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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 이후 중국은 경이적인 속도로 제
조업 강국의 대열에 진입했지만 금융부문에서는 여전

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금융이 산업
을 선도하기보다는 항상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중국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개발도상국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직면하였고, 정부는 소위 관치금융이라는
형태로 금융억압정책을 실시해 왔다. 즉 산업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경쟁적
금융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막대한 자금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 과잉부채
와 부실채무의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중국의 경우 경제체제의 취약성은 바로 금
융시스템의 후진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선진국의 양적 완화정책에 편승해서 중국도 경기 활성화 정책을 취했
다. 국유 상업은행을 통한 신용공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유기업의 부채가 급
증하였다. 그 결과 과잉생산능력, 부동산 재고, 막대한 규모의 기업 부채와 같은
구조적 장애에 직면하게 되었다.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측 구조개혁을 핵심적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기둔화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국유기업의 개혁과 금융개혁이 동시
에 추진되어야 한다. 과연 시진핑 정부가 성장 둔화를 용인하면서 과감하고 단호
한 구조개혁에 성공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S

ince the reform and market opening policy in 1978, China has
become the world’s largest manufacturing powerhouse. How-

ever, China’s financial system has long been regarded as backward
and fragile. That is mainly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China’s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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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cial system has been only subsidiary to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still possesses typical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repression.
Despite many efforts for financial sector reform and modernization
policies, financial market has been heavily regulated by the state.
The government has strong influence in the domestic credit allocation and strictly maintained capital account restrictions. As a result,
the state-owned enterprises crowded out the private enterprises in
the credit allocation and investment in China’s major industries. This
phenomenon has become more prominent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us, corporate credit growth in China has been highly
excessive in recent years. Investment efficiency has severely deteriorated, affecting asset quality in China’s financial institutions. Facing
these structuring problems, Xi Jinping government today pursues
‘supply-side reform.’ In particular, reform on state-owned enterprises
and financial sector should be simultaneously undertaken to address
the main causes of China’s financial backwardness and fragility. By
evaluating the current status of China’s financial system, this chapter
deals with the issues related to the reform dilemma — trade-off between short-term economic growth slowdown and long-term structural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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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중국경제의 경착
륙 가능성 여부를 논의할 때 흔히 세 가지 리스크(위험)가 단골 종
합세트 메뉴로 지적되어 왔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 지방정부의 재
정악화, 그리고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의 확대이다. 이들
세 가지 위험 요인들은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또한 이들 중
어느 위험도 그리 간단히 해결될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 만약에 이
들 위험이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고 중국 정부가 늑장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중국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
그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임계 수준을 넘게 되면
중국경제는 이른바 ‘완전 폭풍(perfect storm)’에 휩싸이게 될 가
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운명의 날(Doomsday)을 예언하는
저주 섞인 극단적 비관론자들도 있어 왔다. 이에 가세하여 권위 있
는 국제금융기구들조차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표현은 점잖게
하면서도 중국경제에 잠복해 있는 문제점들을 아프게 꼬집어 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이 국제금융시장 위기의 진
원지가 되지는 않고 있다. 왜 중국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
람은 많은데 문제가 터지지 않고 있을까? 중국 정부가 은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위험하기는 하지만 중국이 아직은 감당할 수
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최근 들어 이 세 가지 위험 요인이 당장 중국경제를 경착륙에
빠뜨릴 것이라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에 중국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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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전히 취약성을 지니고 있지만, 취약성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 숨 가쁘게 달려온 고도성장의 적폐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의 부조화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의
초점이 달라졌을 뿐이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엄청난 돈을 찍어냈
고, 그 돈은 결국 부채증가로 남았다.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
은 2016년 10월 『부채, 현명하게 사용하자(Debt, Use It Wisely)』라
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비금융부문의
명목부채는 2015년 말 기준 152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GDP의 225%에 해당하며, 이는 역사상 최대의 수치이다. 이
중 민간 부문의 부채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조 달러에 이른다.
이 보고서는 개별 국가의 부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
고 있지 않지만, 유독 중국에 대해서는 과도한 기업 부채를 축소해
나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라 곳간
이나 기업이나 가계 모두 빚 없이 살 수는 없다. 빚을 만들어내는
것이 금융이고 빚을 져서라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빚은
지속 가능하다.
국제통화기금의 또 다른 연구 보고서는 중국기업의 부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이코노미스트 총 13명이 참
여한 이 보고서의 제목은 『Resolving China’s Corporate Debt
Problem』이다.1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투자기관(LGFVs: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king Paper 1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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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이 포함된 중국의 비금융기

관 부채가 2015년 말 GDP 대비 200%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이 수치는 금융위기 이전의 150%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
미 추세적인 증가속도를 벗어나 20–25% 정도 기업 부채가 적정
수준보다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과도한 기업 부채는 항상 기업부실로 이어졌고, 결국 기업
이 도산하게 되면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곤경에 처하곤 했다. 따라서 기업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을 벗어
나게 되면 은행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외환이 부족
하게 되면 환율 불안까지 가세되는 외환위기에 처할 위험이 높아지
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이 권위 있는 기관이 중국 기업의
부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국경제가 위기에 처
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
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아직도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
직은 잠재되어 있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중국발 부채위기는 세계경
제의 위험 요소라는 점에는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 보인다.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 특히 세계의 공장으로 제조업 강국의 대열
에 진입했고, 점차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능력도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유독 금융부문에서는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금융이 산업을 선도하기보다
는 금융이 산업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즉 산업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경쟁적 금융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결과 막대한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 과잉부채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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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문제가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물론 중국 정부도 금융의 선진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금융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금융이 실물경제에
종속적인 지위로 인식되는 한 금융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이다. 금융의 과잉이 초래하는 버블의 위험성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금융이 실물부문을 지원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는 인
식은 금융부문을 억압하는 위계적 질서를 만들 수밖에 없다.
2011년에 발간된 칼 월터(Carl E. Walter)와 프레이저 하위
(Fraser J.T. Howie)의 『홍색자본주의(Red Capitalism)』의 부제는

중국의 부상 뒤에 숨겨진 취약한 금융기반(The fragile financial
foundation of China’s extraordinary rise)으로 붙여져 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이미 6년이 넘었지만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선진화되었
다는 증거를 찾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 국유기업의 과
잉부채 문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의 주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으며, 중국경제를 짓누르는 위험요인으로 지
적되고 있다. 즉 과도한 신용팽창이 은행권 전반의 체계적 위험으
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고는 현재 중국 경제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금융 취약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금융은 대단히 광범위한 분야이다. 금융시장은
주식, 채권과 같은 직접금융시장과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금융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금융은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 업종이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 더해 자본시장
의 개방도, 환율 제도 등도 아울러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를 판단하
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 모든 분야를 상세히 살펴보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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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범위를 벗어난다. 한 권의 책으로도 모자란다. 따라서 본고
는 개혁개방 이후 국가 주도로 추진되어 왔던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체제하에서 중국 금융시스템의 후진성과 취약성을 가

