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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民營經濟의 成長政策:

그 背景， 變化過程 및 效果
榮

向

룰률

중국 민영경제(1)는 장기간 지속된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그 발전이 크게 제한을 받아
왔다. 1950년대 중반의 사회주의 개조시기부터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전까지 20여 년

간은 중국 민영경제에 있어 거의 공백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의 빈곤문제와
도시의 취업난으로 인해 중국정부는 1978년부터 적극적으로 민영경제를 수용， 장려，
촉진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중국 민영경제의 성장은 각 단계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큰 기복이 있었으나
20여 년간의 발전을 거쳐

에서

‘불법적’ 에서

‘합법적’ 으로，

‘국민경제의 유익한 보충형태’

‘국민경제의 중요한 일부분’ 으로 발전해 왔고， 현재 중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경제형태이다

본고는 단계별로 민영경제의 발전과 관련 정책변천의 상황을 살펴봄으

로써 경제의 발전과 정책변화의 상호작용 및 이로 인한 중국 정치， 사회 등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머 리 말
1970년대 이후 세계사의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여러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개혁이 일
어났다는 것이다. 개혁은 이들 국가를 종래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시키는 경

로를 탐색하며， 국유기업 이외에서 국가경제성장의 원천을 찾아내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
다. 중국은 최초로 개혁을 시도한 국가는 아니지만 개혁의 성과를 보면 다른 사회주의 국가
보다 앞선 나라이다.

‘나라마다 경제구조조정을 통해 종래 체제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중국

보다 더 급격하게 구체제에서 벗어난 나라는 없을 것이다’ [Debor따1 and Vogel (1 990 , p. 1) J.
중국의 점진적 경제개혁의 핵심은 민영경제를 어느 정도 국유경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점
차 키워서 국가경제성장의 주된 부문으로 양성시키는 데에 있다. 중국 개혁 20년의 중요한
성과는 바로 활발한 비국유경제부문을 키워냈다는 것이다. 현재 민영부문은 공업성장의

70% 이상을， 일자리 창출의 95% 를， 그리고 국민경제성장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찢鋼(1 999 ， p. 8) J. 1989-1999년 사이 민영경제 업체 수와 종업원 수는 30% 이상 증가하였

(1) 중국의 민영경제는 개체경제와， 노동자가 8병 이상인 민영기업의 2가지 종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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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程秀生(1 999 ， p.8)J ， 등록자본금， 생산량， 상품소매금액 동의 지표는 60% 정도 증가
하였다. 1999년까지 민영경체가 공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 로 상승하여 28.5%
를 차지하는 국유경제를 앞질렀다. 같은 해 전국상품소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28.8% 에서 51.5% 로 상승하여 , 국유경제 (24.3%) 와 集體經濟(1 8.2%) 의 합계 (42.5%) 보다

도 훨씬 높았다

(2)

기타 경제부문과 국유경제부문의 노동생산성 비율은 2.8: l(胡嚴鋼(1 999 ，

p. 34) J 이다. 민영경제는 WTO 가입 후 국유경제 대신 중국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중국의 공업은 예전에는 국유부문에 의하여 주로 이
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중국 미래의 번영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은 민영부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 [Neoh (1 999) J.

최근 민영경제의 빠른 성장에 따라서 중국학계에서는 민영경제에 관한 연구와 논쟁을 날
로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주안점은 국유부문을 줄이고 대신 민영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경제발전의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기반 조성을 다같이
중시하며， 건전하며 질서 있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시스템을 확립하는 가운데， 국유
기업 대신 경제성장의 주된 부문으로 민영기업을 양성하여야 함을 강조한다〔張維迎(1 998) ,
吳敬鍾(1 999) J. 인류학자들은 중국의 비대한 행정부문， 창조성이 부족한 정부부문， 그리고
능률 수준이 낮은 국유기업이 개혁과정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간주하
고 있다. 이들이 구체제의 틈에서 싹튼 민영경제의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영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한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경제의 현대화
이념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尹保雲(1 999 ， pp. 316-330) J. 사회학자들은 민영경제의 발전
이 사회계층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국의 중산계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형성이 가
능하다고 본다. 또한 중산계층이 가진 조직이념과 계약의식을 바탕으로 한 민주와 자유의
정신으로 국가권력의 무한확장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민주정치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挑榮偉(1 999 ， p.9 1)J. 이렇듯 중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학

자들이 민영경제에 관심을 쏟고 민영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민영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가， 혹은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 이래 중국정부에 의한 민영경제 정책의 변천 원인， 과정과

그 결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중국 민영경

제발전의 공백기와 이로 인한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 살펴본다. 물째， 농촌의 빈곤과 도시의
취업난으로 인하여 중국정부가 個體經情를 기점으로 민영경제에 대한 태도를 전환한 과정，

(2)

http://www.cei.gov.cn( 中國經濟信息흠페이지)， 2000년 1 월 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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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의 양태를 살펴본다. 셋째， 민영경제의 정책변천으로 인해서 중

국의 사회， 정치 분야에 일어났던 큰 변화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民營經濟 20餘 年間의 空白期와 經濟的 困境

우선 민영경제의 정책적 후퇴와 이로 인하여 초래된 심각한 경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
다. 1949년 건국대강이면서 중국의 첫 헌법의 역할을 했던 〈中國 A民政治協商會議共同鋼
領〉은 민영경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유경제， 合作社경제， 농민과 수공업자가 중심이 되는 個體經濟， 개인 자본주의경제와

