이 과정에서 지배엘리트계급이 형성되고 그 권력이 공고화되

었다. 우선 중국의 시장화 전환은 국가정책에서 비롯되었으며 시장은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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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이 결정적인 영향

력을 발휘해왔다. 정책은 어떤 사람이 제도전환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가를 결정하기도 한다

(Walder, 1995: 263-301). 1990년대 중국의 국가는 지방정부에게 더욱 많은 

경제지배권을 부여했고, 간부와 경제엘리트 간의 호혜관계는 갈수록 긴밀해

져갔다. 유리한 위치에서 가장 먼저 부를 쌓은 사람들은 모두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었다. 따라서 지방관료 아니면, 국유기업 관리자, 혹

은 각급 당원들이 이른바 ‘선부(先富)’의 혜택을 본 자들이며, 이들은 정치권

력을 이용하여 공공의 부를 개인적인 부로 전환시켜왔다. 

딕슨은 중국의 자본가와 당 ․ 정부 관료의 관계가 이미 안정적인 ‘정실 공

산주의(crony communism)’의 관계로 진입했다고 보면서, 이러한 기초는 기

업과 국가 간의 밀월, 종종 부패 관계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Dickson, 2008: 22-27).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우징롄(吳敬璉) 역시 

중국의 ‘귀족 자본주의(權貴資本主義)’, 혹은 정실 자본주의(裙帶資本主義, 

crony capitalism) 가능성을 경고하며, 만약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건강한 

경제발전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유기업개혁과 금융개혁을 지속해야한다

고 주장한다(吳敬璉 ․ 黃少卿, 2007). 이들 연구는 중국이 어떤 체제인지에 

주목하면서 이미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권력으로 공고화되었

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시장화 과정에 개입한 국가 권력 그 자체가 자본화되는 과정에 주목

한 연구들도 있다(楊帆, 1999; 顧自安, 2005). 양판(楊帆)은 중국의 경제발

전 과정에서 각급 정부들이 행정적 독점을 통해 공공 이익을 사적 이익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을 ‘권력자본화’의 개념으로 개괄한다. 홍(Hong)은 국가권력

의 시장에 대한 독점과 배타적 성격에 주목하여 중국경제를 ‘권력자본경제

(The Power-Capital Economy)’라 부른다. 즉 개혁시기 중국은 사회주의 계

획경제도 아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아닌 권력자본경제를 형성해왔으며, 

이는 중국의 특수한 정치제도와 문화전통, 사회구조에 기반한 정치권력과 경

제자본을 교배한 일종의 혼합경제라고 보는 것이다.4 비슷한 맥락에서 우좡

(伍裝) 역시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국가권력의 역할에 주목하여 중국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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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경제’로 파악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권력경제란 국가권력이 사회경제

체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여 경제운행방식과 경제발전 및 그 동력 기제

를 좌우하는 일종의 경제 형태를 의미한다(伍裝, 2005). 

한편 이러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결합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계급 ․
계층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다(Hong, 2004; Dickson, 2003; Huang, 

2008; Tsai, 2007).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시기에는 없던 새로

운 신부호집단을 형성해왔는데, 이들이 바로 사영기업주, 요컨대 새로운 사

적 자본가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과 사유화는 정치민주

의 전제’라고 여겨진다(Dahl, 1971; Inglehart, 1997; Ravich, 2000). 그것은 

개인의 부는 자유 관념을 강화하고 정치민주를 추진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사유재산 소유자와 중산계급은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

책결정층과 입법기관에서 이익의 대변인을 찾고자 하며 정부의 권력을 나누

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연히 중앙집권에 반대하고 정치민주를 지지한다

는 것이다(Huntington, 1970). 그러나 중국의 새로운 사적 자본가집단은 오

히려 권력과 정부와의 결탁자로 공산당 정권을 보호하고 정치민주를 반대하

는 주세력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서구자본가와 중산계급이 갖고 있는 자유

독립 추구나 권력감시의 특성이 없고 공산당에 가입하길 희망하며 권력을 견

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예속물이 되고자 한다. 경제적 핵심 분야를 국가 

혹은 간부집단이 전유하고 이러한 권력에 기업가가 의존함으로써 민주적 이

행을 단념시키는 엘리트계급 동맹이 형성되어왔다. 이렇게 관료와 경제엘리

트 간의 공생관계가 강화되고 더욱이 이러한 기반이 합법적인 제도화를 통해 

공고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중국체제를 ‘금권 권위주의(Plutocratic Authori- 

tarianism)’라고 부르기도 한다(Cabestan, 2010).

이와 같이 중산계층이론가 혹은 시민사회론자들은 서구의 경험과 마찬가

지로 자본가의 정치참여가 중국 민주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Goodman, 1999; White, 1994; 이기현, 2009), 이는 중국의 관상관계가 근

 4. 권력자본경제의 직접적 산물은 권력자본집단으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권력으로 
부를 추구’하고 ‘돈으로 권력을 바꾸는’ 것이고 이로 인해 중국의 부패는 체제화, 타
락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Hong, 2002: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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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권력핵심

층으로 등장한 관상결합의 전통은 사실 중국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국가의 상인’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관상’은 역대 왕조에 모두 존재해왔었

고, 자본주의적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중국의 근대화시기에도 정부권력과 

민간자본이 결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나타났다.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군사기업인 관판(官辦)기업들이 나타났고, 이후 관상합판(官商

合辦)이나 관독상판(官督商辦)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근대적 기업들이 출현

했다.5 관독상판 기업의 자본금은 대개 국가자본으로 이루어졌고, 경영체제는 

국가가 민간인에게 경영을 ‘의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경영자들 대부분

이 퇴직 관료거나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관방과 직간접적 유착관계를 맺고 있

었고, 이는 오늘날의 국유기업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기업

들을 국가가 직접 챙김으로써 국가 세수를 늘리고 근대적인 국가로의 변신을 

도모했다. 

중국의 개혁정부가 표방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국가가 시장경제를 주

도하는 것으로 주체적인 경제행위자는 바로 관료이다. 이러한 속성은 관료가 

상인의 역할을 대신했고, 관료와 상인이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관상합일’의 

전통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중국의 역대 고대정부는 ‘행정효율’로 ‘경제효

율’을 대신하며 최대화를 추구해왔다. 고대사회의 ‘관상합일’ 제도의 보편성

은 왕조의 조세 목적에서 비롯하였으며 이는 국가안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권력과 재정의 주기적인 결핍, 기술 및 지식수준, 지식의 분포구조와 

사회문화, 이데올로기 등 여러 요인으로 이루어진 ‘사회역사적 관행’으로 인

해 고대 중국정부는 경제효율이 아닌 행정효율을 선택해온 것이다(鄧宏圖, 

2003).6 요컨대 ‘관상합일’의 제도안배를 이용해 ‘민간자유 상업종사’를 대신

 5. 여기서 ‘관독(官督)’이란 국가가 보호 지원한다는 의미와 국가가 대표를 파견하여 기
업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의미를 모두 뜻하며, ‘상판(商辦)’이란 경영을 민간
인이 맡아 기업의 실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체제를 말한다(張忠民, 2002). 

 6. 중국은 고대 시기 재정위기와 방대한 조세징수의 거래비용으로 인해 사회경제생활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효율기준은 정치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효율기준’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농업 위주, 중농억상 정책은 고대 중국 생존의 기본 국책이었
다. 



8   장윤미

한 목적은 황권의 권력기초를 공고히 하고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오늘날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개혁시기 기업

에 대한, 그리고 지방정부에 대한 경제권한을 확대한 한 가지 주요한 목적은 

바로 중국의 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라 볼 수 있다. 개혁초기 중국은 재

정청부제를 도입하여 경제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했고 이때부터 지방정부

의 재정확보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된다. 이중경제체제의 구조 속에서 지방정

부가 정치적 비호를 통해 민간기업을 육성한 것도, 1994년 분세제(分稅制) 

이후 중앙재정이 강화되면서 부족해진 지방정부의 재정을 메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국유기업을 민영화하고 토지개발권을 매각한 것도, 또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각급 정부에서 다시 국유기업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을 쇠퇴시

킨 것도7 재정 확충이라는 거시적인 목표가 있었다. 요컨대 중국과 같이 거

대한 국가에서 국가재정의 확보는 매우 주요한 국가목표 중의 하나이며 이를 

위해 국가는 끊임없이 민간 자본과 기업을 통제해왔던 것이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개혁 정부 역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선 국가재정 확

보가 무엇보다 중요했고 이에 따라 정부의 비호를 받는 정부-기업간 공생관

계가 빠르게 형성되어왔다. 