져온 정치경제학적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경제학 이론 및 실증분석
의 설명력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현 시진핑 정부가 금융부
문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급 측 구조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조망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초기
금융개혁과 금융억압정책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1992년 덩샤
오핑의 남순 강화 이후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주룽지의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특히 주룽지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1997–
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상황하에서도 중국의 금융개혁은 흔들리
지 않았고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IV장에서
는 주룽지 이후 금융개혁의 후퇴와 금융부실의 누적 과정을 추적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에 처한 세계경제체
제하에서 투자주도형 성장정책의 결과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는 급
증하였다. 2013년 집권한 시진핑 정부는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
으로 성장속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과도한 기업 부채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V장에서는 국유기업의 과잉부
채와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급 측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개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시진핑 정부의 고
민을 짚어 보고자 한다. VI장에서는 향후 중국의 금융시스템의 선
진화를 위한 과제를 짚어 봄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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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초기 금융개혁과 금융억압정책
금융은 인체의 두뇌 또는 혈관에 비유되곤 한다. 금융이 경제의 두
뇌 역할을 한다는 의미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역할을 금융이 제대로 할 경우 자본이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어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머리가 좋으면 자
본은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고 머리가 나쁘면 자본이 비효율적으
로 배분되어 그만큼 경제발전이 뒤처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금융이 혈관이라는 의미는 인체가 살과 피 그리고 각종 장기로 구
성되어 있고, 피가 혈관을 통해 인체의 각 부문에 제대로 공급되고
순환되지 못하면 병이 나고 아프게 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돈
이 제대로 돌지 않는 경우 인체의 ‘동맥경화’ 증상에 비유해서 ‘돈
맥경화’라는 말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 금융이 순환 장애를 일으키
게 되면 경제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가 나쁠 때 돈을 풀거나 금리를 낮추는 처방을
내리고, 경기가 너무 좋아 물가 상승 압력에 시달리게 되면 돈을
회수하거나 금리를 높여 경기를 안정화시킨다. 금융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두뇌이건 혈관이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금융은 5,000년 전에 태동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 물표
(clay tokens)에 보리, 양모 등 농산물과 은과 같은 금속의 거래 기

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상업적 거래가 태동하면서부터 시작
되었다. 그리고 화폐가 만들어지면서 화폐가 물물교환을 대신하게
되었고, 은행, 어음 교환소와 같은 금융기관이 생겨나면서 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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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 금융중개 기능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시장과 함께 금융은 오
랜 역사를 지니고 진화되어 왔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금융
은 단순히 산업자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수동적 역할에 그
치는 것이 끊임없이 혁신의 과정을 거쳐 왔다.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은 『금융의 지배(The Ascent of Money: A Financial History
of the World)』(2008)에서 금융의 진화 과정은 생태계에서 발견되는

무작위적 변화에 따른 자연선택의 과정과는 달리 일정한 규제 환
경하에서 ‘지적 설계’가 개입되면서 진화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 즉 금융제도는 때로는 많은 결함을 갖고 있으며 아무리 우수한
규제 체제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태생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 금융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중심부인 미국에서 발생했으며, 글
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와 다른 경제체제를 표방하였던 공산주의자들에게 금융은 어떻게
인식되었을까?
니얼 퍼거슨(2008)은 카를 마르크스가 『자본론(Capital)』에
서 입증했듯이 공산주의자에게 화폐는 자본주의적 착취 수단에 불
과하며, 화폐는 노동력을 상품화하고 정당한 노동에서 생긴 잉여
는 자본축적을 향한 자본가 계급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위해 전유
되고 물화(物化)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압축적으로 말하고 있
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에게 화폐는 공동체적 인간관계를 파괴하
는 주범이며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유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49년 신중국을 건설한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의 전통을 이어받아 화폐가 없는 이상사회를 꿈꿨고, 기존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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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모두 통합하여 중국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단일은행 시스템
(mono banking system)을 구축했다. 금융시장과 금융수단에 대한

국가의 완전한 통제하에서 중국 인민은행은 유일한 금융기관으로
중앙은행이라기보다는 단지 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국가의 출납과
금고의 역할만을 담당했다. 화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개
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현대적 금융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와 함께 중국의 금융시스템도
새로운 체제로 정립되기 시작했다. 중국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한
단일금융시스템은 자금의 조달과 운용 성격에 따라 분화되기 시작
했다. 1979년 2월 중국 농업은행이 설립되었고, 3월 중국은행, 10
월 건설은행이 설립되었다.2 1983년에는 중국 인민은행의 상업은
행 기능을 중국 공상은행으로 넘겨주면서 중국 인민은행은 중앙은
행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986년에는 공산화 시기에 사라졌
던 교통은행이 전국 단위의 주식제 상업은행으로 다시 부활했다.
상업은행 이외에 비은행금융기관도 설립되었다. 1979년 10월 중
국국제신탁투자공사(CITIC), 1980년 중국 투자은행이 설립되었
고, 1983년 중국 인민보험 공사가 복원되면서 보험회사도 생겨났
다. 국가 소유의 국유 상업은행 이외에 10개의 주식제 상업은행이
설립되었고, 천안문 사건 직후인 1990년과 1991년 상하이와 선전
2

농업은행은 농촌신용대출과 농촌신용합작사의 지도를 담당했고, 중국은행은 외
환 전문은행으로, 건설은행은 고정자산 투자관리 전문은행으로 출범하였다.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와는 달리 전문화된 영역을 담당하는 국책은행이었다. 이후 1993
년 주룽지가 인민은행 총재를 겸임하면서 금융개혁을 주도하여 공상은행을 포함
하여 4대 국유 상업은행 체제가 정착되었다. 중국 은행산업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는 강동수 편, 『중국 금융시스템의 발전과 도전』, 제3장, “중국 은행산업의 발전과
과제”(쩡지엔밍 저)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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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각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었다. 개혁개방 초기였던 1980년대
는 중국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한 단일은행제도가 분화되기 시작하
면서 다양한 상업은행이 설립되었지만 모두 정부 소유의 은행이었
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주식제 상업은행 역시 국
유기업 간의 또는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에 의한 합자은행이었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 정부 소유였다. 4대 국유 상업은행(중국, 농업, 건
설, 공상은행)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주식시장에 상장되지만

여전히 정부 지분이 절대적으로 많은 국유은행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상업은행의 역할은 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
이었다. 1984년부터 국영기업의 투자자금은 대출로 전환되었다.
아직 국영기업의 주식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고, 국영기업은
국유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다.
한편 개혁개방 초기 농촌에서 활발하게 성장한 향진기업의 경우
은행 문턱이 높아 쉽게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대신에 이들 향진기
업은 내부자금(초기 출자와 사내 유보이익)과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
을 조달하였다. 농촌에서 시작된 주식제 기업은 향진기업의 고도
성장과 도시 진출을 계기로 점차 도시로 확산되었으며, 도시의 일
부 소형 국유기업도 주식제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점차 중대형 국
유기업들로 주식제가 확산되었다.3 그러나 아직 증권거래소도 설
립되기 이전 무분별한 국유기업의 주식제 확산은 국유자산의 저평
가, 과도한 이익배당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1992년 덩샤오
3