국가 자본주의경제 등 각 경제형태의 공존을 조화시키고 국유경제의 지도 하에 서로 협력하
고 촉진하며 제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여 사회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무릇 국가계획과 국민생활에 유익한 모든 민영경제에 대해 인민정부는 그 경영을 적극적
으로 장려해야 하고 그 발전을 도와 주어야 한다.’
이는 첫 헌법이 당시 민영경제를 적대시하는 경향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54년에
공포된 헌법에서도 개인사업경영자소유제와 자본가소유제는 모두 중국 생산자원소유제의
기본적인 형식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激進主義 노선이 등장하면서 사회주의 개조
를 거쳐， 개인 자본주의기업만이 公私合營되었던 것이， 모든 자본주의기업이 모두 공사합영
으로 전환되어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국유경제부문과 똑같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개인사업경영자 수는 1952년의 817만 명에서 1955년의 513 만 명으로 급감하였으며， 1956년
에는 16만 명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같은 해 9월에 중국공산당 대표대회 제 8차 회의(이하 8대)에서 국무원 부총리 陳굽은 다

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중국의 사회주의는 이런 것이다: 공상업 분야에서 국유경제와 集體經濟로 주체를 이루
는 동시에 부분적인 個體經濟가 국유경제와 集體經濟의 유익한 협조형태로 존재한다.’

이는 個體經濟의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8대를 계기로 정부는 個體經濟를 회
복， 발전시키 기 시작하였다. 이 에 따라 1957년 전국의 개인공상업 종업원 수는 104만 명으

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내부나 사회적 여론은 個體經濟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명확하지 못하였고， 個體經濟의 발전상황은 전체적으로 침체상태에 멈추어 있었다.

1966년부터 중국은 전례 없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들어섰고， 경제발전전략이 현대화로

향하던 기정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羅榮펄(1 997 ， p. 125) J. 個體經濟는 ‘자본주의의 꼬

리’ 로 간주되어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며， 전국의 개인 공상업 종업자 수는 갈수록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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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국은 막대한 대

가를 치뤘다. 국민생활이 날로 어려워져 도시에서는 대다수의 생활필수품을 배급권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농촌에서는 농민들의 戰死로 사회생산력이 붕괴 직전 상태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1949-1971 년 동안에 연간 인구 출생률이 3% 를 초과하였는데 [IF 中國 A 口統計
年鍵]

(2000 , p. 455) J,

이처럼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구출생률은 1960년대 말부터 심각

한 취업난을 초래하여 이후 갈수록 심해졌다. 중국의 공업화전략은 국가 사정에 맞는 노동
집약형인 경공업중심이 아니라， 기술과 자본집약형의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이었다. 따라서 경제구조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관련 부문으로의 노동력 이전이 따
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시화는 계속해서 공업화의 진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

은 엄청난 저축력을 키워낼 수 있는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였다. 대량의 자원이 가능한 한
소비재가 아닌 생산원료에만 쓰인다. 공업은 소비자들로부터 저축을 얻는 주요 수단이다’

[Gi1bert Rozm없1 (1 995 ， p.

415 , 435) J.

이러한 상황에서 공업의 발전은 농촌의 잉여노동력은

커녕 도시의 고유한 노동력조차 흡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취업의 통
로는 막혀 있는 실정이었다.
1960년대 중반 정부는

上山下獅 등의 조치를 통하여 도시의 취업난을 해결할 수밖에 없

었다. 그러나 강제로 취업활동을 집행하는 것은 공업화의 발전방향과 서로 배치되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공업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농촌의 각종 생산자원을 강제로 착취하여

농업의 발전을 더욱 부진하게 만들었다. 농민생활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만약
흉년이 들면 수많은 농민들이 생병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등소평 復出 후， 거의 붕괴상태에 이르렀던 사회， 정치， 경제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정부는 경제현대화방안에 대한 탐색을 새롭게 시작하였는데， 이는 중국 역사상 획기적
인 전환점이 되었다. 실용주의자인 등소평은 개혁의 의미에 대해 일찍부터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그의 말에 의하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중국의 活路는 없다’ 고 하였다〔中共中央文敵編輯委員會(1 993 ， p.

370) J.

농촌에서는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생존욕구를 충족시키고 굶어죽는 위
협을 없애기 위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聯塵承包責任옮Ij’ 를 창조하였다. 이 새로운 제도는

다행히도 정부에 의해 수용되었고， 정부는 실험을 거쳐 즉시 그 효과를 인식하고 단계별로
전국지역에 보급하게 되었다. 이는 또한 중국 경제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광대한 농촌지역에 뿌리가 내렸고， 중국 사정에 알맞은 노동집약형 위주의 鄭鎭企業들
이

‘異軍突起’ (군대가 돌연 나타난다는 뜻)하였다 향진기업의 등장은 개혁의 주도자와 경

제학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현상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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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농민들 스스로의 발상으로 이루어진 제도적 창신이 정부의 암
묵적인 허가와 수용을 받아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 주었다.

이로부터 중국은 농촌부터 출발하여 현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기업의

‘包塵到戶’ 와 향진

‘異軍突起’가 전통경제체제에 미친 충격적인 영향이 없었다면 중국은 개혁을 단행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행히 중국의 경제개혁은 농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개혁과 공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압력과 충격력이 농촌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통해 완화될 수 있었다 농촌

에서부터 출발한 중국의 경제개혁은 그 위험성과 소요되는 자본 면에서 도시중심전략보다
훨씬 이상적이었다. 중국은 적당한 자리， 즉 농촌부터 개혁을 시작했으므로 제 2의 동유럽이
나 러시아가 되는 것을 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된 개혁으로 국유경제에 필
적할 만한 민영경제를 키워낼 수 있었다.

3.