 7.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 논쟁을 말한다. 국진민퇴란 말 그대로 국유부문의 비중이 
확대되고 민간부문의 비중이 축소된다는 의미이다. 최근 <중국기업가> 조사에 따르
면 대부분의 기업 경영자들은 10대 산업진흥계획과 국유기업에게 유리한 금융환경을 
국진민퇴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국진민퇴를 금융 
국유독점의 필연적 결과라고 보고 있으며, 중앙국유기업이 국가경제 및 국가안전과 
관련된 산업 뿐 아니라 비전략산업의 영역에까지 인수합병에 나선 것에 대해 ‘체제 
복귀’라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민영기업에 대한 국유기업의 
인수합병은 시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 자본과 은행대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러한 자원분배는 건강한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조정에도 합리적이지 않고 결국 
시장화의 후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좌파들은 우파들이 국진민퇴
를 공격하는 여론을 조성해 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시장경제 
파괴로 말하자면, 바로 시장원리주의자들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퇴(國退)의 
결과로 결국 재산의 약탈적인 이전만 가져왔을 뿐 진정한 민(民)의 진(進)은 없었으
며, 일부 신흥부호계층의 배만 불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http://www.caijing.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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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상 개념과 유형

이 글에서는 관상결합의 개념을 권력과 자본의 다양한 결합방식을 통해 

통치엘리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파악한다. 세부적으로 관상의 

유형을 나눠본다면 전통적 의미에서의 관상과 기업가관료, 직업관료, 권력기

업가 이 네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우선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관상은 자

유상인인 민상(民商)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권력(官)과 

자본(商)이 결합된 여러 가지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관과 민 사이에 존재하는 관상이 있다. 이러한 관상은 역대 왕조에 

모두 존재했다. 청 제국 시기 관상은 호부(戶部), 공부(工部), 내무부(內務

府) 등 국가 각급 정부에서 모집하여 국가경제임무를 직접 맡았다. 어떤 부

문에서 모집한 상인이든지 간에 정부경제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관

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관상의 특징으로는 우선 관상의 구성원은 상인으로, 

관은 관상이 될 수 없었다. 둘째, 관상은 일정한 경제임무를 맡고 시장에서의 

자유상인(민상)은 관상이 될 수 없었다. 셋째, 관상은 각급 정부에서 모집했

으며, 넷째, 관상이 종사하는 상업 활동은 정부의 물품구매 및 중요상품의 유

통업무였다(徐曉軍, 2003: 50). 이러한 기준에서 관상을 파악한다면 계획체

제에서는 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시장체제개혁 이후에도 농촌 향진급에서

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관상은 거의 없고 민상의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새로

운 관상의 형태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행정형 기업가, 즉 기업가관료가 있다. 기업가관료는 공공

권력의 보유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가적 행위를 하는 관료를 말한다. 

공공권력에 대한 점유관계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가관료는 관료이지만 사회

계급 속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업가관료는 기업가에 속한다. 기업가관료의 

본질은 상인으로 주요 임무는 경영활동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현재 

각급 정부 혹은 당위원회 조직부문에서 임명하는 국유기업 지도자가 대표적

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국유기업 지도자 선발은 행정임명제의 전통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유기업에 대해서 상급주관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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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인으로써 경영자를 선택, 위임할 권한이 있다.8 국유기업의 대주주로서 

정부는 당연히 기업 경영관리자를 임명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직업관료, 즉 행정관료를 말한다. 직업관료의 관점에서 보

자면 16대 이후 기업가들에게 정치입문의 길이 열린 뒤 관료계층은 자산 관

료와 무산 관료로 명확하게 갈리게 되었다. 기업가들의 정치 진출 이후 나타

난 결과는 기업가관료의 권력 오용보다는 직업관료들의 ‘권력을 이용한 상업

행위 추구(以權謀商)’ 현상이 보편화되었다는 점이다. 문제는 정치권력을 이

용해 사회자원을 약탈한다는 것이며 이는 다른 사회계층에게는 모두 불공평

한 일이다. 물론 이들은 기업가가 아닌 관료이지만, 개혁 이후 기업가적 행위

를 보이는 이러한 직업관료들을 넓은 의미에서 관상이라 부를 수 있다. 특히

나 관에서 상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관료가 보

유한 정치자본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보편적으로 일어나

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경유착’ 구조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

나는 현상이지만, 중국에서 공유제 실현의 권리를 행사하는 각급 정부 기관

의 관료들은 지역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직접적인 기업가적 행위를 보이고 있

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권력기업가, 일명 ‘홍색 자본가(red capitalists)’로 불리는 

유형이다. 지방관료 혹은 공산당원의 신분을 지닌 민영기업가를 일컫는데, 

많은 홍색기업가들은 재계로 진출하기 이전부터 이미 공산당에 가입해 있었

다.9 1980년대 향진기업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정부 물자를 조달하는 기업을 

 8. 중국기업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경영자의 취업방식에서 주관부문의 임명에 의해 선
발된 경영자 비율이 가장 높아 57.5%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이사회 임명은 
31.5%, 직대회 선출은 2.5%, 투표경선은 2%, 인재시장초빙은 2.5%, 기타 방식은 
4%를 차지한다. <光明日報>, 2002-04-03. 이 중 이사회 임명 방식이라 하더라도 정
부의 최종 인가 절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급별 혹은 일정 규
모의 국유기업 지도자는 원래 각 급별의 각급 정부 혹은 당위원회 조직부문에서 심사
하고 임명한다.

 9. 1993년 사영기업가의 당원 비율은 13%에 불과했지만, 2007년엔 38%로 약 3배 증
가하였다.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는 당원이 사영기업이나 사유화된 국유기업에 진입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Bruce J. Dickson. 2007. “Integrating Wealth and Power 

in China: The Communist Party's Embrace of the Private Sector,” The China 

Quarterly 192, December. pp. 827-854. 또 다른 통계를 보면 2003년 사영기업주 중 
34%가 당원이었고 이들 중 재산권 개혁으로 생겨난 사영기업주 중에서는 당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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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관료의 가족, 형제, 친척들이 맡으면서, 이들은 향진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을 맡거나 필요한 물품을 조달해왔다. 향진정부 각 부문 및 주

요 지도자(재분배 권력자)와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며 사회자본 연구자들이 

말하는 ‘강한 관계(strong relationship)’의 의존관계를 보여 왔다.10 향진기업

이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의 규모는 의존하고 있는 관료의 직급이나 혹은 장악

하고 있는 재분배 권력의 크기에 따라 정비례했다. 즉 관과 상의 관계가 강

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이다(徐曉軍, 2003: 52). 1980년대 중국 경제의 

부는 이러한 新관상들에 의해 창출된 것이며, 이러한 형태는 시장 규칙에 따

라 운영된 것이 아니었다. 1980 ․ 90년대에는 주로 정치권력과 직업관료 계층

의 비호를 받기 위해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확보했다면, 16대 

이후 합법적이고 권위적인 정치권력을 획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양상이 달라

지게 된다. 예전의 불법적이고 뇌물과 부패를 표상으로 하는 관상관계는 합

법적인 겉모습을 띠고 정치권력과 공공정책을 수단으로 하는 관상협력에 의

해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국면이 형성되면서 자본가계층이 정치권력의 획득

을 통해 자신의 경제발전 공간을 직접 창출하는 국면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

다. 

이러한 유형뿐 아니라 관상결합이란 관과 상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

하기도 한다. 관에서 상으로(이른바 下海熱) 뿐만 아니라 상에서 관으로(16

차 당대회 이후 사영기업주의 참정)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괄하는 권력과 자

본의 전략적 결합까지도 포함한다. 먼저 권력기업가의 공직으로의 이동 사례

를 보면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명예형 

정치 안배로 각급 인대, 정협, 공상련 조직에서 일정한 직무를 맡겨 국가 정

책제정과 사회관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김재철, 2004).11 두 번째 

50.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주가 공산당에 가입한 시간으로 보면 당령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74.2%에 달하는데, 즉 대부분의 사영기업주가 2001년  7 ․ 1 강
화 이후가 아니라 원래 당원간부였다가 그 뒤 국유기업 재산권 개혁에 의해 사영기업
주가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中國工人硏究網編輯, 2008: 43).

