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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패로 끝난 1991년 8월의 보수파의 쿠데타 무렵， 소련경제는 악화일로의 상태 

였다. 소련당국은 1990년에 NMP와 GNP가 각각 4%와 2%가 하락하였다고 공표 

하였는 바， 공식적인 하락의 인정은 전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1) 대조적으로 중국 

의 경우는 개혁기간중에 실질 GNP가 평균 9%정도 성장하여 마이너스 성장은 없 

었고 그들의 문제는 오히려 종종 과열되는 경제를 진정시키는 것이었다. 천안문사 

태의 경제적 원인은， 중앙과 지방 관료들의 부패 및 경제적 기회와 소득분배상의 

확대되는 불평등이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는 경제적 재조정에 대한 요구였다. 부 

분적이고 일시적인 재중앙집권화 이후 정책방향은 다시 시장노선으로 선회되었고 

경제는 1989년에 침체로부터 회복되었다(CIA 1991). 

이제， 중국은 동구권이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고 소비 

재 부족사태에 즈음하여 구소련과 현재의 러시아에 상당량의 소비재를 수출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고르바초프 지도부보다 더 보수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 두 나라에서의 경제개혁의 대조적인 귀결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혁성과의 차이라는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대우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서울대 대 
학원의 검은경양과 김숙경양이 본 논문의 초고를 정리하고 교정을 보는 수고를 하 
였습니다 

1) 공업생산과 농엽생산은 1990년에 각각 1.2%와 2.3%까지 감소하였다.(IMF et 
a1.l99L Schroeder 1991 , 원출처는 Ekonomika i zhizn ’, No 5.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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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개혁의 성공을 위한 초기조건(i띠tial conditions)이 중국에서 더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과정에서 중국이 더 대범하고 실험적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 두 나라에서 모두 국영기업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가 별 성과가 없었음에 반 

하여 소련의 경우와는 반대로， 중국은 새로운 비국가부문을(non-state sector) 

만드는 것에 성공했으며 이 부문의 새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시장지향적인 경제환경의 출현이 가능했다는 것이 본고의 주요 요지 

이다. 

우선 2절에서는 경제성장의 총량지표의 간단한 비교와 약간의 이론적 고찰을 

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의 비국가부문의 창출， 국가부문개혁， 그리고 새로운 

경제환경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소련과 중국의 비교분석이 되어질 것이다. 마지 

막 절은 이론적 관점에서 개혁과정의 전반적인 모습을 정리해 본다. 

II. 경제성장의 지표 비교와 분석시각 

개혁의 초기에 소련과 중국의 개혁지도부의 의도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경 

제환경과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 모두로 구성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드는 것 

이었다. 기본 개혁전략은 이중적인 국가소유권의 분권화였다. 첫번째 분권화는 기 

존의 경제주체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주체를 창출하기 위하여， 경제 

주체에게 재산권(property rights)을 이양하는 것이었고 두번째 분권화는 새로운 

경제주체들이 그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좀 더 시장지향적인 거시경제적 환경을 만 

드는 것이었다. 

개혁후 두 나라의 경제성장의 총량지표로 보면 소련의 부진과 중국의 약진이 

잘 대조되어 나타난다. 중국경제가 개혁초반의 6년동안(1978-84) 실질 NMP(순물 

질생산)로 연평균 8.3% 성장한 반면에， 소련경제는 고르바초프 등장 이전인 
1981-85년동안에는 3.2%의 실질 NMP성장을 기록했으나 고르바초프개혁기인 

1986년부터 1989년 사이에는 연평균성장율이 오히려 2.7%로 떨어졌고 1990년에 

는 마이너스 4%의 성장을 기록하였다(표1 참조). 이러한 성과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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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소련과 중국의 개혁과 경제적 성과 
연평균성장율(%) 

-까i、- 련 걷 % 국 

1.}(소 개‘혁련 이전 성과 
은 1981-85, 중국(I'W은) 1971-78) 
물 질 생 산 3.2 5.3 

공농건 설 업 업 2.9 8.0 
1. 0 1. 8 
3.2 2.9 

긴。r τ /•ï , 통신 2.9 5. 7 

2.ι(소 개-혁련 이후 성과 
은 1986-89，생 중국은 1978-84) 
물 질 산 2. 7 8.3 
공 설 업업 3.3 8.5 
농 2.4 7.4 
건 6.6 10.7 
운송 통신 0.8 7. 7 
공식 추정 1990년 I'W 성장 - 4.0 

3. 중국에서의 개혁 10년간 1978-84 1984-88 1978-88 

연평균국성장 민 ( 총불변가 생생치) 산 8.90 10.80 9.60 순 물 질 산~=~ 8.31 10.60 9.22 
공 설업 업 8.50 14.85 10.99 
농 7.37 3.13 5.65 
켜~ 10.72 15.55 12.63 
운물송， 생통신 산 7.69 13.47 9.96 

그「l 5.00 -0.80 2.60 

1978-85 1985-88 1978-88 

14.6 17.5 15.4 
14.8 23.3 15.7 
11. 4 18.0 12.1 
21. 9 28.3 21. 4 

19.0 
농촌 24.3 35.6 24.9 
도시협협 19.0 
농촌 38. 1 

개 인 63.8 
도 시 27.1 
농 촌 70.2 

주: 소련 통계들은 IMF(1991, Vol. 1, Table II.2.1)에서 인용. 원래의 출처는 소련의 
Goskomstat. 이 NMP 성장율은 대체로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 대한 통 
계들은 중국통계연감 각 호에 보고된 자료에 기초하여 필자가 추정한 것이다. 