民營經濟政策의 績和와 그의 回復과 安定的 發展 (1978-1991 )

3. 1. 個體經濟의 回復， 그리고 ‘開放시키고 活性化시키자’ (放開橋活)政策
1978년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 11 기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聯庫承包制의 등장과 보급은 오랫동안 억제되어 온 농업 생산
력에 활기를 불어 넣었고， 농업발전은 참신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빈곤 상태에 살았던 수억 명에 이르는 중국의 농민층이 밥 먹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했
을 뿐만 아니라， 경기호전에 따라서 個體經濟와 고용경제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시의 경우， 제 11 기 3중전회 이후 정부가 ‘上山下頻5 운동을 중단하였으므로， 새롭게 증
가된 노동력과 도시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
유경제부문과 단체경제부문에서 정부가 배정한 일자리 수는 실제수요를 밑돌았다. ‘우리도
밥 먹어야 되고 우리도 일해야 된다 는 구호를 외치며 농촌에서 돌아온 학생들을 직면한 각

지방정부는， 심각한 취업난 앞에서

‘自짧職業’ (스스로 직업을 찾는다는 뜻)을 호소하였다.

당시의 이런 젊은 세대가 중국의 개혁개방 후 도시 개인사업경영자의 제 1 세대가 되었다.
1979년 초 문화대혁명 이후 제 1 차 전국공상국국장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제 11 기 3중전회의 취지와 당시의 취업상황을 감안하여， 공인고용은 금지하되 도시주민 중

일부 잉여노동자가 수리 , 서비스업 등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혀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고 중국 건국30주년 경축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위
원장 葉劍英은 현재 도시와 농촌의 일정 범위에서 존재하는 노동자 個體經濟 형태는 사회주
의경제의 유익한 협조형태라는 사실을 다시 인정하였다. 이는 의심할 바 없이 그 당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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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경영자들에게 좋은 동기를 부여하였다.

1980년에 중국공산당이 주최한 전국노동취엽회의에서 국가에 의한 취업 통일배정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통일된 계획과 지도 아래에 노동부문 소개와， 개인적 취업 도

모’ 가 결합된 취업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럼으로써 정부가 個體經濟를 발전시키는 것을 실
업문제의 주요한 해결책으로 인정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뒤이어 전국 노동취업회의의 공문
이 배포되어 취업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固體經濟의 발전을 적
극적으로 장려하고 협조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개인상엽의 경영을 곤란에 빠뜨리거나

개인사엽경영자를 경시하는 경향을 삼가고，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개인노동자들이 사회의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하였다.
동시에 1978년 헌법에서， 개인사업경영자는 법률에 의해서 경영을 해야 하고， 다른 개인
사업경영자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제정하였다. 생산을 발전시키고， 특히
실업문제 해결 차원에서 개체경제의 역할을 인정한 이 공문은， 남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은
個體經濟는 사회주의경제의 필수적이고 유익한 협조형태이므로 잘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당시 개인사업경영자의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낮았다.

1981 년이 되자 個體經濟에 대한 제한은 한 걸음 더 완화되었다. 그 해에 공포된 〈中國共
塵黨 中央과 國務院의 경제활성화와 도시 취업문제 해결에 대한 몇 가지 규정〉에서 個體經
濟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재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個體經濟의 건전한 발전을 가
져오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간부와 보통국민들의 괴리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

하였다. 그리고 개인사업 경영자는 2명 이하의
가진 자는 5명 이하의

‘조수’ 를 ‘초청’ 할 수 있고， 특별한 기계를

‘조수’ 를 ‘초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개인 사업자의 사회

정치적 지위는 국유기업과 集體企業의 직원과 똑같이 대우

를 받아야 하며 , 그들 중 진보분자도 중국공산당과 중국청년단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규정은 個體經濟의 발전을 위해 보다 더 개방된 외부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공인을 고용
하는 데 존재하는 노동착취문제는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였지만， 고용불가의 제도적 제한을
돌파함으로써 個體經濟의 발전， 나아가 민영기업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1982년 9월의 중국공산당 12대 회의에서는 국가의 규정과 공상행정부문의 관리 하에， 도

시나 농촌의 개인경영사업의 적당한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공산당 대표

회의에서 처음으로 개인경영사업의 발전을 장려한 것이었으며， 농촌으로 발전지역을 확산
시키는 것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3.2.

民營企業의 再生

個體經濟 규모 확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민영기업의 재생은， 고용노동자의 대우 및 이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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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의 고려 등의 문제 때문에 個體經濟의 회복보다 더 어려웠다. 문화대혁명이 한창이었던

1971 년 福建省 石獅鎭에서

‘지하공장’

적이 있었다. 이 체포자 중에서

12곳을 수사하고 ‘신생자산계급분자’ 5명을 체포한

‘像章大王’

吳夏雲은 월수입이 그 당시 평균월급수준보다

훨씬 높은 300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당시 사회에서는 절대로 수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

문에 수사를 받았다 그의

‘불법적’ 수입 총 7 ， 000원이 전부 몰수됐고 자신은 7년 징역형을

받았다. 그런데 1977년 석사진에서 소상품시장이 다시 나타났고， 이 때문에 석사진은 ‘資本
主義復群’ 의 전형으로 지정되어 투기분자 100여 명이 체포되었다. 기록영화 〈鐵證如山〉은
바로 석사진의 경우를 반면적 교훈으로 다루어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1981 년 오하운은
석방되어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다시 공장을 설립했다. 당시에는 민영기업에 대한
국가정책이 아직까지 완화되지 못했으므로 동네의 명목을 빌려 공장을 등록할 수밖에 없었
다〔李由 (2000 ， p. 7) J.