국영기업의 주식제는 국가보유 지분을 축소하되 비유통주로 유지함으로써 민영
화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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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의 남순강화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공식적으로 채
택하면서 국유기업의 소유제 개혁과 주식제를 새롭게 정비해 나가
게 되었다(구기보, 2012).
자본주의 체제하의 주식회사 제도는 기업 경영에 위험이 따
르는 사업에 대규모의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도입된 대단히 유용
한 제도이다. 개인이 혼자 또는 가족 몇 명의 자금으로 사업을 하
게 되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을 효과
적으로 분산시킬 수 없다.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에서 주식제가 향
진기업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국유기업의 주식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도 심했다. 특히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원칙으로 하
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식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이념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주식제 도입
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순강화 이후 중국 정부는
‘소유제와 주식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통해 이 논쟁을 마무리 지었
다. 즉 1993년에는 회사법이 제정되어 주식제에 대한 법적 정비도
일단락되었다.
남순강화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목표하에서 증권시장의
육성, 금융감독체제의 정비 등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특히 덩샤오
핑에 의해 1991년 상하이 당서기에서 국무원 부총리로 전격 발탁
된 주룽지(朱鎔基)는 장쩌민과 같은 상하이방 출신으로 호흡을 맞
추면서 중국의 금융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
을 하였다. 1993년 중국 인민은행 총재를 겸직하면서 그는 4대 국
유 상업은행을 정책금융기관에서 분리하여 전적으로 상업은행으
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대신에 정책금융은 별도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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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행이 전담하도록 기능적으로 분리시켰다. 즉 1994년 국가개
발은행, 중국 농업발전은행, 중국 수출입은행 등 3대 정책은행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가 주도의 금융시스템이 가
동되면서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
한 기능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4대 국유 상업은행이 독자적으로 상
업적 논리에 의해 움직였던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중국의 금융
시장은 은행이 증권시장에 비해 자본조달 규모에서 절대적 우위
를 차지하여 왔다. 따라서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막대한
투자수요에 비해 만성적인 자본부족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서 국
유 상업은행을 통해 신용이 할당되는 구조는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4

개혁개방 이후 노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저축성향을 보이는 중국 국민들은 1980년
중국 인민 건설은행이 처음으로 개인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기 시
작하면서 강제저축에 동원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1996년 이전
까지만 해도 예금을 늘리기 위해 이자율이 대단히 높았다. 보통예
금에 대해서 연리 3%,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9%대의 높은 이
자율이 적용되었다. 점차 여유자금을 갖게 된 국민들이 예금 이외
에는 별다른 저축수단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예금은 급속히 증
가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자본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점차
값싼 저리의 자금을 동원하게 되자 비로소 예금 금리는 떨어지기

4

중국의 금융억압 현상에 대한 실증분석으로는 Aziz and Duenwald(2002),
Huang and Wang(2010), Li(2001), Maswana(2008), Song and Wang(2006)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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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1998년 예금금리는 각각 1.5%, 4.6%로 떨어졌고, 2002
년에는 0.7%, 1.98%로 현저히 낮아졌다.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상
황에서도 중국의 총 저축률은 1992년 37%에서 1996년 42%로 상
승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6–2007년에는 48%까지 치
솟았다. 2009년에는 51%를 기록하면서 50%를 넘어서게 되었다
(조종화, 박영준, 이형근, 양다영 2011).

중국의 은행중심 금융시스템하에서 출현한 금융억압 현상은
중국 말고도 후발 산업국가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비로소 자본주의적 금융제도를 제한적 범위에서 도
입한 중국으로서 금융억압정책을 취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금융제도와 금융기관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기
보다는 국가 주도로 설립되었던 것이고, 국가 주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해야 했기에 신용 배분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 금융억압은 중국에서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저해한 측면이 없지 않다.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륙 국가들, 메이지 유신 이
후의 일본을 포함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개발도상국들
이 경제개발 초기에 공통적으로 금융억압적 은행중심 금융시스템
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금융억압적 은행중심의 금

5

개혁개방 직후인 1979년 인민은행은 재정부 소속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무원의 감
독을 받게 되었다. 1993년 주룽지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인
민은행과 국유 상업은행의 지점장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 공산당이 갖고 있었다.
인사권의 독립성을 갖춤으로써 비로소 지방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성을 확
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민은행과 4대 국유 상업은행이 자율
성을 확보하기는 여전히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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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시스템이 일정 기간 유효하게 작동한다고 할지라도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이후에도 고착화된다는 데 있다.
박찬일(2003)은 중국에서 금융억압정책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지속되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국가 기간산업을 중심
으로 국유기업은 중공업 부문을 일정 수준 유지하여 왔다. 중공업
의 특성상 자본집약도가 높았고, 시장금리 수준보다 낮은 정책금
리의 혜택을 받으면서 국가발전전략이라는 명분하에 신용 배분에
서 우대를 받았다. 둘째, 국유기업들 대다수가 과잉 고용, 사회복
지적 차원의 부담 및 생산품에 대한 가격통제 등으로 인해 자본주
의적 경영과는 달리 정책성 부담(policy burden)을 안고 있었다.
적자경영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도 실업을 우려해서 노동
자를 해고하지 못했고, 이들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복지를 제공했
다. 아울러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로 인해 가격통제를 받게 되
어 자율적인 책임 경영이 불가능했다. 셋째, 국유기업의 개혁을 통
해 과잉 고용을 해소하게 되면 실업이 발생하고 이는 사회적 불안
을 야기하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개혁개방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허용하지 않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로서는 경제발
전과 정치적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국유기업의 개
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금융억압 현상은 금리 규제와 차별적 신용 배분을
통해 발현된다. 중국의 경우 이러한 국가 주도의 금융억압정책은
특히 국유 상업은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La Porta et al.(2002)은
1995년 시점에서 국가별 은행의 국가소유 비중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은행의 국가소유 비중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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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99.45%에 달한다. 구사회주의 국가였던 러시아의 경우 32.98%
에 불과한 데 비해 지나칠 정도로 높은 비중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0%이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각각 33.36%, 17.26%,
35.95%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각각 25.41%, 76.51%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이렇게 국가소유가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
은 비국유기업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민간은행의 출현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최초의 민간은행인 중국 민생은행은 1995년 중국 국무
원과 인민은행의 인가를 받고 1996년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한편 국유기업들과는 달리 민영기업들은 1990년대 후반까
지 주로 내부자금에 의존했다.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00)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628개 중국 민영

기업의 약 80%가 외부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특히
규모가 작은 민영기업일수록 외부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웠다. 초기
출자와 사내 유보이익을 통해 조달한 내부자금 비중이 62%에 달
했고, 은행대출은 9.7%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조사 내용이 시사
하는 바는 중국의 민영기업은 주로 내부자금을 통해 필요한 기업
자금을 조달한 반면에 중국 국유은행을 통해 공급되는 대출은 국
영기업에 편중되었다는 것이다(박찬일, 2003). 한편 이들 민영기업
들은 제도권 금융이 아닌 비공식적 사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받기도 하였다. 그 비중은 IFC(2000)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대
출과 비슷한 수준인 9%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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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룽지의 금융개혁(1993–2003)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제14차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포한다. 이후 덩샤오핑에 이어 개혁개방의 실무적 추진은 63세
의 나이에 부총리에 전격 발탁된 주룽지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천안문 사태 이후 침체한 경제성장세를 회
복하는 일이었다. 1989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4%에 머물렀고,
1990년에도 5%를 넘지 못했다.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는
오히려 치솟아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는 1993
년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가운데, 하이난(海南) 섬에
서 벌어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하이난 경제특구에서 발생했던 부동산 광풍은 아직 부동산 거
래의 자유화가 본격화되기도 이전에 신탁회사를 중심으로 발생한
일종의 투기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미처 정착되기도 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성행하였던 것이다. 은행을 대신해 신
탁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2만 개의 부동산 회사에 대해 투
기자본을 공급하였고, 부동산 개발 붐이 일면서 부동산 가격은 폭
등하였다. 그러나 주룽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결국 하이
난의 부동산 투기 붐은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흉물로 남은 600여
개의 건물과 300억 위안에 달하는 부실채권만 남겨놓았다. 하이난
경제특구에서 벌어졌던 부동산 투기는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로 중
국 각지에서 반복되고 있다. 은행과는 달리 예금수탁기관이 아닌
신탁회사들은 부동산 회사들이 개발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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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투자 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자
금을 조달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몰리면
서 일정 기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이게 되었다. 신탁회사에 투
자한 투기꾼들이 이익을 보았지만 결국에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서 실패한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한 투기꾼들은 손해를 보게 되
었다. 하이난 부동산 거품 사태는 많은 교훈을 줄 수도 있었다. 그
러나 실제로 그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었던 부동산 투기
열풍을 보면 경제성장이라는 명분하에 부동산 투기를 조성하여 각
종 이권을 챙기려는 지방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 고리를 끊어 버리
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1993년 이전의 초기 개혁개방 정책이 뚜렷한 청사진 없이 전
개되었다면 1993년 11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4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4기 3중전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설
을 구체화하고 있다. 주룽지 자신이 사회과학원 출신으로 경제학
자들로 구성된 다수의 연구팀을 동원하여 주먹구구식 정책이 아니
라 마치 한국의 박정희 시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역할처럼 종
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고, 그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중국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부총리(1991–1998)
와 총리(1998–2003)로서의 주룽지의 업적은 탁월했다. 무엇보다
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기반을 구축하였고, 강력한 반부패 캠페
인, 국유기업 개혁, 미국과의 WTO 가입 협상 등 2003년 원자바오
(溫家寶) 총리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퇴진할 때까지 중국경제의 사