출처: IMF(1991, Vol. 1, Table II.2.1); SSB of China(1989,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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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을 사용하여 중국의 개혁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고찰해 보면， 도시국유 

기업과 같은 구경제주체들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실패했던 반면에 

지방에 주로 위치한 새로운 경제주체들의 창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성장의 주요한 원천은 농촌개혁， 특히 인민공 

사의 가족농으로의 대체라는 최초의 충격이었다. 순농업생산은 개혁전의 연평균 

1.8%에 비해 이 기간동안 매년 평균 7.4%의 실칠성장을 기록하였다 21 한편， 순공 

업생산은 개혁 이전과 거의 통일한 비율로 증가했으며 이것은 국영공업부문에서 

개선이 거의 없었다는 것올 보여 주는 것이다. 

개혁 후반기 동안 성장의 동력은 비국영공업부문 특히 사적기업과 농촌집체기 

업 (collective enterprises)과 같은 새로운 경제주체이었다. 곡물수확은 1984년에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초기 충격효과의 소멸과 농업에서의 투자감소 때문에， 지 

속적으로 감소하였다 31 대조적으로， 후반기동안에는 비국영공업부문의 현저한 성 

장과 비중의 증가에 따라 순공업생산의 연평균 성장율은 전반기의 8.5%에서 15% 

로 뛰었다. 이 기간동안， 국유단위에 의한 총공업생산은 경상가격으로 매년 20% 

이하로 증가했지만 반면에 집체적 단위와 개인사업체부문의 총공업생산은 각각 

매년 30%와 60%이상 성장했다(표1에서 3항). 

소련과 중국의 개혁후의 경제적 성과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 

능하다. 첫째， 중국은 농촌지역에서 인민공사의 “혁명적인” 폐지에 의해 개별가족 

농을 창출하여 새로운 역동적인 경제주체로 만드는데 성공한 반면에， 소련은 국 

영농장과 집단농장을 폐지하지 않고 가족집단이나 개별가족에게 임차하는 방식으 

로 단지 제한적인 완화조치만을 허용함으로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였다. 둘 

째， 중국에서는 인민공사의 폐지와 인민공사 재산의 개별 농가에게로의 이양을 통 

해 농촌지역에서 비국영공업기업의 출현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였지만 소 

련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셋째， 중국에서는 비국유기업의 급성장이 계획에 기초한 자원배분에서 시장지 

향적 자원배분으로의 변화에 따른 충격효과를 다소 흡수하는데 공헌했으며 또한 

도시지역에서의 비국유기업의 출현의 물질적 기초를 제공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 

2) 물론， 농업생산물 가격의 급속한 상승이라는 요인도 있었다. 그러나 독물산출량이 
평균 5% 성장을 보였다는 것은 실물단위로 측정하여도 비슷한 정도의 성장이 있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이에 대한 하나의 이유는 아마도 개혁의 충격효과의 소멸이겠지만， 좀 더 중요한 
이유는 개인농들이 집단적인 협동을 필요로 하는 관개와 비옥도 유지를 위한 투자 
를 줄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국가주도적 투자는 1984년 이 래로 감소해 왔다. 
1984년의 곡불수확수준은 1989년에야 1988년의 대량 투자의 결과로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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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호작용의 증가는 현대적인 생산방식이 농촌의 농업부문에 도입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연관된 잉여노동의 도시로의 출로를 제공 

하였다. 넷째， 소련과 중국의 초기조건의 차이도 두 나라가 상이한 개혁과정을 거 

치게 되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다. 중국의 농촌경제는 개학 이전에도 소련의 경 

우보다 더 시장지향적이었다는 점， 소련이 중국보다 경직적인 중앙집권적 계획을 

오래 지속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노동력과잉과는 반대로 소련은 지속적인 노동 

력부족에 직면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초기조건들이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가 도시국영기업부문의 개혁에서는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주목 

되어야만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차례로 검토될 것이다. 

m. 새로운 경제주체의 창출 

1) 농촌부문 

중국의 농촌지역에서 경제개혁이 초래한 가장 중요한 변화들 중의 하나는 인민 

공사의 폐지였다. 인민공사의 폐지에 따라 개별농가들이 국가가 부여한 생산할당 

량을 달성한다는 조건하에서 경작지는 농가에게 분배되었으며 자유로운 생산과 

매매가 허용되었다 4) 또한 인민공사의 폐지는 경제와 정부행정의 분리를 의미했 

다. 새로운 꺼행정부(한국의 面에 해당)는 경제적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포 

기하였고， 그대신 새로이 형성된 기업들이 구인민공사와 생산大隊(brigades)에 의 

해서 운영되어졌던 집체기업들을 대체하였다. 그전의 인민공사와 생산대대가 경영 

했던 기업들은 각각 쨌主管기업(鄭辦企業) 과 村主管기엽(村辦企業)으로 개명되었다. 