1981 년에 들어서면서부터 〈人民日報〉를 비롯한 신문매체를 통해 전국에서 치열한 ‘민영
경제 대토론’ 이 벌어졌다. 1981 년 5월 29 일 -9월 19일 간에 <A民 B 報〉는 陳志雄 (3) 이 공인
을 고용하여 개인 魚輔을 경영하는 일에 대해 전체토론을 전개하였는데， 선후 19명의 독자
들의 의견이 신문에 게재되었다. 그런데 특히

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한다，’

‘공인에

대한 착취가 좀 있어도 놀랄 필요가 없다 는 주장이 다수였다. 사실 <A民日報〉에서 이러한
대규모의 토론을 시도한 것 자체가 장차 국가정책이 민영경제를 발전시키는 추세로 나아가
리라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 · 경제적 배경 하에서는 민영경제를 발
전시키기 위하여 발을 내딛기가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다.

1982년 12월 제 5차 인민대표대회 5차회의에서 중국 제 4부 헌법이 통과되어 다음과 같은
방침이 발표되었다. 즉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個體經濟는 사회주의공동소유경제체제의 협조

형태로서 국가가 個體經濟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행정관리를 통해

個體經濟를 지도하고 도와주며 감독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헌법 제 8조에

‘수공

업， 공엽， 건축업， 운송업， 상업， 서비스업 등 각종 형태의 합작경제는 모두 사회주의공동소
유경제체제에 속하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단체경제조직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하며 단체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병시한 점이다. 이는사실상 일
부분 합작경제와 단체경제의 명목으로 존재하는 민영기업의 발전의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도시와 농촌에서 보인 個體經濟의 빠른 성장에 따라 관련 정책도 보다 더 완화되었

(3)

陳志雄: 廣東省 高要縣 沙浦公社의 농민이었다. 1979년 개인적으로 어당 8묘를 청부 맡았고

1980년 청부한 어당은 105묘로 증가하였다. 그는 고정적으로 공인 1 병을 고용하고 임시공인
명을 일하게 하였다 진지웅의 연 순수익은 만원이 넘어 당시에는 아주 높은 수엽이었다.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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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공산당은 〈현재 농촌경제정책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서， 농촌 개인사업경영자와
양식업자가 ‘조수’ 나 ‘제자’ 여러 명을 ‘초청’ 하는 것에 대해

‘제창이나 선전을 하지 않으

며 금지하지도 않았다. 그 발전추세에 따라서 유리한 지도를 하고 형식이 다양한 합작경제
형태로 이전하도록 안도한다’ 는 정책도 밝혔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三不-看’ (不提
띔， 不宣傳， 不取線， 看-看) 정책이다.
이때에 이르러서 個體經濟 발전의 정책수립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 個體經濟는 발전
할 공간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영경제 발전의 기반도 만들어 주었다 사실 그 당
시 민영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다. 특히 安徵省의

‘바보 果

子’ 에 관한 논란은 등소평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그는 ‘바보 果子’ 의 기업주 年廣九를 개인
사업경영자의 대표로 인식하였으며， 그에 대한 태도는 틀림없이 전국의 개인사업경영자 계
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간파하였다. 그리하여 1984년 10월에 열렸던 中國顧問委

員會(이하 중고위) 제 3 차 전국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여 일부 고위층 지도자들의
주장을 반박하였다〔中共中央文敵編輯委員會(1 993 ， p.

9 1) )

‘그동안 기업주가 공인을 고용하는 일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한 모양이
다.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大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냥 내버려두고 어떻게
발전할지 일단 지켜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 잘못 건드리면 백성들이 정
책이 또 바뀌었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인심이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다. 하나의

‘바보 果子’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인심까지 흔들린다면 유익한 점이 없다. 일단 하게 하

자. 그것이 왜 무서운 일인가?’
당시 우湖市에 있는 연광구의

‘바보 果子’ 회사는 공인 100여 명을 고용하고 1981-1984년

동안 총 30여 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陳昌옮 외(1 996 ，

p. 229)).

등소평의 발언은 중국

민영기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또한 민영경제에 발전의 길을 개통하였다. 사회주

의체제 하에서 공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혹은 노동소득을 착취하는 것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정치권과 민간에게 이데올로기적인 고려가 아직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탈선행
위’ 에 대한 ‘암묵적 허가’ 식의 ‘관용적인’ 정책에서부터 민영경제는 확실한 보호를 받았다.

3.3.

市場指向的 改훌과 民營經濟의 安定的 成長

1984년 제 12기 3중전회에서 이루어진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정)(이

하 결정)의 통과는 중국이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시장지향적 개혁의 목표를 세운 것을

상정한다. 이러한 전환은 의심할 여지없이 시장경제체제에 알맞은 경쟁력이 있는 민영경제

에게 더 넓은 발전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물론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 라는 이행단계
에 처해 있었지만， 일단 시장부터 개방하고 자유경쟁이 허가되면 민영경제의 큰 성장을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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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으로 가져올 것이었다. <결정〉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
라는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個體經濟의 발전전략을 정하였다.

‘중국의 個體經濟는 사회주의공동소유체제 하의 個體經濟。1 며，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일
자리를 창출하는 데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경제의 필수적이고 유익한
협조형태이고， 사회주의경제에 종속된 것이다，

각종 형식의 경제와 경영의 공동발전을 추

진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장기적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集體經濟와 個體

經濟 발전의 걸림돌을 없애는 것에 주의해야 하고 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특히 노동
위주와 분산경영형식에 맞는 분야에서 個體經濟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부지역

에서 일부기업과 일부국민들이 근면한 노동을 통해 부유해 지는 것을 수용해야 나머지 많은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부유해 지도록 노력하게 만들 수

있을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정〉은 일부의 소규모 국유기업을 임대나 하도급의 형식으로 단체와 개인
에게 넘기는 것을 수용했다. 이는 사실상 국유기업 민영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결정〉에 대
해 등소평은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였다.