령탑 역할을 담당했다. 청렴하고 강직한 인상을 주어 북송 때 인물
인 ‘포청천(包靑天)’이라고 불렸던 주룽지는 무엇보다도 개혁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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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하는 관료제를 극복하고 부패 척결에 앞장섰다. 그는 관료의 부
패는 민심을 공산당으로부터 이반시키고 체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의 철학을 이어받아 중국경제의 현
대화를 위해 선진화된 제도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물
론 그가 진행하였던 각종 경제개혁조치는 어디까지나 체제 내 개
혁이었다. 즉 정치체제 측면에서 공산당 일당 독재의 틀을 계속 유
지하고, 개혁의 성과는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
이었다. 실제로 주룽지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안
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소요와 갈등은 크게 줄
어들었다. 중국 공산당 주도의 경제발전은 체제의 안정을 담보하
는 가장 큰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그가 추진한 개혁정책은 ‘1개의
확보,’ ‘3개의 실천,’ ‘5개의 개혁’으로 요약될 수 있다. ‘1개의 확
보’란 주룽지 이후 후진타오 시대까지 거의 불문율로 받아들여졌
던 경제성장률 8%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물가는 3% 이내로 억제
하며, 위안화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3개의 실천’은 첫째, 적
자로 운영되는 중대형 국영기업의 경영합리화, 둘째, 금융부문의
철저한 개혁, 셋째, 행정부 조직의 간소화이다. 비대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국유부문(기업, 금융, 행정)의 효율화, 합리화를 통해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5
개의 개혁’은 식량유통체계, 투융자체계, 주택, 의료, 재정/세제 등
의 개혁을 말한다.
이 중에서 국유기업 개혁은 금융개혁과 맞물려 있다. 국유은
행의 대출을 대부분 빨아들이는 국유기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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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대출은 고스란히 부실로 남게 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적
자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
1994년 제14기 5중전회에서 채택된 ‘큰 것은 틀어쥐고 작은 것은
풀어준다(조대방소: 抓大放小)’라는 방침에 따라 중앙정부는 중소형
국유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반면에 전략적
인 기간산업(군수, 전력, 석유, 화학, 석탄, 항공, 조선, 해운)에 대해서
는 대형화를 추구했다. 당시 중국의 국유기업은 그저 고만고만한
중소규모의 기업이 별다른 경쟁압력을 받지 않고 국가의 지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중소형 국유
기업의 민영화 조치로 1996년 말까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소
형 국유기업이 민영화되었다. 그 결과 국유기업과 도시집체기업의
노동자가 2,000만 명 이상 해고되었다(박찬일 2003). 국유기업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살던 삶이 졸지에 바뀌어 버리는 끔찍한 사건
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고도성장기였다. 또한 외자기업
이 물밀듯이 진입하면서 국유기업에서 퇴출된 실업자들을 어느 정
도 흡수할 수 있었다.
주룽지는 국유기업 개혁과 함께 중국의 금융시스템을 현대화
하기 위해 금융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무엇보다도 금융감
독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1994년 이전까지
만 해도 4대 국유 상업은행은 제대로 된 부실채권 기준도 마련하
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는 국유 상업은행이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
에 대해서 적절한 감시체제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6년 국유 상업은행의 회계보고에 대한 감사가 도입되었다. 물
론 초기부터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었다. 감사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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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형식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룽지 부총리 주도하
에 중국 금융시스템은 빈약하지만 제도적 틀을 갖추어 나가기 시
작했다.
주룽지 시대의 금융개혁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
다. 첫째, 자본시장, 화폐시장 등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육성하기로 했다. 둘째, 비록 국무원의 지도를 받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셋째, 통화공급관리 방식에서 과거의 직접적
인 신용통제 대신에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공개시장조작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넷째,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보
전은 국채발행을 통하고, 인민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금지되었다.
즉 정부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 of government debt)가 금지되
었다. 다섯째, 국유은행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4대 국유 상업
은행은 정책금융을 하지 않고 오로지 상업적 원칙에 따라 대출을
하도록 하였다. 대신에 특수 목적의 정책은행을 설립했다. 여섯째,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로 이후 중국에서는 겸업주의 대신에 분업
주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스템의 법적 근
거를 마련했다(박찬일 2003). 주룽지의 탁월한 지도력에 따라 전방
위적으로 금융개혁은 추진되었다. 그러나 금리자유화, 은행부문의
신용 배분 자율성 제고, 자본자유화, 외환자유화 및 금융산업의 해
외개방 확대 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금융이 산업의 시
녀 역할에 머무는 금융억압 현상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국유 상업은행의 비상업적 대출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아시아 지역의 주요국들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는 와중에 1998년 중국 최대의 금융위기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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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온 광둥국제투자신탁회사(GITIC)의 파산 사태가 발생했다. 광
둥은 개혁개방 이후 해외자금을 끌어 모으는 창구였다. 홍콩과 인
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화교자본을 비롯해 해외로부터 많은
투자자금이 몰렸다. 1993년 GITIC은 1억 5,0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여 막대한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당시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Moody’s)와 S&P는 GITIC에 대해 중국 재
정부와 같은 투자등급을 부여했다. 즉 GITIC이 지급불능의 사태
에 직면할 때 중국 재정부가 자금 지원을 할 것으로 본 것이다. 그
러나 1998년 GITIC이 해외 채권에 대해 실제로 지급불능 사태에
빠졌을 때 막 총리로 임명된 주룽지는 의외의 조치를 취했다. 그는
그해 10월 당시 광둥성 부성장이었던 왕치산(王岐山)에게 전격적으
로 파산을 명령했다. 1999년 1월 GITIC의 파산이 선언되었고, 이
조치는 당연히 중국은 물론이고 해외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중국에 대한 국제 투자업계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국제
금융시장은 중국의 대형은행들도 연쇄적으로 파산할 것으로 전망
했다. 주룽지는 당시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470억 달러에 달한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러한 부실채권에 대해 중국 정
부가 대신 상환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사실 중국
정부는 마음만 먹었다면 GITIC의 채권에 대해 대신 갚을 수도 있
었다.
이 일을 계기로 주룽지 총리의 금융개혁은 더욱 강력하게 추
진되었다. 우선 GITIC과 같은 신탁회사가 아닌 중국의 4대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을 파악하는 것이 긴급한 상황이었다. 주룽지 총리
는 국유 상업은행이라고 형편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중국의 경제체제