10. 1993년 전국 사영기업 조사에 의하면 사영기업주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구 
중 간부가 2/3를 차지하고, 가장 친밀한 친척 중 간부는 1/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영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주가 친하게 교제하는 친구나 친척 중 간부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李路路, 1995: 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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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실무 안배로 각급 정부부문에서 비공유제 경제대표인사에게 적당한 

직무와 업무를 안배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하여 해당 지역과 해당 

부서의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12 

다음으로 관에서 상으로의 이동은 관료 출신 기업가를 의미하며 이는 소

위 대규모의 ‘하해열(下海熱: 돈벌이에 나서는 풍조를 말함)’에 기인한 것이

다. 본격적인 하해는 90년대 초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시작되

었는데, 적지 않은 당정간부가 하해하여 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13 2차 하해

열은 2000년 이후로, 특히 16차 당대회 전후, 저장, 광둥 등 지방 관료들의 

하해 숫자가 급증했다.14 1차 시기에는 정치적 자본을 밑천으로 스스로 창업

11. 전국 공상련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민간기업가 중에서 각급 인대대표로 선출된 
사람은 23,143명, 각급 정협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은 48,359명이다. 그중 전국인대대
표 혹은 전국정협위원인 경우는 243명이고, 성급 인대대표 혹은 정협위원인 경우는 
1,730명에 달하며, 성급 정협부주석은 2명, 시 ․ 현급의 공상련 회장을 맡은 경우는 
592명에 이른다(張厚義, 2010).

12. 허베이 칭허현(清河县)의 경우 사영기업주의 3년 연속 납세규모가 100만 위안을 초
과하는 경우 부과장급(副科级) 간부 직무를 얻을 수 있다. 이 현에서는 현재 최소한 
10명의 사영기업주들이 법원, 노동국 등의 부서에서 영도직무를 맡고 있다. 지린성 
장위안현(江源县)의 경우 1993년에 연간 세금이 50만 위안이거나 흑자전환 50만 위
안 규모의 사영기업주는 부과장급(副科级) 공무원에 직접 채용할 수 있다는 정책을 
내놓아 10여 년간 25명의 사영기업주가 부진장(副鎭長)으로 발탁됐다. 이 두 곳에서 
파격적으로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영기업주 중 다수가 기업의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
거나 혹은 여전히 기업에 겸직상태로 남아 있어 동시에 관과 상이라는 두 모자를 쓰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工人日報 2004-02-10.   

13. 남순강화 이후 관료들 사이에서 하해열이 불어 대량 자본가로 전화되었다. 홍콩 <亞
洲週刊>에서는 요녕성위 조직부의 수치를 인용해 이 성에서만 1992년 전후로 약 3

만 5천 명의 관료가 사직하고 하해했고, 별도 700명의 관료가 ‘무급휴직(停薪留職)’
으로 기업을 창업했다고 보도했다. <中華工商時報>의 통계에 따르면 그해 연도 전
국적으로 최소한 10만 명의 당정간부가 하해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중공 원로 보이보(薄一波)의 아들이며 당시 베이징시 여유국(旅游局) 국장이
었던 보시청(薄熙成)이었다. 

14. 대표적으로 2003년 원저우시 부시장인 우민이(吳敏一)가 사퇴하고 민간기업(惠利瑪

상업물류연쇄기구) 총재 직무를 맡은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2005년 45세에 불과한 
正廳급 간부였던 상하이시 홍커우(虹口)구 구장 청광(程光)의 하해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는 하해 이후 인도네시아 三林그룹의 중국지역 총재를 맡았다. 중
국 농업부 국제협력사 司長 류충멍(劉從夢)은 2002년 커룽(科龍)주식유한공사 총재
를 맡았다. 대개 지방의 중층 간부들의 하해가 비교적 많았으며, 대부분 處급 정도의 
관료였고 局급 정도에 올라 한 부문을 장악하는 권력을 갖게 된 이후에는 하해할 필
요가 없었다. 일반적인 상황은 정부 관료가 자신의 권력과 인맥, 관료사회의 관계를 
이용해 가족 ․ 친척 ․ 친구가 설립한 기업과 합작을 하고 기업이 안정된 이후 사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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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가 많은 반면, 2차 시기엔 주로 민간기업으로 옮겨 고급인력으로 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권력(관)과 자본(상)의 결합은 더욱 긴밀한 관

계를 맺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정책적인 제도 지원으로 인해 합법화되고 

구조화되어가고 있다.   

III. 시장화의 진전과 관상결합의 구조화 

국가사회주의 체제에서 개혁은 국가가 그 권력을 이용해 시장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시장화과정 초기 국가독점은 다소 약화되지만 대부분의 정치경제

자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들은 여전히 많은 재분배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개혁 초기 중국 사영경제의 발전은 권력자들과의 관계와 정부부문과의 

거래가 어떠한지, 제도의 ‘이중궤도(雙軌制)’라는 특성에서 부분적인 독점 지

대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이 관건이 되어왔다. 국가권력이 그들에게 비호와 시

혜를 어느 정도 제공하느냐가 이익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경제영역에서 발휘되는 국가권력은 실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개혁 초기 지방정부로의 재정분권화는 관상결합을 적극 유도하

는 제도환경이 되었다. 지방정부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방경

제에 의존한 발전 전략이 경제성장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1980년의 재정개

혁은 기존의 ‘일괄수입 일괄지출(統收統支)’의 재정체제를 포기하고 대신 

‘(재정) 수입과 지출을 나눈 분급 책임(劃分收支, 分級包干)’이라는 재정체

제를 도입했다. 새로운 재정체제에서 지방정부와 상급정부는 새로운 장기적

인 재정계약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막대한 경제결정권을 쥐게 된 지방권력

은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시기별로 관상결합의 방법과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변화

하해하는 것이다. 나이는 40대에서 50세가량이 가장 많았고 2천년대 이후 관료 하해
는 등급이 갈수록 높아졌다. 관료의 기업가로의 변신 사례에 대해서는 章敬平(2004)

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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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1993년을 기준으로 앞 시기는 계획과 시장이라는 이중제도 속에서 

권력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특정계층이 부를 축적하는 시기였고, 이후의 시

기는 더욱 공고화된 관상결합에 의해 중국식의 ‘탈취에 의한 축적’이 이루어

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개혁 단계를 구분한 연구에서도 1993년 이

전 시기를 증량(增量)개혁, 이후 시기를 존량(存量)개혁 시기로 나누고 있는

데,15 이러한 기준은 제도적, 정책적 변화 뿐 아니라 중국 개혁의 성격과 사

회적 계급 ․ 계층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16 

1. ‘권력 자본화’에 의한 부의 축적 

재정청부제와 함께 지방정부에게 경제정책 결정권이 이전되면서 지방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행위자일 뿐 아니라, 경제적 활동을 통한 

이익의 획득을 누구에게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도 쥐게 된다. 지방에

서 자본과 권력의 호혜관계는 주로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 번

째는 ‘붉은 옷을 입는다(穿红衣)’거나 ‘붉은 모자를 쓴다(戴红帽)’라는 용어

15. 증량개혁이란 체제 밖의 새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개혁, 즉 비국유부문의 발전을 
통해 소유제 구조의 다원화를 모색한 개혁을 의미하고, 존량개혁이란 기존에 존재하
고 있던 부분에 대한 개혁, 즉 체제 내에 존재하고 있던 국유부문의 재산권 개혁을 
의미한다(吳敬璉, 2004). Naughton은 중국 시장경제 이행전략의 주요한 특징으로 
‘쌍궤제(이중궤도)’와 ‘계획 밖에서의 성장’을 꼽는다. 즉 초기 개혁동안 기존 체제의 
‘왜곡’ 부분을 유지한 채, 규제가 없고 세제혜택 등이 주어지는 새로운 부문(농촌 집
체경제, 대외개방특구)을 창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의 가속은 구조적 전환에 
공헌하였고, 초기단계는 파레토개선 과정으로 이로 인해 반대자를 흡수할 기회를 제
공받았다고 평가한다. 중앙과 지방 수준의 영향력과 파워를 지닌 인사들이 유리한 기
회를 가졌는데, 이들은 거의 개혁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이행 기간 동안 규제가 약한 
개인, 집체경제와 여전히 지배적인 국유경제 간의 복잡한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되었다
고 평가한다(Naughton, 1996). 