탈집단화와 함께， 많은 구인민공사소유 각종 실물자산들이 무상으로 또는 염가 

로 농가에 분할되었다. 이 자산들은 새로운 형태의 개인 사업체와 협동조합적 사 

업체의 형성의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였다(Odgaard 1988, Zhou & Hu 1989). 첫 

째로는 몇 몇 가정들과 개인들이 세운 협동조합기업(聯戶 혹은 合作)으로 불릴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둘째로는 개인기엽(個體戶)들이 있다. 鄭주관기업과 村주관기 

업들이 집체적 소유와 경영에 기초한 반면에， 협동조합적 사업체와 개인사업체들 

은 개별 혹은 복수의 농촌기업가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임금노동자들을 고용할 

4) 중국에서의 개인농의 부활에 관한 자세한 것은 Perry & Wong(1 985)의 1편 농업 
부분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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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농촌기업"(鄭鎭企業)이 

라는 용어는 두 가지 형태의 집체기업과 두 가지 형태의 사적기업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이 

농촌기업들은 농촌의 소득수준과 고용의 증가에 크게 공헌했다. 고용량의 관점 

에서 가장 큰 기여는 농촌의 협동조합기업과 개인기업에 의해 달성되었고 이는 

도시의 기업을 압도하였다. 1985년에 이미， 제 유형의 농촌기업들은 중국 총고용 

의 약 14%를 점하고 있다. 중국에서 농촌기업의 성장에 따라 전체총공업생산에서 

제 유형의 농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에 10%이하에서 1985년에 18%, 

1988년에 는 약 20%로 증가하였다(SSB of China 1989). 이 것은 1978년에 78%에 

서 1985년에 65% , 그리고 1988년에 57%로 감소한 국영공업기업의 비중변화추세 

와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SSB of China 1989). 

소련의 경우에， 고르바초프는 농가에 의한 토지임차를 주로 강조하였으며 

(Hanson 1990b), 1989년의 최고회의 법령은 주로 농장부문에서의 임차를 위한 

틀을 제공하였다(Tedstrom & Hanson 1989). 그러나， 소련은 국영농장과 집단농 

장을 해체하는 급진적인 결정은 하지 않았다. 

고르바초프하의 소련의 농업개혁은 국영농장의 폐지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것 

이 아니라， 노동조직의 생산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장의 기본구성단위에 대한 물질 

보상(인센티브)을 도입함으로서 국유의 생산조직내에 좀 더 큰 사적 동기부여의 

요소들을 주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국영농장은 지주， 고용주， 투입요소공급자， 

그리고 생산물의 구매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임대차협상에서 임 

차인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다(Atta 1990, Wadekin 1990). 

따라서， 1980년대 초반 이래의 부분적인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초의 

소련의 농업조직의 구조는 1960년대 후반 이래 거의 변하지 않았다， 즉 그것은 대 

규모 국영 농장， 집 단농장과 이 에 소속된 가축들， 소규모의 사경지 (private plots) , 

경직적인 임금， 느슨한 노동규율， 약한 금융규율， 그리고 농장자율권의 부재로 특 

징지워지는 것이었다(IMF， et a1.l991 , 156-157). 1989년의 공식적인 보증과 장려 

에도 불구하고， 땅을 임차한 농장노동자들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농장지배인들은 

일반적으로 임차를 장려하지 않았으며 전통적으로 집단화된 농업관련 매매조직은 

사적 농장과는 병존하기 힘들었다 6) 

5) 이 명칭에 대응하는 중국어는 단지 獅주관기업과 村주관기업들만을 의미하는 那鎭
企業이었다. 하지만 1984년 이래로 이 용어는 공식적인 통계분류에서 협동조합기 
업과 개인기엽을 포함한다.(SSB of China, 1986) 

6) Ekonomika i zhizn(No.5, 1991 , p.5)는 1990년말까지 운영중인 개인농들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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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개혁후에도 농업의 집단적 성격이 온존됨에 따라 소련은 농업부문을 

성장의 동력으로서 이용할 수 없었다. 이것은 농업 뿐만 아니라 공업과 전체경제 

에도 불리한 것이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농가들에 의한 부의 축적은 공업 

생산의 증대와 농촌과 교외의 鎭(둠에 상당)과 椰에 새로운 시장들의 출현을 초래 
하였다. 또한 농촌 공업기업들은 화학， 기계류부터 섬유와 같은 경공업제품들에 

이르는 다양한 업종에서 총수출량의 약 1/5(6.5조 US달러)을 수출하면서， 중국의 

수출주도성 장을 주도하기 시 작했다(Renmin Ribao, December 12, 1989). 