‘이번의 〈결정〉은 잘 썼다.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해석도 잘했다. 우리 조상들이 못한 새
로운 내용이 있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이 없었으면 이렇게 못 썼을 것이고， 써도 이단이라

고 간주되어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다’ 〔中共中央文敵扁輯委員會(1 993 ，

p. 91) J.

〈결정〉은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사회주의 대국이 처음으로 시장지향적 개혁목표를 확립하였다.

‘당시의 대다수 사람들

은 이런 개혁이 사회주의소유제의 기반 내지는 중국의 정치 · 문화구조에 얼마나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인지， 또한 개혁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통과 미망을 가져
오고 어떠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게 할 것인지 인식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역
전할 수 없는 역사이다. 1984년 이전의 개혁은 어느 정도는 정부에 의해

‘半自動的으로 推

進’ 된 것이다’ 〔華生 · 張學軍 · 羅小朋(1 988 ， pp.14-15)J. 반면， 1984년 이후의 개혁은 ‘自
動推進’ 의 성격을 더 많이 띤다. 일단 ‘상품경제’ 를 수용하고 시장지향적 개혁목표를 확립
했다면， 공정한 경쟁이 수용되는 가운데 민영경제는 자신의 경쟁력으로 점차 국유경제를 대
체하여 국민경제를 향상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1987년 12월 중국공산당 제 13차 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초기단계의 기본적 노선과 민영

경제의 발전 방침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현재 공동소유제 이외의 기타 경제형태는 지나치
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시나 농촌의 個體經濟와 민영경제
가 발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서로 다른 경제분야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종 소유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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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경제형태가 서로 다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이는 민영
경제， 특히 민영기업의 발전을 위한 튼튼한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1988년 4월 제 7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헌법 수정안에서 제 11 조는 이렇게 수정

되었다.

‘국가는 민영경제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민영경제는 사회주의공동소유경제의 협조형태이다. 국가는 민영경제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
호하고 민영경제에 대한 인도， 감독과 관리를 시행하다.’ 또한 1988년에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기업임시조례〉가 공포되고 이를 통해 민영경제의 발전과 관리는 법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1988년 후반기부터 각 지방 공상업 행정관리부문에 의해 민영기업업체의 독립 등록
과 그에 대한 감독， 관리가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3.4.

1990 年代 以來 民營經濟發展政策의 重大한 變化

외국인 학자들은 1989년 천안문사태와 1978년 이래의 경제개혁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양자 사이에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모택동 이후의 경제정
책이 이미 중국사회에 불가피한 정치적 영향을 미쳤다고 믿는다’

(1 990 , p.

2)).

(Deborah and Vogel(eds.)

중국의 일부 고위층까지 1989년 사태의 원인을 민영경제 추진의 탓으로 돌렸

다. 등소평이 적시에 중고위 회의에서 이런 잘못된 사상경향을 교정하고 민영경제를 적극적
으로 발전시키는 기본 노선정책을 견지하였지만， 민영경제의 발전은 불가피하게 좌절 당하

였다. 1989년에 전국의 개인공상업 경영자 수는 1988년보다
업 종업자 수는 1990년에는 1989년보다

3.7%

15.8%

증가하고 1991 년에는

감소하였다. 또 민영기

8.2%

는 등 1992년 이후의 두 자리수 증가율보다 많이 낮았다〔程秀生(1 999 ， pp.

증가하는 데 그치

14-15)).

1992년 초 등소평은 중국 남부지 역을 시 찰하면서 유명 한 〈南씬講話〉를 발표하였다. 이 강
화에서 사회제도의 평가표준과 사회주의의 본질 등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새

로천명하였다.

‘(사회제도를 평가하는) 표준은 첫째， 주로 사회주의사회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데， 둘
째， 사회주의국가의 종합국력을 강화시키는 데， 셋째，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
리하냐 아니냐에 있다，’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향상시키며 노동착취와

빈부격차를 없애고 궁극적으로 공동부유의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南샌講話〉는 민영경제를 부진상태에서 벗어나 급속성장의 궤도에 올려 놓게 되었다.

1992년 중국공산당 제 14차 대표대회 보고서는 등소평의 〈南샌講話〉의 바탕 위에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면서 중국공산당 13대에서 제기했던 다양한 형식의 경제형태가 장기적으로
공존하며 발전하는 소유제구조에 관한 논술을 거듭하였다. 이리하여 시장경제체에서 민영
경제는 중요한 경제형태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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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중국공산당 제 15차 대표대회의 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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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체제를 중심으로 하여 각종

소유제 경제형태의 공동발전이 사회주의 초기단계의 기본경제제도이며， 비공동소유체제의

경제형태는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 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개인，
민영 등 비공유제경제형태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인도를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만족， 일자리창출， 그리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공산당 제 15 차 대표대회와 제 15기 4중전회에서는 규모가

큰 국유기업은 규제하고， 규모가 작은 민영경제는 활성화시키는 ‘tJR大放小’의 원칙을 고수
하여， 국유경제의 리더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국유경제에 대한 전략적 조정을 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999년에 전국 제 9차 인민대표대회 2차 전체회의에서는 헌법 제 11 조를 ‘합법적으로 존재
하는 個體經濟， 민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형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수정하여， 민영경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협조형태 의 지위에서

‘중요한 구성요소

‘의 지위로 상승되었다 .2001 년 7월에 중국공산당창립 80주년 기념대회에서 江澤民은 강화
를 발표하였고， 처음으로 중요한 공식적 장소에서 다른 계층의 우수한 인재를 입당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민영경제의 발전사상에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4

民營經濟發展의 社會的 · 政治的 影響

4. 1. 社會的 影響. 새로운 階層의 登場
민영경제의 발전은 중국의 경제구조를 완전히 바꿨을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종래의 공인계층， 농민계층과 지식인계층으로 나뉘던 단순한 사회계층구