16. 쑨리핑은 사회구조 측면에서 80년대를 자원의 확산 시기로, 90년대를 자원의 재축적 
시기로 구분한다. 80년대는 절대다수가 개혁개방의 수혜자였지만, 90년대에 이르면 
이러한 추세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해 부가 갈수록 소수에 집중된다고 분석했다
(孫立平,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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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가 공식적으로 정치적인 영예 혹은 직위를 경제엘리

트에게 부여하여 이들을 정치체계 안으로 포섭하는 방식이다. 1980년대 중국

의 경제전환과정의 상당기간 동안 민간기업의 지위는 불확실한 것으로 종종 

정치적, 법률적인 차별을 받아왔다. 예컨대 1990년대 초반까지도 온저우 지

역의 사영기업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베이징에서 보내온 감사팀의 조사를 받

아야했다(Liu, 1992). 사유화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금지된 상황에서 각 

지방정부는 우선 비국유기업에 대해 재산권 보호를 포괄한 정치적 보호를 제

공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가집체(假集體)’란 형식으로 향진기업의 실질

적인 사유화 과정을 묵인하고 용인해주었다.17 

또 다른 방식은 정실주의의 관계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경제엘리

트는 경영허가증, 세수, 프로젝트 수주 등의 분야에서 지방정부에서의 개인 

관계에 의존하고 관료들은 이러한 경제엘리트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

는 방식이다(Baum and Shevchenko, 1999; Bian and Logan, 1996). 관료

들은 민간기업들이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정

부금융기관이 금융자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쑤난(蘇南) 지역의 향진기

업들은 통상 현지 정부의 도움 아래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융자

문제를 해결했다. 

이와 같이 관료가 지니고 있던 정치자본을 활용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

경은 중국의 개혁 방식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정부에 의한 경제발전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방 관료들이 체

제 자체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체제 밖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을 모색

했다. 이러한 과정은 1980년대 ‘계획과 시장의 공존’이라는 과도기적 제도의 

형태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이라는 가격 이중제

가 존재했는데, 이러한 쌍궤제는 기업가가 정부권력에 의존하게 만드는 기본

적인 제도의 틀을 제공하였다. 즉 쌍궤제라는 제도 아래 사영기업에게는 시

장가격을 통한 생산자원 배분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정부에게는 시장가격보

17. 1980년대 향진기업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대다수 향진기업은 지방
간부의 통제와 기업가적 지도에 복종하는 향진정부에 집체적으로 소유되어 있었다
(Oi, 1995). 두 번째 형태는 은행대출과 다른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보호와 
원조 때문에 집체라는 꼬리표를 채택한 실질적으로는 사적으로 소유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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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기업을 지정해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권력을 남겨두

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 행정권력에 의존해 지대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것이다.18 조달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현격하기 때

문에 만약 누군가 저가로 물자를 취득해 다시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혹은 생

산에 사용하면 모두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된다.19 또한 물자분배와 이중가격

제 이외에도 외환매매 역시 공정가격과 시장가격으로 나뉘었고, 은행대출 역

시 고시금리와 시장금리로 나뉘었다. 이렇게 거대한 지대 규모로 인해 많은 

정부 관료들이 지대 창출의 동력을 갖게 되어 부패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졌

다. 또한 거대한 지대 규모는 많은 기득 이익집단을 형성하게 되었고, 80년

대에 보편적으로 나타난 ‘관다오(官倒)’ 현상은 관료부패에 대한 민심의 커

다란 불만을 가져왔다.20 

한편 체제 내에 있는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방권양리(放權讓利: 기업에게 

권한을 이전해주고 기업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도록 유인하는 방식)’ 개혁을 

18. 크루거는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를 경제학 연구 분야로 끌어들여 권력자의 일탈
행위로 인한 각종 부패를 모두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Krueger, 1974).

19. 예컨대 쌍궤제가 공식적으로 확립된 1985년 강재의 시장가격은 조달가격의 2배였다. 

이는 강재를 계획궤도에서 싸게 사서 시장궤도에서 되팔면 100%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 ‘관다오(官倒)’란 국가 관료가 직권을 이용하여 벌이는 불법 전매 행위를 말한다. 

1984년부터 중국 도시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많은 ‘공유제’ 기업들이 나타나는데, 이
러한 기업은 주로 관에서 운영했으며 이윤생산을 목표로 했다. 여기에는 국무원의 비
준을 거쳐 설립된 기업뿐 아니라 각 업종 주관부문 혹은 공회(工會) ․ 부련(婦聯), 그
리고 성 ․ 시 각급 정부와 국유기업에서 설립하거나 심지어 군대에서 설립한 도매회사
나 상업기업 등이 포함된다. 초기자본은 주로 은행 대출에서 왔고 이중가격제를 이용
해 거대한 자금을 획득해나갔다. 1984년 국무원에서 생산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계획 내와 계획 외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업의 자주권을 보유하는데 더욱 유
리한 문건을 발표한다. 이것이 바로 무수한 유령회사를 탄생하게 만든 이중가격제이
다. 이 해 연말 전국 각급 중국국가기관에서 설립한 각종 회사는 약 2만개에 달했고, 

천명이 넘는 당정 관료가 직무를 겸직했다. 상하이시 통계에 의하면 1984년 상하이
시 각종 당정기관 ․ 단체에서 만든 기업이 361개에 달했으며, 관상회사(官商公司)는 
122개였고, 650여 명의 당정간부가 회사 직책을 맡고 있었다. 70%의 회사가 유통영
역 경영에 종사했는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매가 이들 회사의 주요한 운영방식
이었다. 1985년 전국의 이러한 회사는 대략 32만 개였는데, 대다수가 직원과 자금, 

설비가 없는 유령회사였고, 1년여의 정리를 거쳐 17만 개로 줄었으나 다시 1988년 6

월에 40만 개로 급증한다. 이때 대부분이 관판회사(官辦公司)였다. 국무원 각 부위에
서 설립한 회사만 해도 700여 개에 달했다(中國工人硏究網編輯, 200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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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여, 오랜 기간 동안 ‘청부제(承包制)’, ‘위탁경영’, ‘위탁관리’ 등의 방

법으로 국유기업 경영인들의 생산경영 적극성을 동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권양리’의 방법은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연성예산제약’ 문제를 더욱 악화

시켰고 ‘내부인 통제’ 아래에서 회사 공금의 사적 유용(self-dealing)의 문제

를 가져왔다. 관리층이 기업경영의 전체 잉여통제권과 부분 잉여청구권을 장

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통제권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수단으로 

공공재산을 약탈할 가능성이 있다.21 흔히 볼 수 있는 수법은 여러 형식을 

통해 국가의 ‘큰 금고(大金庫)’의 이익을 ‘자기 사람’에게로 보내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전형적인 방법은 ‘이윤은 자신의 ‘작은 금고(小金庫)’로 넣고 적

자는 국가의 것으로 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유 증권 혹은 선물회사는 ‘돈을 

벌면 자신의 것으로 하고 손해를 보면 국가 것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

여 누적된 악성부채자산은 결국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했다. 또 다른 방법은 

하부기관(하급 기업 포함)을 통해 공공재산을 침범하는 방법이다. 이익 수송

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위탁경영대표인 기업 관리층이 자신의 측근으로 하여

금 하급 기업을 설립하게 하고 하급기업의 잉여 통제권을 완전히 이 측근에

게 위탁하는 방식이다(Francis, 2001; Oi, 2005). 하급기업은 이를 그대로 본

떠 다시 그 아래에 하급기업을 만들어 층층히 지배하는 ‘다층 법인제(多級法

人制)’ 현상을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구조는 소유자와 경영자 간의 상호견

제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 국유자산 유실이 매우 손쉽게 벌어지게 만든다. 