2) 도시부문 

중국의 도시비국유부문은 원래부터 중앙집권적 계획의 대상영역이었으며 농촌 

지역에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국유부문에 의해 압도되었다는 사실때문에， 농촌 

의 비국유기업의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성장하였다(Lockett 1988). 중국 
의 도시에 존재하던 집체기업들은 병목상 혹은 소유권분류에서만 “집체적”이었고 

실제로는 국영기업과 마찬가지의 엄격한 국가통제하에 있었다. 개혁기에 들어일련 

의 개혁조치가 독립적인 생산자로서의 그들의 위치를 부활시키려고 하였지만， 그 

것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CXiao 1986). 
다소 변화가 느렸던 전통적 도시집체기업들과 비교하면， 협동조합기업과 같은 

새로운 경제주체들은 훨씬 더 능동적이었다(China News Analysis, April 1, 

1989). 이런 기업들은 대개 개인들에 의해서 종종 국가당국의 도움으로 시작되었 
으며， 그 개인들은 대부분 젊거나 국유부문에서 직업을 얻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 

이었다. 이러한 유형의 기업의 수는 1980년대 초반에는 거의 미미했지만， 1988년 

말까지 37, 2007~로 증가하였다(SSB of China, 1989). 
도시 의 사적 기 업들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가족노동과 8명 이하의 임노동고용 

자에 기초한 ‘사적 개인기업’(個體戶)들은 개혁기간 이전에도 약간 존재하였으나 

1988년말까지 14.5백만단위 이상에 달하였다. 이들은 주로 서비스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사적인 자본주의적 기업’(私人企業)은 1988년에야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1989년 중반까지 약 66, 000개가 둥록되었다. 이중 약 80%가 공업부문의 기업이 

다. 사적 개인기업과 자본주의적 기업이라는 이 두 범주의 공업산출가치가 1985년 

부터 1988년 사이에 약 두 배로 되었다는 것은 사적 부문의 역동성을 잘 나타내준 

다(SSB， 1989) 

6007~가 있다고 보고했다(Schroed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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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중국의 도시비국가부문에는 4유형의 기업들이 존재하였다: 도시집체 

기업， 협동조합기업， 사적 자본주의적 기업， 그리고 사적인 개인기업. 중국의 전체 

총공업생산에서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에 15-20%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표 2). 

한편， 소련의 도시비국가부문에는 단지 두 유형의 기업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협동조합기업 (cooperatives)과 개인기업이고 이들은 총공업생산에서 매우 작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소련에서， 개인기업은 1986년 11월에 통과된 ‘개인노동행위법’에 의하여 용인되 

었다 71 이 법은 개인이 타인노동의 고용없이 단지 가족노동에 기초하여 수공업과 

소비재생산， 서비스영역 같은 몇 몇 제한된 사업영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법률적 지위는 여전히 약하고 애 

매모호하며(그들의 활동은 ‘기업활동’으로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노동행 

위’로서 간주된다) 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펼요한 대 

지나 원료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이들은 종종 암시장에 의존해야 했 

다(Hanson 1990a, 83). 

좀 더 능동적이고 의미있는 사업활동의 형태는 협동조합기업이다. 1988년에 이 

에 관한 법제정 이래로 8) 이들 기업은 급속히 성장했다.1990년 10월 현재， (조합 

회원들과 피고용자들 모두 합하여) 약 5.2백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략 215, 000 

개의 협동조합기업들이 존재했고 이들의 총생산은 GDP의 약 5-10%에 달하였다. 

1990년에 협동조합기업들의 약 39%가 제조업과 건설부문에 종사했고 이들은 협 

동조합기업 총생산의 약 1/2을 담당하였다CIMF， et a1.1991 , 17). 이들 대다수는 

모국영기업과 일종의 임대차협정을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었다(ibid.). 협동조합 

기업의 국영기업에의 이러한 의존은 구소련경제에서 중앙집권적 계획의 지속적인 

지배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 

요약하면， 중국과 소련의 도시부문에서 새로이 창출된 비국영기업의 지위는 대 

체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국유기업의 절대적인 주도하에서 여전히 주 

변적인 실체이거나 혹은 심지어 생존을 위해서 국영기업에 종속되어 있었다. 비국 

영기업의 정치적 지위와 소유권의 약화는 단기지향적인 행동을 낳거나 사업확장 

의 제약을 의미하였다(Jones & Moskoff 1989, Ma 1988, Li, et al. 1990). 소련의 

경우에， 많은 협동조합기업들은 거의 무상으로 국가소유의 자산으로 사업을시작하 

였고 따라서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그 결과， 협동조합기업의 경영 

7) 이 법에 관한 좀 더 법률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Ioffe(l989)를 참조하라. 
8) 이 법에 관하여는 Hanson(l988)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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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성과 기업자산가치를 끌어 올리는데 거의 관심을 두 

지 않고 단기적인 이득을 목표로 추구하는 성향을 나타냈다(IMF， et al. 1991 , 

21). 

N. 국영기업 개혁을 위한 노력 

국영기업부문을 개혁하는데 있어서 중국과 구소련 모두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 

다. 국유부문의 개혁은 처음에는 국가관료기구로부터 기업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 

켜서 국영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두어졌다(Lee 1991, Hanson 
1990b, E디cson 1988). 국영기업은 생산， 구매， 그리고 판매결정에서 좀 더 많은 

권한을 허용받았으며， 이윤의 좀 더 많은 부분을 사내유보하여 이를 보너스， 종업 

원복지， 그리고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중가격체제나 복수가 

격체제는 기업과 농부들이 계획할당량을 초과한 생산물들을 계획가격 이상의 가 

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했다. 즉 시장은 초기에는 계획기구의 주변영역 

에서 기능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어 갔다. 