분은 이미 시대의 발전에 뒤떨어졌다. 최근의 사회학 연구성과 (4) 에 의하면 현대중국의 사회
계층은 점점 다원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조직자원과 경제자원， 그
리고 문화자원의 소유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중국의 사회계층을 상층， 중상층， 중중층， 중하
층， 그리고 하층 등 5개의 사회경제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다섯 등급은 다시 정부와
사회관리자계층，경리인계층，민영기업주계층，전문기술자계층，사무원계층，개인사업경영

자계층， 상업과 서비스업 종사자계층， 노동자계층， 농민계층， 그리고 無業 혹은 失業 · 半失
業者계층 등 10개 계층으로 나누어진다. 모든 계층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사회지위도 교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각 계층은 사회적 지위를

(4)

中國社會科學院

pp.8-23)J

‘當代中國社會結構變選昭究’

課題연구팀을 가르키는 말이다〔陸學藝 編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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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소속된 등급의 배열을 볼 수 있다.

특수한 정치체제 하에 조직자원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문화자원의 역할도 중요
해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드러나게 되면서 대부분의 경제자원을 가진
민영기업주계층과 개인사업경영자계층의 사회적 지위가 점점 높아지고 정치적 영향도 커지
고 있다. 다만 이데올로기의 장벽으로 인해 민영기업주의 정치적 지위는 그들의 경제적 지

위를 따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영기업주계층의 정치활동 참여에는 큰 제한이 존재
하고 있다. 주로 농민과 도시 실업인원들로 구성된 개인사업경영자계층은 사회주의 시장경

제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계층이며， 민영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들이 생산규모를 확대시키고， 경영을 개선하고，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민영기
업주계층으로 올라가서 확실하게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실현하였다. 새로운 계층의 등장은
개혁개방의 결과이며 사영경제발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4.2. 政治勢力이 經濟分野로의 漫透
중국에서 각 급의 정치， 행정권력은 지속적으로 경제분야로의 침투를 포기하지 않았다
각종 ‘특수한 배경’ 을 가진 기업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민영기업들은
시장경쟁에서 열세에 몰렸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역사학자

費爾南 · 布羅代爾는 ‘중국기층의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무역왕래가 흥성한데， 정부는
키워주는 의도도 있지만 국가기기가 이 모든 것을 감독하고 있고 지나치게 부유한 모든 사
람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뚜렷이 가지고 있다’ 〔費爾南 ‘ 布羅代爾， 顧良 역 (1 993. p.
지적한다. 尹保雲은 ‘重農빼商’ 의 전통사상으로부터 비롯된

654) J 고

官f쩔制j經濟 의 특정은 아직까

지 개혁 후의 중국경제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는 수공업과 상업에 대한 독
점과 국민과의 이익 다툼에 끼어들고 있고， 관료제경제의 부에 대한 착취와 민영자본성장에

대한 억제로 인해 중국 민간자본의 성장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계획경제
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에 ‘官燈짧IJ經濟’ 의 특정은 더욱 두드러진다. 즉， 각급의 정치세력
은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제어하는 데 애쓰고 있다〔尹保雲

(1999. pp. 69-82)) .
정치세력의 경제분야 침투는 소위

‘總體性精英與不分化的資本’ (총체성 지도자와 분리하

지 않은 자본)이 나타나게 만들었다. 즉， 정치자본，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제어하는 자는

사실상 같은 집단에 속한 자이고， 그들은 개혁과정 중에 서로의 자본 전환을 쉽게 이룰 수
있다. 이 집단의 원시자본은 그들과 그들의 윗세대가 가진 정치 또는 행정세력이다〔孫立平

(1 998)) . 중국은 이행기에도 권력집단 주체의 구성에 여전히 변화가 없고 원래의 정치권력
자는 점점 정치 · 경제의 이중 권력을 가지는 세력으로 변해감으로써 정치 · 경제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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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인 기회를 얻을 수 었다. 또 이러한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투자의 위험을 최대한으
로 줄일 수 있는 동시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대등하거
나 대립할 실력을 갖추지 못한 민간경제세력이 대표하는 순수한 민영경제분야에는 능력이
있어도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載建中(1 995 ，

p.114)J.

1998년에 중국사회과학원과 전국공상엽연합회연구소의 「중국민영기업」이란 조사결과에
의하면 각종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 정부관리직을 사직하고 사업을 하는 자가 제일 우세하
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보고서를 보면 이들의 등록자본은 평균수준의 1. 8배， 판매량은 평

균수준의 1.8배， 순이윤은 평균수준의 1.9배에 달한다고 한다〔李由 (2000 ， p. 11) J. 이것을
보면 중국의 권력계층이 일단 경제분야에 개입하면 어떤 우세를 가질 것인지 짐작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서 정치적 배경이 없이 개인의 힘으로만 노력하는 개인사업경

영자가 사업의 돌파적 진전을 이룩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정치세력을 경제분야에서 퇴출시
키는 것이 민영경제발전의 건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전제이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이
야말로 참뜻에서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시장환경
의 철저한 개선을 촉진한다.

4.3. 民營企業人이 政治分野로의 漫透
앞에서 언급한 정치세력의 경제분야로의 침투 이외에 민영기업인들이 자신이 가진 경제
자원을 이용하여 정치적 지위의 상승을 도모하는 경향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민영경제의 실

력이 강해짐에 따라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민영기업인의 정치적 영향의
확대는 앞에서 언급한 1999년의 제 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헌법 수

정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즉， 헌법 제 11 조의 수정을 통해 민영경제의 지위는 협조형태로부
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상승되었다.