2. ‘탈취에 의한 부의 축적’ - 관상결합의 조직화

1993년 이후 관상의 결합은 일정한 제도의 틀로 합법화되면서 점차 조직

화되어간다. 장쩌민의 삼개대표론이 공식화되고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사

21. 1990년대 중반까지도 국유기업의 내부인통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 공식적인 사
유화는 아니지만, 국유기업의 많은 부분의 통제권과 잉여수익이 방권양리 정책을 통
해 경영자에게 이전되었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비공식적인 사유화가 진행되었다. 즉 
명의 소유권에는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영자들은 자신이 통제하는 국유기업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였다. 내부인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靑木昌彦(1995)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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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업주의 당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관에서 민으로 또는 민에서 관으로의 

이동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가는 공상련이나 기업가

협회 등 半관방조직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표출하고 인대 대표

나 정협위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점차 넓혀나간다.22 민간기업

가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부문이나 관료의 지원을 더욱 합법적으로 받고

자 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자를 초빙해 사외 이사로 일임해 관련 정

보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 자본을 통해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부 정

책결정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서 현대기업제도의 건립이 제기된 후로 국유기업

의 재산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10년 뒤인 2003년에는 현대재

산권제도의 건립이 제기된다. 즉 기업재산권제도를 해결하지 않고 현대기업

제도를 건립한다는 것은 공론이라는 것이다.23 이 시기 관상결합 활동의 주

요한 특징은 공공자원의 사적 영역으로의 급속한 이전이 공공재산에 대한 약

탈을 통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국유기업의 사유화 

과정과 토지개발을 둘러싼 결탁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유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은 1990년대 중반부터 ‘조대방소(抓大放

小)’ 전략을 채택하여 이루어진다. 즉 대규모의 국유기업은 대형 기업집단으

로 육성하고 중소형 국유기업은 시장으로 내보낸다는 전략이다. ‘조대방소’

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처분권과 수익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는 것으

로 과거 중앙정부의 국유기업 재산에 대한 일급 위탁 구조를 바꾸고 중앙과 

지방에 의한 다급 위탁, 분급 관리 구조를 형성하였다. 1997년 15차 당대회

에서 ‘국유기업개혁의 난관 극복(國企改革攻堅戰)’의 구호를 외치자 많은  

성 ․ 시에서 잇달아 ‘국유독자기업과의 고별’을 선언하며 주식제 개혁을 통해 

22. 대표적으로 2003년 쉬관쥐(徐冠巨)와 인밍산(尹明善) 등의 사영기업주들이 장관급
(省部級) 관료가 된다. ‘양회(兩會)’에 참가한 민간기업가는 정협위원이 100여 명에 
달하고 인대 대표는 133명으로 그 이전의 회기보다 약 5배가량 증가했다. 연말에 발
표된 포브스지에 실린 중국의 부호 순위에도 9%가 인대 대표, 13%가 정협위원이며 
25%의 기업가가 모두 공산당원으로 나타났다(楊帆, 2010).

23. 현대재산권제도란 <기업법>에 따라 등록한 국유기업을 <공사법>에 따라 등록한 회사
로 재산권 개혁을 마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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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민간기업들을 창출했다. 지방정부로서는 기존의 적자국유기업이 부담

이 되기 때문에 국유기업 민영화 물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방 재정을 확

충하려 했다. 특히 현급 및 현급 이하 행정단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재산권 개혁을 진행하였는데, 이로써 현재 시 ․ 현급 중소형 국유기업의 재산

권 개혁은 80%에 달하고 어떤 지방은 90%에 달한다. 반면 성급과 중앙기업

을 포함한 지구 및 지구 이상 기업의 개혁율은 8.7%에 불과하다(吳敬璉, 黃

少卿, 2007).

그러나 ‘조대방소’에서 ‘방소’의 실질적인 과정은 과도한 사유화를 초래하

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민간자본은 대부분이 실질적인 합법성을 갖추

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현대재산권제도 

건립은 공공 자산에 대한 탈취를 더욱 심화시켰다.24 각 지방에서 국유기업

의 재산권을 개혁하려는 이유는 무엇보다 세수 때문이었다. 지방정부에 소속

된 국유기업의 경영이 형편없을수록 이들의 이윤세 수입은 갈수록 적어졌고,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투입해야할 정부 보조금은 갈수록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기업으로부터 획득하는 수익 역시 갈수록 적어졌

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의 재산권 개혁을 통해 손쉽게 재정을 확보

하려 했다. 즉 기업으로부터 정부 목표와 일치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 재산권 개혁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 것이다.25 그러나 이러한 재산권 

개혁 과정을 통해 오히려 공공의 재산을 합법적인 사적 자본으로 둔갑시킨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컨대 국유기업의 재산권 개혁 과정에서 기존

의 국유기업 경영자가 민영자본의 기업가로 분화되어 나왔다. 어떤 경우 국

24. 국유기업 재산권 개혁 과정에서의 국유자산유실의 구체적인 사례를 다룬 보도 및 보
고서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中國經濟快訊周刊> 2002年 第44期; 何淸漣, 1998; 陳

寒鳴, 2007.

25. 물론 모든 지방정부에서 무조건 사유화를 추구하진 않았고, 이러한 과정은 정치적 판
단에 따라 진행되었다. 1998년에서 2003년까지 전국 집체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집체기업이 정부에게 공헌하는 정치적 수익이 높고(예컨대 현지 노동력 취업, 

기업세수, 지방지도자 업적 등) 집체기업의 생산투입과 제품판매를 정부에 의존할수
록, 또한 지방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수록(대형 기업) 집체기업은 
쉽게 재산권 개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楊治 ․ 路江涌 ․ 陶志剛, 2007). 즉 지
방정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세원이 어느 부문에서 나오는지에 따른 각 지역
의 상황에 따라 소유제 개혁은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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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업 경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을 통해 개인기업을 별도로 

설립하여 국유기업자원을 점차 개인기업으로 이전했다. 또 어떤 국유기업의 

경영자는 MBO(경영자인수) 방식이나 ‘自賣自買’를 통해 국유기업을 자신이

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 헐값에 매각하여 실질적인 사유화를 이루기도 

했다.26 

이렇게 공공재산에 대한 탈취가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기존에 국유기업 

경영자가 갖고 있는 이중신분 때문이다. 국유기업의 경영자는 경제적 활동을 

벌이는 기업가이자 동시에 관료의 신분을 갖고 있는 기업가관료이다. 때문에 

국유기업 경영자의 임명권은 중앙당에서 행사하고 있다.27 행정식 위임제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행정관료와 기업가 간의 역할 교환이다. 국유기업 경영

자가 갑자기 정부관료 신분이 되거나 정부 관료가 갑자기 국유기업 경영자가 

되기도 한다. 그 근거는 행정등급으로, 대개 중앙소속기업의 행정 등급은 지

방기업보다 높고, 기업의 등급은 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승급된다. 기업가는 

해당 기업의 행정 등급을 보유, 처급 기업의 기업가는 처급 간부, 성부급 기

업의 기업가는 성부급 간부가 되는 식이다.28 어떤 기업으로 파견되느냐와 

국유기업 경영자의 업적은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급 

지도자가 평가하고 결정한다. 중대형 국유기업 경영자는 정치적인 잘못이나 

심각한 형법 저촉이 아니라면 자신의 관직을 잃지 않는다. 경영이 좋지 않아

26. MBO는 ‘국퇴민진(國退民進)’이라는 역사적 배경아래 도입된다. 이는 일종의 대리비
용을 절감하고 관리층을 격려하며 기업의 실적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실제 운용되는 과정에서 MBO는 공평성의 문제를 유발, 중단의 운명을 맞
이한다. ‘自賣自買’란 국유기업의 경영자가 기업의 매각과정을 주도하여 자기가 정한 
가격으로 자신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포괄적 논의로는 서석흥(2008)

을 참고하라. 

27. 1998년에서 2003년까지 행정주관부문이 취소되어 중앙에서 관리하는 중점국유기업
(회사제 기업과 비회사제 기업)의 이사장, 당위서기, 총경리 등의 지도자는 당 중앙 
대기업공작위원회에서 임명했다. 2003년까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는 모두 국
유기업 소유권기구 혹은 출자인 기구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설립했다. 국유자
산감독관리위원회가 설립된 뒤 대부분의 기업 지도자의 선택과 임명은 국유자산감독
관리위원회에서 맡았고, 아주 중요한 국유기업의 지도자는 여전히 당 기관에서 임명
하고 있다(張文魁 ․ 袁東明, 2008: 97).

28. 따라서 국유기업 경영자는 기업경영관리 과정에서 기업성장발전의 경제적인 목표보
다는 정부 주관부문의 행정목표에 더욱 주목하며 행정 지도자와의 관계에 더욱 치중
하고 있다(張陸 ․ 荀啓明 ․ 張麗鸝, 2006: 20-26,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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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른 기업 혹은 정부 부서로 전근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상급의 평가이며 따라서 상급 지도자의 편향 혹은 의도에 부합하는 일

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또한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단기적인 이익 추

구를 하게 된다(楊春學, 2002: 51-56).

한편 1990년대 이후 제품시장의 가격궤도가 하나로 합쳐지고 시장이 개방

되면서 상품시장에서의 지대추구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토지와 자본 요소

의 분배와 이들 영역에서의 이중가격제는 여전히 존재하여 지대추구와 부패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토지를 예로 들면 국유기업이 사용하던 국유 

토지는 90년대 들어 정부에서 토지차용허가(批租) 방식으로 토지를 제공했

다. 즉 모든 비농업용지는 반드시 정부의 토지차용허가를 거쳐야 했다. 토지

차용허가는 소수관료와의 협상으로 결정되는 ‘협의 토지차용’ 방식을 채택하

기도 했고, 비교적 규범적인 공개경매의 토지차용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다. 