이윤의 사내유보의 확대와 이의 사용과 관련된 자율성의 증대는 이런 조치들이 

인센티브를 제고하여 좀 더 높은 이윤을 가져올 것이며 따라서 결국 국가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하고 있었다. 자율성의 확대와 함께 기업들 

은 재정적으로 독립할 것과 그들 자신의 이윤과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요 

구되었다 즉 기업의 예산제약이 연성에서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 
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되었다 9) 그러나，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는 중앙정책 결정 

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고 따라서 국유기업부문의 개혁은 여러 문제들 

에 직 변하였다(Lee 1991, Winiecki 1990). 
우선， 유보이윤의 형태로 기업의 수중에 들어가는 자금의 증대는 그에 상응하는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재정수입의 축소와 예산 

적자 악화만을 초래하였다. 특히 기업과 국가관료사이에 상납이윤액을 결정하는 

교섭의 자의성으로 인해 이윤유보 시스템은 기업인센티브를 자극하는 데에 실패 

하였다(Lee & Mark 1989, Bachman 1987). 

9) Kornai(1986)는 사회주의 경제하의 기업은 국가당국에 의해서 연성 (80ft)세금， 연 
성신용， 그리고 연성보조금의 형태로 사후적으로 임의적인 보조를 받기 때문에 결 
국 연성예산제약하에 놓여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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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에서， 정부부처들은 자신들의 통제를 유지하고 부처차원의 자립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그들의 관할하에 있는 기업들의 이윤을 계속 통제하고 재분배하는 권 

한을 유지하려 하였다. Gregory(1989, 1990)에 따르면，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게 

임의 규칙 (rules of game)들은 바뀌지 않았으며， 감독부서들은 종전과 똑같은 세 

부적 통제지표들을 가지고 총불질생산을 기초로 하여 기업성과를 판단하였다. 불 

확실한 수급체계와 복잡한 부처간 관계라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각 부처들은 가능 

한 한 최대로 자기완결적 체제를 갖추어야만 계획할당량을 완수할 수 있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각 부처는 종종 그것이 비경제적이더라도 전문화의 이득을 포기하 

고 과도하게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수의 산하기업을 가져야만 

했다. 이런 부처할거주의하에서 이윤재분배는 좀 더 성공적인 기업의 도움으로 부 

처산하의 다른 적자기업을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이때문에， 이른바 전면적 경제계 

산제 (full econornic accounting)y. 예산제약의 경성화는 실현되지 않았다. 각 부 
처에게 있어서， 이윤재분배는 또한 그들의 관할하에 노동자들을 유지하는 수단이 

었다. 이윤재분배가 없다면， 적자기업은 노동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보너스를 줄 수 있는 다른 부처 기업들에게 노동자들을 잃을 것 

이다. 

기업에 대한 국가관료에 의한 온정주의적 통제의 지속 뿐만 아니라 경영자와 

노동자들의 담합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행동 또한 심각한 문제였다. 노동자에 대한 

경영자의 권한이 약하고， 노동자들은 직공대회(중국)나 노동자평의회(소련)를 통 

하여 경영자를 선출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관대하면서도 여전히 균등주의적으로 임금과 보너스를 지불하는 방식 

으로 노동자들과 담합하였다(Lee & Mark 1989, IMF, et al. 1991). 소련의 경우 

에， 1990년에 통과된 새로운 기업법은 노동자들의 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경영자들이 노동자들에 의해 지명되도록 하였던 1987년 국영기업법에서의 

규정을 폐지하였다. 

중국과 소련 모두에서， 국영기업에 의한 유보이윤의 증대는， 이윤과 NMP나 

GNP의 지속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입으로 납부되는 기업이윤을 감소시키 

는 결과를 낳았다. 유보된 기업기금의 가장 큰 부분은 종업원복지라는 명목으로 

방만한 보너스 지불과 노동자의 주태(특히 중국에서)건설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효율성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비효율적인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보조금과 국가재정수입의 감소는， 개혁기간 

동안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고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반대로， 주민들의 손에 

있는 소비성기금의 축적은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강제저축(화폐과잉)을 초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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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련에서， 저축은 1980년대 후반동안 매년마다 30%이상 증가하였다(IMF et 

al., 1991). 비효율적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Lee & Mark 1991; Feige 1990)10) 

주민들의 손에 있는 화폐를 흡수하여 화폐과잉을 축소시키는 수단으로서， 마침내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제한적인 규모이지만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판매하는 방식 

이나 기업임대방식으로 시도되었다. 

요약하면， 국유기업부문의 개혁과정은 두 나라에 있어 매우 비슷했으며 개혁은 

국가부문에 활력을 붙어 넣는 것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V. 새로운 경제환경의 출현 

<표 2>는 각 경제주체의 유형별 행동양식으로서 그들이 계획지향적인가 혹은 

시장지향적인가를 보여 주는 표이다. 요약하면 표 2의 C항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 

은 계획지향적이기 보다는 시장지향적인 많은 새로운 경제주체들을 창출한 반면 

소련은 그러지 못했다. 