세계정치27_책01.indb 39

39

2017-12-11 오후 5:37:51

또한 아시아 금융위기로 중국보다 한 발 앞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로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본 주룽지
총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GITIC 사태로 중국 금융시스템에 대해 국제금융시장
은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다. 감출 것을 감추기만 한다고 문제를 회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중국 인민은행 총재를 겸임하고 있던
주룽지는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부터 개혁 성향이 강한 저유샤오촨
(周小川) 중국 건설은행 총재로 하여금 해외에서 검증된 기법을 채

택하여 부실은행의 재무구조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했다. 중국 금융
기관의 생사 여부를 판단하려면 부실의 심각성을 정확히 진단할 필
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1997년 말 기준으로 중국
의 부실채권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 이
외에는 부실채권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밝힌 부실채권 규모는 금융기관 총 대출액의 약
25% 수준에 달했다. 이는 GDP 대비 25.7%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
실대출 규모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했음을 의미했다.
우선 중국의 금융실세인 4대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을 해소하
는 것이 중요했다. 1998년 1차 조치로 재정부가 은행권에 2,700억
위안에 달하는 긴급자본을 수혈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
한 상황이었다. 주룽지의 지시에 따라 저우샤오촨이 이끄는 팀은
1980년대 말 미국의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oration)
가 저축대부조합의 부실을 성공적으로 정리하였던 경험을 참고로
하여, 배드 뱅크(Bad Bank)를 설립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마침
내 1999년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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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하는 4개의 자산관리공사(신달,
동방, 장성, 화융)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각 4대 국유은행마다 자

산관리공사를 하나씩 설립하여 10년에 걸쳐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로 한 것이다.6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인수에 힘입어 2000년 6
월말 기준으로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은 20% 수준으로 낮아졌
다. 이후 총 4,000억 달러가 넘는 부실채권을 대차대조표에서 상
각하여 자산관리공사로 이전시켰다. 또한 각 국유 상업은행은 자
본을 수혈하고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을 전략적 파트너로 끌어들였
다. 이처럼 기반을 탄탄히 닦은 4대 국유 상업은행은 2005년 저우
샤오촨 총재가 이끌었던 중국 건설은행을 필두로 하여, 2006년 중
국은행과 공상은행이 홍콩과 상하이 증시에 상장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중국 농업은행도 상하이와 홍콩 두 곳에 모두 상장되
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발생하였을 당시 중국은 비
교적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갔다. 물론 중국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폐
쇄적이었고, 해외의 위험자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미미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시아 외환위
기 이후 지속적으로 금융개혁을 통해 중국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
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던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중국의 금융개혁을 이끌었던 주룽지 총리의 역할은 대단히
6

각 자산관리공사의 법적 지위는 2000년 11월부터 시행된 「자산관리공사 조례」에
의거하여 10년의 한시적인 운영기간 동안 각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의 인수
및 처분을 담당하는 것이다. 인수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가격에 처분하여 자금을
회수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미국의 정리신탁공사의 인수된
부실채권의 자금회수율이 60%에 달하였던 반면에 4대 자산관리공사가 10년 동
안 부실채권을 정리한 후 집계된 회수율은 20%대로 알려지고 있다. 칼 월터, 프
레이저 하위(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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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했다. 또한 주룽지 총리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던 저우샤오
촨은 2002년 중국 인민은행의 사령탑을 인수받은 이후 아직도 중
국 금융의 선진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IV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과 새로운 금융부실의 누적7
주룽지 시대에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민영화 과정에서 막대한 이권을 챙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했
다. 파산한 국유기업을 헐값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발
생하기도 했다. 국유자산의 유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아
지면서 2003년 국유자산 관리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3년
제16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정비 문제에 대한 결
정」을 통해 국무원 산하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가 설
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유기업과 지
방정부가 관리하는 국유기업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이사회, 감사회 조직을 통해 국유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국유
기업의 민영화는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이 나
타나기 시작했다.
주룽지는 2003년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원자바오
에게 총리 자리를 물려주고 은퇴했다. 후진타오–원자바오의 제4

7

이 장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왕윤종·이치훈(2017)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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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공산당 지도부는 장쩌민–주룽지의 개혁개방 정책을 그대로
견지하지 않았다. 후임 원자바오는 지역 격차와 3농 문제로 대두된
농촌의 정체, 그리고 국유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
기된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고도성
장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주룽지 총리 시절 추진
되었던 개혁의 후유증으로 인식했다. 이들은 조화로운 사회를 건
설하자는 구호로 ‘화평사회(和平社會)’를 주창했다. 원자바오 총리
는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사실상 중단시키고 국유기업이 다시 중심
에 서는 국가자본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주룽지의 개혁으로 대
폭 줄었던 공무원과 국유기업의 직원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개혁의 후퇴였다.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본격적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국유
기업의 약진 속에 민영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이 야기되
었다. 4대 국유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자금대출도 국유기업에 집
중되었다. 대다수의 민영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직면했다. 급기
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이러한 국진민퇴 현상은 더
욱 두드러졌다. 국유기업들은 업종 전문화보다는 비관련 사업으로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경기부양책으로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자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다. 국유기업이 민영기업들보다 경영
성과 면에서 결코 양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
기업들은 금융시장 접근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부양조치의 혜택을 받
으면서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자금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주도의 성장을 이어갔다(중국삼성경제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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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통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전체 경제에서 국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진민퇴 현상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공업 총생산에서 국유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은 1998년 50% 수준에서 2003년 37.5%, 2008년 28.3%
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유기
업의 도시고정자산 투자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사회과
학원이 발간한 공업발전 보고서(2011)에서도 신규투자에서 국유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진민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성장률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그나마 투자 여력이 있는 국유기업
을 중심으로 내수확대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진민
퇴 현상을 일시적인 경기방어적 정책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철강,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주요 산업에서 부실 민
영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해 국유기업에 민영기업 인수 자금을 지원
함으로써 산업합리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은 민영기업의 재국유화
라는 측면에서 개혁개방 이후 지속되어 온 시장화 개혁이 크게 역
주행(逆走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진민퇴 현상은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의 지원하에 적자
투성이의 국유기업이 수익성이 좋은 민영기업을 손쉽게 인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유기업이 부실한 적자 민영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실한 국유기업이 흑자 민영기업을 인수하는
엉뚱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가의 정치적 기득권
유지와 자원 통제력의 강화 속에 국유부문은 점차 비대해졌고, 자
원배치에 있어 국유부문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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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발표된 『10대 산업진흥계획』은 국유기업
중심의 인수합병을 통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국유기업의 독점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일부 초대형 국유기업들은 국내에서 독
점적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독점의 외연을 확대하면서 적어도 규
모 면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민영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어떤 경제적 논거로도 정당성을 찾기가 어렵다. 더욱이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더욱 가속화된 국진민퇴 현상은 결과적으로 금융부실
을 가져왔다.
국진민퇴 현상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풍부한 유동성 공급을 통
해 지원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을 포함
해 각국은 재정지출을 늘리고 통화팽창을 시도했다. 미국, 유럽
중앙은행(ECB), 일본 모두 시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양적완화정
책(QE: Quantitative Easing)을 실시했다. 중국 2009년 GDP 대비
12%에 달하는 과감한 재정지출 패키지를 수립하여 실시하였고,
이어서 통화량을 늘리고 은행신용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2009년부터 2015년 말까지 신용공급은 매년 20% 정도
증가하였다. 그 결과 비금융기업의 부채는 GDP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IMF 2016b).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제통화기
금(IMF)은 지방정부투자기관(LGFVs: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을 포함한 비금융기업의 부채가 2015년 말 GDP 대비