각 지역에선 주로 ‘협의 토지차용’ 방식을 채택했는데, 실제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가격결정권은 업무를 주관하는 정부 관료의 선택에 좌우되었다. 이 때문

에 관료 뇌물을 통해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되었고, 토지전매는 매우 심각한 부패현상이 되었다. 정부로부터 얻

은 토지는 종종 갑절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전매의 과정을 

통해 가격은 갈수록 높아져 거품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21세기 들어 각급 지방정부의 주도 아래 중국의 경제발전이 ‘중화학

공업화’ 단계로 진입, 도시화 속도가 빨라지자 토지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각급 지방정부에서 개발구를 설립해 농민에게서 저가로 토지를 징용한 

후 공상업 기업 혹은 부동산 개발상에게 토지차용을 내주는 풍조가 나타났

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미시적 개입능력이 강화되어 기업가의 지대추구 

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29 

29. 보도에 따르면 2003년 말 전국의 성급 이상 개발구만 900여 개에 달하고, 규획면적
은 거의 3.6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토지 차용허가권
을 장악함으로써 미시적 경제활동 개입능력이 유례없이 강화되었다. 이밖에 각급정부
의 자원배분 개입 권력은 지방세수 부분으로 귀속시킨 기업소득세의 감면, 기업투자
항목에 대한 재정 보조, 국유은행 대출에 대한 직접 개입 혹은 간접적인 영향 등이 
있다(吳敬璉 ․ 黃少卿, 2007: 1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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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동산 영역에서의 관상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에 있었던 

상하이 민싱(閔行)구 메이룽(梅隴)진의 건물붕괴사건을 꼽을 수 있다. 당시 

막 지은 분양주택의 붕괴로 인해 관상결합의 은밀한 ‘이익관계 사슬’이 폭로

되었다. 이 공사의 개발상은 상해 메이두부동산회사(梅都房産公司)였는데, 

이중 여러 명의 주주가 모두 현지 정부에 재임 중에 있었다. 제2대 주주였던 

췌징더(闕敬德)는 관방 공문서에 ‘진장(鎭長) 보좌관, 토지징발소 소장’의 직

함을 내걸기도 했다. 메이두 회사는 1995년 메이룽진 토지징발사무소(徵地服

務所)에서 설립한 집체기업이다. 원래 토지징발사무소가 주식의 80%를 점유

하고 있었는데, 1997년에서 2001년 사이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쳐 완전한 

사영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원래 토지징발의 업무를 보던 관료들과 주관

부서 공직자들이 각각 기업의 책임자와 주주가 되면서, 집체기업은 사영기업

으로 바뀌었다. 당시 주식출자 안에 얽혀있는 기존의 토지징발사무소 직원에

는 鎭정부 공무원도 있고 鎭자산관리공사 관리자도 있으며, 또한 많은 사람

들이 여러 기업 안에 교차로 중복되어 주식지분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부동산 영역에서의 관상결합, 권력과 돈으로 결성된 이익공동체는 

중국에서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며,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실명을 쓰고 있어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 일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층으

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하다. 관료의 행위는 대개 집단이익을 위해서라고 여

겨지기 때문에, 관상결합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대개 기업가이다. 또한 현행 

법률은 관료를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상결합은 종종 합법적인 

외피를 쓰고 조직화되고 있다.30 

30. 허난 정저우시의 “경제적용주택을 별장으로 건설한” 사건이 알려진 뒤 정저우시는 
텐룽(天榮)공사의 경제적용주택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조업중단 명령을 내렸다. 또한 
위법건설공정에 대해 총 건설비의 5~10%의 벌금을 물게 했다. 그러나 똑같이 책임
이 있는 정저우시 규획국(規劃局)과 주택관리국(房管局), 국토국, 건설위원회 등 정
부 부문의 관련 책임자들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 http://www. dwnews. 

com(2009/08/24). 경제적용주택(經濟適用住房)이란 국가 계획안에 들어가 있으며 
도시정부가 부동산개발기업 혹은 주택건설단위를 조직하여 낮은 가격으로 도시 저소
득층 가정에 판매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주택 상품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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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국 관상결합의 특징

1. 지방 분권화된 구조

개혁시기 중국 관상결합의 구체적인 과정은 대부분 지방보호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경제개혁 과정에서 현지정부는 현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

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타지 상품의 해당 지역 시장으로의 진입

을 금지하였고 각종 원료와 원자재가 다른 지역으로 판매되는 것도 막아왔

다. 기업 주관부문은 행정권력을 이용해 해당 부문기업의 높은 이윤을 보호

했으며 민간자본의 진입을 배제하거나 제한했다. 특히 사법체계가 독립적이

지 않아 지방 관료의 행정권력의 도움으로 계약집행을 보장받았고 기업의 행

정부문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컸다. 법정에서 지역 간 거래 계약분쟁에 직면

하여서도 마찬가지로 현지기업의 편을 드는 경향이 있으며 공정한 사법판결

을 내릴 수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깨기 위해 지역 간 무역을 하는 기업가

의 현실적인 책략은 어떻게든 무역 대상 소재지의 지방 관료를 자신의 대리

인으로 만들고 그들이 장악한 행정권력으로 계약집행의 보장을 받는 것이었

다. 또한 현지관료에게 계약 보호인의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 기업가는 반

드시 거래에서 생긴 총수익의 일부분을 지방 관료에게 보답으로 지불하기로 

약속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료는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기

업가가 지방 관료의 보호를 찾는 이유는 계약이 위반됐을 경우를 대비한 일

종의 구제를 얻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일단 형성되면 기업가는 독점

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효율적인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기제는 매우 쉽게 관상결합에 의한 탈취 기제로 변질

될 수 있다.

이렇듯 당 ․ 정부 관료와 자본가의 결탁은 대개 지방 급에서 발생했다. 페

이는 공산당 관료들이 정치적 특권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이 과

정에서 중국 국가의 성격 자체가 변했다고 보면서, 이러한 중국체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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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권적 약탈국가(decentralized predatory state)’라고 부른다(Pei, 2006). 

중국의 개혁은 지방에 대한 행정적, 경제적 분권화로 시작되었고 지방 관료

는 일정한 성장률을 달성해야 승진할 수 있는 구조이다(O’Brien and Li, 

1999). 사영부문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었기 때문에 지방경제 발전을 위

해 지방 관료들은 사영기업가와 적극 협력하게 되었다. 지방 관료들은 대다

수의 프로젝트 수주권과 국유 ·집체기업 매각, 그리고 개발상에게 토지 사용

권을 이전하는 과정을 모두 통제해왔고, 각급 정부 및 기관의 관료들은 중국

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모두 수혜를 얻었다. 따라서 중국 개혁으로 이익을 본 

계층은 러시아의 경우처럼 올리가르히라는 소수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각 지방의 각 급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어 ‘집단 부패’의 특

징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Hung, 2008; Shieh, 2005). 

2. 공산당 조직에 대한 의존 

중국의 관상결합은 정경유착의 성격을 띠면서도 이러한 과정을 당이 통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지방정부의 주도아래 민간 기업가들이 경제성장을 이끌

어왔지만, 당이 기업가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제한해왔다. 특히 2001년 이후 

삼개대표론이 공산당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당은 ‘선진 생산력’이

라고 여겨지는 신흥 경제사회엘리트도 대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언은 중국 

사회주의가 기존의 사회주의 재해석의 단계에서 벗어나 자본가에 대한 포섭

을 통해 당의 집정을 공고히 하려는 현실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개혁개방 이

후 당의 합법성을 경제발전에서 가져오려는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경제성장

을 위한 주요 원천이 되는 사영기업에 당이 갈수록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때문에 지방 관료들은 사영부문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는 당 건설

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최근 들어 사영기업에서의 기층 당 조직 건설을 

매우 중시하여 자본가의 입당 뿐 아니라 민영기업 내에 당 조직 건설을 중요

한 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사영기업의 당 조직은 당원 간의 정치학습을 지도할 뿐 아니라 품질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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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나 기업문화 강화 같은 비즈니스 분야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당 

조직의 활동은 사영기업을 감독, 통제하여 정치적 도전을 방지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당과 사영부문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는 점이다. 즉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공생관계

를 형성하자는 것인데, 이는 경제발전과 사유화 과정에서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관료와 기업가는 경제성장이란 목표와 정치안

정간의 균형에 대해 공동의 견해를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당의 학교인 ‘당교’를 개인 기업가에게 개방하기도 했다. 중앙

당교는 2000년 4월부터 민영기업가를 위한 과정을 개설하였는데, 2006년 이

전까지 만 명이 넘는 전국 각지의 기업가들이 참가했다. 지방 당위원회의 학

교 역시 비슷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치교육 뿐 아니라 시장판매, 인력

자원, 회계, 실질적인 관리 문제 같은 과정도 다루고 있다(Dickson, 2007). 