이제， 중국경제는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가족농， 개인기업， 사적 기업， 농촌과 도 

시의 소규모 협동조합기업，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중규모의 집체기업부터 민간인 

들과의 엄차계약기업까지를 포함하는 국영기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유형의 

경제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농흔기업과 도시의 집체기업은 합해서 1985 

년의 전체 공엽총생산의 약 30%를 생산했고 1988년에는 35%를 생산했다(SSB 

of China 1989). 

이와 대조적으로， 구소련경제의 모습은 훨씬 간단하였다; 즉， 소련경제는 주로 

국영기업， 협동조합기업， 개인기업， 그리고 농촌지역에서의 국영농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국유부문이 차지하는 순물질생산(NMP)량은 87%로 여전히 매우 높아서 

(표 3), 중국의 경우 총공업생산에서 차지하는 국유기업의 비중이 1978년에 거의 

80%로부터， 1985년에 약 65%, 그리고 1988년에 60% 이하로까지 감소한 것과 대 

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10) 들리는 바에 의하면 1990년말까지 소련에는 1, 2007ß의 주식회사들이 있었다고 한 
다<Schroeder 1991 , 원 출처는 Ekonomika i zhizn’, No.5, 1991,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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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촌의 경제주체 

< 표 2 > 소련과 중국의 다양한 경제주체 

개 별 가 족 농 
국 영 농 장 
집 단 농 장 

(집단농장 혹은 국영농장과의)엄차계약농 
鄭주관기업(이전의 인민공사 기업) 
村주관기업(이전의 생산대대 기업) 
독립적협동 조 합기업 
사 적 기 업 
개 인 기 업 

B. 도시의 경제주체 

국 영 기 업 
(국가 대주주의) 주 식 회 사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한 국영자산임차기업 
집 체 기 업 
(집체 소유의) 주 식 회 사 
독 립적 협동조합기업 
사 적 기 업 
개 인 기 업 

c. 행동양식 유형 

중 국 

新경제주체 
극히 미미 
폐지 
無

新경제주체 
新
新
新 " 
新

체
”
 

체
이
 

z주}
T
’
 

-
=
주
}
 

체
제
이
기

ι
 ι
 ’ 
’ 
’ 
ν
 제
 

歡
新
新
舊
新
新
新
觀

소 련 

無
舊경제주체 
舊경제주체 
新경제주체 
無
無
無
無

新경제주체 

舊경제주체 
新
新
無
無

新경제주체 
미미 

新경제주체 

계획지향적경제주체 

시장지향적경제주체 

사
 업
 

회
 기
 

어
 닙 시
 「해
 에
 

3 
、

기
 주
 집
 

랩
 랩 돼 

10 
가족농 
鄭주관기업 
村주관기업 
협동조합기업 
사적기업 
개인기업 
국가자산임차 

기업 
집체소유 
주식회사 

사
 

업
 썩
 

5 

기
 주
 

여
。
 
여
 

d 
국
 국
 
국영농장 
집단농장 
국영， 집단농장 
과의임차계약농 

3 

협동조합기업 

개인기업 
국가자산임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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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구소련과 중국의 국유부문 대 비국유부문의 크기와 특징 

A. 개혁 5년후의 소련 (1990) 

수 (1 ， 000) 고용 (1 ， 000) 고용량비중 對f\W비중 

협동조합기업 215 5, 200 3.1% 
(cooperat i ves) 
국유단위 84.α4 87% 
집단농장(1988) 8. 2% 

B. 개혁 6년후의 중국 (1985) 

수 (1 ， 000) 고용 (1 ， 000) 고용량비중 ￥'tGv I 0비중a 

국영기업 93. 7 89, 990.0 18. 0% 64.9 
도시집체기업 150.7 33, 240.0 6. 7"/. 15.9 
도시개인기업 330. 1 4, 500.0 0.9% 0.3 
도시협동조합기업 N.A. N. A. 
총 농촌노동자 370, 650.0 74.3% 
농 -닝「 300, 859.7 60.3% 

鄭 및 村주관기업 849. 7 41 , 521. 4 8.3% 14.6 
농촌협동조합 및 개인 3, 759.4 28, 268.9 5. 7% 3.1 

기업 
농촌협동조합기업 741. 7 1. 6 
농촌개인기업 3, 017.7 1. 5 

도시 및 농촌 개인기업 3, 347.8 1. 8 
총 고 용 498, 730.0 

출처 :IMF et 려(1991); SSB of China(l989) 

주: a. GVIO(Grossvalue of industrial Output)은 경상가격으로 표시된 공업조생 

산가치를 의미한다. 