200%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금융위기 이전의
150% 수준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추세선을 기준으로 볼
때 20–25% 상회하는 것으로 신용갭(credit gap)이 과도한 수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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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aliszewski et al. 2016).8
GDP 대비 국내신용은 흔히 금융발전의 지표로 사용되는 금
융심화(financial deepening)의 정도를 보여준다. 기존 연구결과
들을 보면 과도한 국내 신용팽창은 금융위기의 주범이거나 심각
한 경기후퇴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체로 5년 동안
GDP 대비 국내신용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추세선을 4% 이상
초과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국내신용은 과도한 수준을 넘어섰고,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비금융기업 부채가 급
격히 증가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로 은행권을 통한 대출 못지않게
중요한 자금조달의 경로가 바로 회사채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은
행 중심의 간접금융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하였던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직접금융시장을 육성하고자 하는
발전 전략과 맞물려 있다. 2008–2012년 중 회사채 발행 잔액은
연평균 57.6% 증가하여 2015년까지 조달된 총 자금 규모가 15.5
조 위안으로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인 3.7조 위안을 크게 상회
한다. 특히 2015년 이후 중국 증시가 위축되면서 회사채 발행 규
모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4년 중국 정부가 과잉생산 억제책을

8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비금융기업 부문의 채무는 GDP
대비 156%에 이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2015년 말까지 중국기업의
부채비율이 170.8%로 미국(71.2%), EU(102.8%), 일본(101.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양평섭(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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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면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것이 회사채 부도 사태의 현실화
였다. 특히 2020년까지 만기가 도래되는 회사채의 업종 분포를 보
면 무려 35.6%가 부동산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은행대
출이건 회사채이건 기업이 조달한 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이치훈 2016).
총량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비금융기업의 부채가 과도한 수준
일 뿐 아니라, 최근 들어 기업의 재무적 수익성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공표된 부실채권 규모는 전체 대출 대비 5.5% 수준이고, 미
시적 자료를 근거로 한 잠재적 위험대출은 전체 기업대출의 15.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60% 정도의 손실을 감안할 때 은행권이
부담해야 할 잠재 손실은 GDP 대비 7% 수준으로 추정된다(IMF
2016a). 한편 중국측 자료에 따르면 업종별로 상장회사를 기준으

로 철강기업의 51.4%, 부동산기업의 44.5%, 자동차기업의 15.3%
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으로 추정되고 있
다. 이에 중국 국무원은 2016년 2월 초 철강과 석탄 산업의 과잉생
산능력을 3–5년에 걸쳐 10–15% 수준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하
였다. 철강, 자동차, 석탄, 시멘트와 같은 중화학공업의 과잉설비
는 50–60%대의 낮은 가동률로 확인되고 있다(양평섭 2016).
좀 더 미시적으로 중국기업의 부채 문제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국유기업
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독점기업으로 상당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에너지, 통신, 전력, 항공, 해운, 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을 책
임지고 있는 것이 중앙 국유기업이다. 반면에 지방의 국유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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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규
모로 성장한 기업들은 아니다.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하에서
지방정부의 성과지표는 GDP 성장률이었다.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공산당 간부들은 성장률에 집착했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었다. 그 결과 지방
정부는 지방 국유기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했고, 지방정부투자
기관(LGFVs)을 통해 대출을 받아 이를 지방정부 국유기업 또는 권
력과 유착된 지방 민영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소위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제
도권 금융을 우회하는 신탁, 증권, 자산운용사가 금융중개 기능을
담당하는 유사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림자 금융의 규모
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40조 위안, GDP 대비 58%, 은행 기업 대출의 48% 수준으로 추정
하고 있다.
지방정부투자기관을 통한 대출은 산업 및 인프라에 투자되
었을 뿐 아니라, 상당 부분 부동산에 투자되었다. 특히 지방정부
는 중앙정부에 비해 세수가 부족하여 토지 매각을 통해 부동산경
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세입 확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였다.
지방 국유기업이 수익을 내서 법인세를 많이 내고 고용창출을 통
해 소득세를 많이 낼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이는 일
부 지방에서만 가능한 일이었고, 대다수의 지방정부는 여전히 열
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해야 했다. 이와 같이 후진타오 시대에 중국
경제의 3대 위험이라고 흔히 얘기되었던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
재정 악화, 그림자 금융은 서로 긴밀히 얽혀 있다. 그리고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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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방금융기관–부동산업자 등으로 연계된 네트워크에 지방
의 공산당 간부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중국의 국유
기업 개혁에 있어서 관건은 이러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지방
정부의 재정을 건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일
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진핑 정부 들
어서 주룽지 총리 시절에 못지않은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했다.9 고
질적인 병폐에 칼을 들었고, 지방정부투자기관을 통한 대출을 지
방정부의 채무로 전환 중이다. 특히 지방정부투자기관의 차입 중
에서 직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채무에 해당하는 14조 위안 중 3.2조
위안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지방정부 채권으로 전환을 완료하였
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를 감안하여 2015년
재정지원규모를 크게 늘렸다. 이러한 조치는 대단히 바람직한 조
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성과지표로 성
장률이 고려되지 않음에 따라 왜곡된 인센티브로 인한 과도한 부
동산 투자와 과잉설비투자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왕윤
종 2016a).

9

시진핑 주석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통해 정풍운동과 반부패 투쟁을 벌이면서
당 대내외적으로 명분을 쌓고 대중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면서 당내 권력 장악
에 나섰다. 시진핑 집권 이후 2015년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된 정풍운동을 통
해 총 33,532명의 간부급 인사들이 처벌을 받았다. 이들 대부분이 반부패 사범이
라기보다는 정치기율, 조직기율 위반으로 처벌되었다는 점에서 황태연(2016)은
반부패는 명분에 그치고 있고, 실제로는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 강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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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급 측 구조개혁과 개혁 딜레마
중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은 고도성장기에 누적되어 왔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다. 무엇보다도 공룡처럼 비대해진 국유기업을 효
율화하지 않고서는 금융시스템의 개혁도 전혀 효과를 거둘 수 없
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장기 불황이 진행되면
서 기업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지연되었다. 기업구조조정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경기하방 압
력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후진타오 정부만의 문제는 아
니다.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말이 쉽
지 시장의 힘에 의해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
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해운
업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과잉생산능력이 몇 해 전부터 문제점으
로 지적되어 왔으나,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였다. 금융기관은 구
조조정의 칼을 빼 들기가 만만치 않았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이는 채권자, 주주,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흔
히 시장경제의 조정실패(coordination failure)라고 부른다. 중국의
경우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은 사실상 정부의 암묵적 보증(implicit
guarantee)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상시적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주룽지 총리 주도하에 강
력하게 국유기업의 개혁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후진타오 정부

50

중국의 부상과 국내정치적 취약성

세계정치27_책01.indb 50

2017-12-11 오후 5:38:02

들어와서 국유기업의 개혁은 뒷걸음쳤고, 국진민퇴 현상이 두드러
졌다. 시진핑 정부 들어서 2015년 11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을 공급 측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로 언급한 이후
2016년 3월 전인대(全人代)에서 적극적으로 한계기업(강시기업)을
정리해 나가기로 천명하였다. 다시 공급 측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유기업 개혁이 핵심적 정책과제로 제시된 것이다. 국무원은 한
계기업을 “에너지소모, 환경보호, 품질, 안전기준 등의 지표에 부
합하지 않으며, 연속 3년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구조개혁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단지 재무적 기준
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환경 및
위생안전 등의 기준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 측 개혁은 좀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5월 중앙정부가 직
접 관리하는 106개 중앙 국유기업의 4만 개가 넘는 자회사들 중에
서 345개의 한계기업을 3년 내에 퇴출시키기로 결정하였다.10 또
한 중국은행 감독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과도한 기업 부채의 원인
제공자로서 은행에 대해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실채권의 출
자전환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다. 2016년 10월에는 국무원이 은행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을 위한 원칙으로 시장화, 법치화, 질서와 조
화 등을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으로 7개 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장화 원칙이 과연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조차
10