이러한 당교를 통해 기업가와 관료간의 밀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형

성되고 있다.   

3. 제도적 합법성을 통한 구조화

1980년대 지대추구활동은 주로 권력과 연계할 수 있는 기업가들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자원배치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시장 메커니

즘, 소득격차, 횡령과 수뢰, 국유자산의 대규모 분할 등으로 소득과 재산이 

몇몇 소수에게만 집중되었고, 세수입과 저축 그리고 다른 경로를 통해 대량

의 농촌 자원이 끊임없이 도시로 흘러들어갔다(孫立平, 2003). 이러한 과정

은 일련의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화되었다. 15차 당대회에서는 ‘비공유제 경

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규정하면서 ‘자본과 기

술 등의 생산요소에 의한 분배의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의 헌법 수정

에서도 사영기업주의 입당을 허용했으며 <물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자본집

단의 정치적 지위를 인정했고 합법적인 틀 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치적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에 따라 최근 부패가 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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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금융이나 석탄업 부문에서는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또한 2천 년대 이후 매관매직 풍토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관료임면권을 장악하고 있는 관료는 직접적인 이득을 볼 수 있

게 되었다. 

또한 농촌의 토지청부, 이중 가격제, 주식과 부동산 투기, 국유기업의 민영

화 등 온갖 부당한 방식을 통해 얻은 재부는 또 다른 투자를 통해 새로운 민

간자본을 형성하여 기존의 불법적인 소득을 합법화해 나갔다. 이에 따라 새

로운 합법적인 영역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이러한 불법적인 원시자본 

축적 과정을 추궁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졌다. 또한 이들은 많은 경제 전

문가와의 협의와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합법성을 갖춰나갈 뿐만 아니라 자신

들에게 유리한 경제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개혁 이후 사회 대부

분의 자본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의 엘리트 연합이 빠르게 구축되

어왔다. 이들은 이미 비교적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전체 

사회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공고화된 엘리트 연합을 통

해 공공정책 제정과 집행과정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사회공공여론과 담

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하는 능력도 갖추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많은 

지식인들이 핵심적 권력층으로 포섭되면서 주류적 경제이론을 지지할 뿐 아

니라, 이러한 제도적 안배를 통해 막강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31 당의 이익과 

31. 2007년 양회 기간 동안 전국인대 대표인 홍커주(洪可柱)는 <중국증권감독회 주식발
행심사위원회 역대위원에 대해 책임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관한 건의> 제안을 제
출했다. 이 제안서에서는 “증감회 주식발행심사회의 일부 위원들이 특수한 지위와 독
점적 권력, 비대칭 정보 등을 이용해 각종 방식으로 배우자, 자녀, 친척, 학생, 친구 
등을 동원해 주식투자에 마구 참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안서에서는 직접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전국정협 상무위원이자 베이징대학 광화관리학원 명예원장이며 
중국 증감회 주식발행심사위원회 초대 위원인 리이닝(厲以寧)을 필두로 하는 리이닝 
가족은 이미 억대가 넘는 자산을 보유, 직접 ․ 간접투자로 주식을 지배하거나 출자하
고 있는 기업이 20여 개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공교롭게도 이 해 양회가 폐막된 이
후 3월 28일 룽신(榮信)주식이 선전에서 상장, 개시 후 주가가 174.60% 올랐다. 회
사의 실제 통제인은 바로 리이닝의 아들 리웨이(厲偉)와 리웨이의 처 추이징타오(崔

京濤) 등이었다. 주가폭등으로 한 집안이 하루에 2.76억 위안을 벌어들였다. http:// 

www.dwnews.com(2009/09/07). 홍콩과학기술대학의 딩쉐량(丁學良) 교수는 “대륙
에서 진정한 경제학자는 5명도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중국청년보의 조사결과 딩 교
수의 발언에 1,300여 명의 응답자중 83%가 동의했고 8.3%만이 반대했다. 딩 교수는 
“진정한 경제학자라면 경제학을 과학으로 다뤄야지 돈벌이 수단이나 출세길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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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의 이익이 뒤섞이고 지식의 권력화 현상까지 더해져 이러한 지배엘리

트 동맹은 강력히 구조화되고 있으며, 대신 사회 하층에 대해선 점차 불관용

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하위계층과의 단절 

개혁개방 이후 시장화와 소유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계급이 분화

되고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중국 학계에선 이러한 현상을 두고 

‘계층’이라는 개념의 재규정을 통해 중국 사회의 분화를 설명하고 이를 범주

화하려는 시도를 진행해왔다. 특히 쑨리핑은 개혁과정에서 정치, 경제, 문화 

엘리트의 상호 결합을 통한 엘리트 동맹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엘리트 결합을 통한 이익교환과 공공자원의 분배와 독점으로 인해 중

국사회의 상층과 하층사회가 구분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계층화를 ‘단

절(斷裂)’이란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다.32 중국의 개혁개방과정에서 부와 권

력의 일체화는 급속한 성장을 가져다주었지만 전통적 지지층을 상실하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행정관료와 기업가의 결탁, 기업가관료의 권력기업가

로의 변신, 기업가의 정치권력 획득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공고한 정치경

제엘리트층이 형성되어왔지만, 반면 사회주의 기업의 주인이라 선전되어 온 

기존의 국유기업 노동자들과 대다수의 농민들은 실업을 맞이하게 되어 실질

적인 임노동자로 전락하고 가장 취약한 집단이 되고 만 것이다.33 그야말로 

서는 안 된다.” “중국에서는 모든 사회문제를 경제학으로 귀결시켜 경제학이 과학이 
아니라 누구나 떠벌리는 학문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한다(丁学良, 2005).

32. ‘斷裂’이란 구조 속에 있는 관련 성분들이 지나치게 분화되어 서로 간의 유기적인 결
합 상태가 부족한 것을 말한다. 즉 상층집단과 하층집단간의 분리 현상을 말한다(孫

立平, 2003).

33. 중국 공유제의 소유제 전환 과정을 통해 공유자산이 사적 자본으로 전환되고, 공유제 
노동자가 고용노동자로 전환되어 왔다. 즉 국유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공장장들은 
기업을 팔아치우고 노동자들은 국가 노동자로서 일했던 자신의 연공과 신분을 팔아
버리는 현상(廠長買斷企業, 工人買斷工齡)이 일상화된 것이다(徐小洪, 2004). 최근 
이러한 국유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2009

년의 대표적인 사건을 꼽자면 7월 지린(吉林) 통화시의 국유기업 통화철강(通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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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단절과 분열의 분층구조가 정형화되고 있는 것이

다.34

문제는 이러한 분리 구조가 재생산되어, 특정 권력지배층의 자녀들에게도 

부와 권력이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1, 2세대 지도자들의 자녀들은 종종 부모

세대를 따라 당, 정, 군에 들어간 경우가 많지만, 3, 4세대 지도자들의 자녀

들은 모두 기업으로 들어가거나 유명한 기업가와 사돈관계를 맺어왔다. 이렇

게 하여 아버지는 권력을 장악하고 아들은 돈을 버는 이른바 ‘官父商子’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부모세대는 관료직에 있고, 자식 세대는 경제계에 종

사하여 부모의 관직이라는 공적 자원에 의존해 관상결합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가족 정경엘리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35 한 내부 자료에 

의하면 개인 자산이 1억 위안이 넘는 중국의 부호 중 90%가 모두 고급 관료

의 자녀라고 보고되었다(Dickson, 2008).36 

지배엘리트층의 부의 축적 방법은 처음부터 정치권력에 의존해왔기 때문

에, 이러한 부의 축적을 위해 중요한 것은 정치적 권력의 지속적인 장악이다. 

예컨대 허난성 구스(固始)현의 향진장 공개 선발에 당선된 12명 모두 관료 

자녀이거나 관료의 친척이었다(廣州日報, 2009/08/27). 이렇게 사회공공자원

노동자 수만 명이 회사의 민영화 방침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이 회사를 인수·
합병하려던 사영기업 젠룽(建龍)철강의 임원 천궈쥔(陳國軍)을 구타로 숨지게 한 사
건이 발생했다. 또한 8월에는 허난성 푸양시의 린저우(林州)철강 노동자 4백여 명이 
회사의 구조조정 문제를 처리하러 온 국자위(国资委) 간부 1명을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달 후난성 석탄그룹 산하 진주산(金竹山)광업유한공사 노동자 5천 명
이 파업을 벌이면서 회사 민영화 상장과 불공정한 구조조정방안에 반대했다. 