새롭게 성장하는 경제주체들과 경제환경 사이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소련， 중국 두 나라 모두 좀 더 시장지향적인 새로운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 

표로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새로이 발생한 경 

제주체들에 힘입어 시장지향적인 경제환경을 견실하게 형성시켜 왔지만， 시장지향 

적 경제주체들이 여전히 주변적이거나 아주 미약한 채로 남아 있는 구소련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물론， 여기서 초기조건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초기조건의 상 

태에 따라 그것이 시장지향적 환경의 출현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 

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초기조건은 소련보다 더 유리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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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경제는 (특히 농촌경제는) 개혁 이전의 시기에도 소련경 

제보다 더 시장지향적이었며， 덜 경직적이었고， 덜 집중화되어 있었다(Naughton 

1986, Wong 1985). 
중국의 농촌지역에서 지배적인 소유권 양식은 집체소유제였고 지방당국에 의한 

더 분권화된 통제가 행해졌었다. 반면에 소련의 농촌지역에서는 엄격한 국가통제 

의 실시아래 집단농장과 국영농장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도시의 공업부 

문에서 주요한 차이가 존재했다. 즉 개혁의 초기인 1978년에， 중국의 국영공업기 

업은 총산업생산의 80%이하였지만， 1980년대 중반에 소련에서는 그 비율이 95% 
이상이었다. 산업집중도를 생각해 보면， 중국의 국영기업수가 1978년에 83, 7007H , 

그리고 1985년에 70, 000개였던 반면에 소련은 1987년에 겨우 약 47, 000개의 국 

영기업을 가지고 있었다(표4). 

경제가 원래 더 중앙집권적 계획하에 있었고 더 집중화되어 있었을수록， 새로운 

경제주체들이 필요한 투입물과 물질적 존재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려우며 따 

라서 시장화의 속도도 더 느리다. 도시지역에서 대다수의 협동조합기업은 금융자 

산， 자원 그리고 심지어는 판매경로까지 국가부문에 의존해야만 하고， 국유기업과 

의 임차협정에 의해 속박되었다. 비록 1987년 국영기업법에 기업이 국가할당량을 

초과한 모든 생산물을 그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팔 수 있고 따라서 요구되는 투입 

물을 얻을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지만， 국가부처들이 물품들이 자유로이 거래되 

도록 놔두지 않았으며 공급독점을 유지하고자 하였다(IMF， et al. vol.1, 39-40). 

기업들은 자유로이 시장을 위해 생산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구체제에 의해서 보장되는 투입물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높 

은 수준의 국가주문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되돌아 갔다. 따라서， 국가주문에 

의한 생산의 비중을 35%이하로 줄이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은 여전히 

높아 1990년 소련의 생산의 평균 75%에 이르렀다. 

반대로， 중국의 경제주체들은 소련에서보다 더 빨리 움직였다. 도시와 농촌집체 

기업들은 1984년에는 이미 명백하게 시장지향적 경제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표4를 참조) . 비록 국가분배기관들로부터 투입요소들은 구매하지만，상당히 많은 

범위의 생산결정에 관한 권한이 기업에게 주어졌다. 비국영기업 혹은 지방국가기 

구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은 1985년에 총산업생산의 70% 이상을 담당했다. 
중국과 소련의 개혁경험은 새로운 자원배분기구로서의 ‘시장기구’가 계획경제의 

주변부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새로운 비국유경제주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시장’을 창출하고，국가당국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다면 이러한 새 ‘시장’의 성장 확대가 점차 ‘계획’을 대체해 감을 중국의 경험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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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중국과 소련의 초기조건과 시장화추세 

A. 소련 

1988 1989 1990 

평균 범위 
1 )국가주문에 의한 생산비중 90% 35% 75% 40-100% 

(계획) (실제) 
2) 국영기업 공업생산중에서 지방기구에 
의해 통제되는 국영기업 생산비중 35% 

3)중앙에서 수급을 책임지는 상품품목수 1981 년에 15， 000가지 
공업기업수 1987년에 46， 840기 업 

B. 중국 
1) 중앙집권계획에 의해 분배되는 상품가지수(개) 

1953 1957 1958 1964 1971 1978 1981 80년대후반 

227 532 132 592 217 210 67 30이하 

2) 핵심적인 생산재중 중앙정부에 의해 할당되는 부분의 비중(%) 

1965 1978 1980 1982 

철 강 제 경 % 95 80 58 53 
시 멘 E 71 36 29 25 
석 탄 75 54 54 25 

3) 소유제 별 계획경제의 비중(%， 1984년， 생산량기준) 

국유기업 도시집체기업 농촌집체기업 

생 산 29.46 12.2 4.06 
판 매 71.05 4.40 1. 67 
투입요소구입 86. 79 6.47 3.05 

4) 국영기업수 1985년에 70, 3427ß 
지방기구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수 1985년에 66 ， 517개 
국영기업에 의한 총공업생산중 
지방국가기구에 의해 통제되는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1985년에 73. 2% 

출처 Hewett(l988， 126);ll\1F et al. (199l): Naughton(1앉lß， 표3); Reynolds 

(1987); State Council of C비na(l988， 6-7); Wong(1얹35，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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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준다. 이 새로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구래의 국유경제주체들 또한 이에 참여 

해 가는 가운데 시장지향적 행동양식을 배우는 것이지 ‘계획’의 주변부에서 시장 

지향적 행동양식을 습득해 나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1990년대초 구소련에서 상품분배와 유통체계의 취약성은 수송체계의 붕괴와 함 