2017년 7월 현재 중앙 국유기업의 수는 101개로 향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
앙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수를 80여 개로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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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시장의 힘에 의해 작동하지 않는
선례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대출의 출자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출자전환의 가격 및 조건에 대한 자율적인 협상이 가
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은 항상 조정실
패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아직 덜 춥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텨 보려
고 하다가 결국 파산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1999년 주룽지 시대에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4
대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을 채택하
였으나, 이는 이미 부실화된 경우에 적용된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국유은행들이 시장화 원칙에 입각해서 국유기업에 대해 부실채권
의 출자전환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지 않을 수 없다. 자칫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기업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부채축소(디레버리징)의 속도가
늦어져 국유기업 개혁이 물 건너갈 공산도 크다. 이제 시험대에 올
라선 중국의 기업구조개혁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자
율성이 제고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금융이 산업의
시녀 역할에서 벗어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중국이 금융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공급 측 개혁이 단지 정치적 구호(political rhetoric)로 그
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국유기업 구조개혁이 가져올 경제
적, 사회적 파장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을 중국이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유기업 개혁은 시진핑 주석
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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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유기업의 고용자 수는 정체되고 있으나, 비민영기업의 고
용이 45.3% 증가하여 국유기업 자회사 등 관련 기업이 전체 고용
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상당하다. 또한 인건비 상승에 대응해서
중국기업들은 설비 자동화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농민공 등 비정규·단순 인력이 우선 해고
되어 노동자 간에도 계층 간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는 미
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제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이러한 노동절약형 기술진보에 힘입어 고용 안정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의 노동시장을 보면 농민공이 전
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29.8%에서 2015년 35.8%
로 상승하였다.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제조업 부
문의 고용이 감소하고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 역
시 산업구조 변화에 기인하지만 서비스 부문은 아직 좋은 일자리
를 많이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VI 결론
전통적으로 경제학 이론과 실증분석 결과를 놓고 보면 초기 경제
발전 과정에서 자본이 부족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 자
본배분 과정에 개입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일정 단
계를 거쳐 경제발전을 이룩한 이후에는 금융이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작금에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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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계 금융기관들은 금융자유화(financial liberalization)의 풍토
하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금융은 실물부문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
을 행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부실이 짧은 기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결
국 터지게 된 것이다. 즉 금융부문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금융자유화 없이 금융이 성장하고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기
는 어렵다.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
어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정부
가 금융의 건전성보다는 성장우선의 정책을 펼치게 되면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는 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만 해도 중국의 성장둔화는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중국은 신
속하게 4조 위안에 달하는 경기부양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2010
년 중국의 성장률이 10.4%를 기록했다. 후진타오 시대에는 8% 성
장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받아들여졌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이 휘청거릴 때 중국의 약진은 두드
러졌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G2 시대가 시작
되는 것이 아닌지 새로운 담론이 학계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2012년 4분기부터 7%대에 진입한 경제성장률은 이후 8%대로 다
시 진입하지 못하였다. 2015년 3분기 6.9%를 기록하였고, 2016년
에는 6.7%로 떨어졌다. 2017년 중국은 상반기 6.9%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약간의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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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경제의 기술적 반등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다. 세계경제는 저성
장의 늪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저성
장은 무역자유화를 후퇴시키고 보호주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수출과 투자 주도의 성장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증
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역시 더 이상 고속성장이 가능
하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고속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
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속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왕윤종 2016a). 중국 정부가 계속해
서 성장에 집착한다면, 그리고 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을
정책적으로 이용한다면 금융산업의 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분명히 달라진 점은 경제성장률 자체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과 몇 년 전 후진타오 시대만 하더라
도 지방정부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장률이 제일
로 중요한 항목이었다. 심지어 지방정부의 성장률을 모두 합계하
면 중국 전역의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
만큼 지방정부는 성장률 목표(GDP maximization mania)에 집착했
고, 그 결과 지방마다 지방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과잉투자 현상이
나타났다. 시진핑 정부 들어서 적어도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용인
되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의 성과지표로서 경제성장률이 절대적으
로 중요한 목표지표로 설정되지도 않고 있다. 이런 변화와 공감대
형성에 기반을 둬서 성장목표치도 하향 조정되었다.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 기간 동안 최저 평균성장률을 6.5%로 제시하였
다. 물론 이 수치 역시 대단히 의욕적인 목표치라고 할 수 있다. 성
장의 원천도 투자에서 소비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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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인구구조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면서 높은 저축률 역
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Zhang 2016).
신창타이 시대에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성장속도가 느
려지고 있지만 중국경제의 구조전환이 제대로 가능하려면 공급 측
과잉해소와 더불어 금융부문의 개혁이 속도를 내야 한다. 공급 측
개혁은 국유기업의 과잉 생산능력 해소와 과잉부채 축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의 자율적 신용 배분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자유화의 속도를 중국 정부가 얼마
나 빠르게 진행시킬 것인가 여부이다. 여건은 이제 충분히 무르익
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규모 면에서 중국은 더
이상 후진국이라고 볼 수 없다. 중국의 4대 국유 상업은행은 자산
규모 면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앞서가고 있다. 중국 공상은
행은 규모에서 세계 1위이다. 세계 100대 은행에 중국이 14개, 미
국이 10개, 일본이 9개, 독일이 8개로 중국의 은행산업은 비약적
성장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국내 예대금리 차익을 일
정 수준 보장하여 은행의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
다. 2015년 10월 이후 금리자유화가 실시되었지만 인민은행은 금
융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예대기준금리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
예대금리의 상하한이 폐지되어 은행의 예대금리가 일률적으로 결
정되지 않고 있지만 인민은행이 예대기준금리를 발표하는 한 그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이 총통화량(M2)을 중간목표로 하는 현행 통화정책을 단기기
준금리를 중심으로 하는 통화정책 운영체계로 이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대금리 차익에 의존해서 은행이 수익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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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환경하에서 은행 중심의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보다 시장친화적인 금리체계로의 변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국내적으로 금융부문이 낙후된 원인은 국가 차원에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인민은행은 중앙
은행으로서의 독립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우샤
오촨 총재가 국무원 35인 중 한 명에 불과하고 2주마다 국무원 회
의에 출석해서 중국의 경제상황과 금리 수준에 대해 간단히 브리
핑을 할 뿐 실질적인 통화정책의 권한은 국무원의 최고 의사결정
자 또는 상무위원에 의해 결정된다(Irwin 2013). 인민은행은 단지
통화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에 불과하며 통화 및 외환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책결정이 국무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중
국 금융의 정점에 있는 인민은행의 위상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 금융시
스템의 후진성에 대해 He(2015)는 후진국 일반에서 발견되는 금
융억압을 통해 아직도 이익을 얻는 기득권층이 광범위하게 포진되
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국유 상업은행, 중앙 국유기업,
지방 국유기업, 수출산업, 부동산개발업자, 건설산업 등 경제성장
의 달콤한 열매를 따먹었던 기득권층이 전면적 금융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진영을 형성해 견고한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선진화함과 동시에 중국은
금융후진국의 위상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 자본자유화, 외환자유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 정부는 여전히 제한적
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자본자유화를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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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여전히 자본이동은 다양한 규제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자본시장 규제가 바로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투
자 규제이다. 2000년부터 허용된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QFII) 제도는 도입 이후 이미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상해 A 주식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투자자
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2%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QFII 한
도 확대, 2014년 상하이와 홍콩을 연결하는 후강통, 2016년 션전
과 홍콩을 연결하는 션강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본시장 개방
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
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채권시장에 대해서도 엄
격한 제한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일부 중앙은행과 국부펀
드에 대해 역내 은행 간 채권시장 참여를 허용했다. 하지만 여타
기관투자자들은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일정량을 할
당받아 인민폐 표시 채권을 살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채권 보유 비중은 약 2%에
달하고 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개방의 폭이 좀 더 확대되어야
중국 금융시장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왕윤종 2016b).
중국 정부가 자본자유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
보다도 자본자유화가 ‘양날의 칼(double-edged sword)’이기 때문
이다. 자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자산 가격이 시장의 수급에 따
라 결정되는 가격발견(price discovery)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자
본자유화를 통해 보다 많은 시장참여자가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
라 국내 금융시장이 자연스럽게 해외시장과 연계됨으로써 인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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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규제장벽으로 인한 규제차익(arbitrage gains)이 제거될 수 있다.
또한 자본자유화는 기업과 같이 항시적인 자본의 수요자들에게 해
외로부터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 다른
한편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해외투자
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열
어주게 된다. 즉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게 된다. 그
러나 자본자유화가 이점만 많은 것은 아니다. 자국의 금융시스템
이 선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본자유화를 성급하게 추진하게 되
면 항상 부작용이 따랐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 우
리나라도 성급한 자본자유화의 매운 맛을 톡톡히 봤다. 이 점을 누
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거대 중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
명의식을 지닌 중국 정부는 자본자유화의 속도를 내고 싶어도 이
런 속사정 때문에 답답할 정도로 매우 천천히 자본자유화를 진행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자유화의 속도를 더디게 할수
록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금융은 어차
피 리스크(위험)로 먹고 사는 사업이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선진
화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줄이는 만큼 선진화의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명성을 차지했지만 동시
에 금융 강국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자본자유화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
중국의 자본자유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면 외환관리는 사실상
힘들어진다. 외환수급이 경상수지뿐만 아니라 자본수지에 따라 결
정된다. 또한 환율결정도 실수요보다는 투기적 수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중국은 관리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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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분류 기준에 따를 경우 엄격한 의미에
서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변동환율 제도라기보다는 정부의 영
향력이 큰 제도를 운용 중이고, 애매모호한 정책으로 인해 기타 환
율 제도로 분류되고 있다. 2015년 8월부터 ‘복수통화 바스켓을 참
고한 변동환율 제도’라는 긴 명칭을 갖고 명목상 변동환율 제도라
고 주장하지만 이는 환율 수준을 정부의 의지대로 관리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인민은행이 환율 수준의 결정에 있어
서 참고로 하는 복수통화 바스켓은 13개 주요국 통화로 구성된 중
국외환시장지수(CEFTS지수)이다. 통화 바스켓에 담기는 13개 통
화는 물론 중국과 교역 관계를 갖고 있는 주요국 통화이며, 바스켓
의 가중치는 이러한 교역 관계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의 바스켓 내 가중치는 10.8%로 달러(22.4%), 유로
(16.3%), 엔(11.5%)에 이어 네 번째로 크다. 그러나 바스켓 통화의