34. 쑨리핑은 ‘정형화’라는 용어를 일정한 구조적 틀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다. 

35. 대표적으로 정샤오위(鄭筱萸), 청웨이가오(程維高), 비위시(畢玉璽) 사건을 들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관료 아버지들은 종종 ‘양아들’을 두기도 한다. 예컨대 헤이룽장 수
이화(綏化) 시위 서기 마더(馬德)는 2명의 양아들을 두었고, 후난 솽펑(雙峰) 현위 
서기 주잉치우(朱應求)도 양아들을, 장쑤 창저우(常州) 부시장 장둥린(張東林)은 거
의 20명에 달하는 부동산업자들을 양아들로 거두어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벌였다. “一

家兩制, 官父商子”, http://www.dwnews.com(2009/9/7).

36. 타임위클리의 기사에 따르면, 2006년 3월 말까지 중국의 개인 재산보유가(해외자산
은 불포함) 5천만 위안 이상인 사람은 27,310명, 1억 위안 이상은 3,220명으로 나타
났다. 1억 위안 이상의 부자 가운데 2,932명은 고급간부의 자녀로 나타나 억대재산가
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20,450여 억 위안에 달한다. <時代

周報>(200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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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유 기회 역시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부와 가난이 세습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불평등 현상으로 인한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은 ‘관료 2

세대(官二代)’, ‘부자 2세대(富二代)’, ‘가난 2세대(窮二代)’ 등의 많은 신조

어를 낳았다. 중국 사회는 권력엘리트 지배층과 하위계층이 점차 분리 단절

되고, 계층 간의 이동이 점점 불가능해지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V. 평가와 전망 

이 글에서는 ‘관상결합’의 개념을 가지고 개혁시기 중국 권력계급의 형성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사회주의 시기 성공한 혁명에 기반해 건국한 

중국은 전통적인 거대한 관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철저한 등급제 사회였

다. 관료계층의 특권화를 없애려한 문화대혁명 역시 초기의 자발적인 폭발력

에도 불구하고 1969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간부들의 대대적인 정치적 복

권을 막지 못했다. 이후 개혁개방의 역사는 이러한 관료들의 재권력화 과정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권력의 자본화 과정에서 행정관료, 기업가관료, 

권력기업가 등 다양한 관상들이 출현했고, 관과 민 사이의 상호 이동이 자유

로워지면서 이들의 동맹이 제도적 틀 내에서 합법화되고 통치계급에게 유리

한 정책들이 확대되어 왔다. 이들은 개혁 초기에는 계획과 시장의 이중궤도

라는 제도적 지원 속에서, 후반기에 가면 국유자산에 대한 재조정을 통해 공

적 자산을 사적 영역으로 자유롭게 이전해왔다. 특히 자유와 시장의 담론 속

에서 관료 전문화와 자본가 육성, 그리고 지식인 포섭을 통해 소유권과 권력

의 이전이 이 세 계급으로 빠르게 집중되어 왔다. 

중국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끊임없는 사상해방과 이에 대한 논쟁을 통해 

기존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각종 제약을 타파해왔다. 

요컨대 계획과 시장의 관계, 상품화 논쟁, 재산권 논쟁 등 광범위한 사회적 

논쟁의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고 비교적 성공적인 개혁을 이끌

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중국의 경제발전이라는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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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성장비결의 원인을 찾으려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개혁이 가져온 계

급 구성 측면에서의 실제적인 변화는 간과하고 마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정치와 경제의 관계라는 기존의 근대화론의 틀에서 중국 성장의 원

인을 찾다보니, 중국의 경제발전을 정치개혁 없는 경제성장으로 파악하기도 

하고 혹은 경제발전이 아직은 정치민주화를 가져오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의 가정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를 함께 발전하는 것으로 보는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상정하는 것이며, 경제

적 자유주의가 반드시 정치적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

것은 자유화된 많은 경제 주체들이 민주적인 제도와 법칙 아래 더 많은 이익

을 추구할 것이라는 전제 위에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 절차를 요구하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적 자유화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는 권

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자유화를 추진해왔던 중국의 개혁 방식 자

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실제로는 

시장 메커니즘의 강화를 위해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개입해왔던 신자유주

의 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세계경제구조의 변화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은 외부적 환경에 대한 적절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신자유

주의 세계화라는 외적 조건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계급의 구

조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지배권력 계급의 재구조화이다. 특히 

16차 당 대회 이후 자본가의 입당이 허용되면서 관료와 자본가의 긴밀한 관

계가 더욱 노골화되었고 여기에 처우가 급격히 개선된 지식인층의 이론적 지

원이 덧붙여지면서 지배엘리트 세력이 공고화되어왔다. 신자유주의라는 환경 

속에서 중국의 경제정책과 제도의 특징과 그 속성은 ‘자유’로운 성격을 띨지

언정 민주적인 방식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다. 경제성장과 사회다원화에도 불

구하고 중국의 권위주의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요소의 확대 때문이며, 소수의 자유를 위해 다수의 자유를 제한

해왔던 신자유주의의 반민주적 속성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37 

37. 신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문제는 어떤 종류의 자유인가, 누구의 자유
인가라는 것이다. 하비는 “자유주의적 유토피아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권위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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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천 년대 들어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로는 개혁초기 생산성 증

대를 통한 자본의 축적이 아니라 공공재산에 대한 집단적 탈취와 사적 점유

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탈취의 형태를 띠는 개혁을 통해 부를 불균

등하게 재분배함으로써 지배계급에게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국유기업의 민영화가 가속화되고 기업의 소유와 관리의 특권들을 관리

층에게 제공함에 따라 사회 상층부로의 소득과 부의 집중이 급속히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의 도 ․ 농간, 지역 간 빈부격차는 더욱 극심해지고 대규

모 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을 두고 중국에서는 국진민퇴(國進民退) 논란

이 있었다. 우파들은 국진(國進)하면 국가권력과 사적이익집단 간의 결합으

로 권력귀족화가 더욱 성행할 것이라 우려한다. 반면 좌파들은 국퇴(國退)하

면 기업의 권력이 커지면서 확대되는 정경유착을 우려한다. 이러한 논쟁은 

국가와 자본의 대립적 구도를 전제로 한 틀 내에서 진행되었지만, 30년간의 

개혁 현실을 보면 국가와 자본은 대립이 아니라 그 반대로 상호 의존을 확대

해왔다. 개혁시기 내내 관상결합은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관상결합 구조는 

더욱 강화되어왔을 뿐이다. 또한 이러한 관상결합의 형태로 공고화되어온 중

국 통치엘리트계급의 특성은 반민주적 속성을 내재한 신자유주의의 맥락 속

에서 형성되어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새로운 계급 ․ 계층에 대한 포섭과 

배제를 통해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이 결합된 지배계급이 재구조화될 수 있었

다. 이러한 틀은 경제성장 단계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라, 중단

기적으로 중국의 안정적인 통치의 토대가 되는 계급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

다. 

따라서 중국 개혁의 해법은 정치민주 우선이냐 경제자유화의 확대냐 라는 

기존의 사회과학적 틀에 있지 않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외적 조건 속

에서 형성된 권력엘리트 계급과 이에 대한 새로운 저항의 접점을 모색하려는 

대중들의 연대 가능성이라는 기본 틀에서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존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 대중의 자유는 소수의 자유를 위해 제한될 것이다”라
고 지적하고 있다(하비, 2009,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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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nalyses the restructurized process of the Chinese ruling classes in the 

reform periods primarily in terms of a combination of the bureaucrats and the 

entrepreneurs. During the power consolidation process in the 1980s and since the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that began in the mid-1990s, there were many 

instances where the bureaucrats and the entrepreneurs switched places. This was a 

full-scale depredation of public possessions through the transfer from the public 

sphere to the private sphere. These combinations of bureaucrats and entrepreneurs 

became more comm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relied on the Communist 

Party's Organization. It gradually came to have proper institutional legitimacy, but 

on the other hand, it was rife with the potential for social and political conflict 

between clas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ruling elite class had been 

formed in the neo-liberalism context with anti-democratic properties. In this context, 

it restructurized the ruling classes in the form of combination of state power and 

capital power through the corporations and at the exclusion of the new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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