‘사회에 대해 예민한 감각을 가진

학자와 정치인들이 제일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을 수정하는 제안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즉，
민영기업인을 대표하는 全國工商聯이라는 사회조직 및 그의 협조단체들의 몇 년에 거친 유

세와 사정 등 꾸준한 노력을 통해， 민영기업인계층의 권익은 드디어 국가의 기본적 법인 헌
법에서 보장을 받았다. 이 조직은 정부와의 장기간 정치적 협의를 통해 획기적인 성과를 거
두었는데， 그것은 중국의 민영기업인계층에게도 가격을 흥정하는 권리가 생겼음을 의미한

다’ 〔何淸運(1 999 ，

pp.117-118)J.

앞에서 제기한 것은 사실 문제의 일면에 불과하다. 즉， 하나의 특수한 계층의 이익을 대
표하는 사회집단이 정치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국정치사에서 일어난 새
로운 현상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영경제가 왜 이만큼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

가의 원인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이번의 헌법수정은 불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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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측면에서 민영경제가 국유경제보다 더 뛰어난 경제적 효율과 경쟁력을 보여주었을 뿐
이며， 민영경제는 이미 국유경제를 대체하여 국민경제성장의 주요한 부문으로 발전하고 있

는것이다.
그동안 민영기업인들은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공상연합회， 청년연합회 등의 단체

와 조직에 가입하여 활기찬 자세로 다양한 사회정치활동에 참여하였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민영기업인들 중에 顯급 이상의 인민대표대회 대표 당선자가 5 ， 400여 명，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당선자가 8명， 정치협상회의 위원 추천자가 8 ， 500여 명，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 추천
자가 46명이나 된다고 한다〔張멀義 · 明立志 편 (2001 ， p.

274) J.

그 밖에 수많은 민영기업인

들이 다른 방식으로 사회정치활동에 참여하여 공식 장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관점을발표한다.
민영기업인들이 왜 그토록 열정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가에 대해 분석해 보면， 중국

의 경제와 정치개혁 정책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도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중국 건국 후에 생겨난 자본가에 대한 나쁜 인식과 공격 , 남의 사유재산을
적대시하는 중국의 전통적 의식， 그리고 평균주의가 유행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유 없이 부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경영자들은 ‘정’ 맞는 ‘모난 돌’ 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도 두려워한다. 이러한 불안 때문에 거의 모든 민영기업

인들은 정치권에 접근하는 것을 좋아하고 장사를 잘함으로써 정치권에 들어가기를 희망한
다. 중국기업인의 의식에는 확실히 자본에 대한， 또 돈을 벌고 쓰는 것에 대한 죄악감이 존
재한다. 이러한 심리 때문에 그들은 ‘관직’ 을 매우 중요시한다. 관직을 통해 어느 정도 안
정감을 찾을 수 있고， 관료 중 핵심인물과의 거리를 가깝게 만옮으로써 정치 · 경제 권력자
와 같이， 사업하는 데 유리한 자리에 서있게 만들 수 있다

다른 한편， 민영기업인을 중국공산당에 입당시키는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가 가지고 있었던 매우 신중한 태도는 민영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큰 변화가 일어났다.
강택민은 중국공산당창립 80주년 기념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개혁개방 이래에 중국의 사회계층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소유제 제도， 다른 업종， 다른 지역 간에 빈번히 이동하고， 개인의 직업과 신분도 자주 변화
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노선과 원칙을 실현시키는 데 자발적으로 분투하고 중국공산당 당
원의 조건에 맞는지는 신당원을 모집하는 주요 준칙이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 군인， 그리
고 정부관리자 출신인 당원은 중국공산당의 기본구성원이며 기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서， 당원의 조건에 맞는 다른 사회계층의 우수한 인재를 입당시킴으로써 온 사회에서 당의
영향력과 응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CÁ民日報 (200 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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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택민의 강화는 중국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경제건설과 정치개혁 간의 상호영향 문제에

대한 생각을 신중하게 표출하였다 .6 ， 400여 만 명의 구성원을 가진 집권정당이 적시에 새로
운 계층을 흡수하고 용납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영향력을 확대하고 사회적 구성기반을 강화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당내에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하
는 인사도 있었지만， 국가와 정당의 발전방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한 정당은
자신의 체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동시에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
정에서 일어난 새로운 계층이 순조롭게 정치활동에 참여하여 적당하고 지속적으로 정치의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동원해야 하다〔亨廷頭 · 王冠華 외 譯(1 996 ，

pp. 380-388) J.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강택민의 주장은 바로 중국공산당이 계속해서 국가의 현대화 건설을 이

끌어 갈 수 있도록 당정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이 협조하면서， 정당 자체의 발전에 관한 문
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全國工商聯 등에 의한 최근의 조사를 보면 민영기업인계층에서 공산당당원의 비중이 뚜
렷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 민영기업인에서 당원의 비율은 13.1% 이었는

데， 1995년에는 17 .1%, 그리고 2000년에는 19.8% 로 증가하였다〔載建中 (2001 ，
市의 경우에는，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22.2% [陸學藝 編 (2001 ，

p. 75) J. 深

p. 36) J 에 달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민영기업인 중에 당원의 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민영기업인계층으로부터 당
원을 뽑은 결과가 아니라， 당정관리자， 국유기업의 관리자 등이 민영기업인 계층에 들어간
결과이다.

5.