가중치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내생적 특성을 지닌다. 실질실효환
율의 개념처럼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통해 환율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 달러와 같은 특정 통화의 변동보다는 환율을 상대
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본자유화가 진전되면 더 이상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운
영하는 것은 외환에 대한 시장 수급 상황을 잘 반영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완전한 자유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
하지 않더라도 개별 국가는 외환보유고의 증감을 통해 어느 정도
외환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율을 관리할 수 있다.
비록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환율조작국 여부를 발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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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압력을 행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환율 제도의 선택은 국가주권
의 문제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바람직하느냐는 각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현재 중국이 자본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얼마든지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
다. 그러나 자본자유화로 인해 자본이동이 키보드 하나 클릭하는
것만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능하게 되면 외환시장을 관리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조작국
에 대해 강한 통상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반중 인사들로
포진된 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팀은 중국 길들이기를 위해 중국
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을 불사할 가능성도 있다. 아직은 중국과
직접적으로 통상마찰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있으나, 럭비공처럼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의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아직 변동환율 제도로 이행
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자본자유화와 변동환
율 제도로의 이행은 중국이 금융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
시 통과해야 할 이정표이지만, 아직은 중국이 이러한 선진 제도를
수용할 만큼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의 금융안보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로 지난 5월 23일 국
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의 중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Aa3 → A1)을 들 수 있다. 동 조치는 앞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하게 증가한 중국의 비금융기업 부채가
주원인이다. 중국은 아직 대외부채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대응 여하에 달려 있다. 중
국 정부가 단지 위기를 관리하는 데 그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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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유기업 구조개혁과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좀 더 과감
한 개혁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하에 따라 중국경제의 향배가 달라
질 것이다.
5년마다 개최되는 전국금융공작회의가 지난 7월 14–15일 양
일간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시진핑 총서기를 포함하여 25명의 정
치국 위원과 인민은행, 은감회, 증감회 등 중국을 대표하는 금융감
독기구가 참석하는 회의이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시작
되어 벌써 5차 회의째이다. 이 회의는 중국의 금융시스템의 개혁
방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2년에 개최된 4
차 회의에서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가 제기되었고, 2015년 10월
금리자유화가 실시되기까지 큰 방향이 제시되었던 바가 있다. 금
번 회의에서도 금융리스크 예방 및 구조조정을 위한 4대 원칙과 6
개 주요사항이 제시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금융이 국가의 핵심경쟁력이며 금융안정이 국
가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① 금융의
기본역할 강조, ② 구조개선, ③ 감독강화, ④ 시장지향의 4대 원
칙이 제시되었다. 또한 금융발전을 위한 6대 주안점이 제시되었
다. 첫째, 금융은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
해 과도한 은행중심의 간접금융 체제에서 증시 육성과 같은 직접
금융 체제의 발전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즉 자본공급의 원천을
은행을 통한 대출에서 주식, 회사채와 같은 직접금융 방식에 더 많
이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다원화된 자본조달 방식의 채택은 대단
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을 실물경제 발전
의 지원에 기본 역할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을 하나의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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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산업으로 보는 관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금융리스
크의 방지와 금융개혁의 심화를 추진하고, 국무원 산하에 금융안
정발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제도개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것
도 알 수 있다. 아울러 위안화 국제화 및 자본계정의 태환을 점진
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의 개방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이러한 개혁의지는 금융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금융개
혁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금번 금융공작회의는
금융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졌으며, 여전히 실물부문
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금융의 역할이 있다는 인식 자체에는 큰 변
화가 없어 보인다. 금융리스크가 발생하는 원인은 결국 금융이 자
율성을 잃어버리고 실물부문을 지원하는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대외적으로 중국 금융시스템에 대
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금융감독 통합감독기구가 인민은행이
아닌 국무원 직속으로 설치됨으로써 적어도 소극적 의미에서 금융
안보의 중요성을 중국 정부가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
나 급격한 수준의 디레버리징이나 유동성 축소와 같은 현상은 나
타나지 않고 실물부문의 안정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미온적인 개혁
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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