맺 음 말

중국 민영경제의 발전은 특수한 이데올로기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정책의 제정
과 변천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독특한 시각을 제공한다. 중국의 개혁， 특히 민영경
제의 발전을 추진하는 여러 조치들은 개혁자와 경제학자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기보

다는， 사회 밑바닥에 살던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본능에 의한 선택이라는 것이 더 적당할 것
이다. 安徵省 小關村의 18戶 농민들이 감옥에 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의 식구들을 돌보
겠다고 맹세하면서 토지를 나누는 계약서에다 붉은 지장을 찍었던 것이 바로 聯塵承包責任
밟Jj의 시작이다. 이 중국농촌개혁의 핵심적 조치의 실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실

험한 결과가 아니고， 빈곤으로 인한 죽음 앞에서 버티고 있던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
한 생병과의 도박이다. 그 후 농촌생산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인정되면서， 정

부는 당시에 불법적 행위에 속하던 이 현상을 수용하고 점차적으로 전국지역에 보급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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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당시의 정치체제 하에서 중국 경제개혁을 시도했던 어려움과， 거기에

잠재되어 있던 엄청난 위험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민영기업의 공인고용문제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처음에는 공인을 고용하는 것을 엄금
하였는데， 시간이 경과한 뒤 공인을 ‘學徒’ 나 ‘합手’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라는 이름으

로 호칭하였다. 또 고용한다는 뜻으로 ‘請 (초청한다는 뜻)이라는 말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공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완화되었다. 고용이 허가되는 공인의 수에 대한 제한도 점
차풀렸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경제개혁과정에는 확실히 다음과 같은 현상이 존재한다. 즉， 초기에
는 민간역량에 의해 먼저 시동되었는데 병행되어야 할 법적 여건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대부
분의 경제행위는 ‘불법적 이거나 ‘의거할 만한 법’ 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국가정책과

관련 법률은 항상 시대의 발전에 뒤떨어졌다가 나중에 그런 ‘불법적인’ 경제행위와 현상들
을 점차 인정하고 합법화시킨다. 林殺夫는 제도변천의 측면에서 중국개혁을 다음과 같이 분
석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혁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기본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다

첫째， 일부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으키는 자발적 행위는 종래의

권력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즉 사회하부로부터 상부로 진행하는 것이다. 둘째 , 정부의 법
적인 규정이나 명령에 의해 강제로 구체제를 바꾸고 신체제를 채용하는， 즉 사회상부로부터
하부로 진행하는 것이다’ 〔林殺夫(1 988) J .

‘개방을 주된 전략으로 하여 형세에 따라서 적당하게 인도하는 중국의 경제개혁은 실제
로는 이 두 가지 방식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먼저 부분적인， 혹은 지역적인 ‘반칙’

과 ‘탈선’ 행위에 대해 정책 결정자들이 의식적으로 默許함으로써 자기제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첫 번째 방식의 제도변천의 장애물을 제거해 준다. 다음에 개혁에 따른 여러 변화가
정보의 가치를 줄이고 새로운 가치균형을 형성할 때 다시 두 번째 방식을 이용하여 인정하

고 추진시키는 것이다’ 〔華生 외(1 988 ， pp.11-12)J. 이러한 중국개혁에 대한 이해가 다 맞다
고는 할 수 없다. 그 당시 정책 결정자들이 과연 ‘의식적으로，’

‘자기제어가 가능한 범위 내

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는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사실은 개혁이 오히려 정책의 제어력
을 잃게 하였기 때문에 개혁의 발전추세를 제어할 수 없었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1950년대부터 민영기업에 대한 사회주의개조와 個體經濟에 대한 인

위적 파괴로 인하여 중국의 민영경제의 발전은 20여 년간의 공백기를 가졌다- 개혁개방 후
민영경제의 발전은 어느 정도 이 공백기를 채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민영경제가 초기

단계에 빠른 성장을 보인 것은 광대한 농촌지역의 빈곤과 도시의 취업난을 해결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사업경영자와 규모가 작은 ‘붉은 모자 를 쓴 민영기업이 제일 먼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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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에서 등장하였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국유기업이 배정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였으므
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위하여 個體經濟와 민영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영경제는 장기적인 발전정책의 지도와 지지가 없는 데다가 사회 각 계층
에 존재하는 선입견을 가진 여론 등의 장애요소 때문에 장기간 조섬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

었다.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국정부의 민영경제에 대한 발전정책은 여전히 1949년의 〈中國

A民協商會議共同鋼領〉과 중국공산당 8대에서 행한 陳雲의 강화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
다. 즉， 민영경제의 협조형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89년의 정치사
태를 겪고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가 발표되고 나서야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이데올로기적인 우려에서 점차 벗어났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유부
문의 운영실적이 대폭 감소하였으므로 발전계획과 발전분야를 제한하며 민영경제의 발전에
일정한 자리를 양보하는 등 전략적인 조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1997년
중국공산당 15대 보고서와 1999년의 헌법수정안에서 한결같이 비공동소유경제를 중국 사회
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의 특별한 지위로 인정하였다.

중국정당 내부와 일부 사회영역에서는 민영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여전히 반대 의
견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형세에서 보면 중국정부는 민영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정
책방향을 기본적으로 확립하였고， 기복이 큰 정책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WTO

가입은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

렇게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압력 하에서 중국의 정책변천은 뚜렷하게 가속된다는 특정이 있
다. 현재 민영경제는 장기간의 발전단계를 거쳐 어느 정도 경쟁력과 경제적 실력을 갖추고
서 중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으며， 중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대표하고
있다.

민영경제의 성장은 중국 종래의 경제체제를 철저히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영
역에도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다. 민영기업인계층이 등장하여 이 새로운 계층의 권리를 대표

하는 中華全國工商業聯合會는 정부측과의 협의에서 날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건
국이래 민간을 대표하는 가장 힘있는 단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치사의 커다란 새
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다른 사회계층으로부터， 특히 민영기업인

계층으로부터 신구성원을 모집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장차 그 정당의 성격도
다소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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