께 개혁과정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많은 국영기업들은 그들이 직면한 인 

센티브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그들이 생산해 내는 제품의 종류와 판매경로를 변화 

시키려고 시도했지만， 현존하는 경제제도들은 그러한 새로운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Jll 또 하나의 주요한 장애는 중간상인의 횡포였다. 산업공급체계에서의 

점증하는 혼란에 대처하고 생산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고르바초프정부는 1991년 

에 모든 국영기업들에게 현존하는 공급과 판매계약을 유지하도록 명령했고， 기존 

의 거래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기업간， 지역간 협정들을 무효로 발표했다 

(Schroeder 1991; Pravda, September 28, 1990. Izvestia, October 5 & 
December 15, 1990). 

VI. 새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 

일반적으로 비국영경제주체들이 국영기업보다 더 효율적이고 역동적이며 따라 

서 그것은 침체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원자로서 장려되어야 한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에서 국가 대 비국가부문의 문제는 단순한 이분성에 의해 

묘사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 다양한 소유형태의 기업들간의 상호작 

용이 분석되어야 한다. 

사적 부문의 성장을 허용한 초기에 사회주의 개혁파들의 생각은 경제행위의 종 

류에 따라 어떤 경제행위는 사적 행위자에 의해서 더 효율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 

고 따라서 국가는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을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국영기업이 원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결국 모두 비국영기업에 의 

해 대체되어야만 한다는 급진적인 입장을 결코 가지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국영기 

업과 비국영기업 사이의 관계는 경쟁적이고 대체적이기 보다는 보완적인 것으로 

서 인식되었다. 국영기업은 우선적인 지위를 가지는 중요한 도시의 산업들을 담당 

하고， 비국영기업들은 도시의 부차적 부문과 서비스부문，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용 

11) 새로운 대안적인 유통경로는 기업간 물물거래나 가격이 훨씬 더 높은 암시장이었 
다. IMF, et a1.0991 , vol. 3, p.4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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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는 농촌지역을 담당하도록 계획되었다. 고르바초프하의 구소 

련에서 비국가부문은 여전히 이러한 전통적인 인식의 범위내에서， 절대적인 국유 

부문 지배적 경제에서의 주변적인 존재로 생각되어지고 있었다. 

중국에서， 비국영기업은 상당한 역동적 성장을 보여 주었고 이제 생산원자재 확 

보를 둘러싸고 국영기업과 경쟁할 정도로 위협적 존재가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의 개혁지도부는 사적 부문의 성장을 방치하여 경제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도 

록 허용되어야 할 지 아니면 이의 성장을 억압하여 중국경제의 사회주의성을 유지 

해야 할 지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변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비국가부문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도시와 농촌경제 그리고 

각 지역간의 상호작용을 증가시켰다. 국민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변서 점점 더 많 

은 중간투입물을 수요함에 따라 비국영기업와 국영기엽 사이의 경쟁문제， 가장 일 

반적으로는 원료와 에너지 확보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들 물자들이 계획에 의해 배 

분되기 보다는 점점 더 많이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따라서 비싼 가격을 지불할 능 

력이 있는 기업들만이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의 이러한 상황에 관해， 재정적 분권화와 비국가부문의 급속한 성 

장이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12) 이러한 상황은 비국 

가부문의 성장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와 국유 대 비국유부문의 경쟁문제 

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였다. 특히 1989년 이래로， 농촌기업들은 오염과 자연파괴 

를 일으키고 탈세를 일삼는，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지역적 

이해를 추구하는 지역관료들에 의해 편파적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 었다(Delfs 1989, Ignatius & Bennett 1989). 즉 농촌기 업 의 성 공이 강한 
사적 인센티브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 전체경제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 

니라는 인식은 1989년 봄의 천안문사태 이후 부분적 재중앙집권화에 대한 구실을 

제공하였다. 

1989년의 재중앙집권화는 핵심적인 원자재들의 계획에 의한 배분의 비중을 확 

대하였고 대형， 중형의 국영기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 13) 많은 농촌기업들 

이 폐쇄되거나 합병되었고 엄격한 조세관리와 통제를 받아야만 했다. 비국영기업 

은 되도록 그 지역내에서 이용가능한 자원에만 의존하도록 권유되었다. 이러한 상 

황은 시장지향적 성장과 국유부문의 우선적 지위에 대한 사회주의적 입장이라는 

두가지 상충되는 목표사이에서 지도부가 직면한 딜레마를 잘 나타낸다. 재중앙집 

권화와 긴축정책은 경제를 급격히 하강국면으로 몰고 갔다. 

12) 이중가격체제와 가격개혁 또한 중간투입물의 부족과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었다 
13) 중앙집권화의 강화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것은 Lee (199 1)의 9장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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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증대와 경기침체의 정치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에서 중국의 중앙 

지도부는 결국 1989년이 채 가기도 전에 긴축노선에서 후퇴해야 했고 고용을 창 

출하는 비국영기업부문의 긍정적인 역할을 다시 인정해야 했다. 이렇게 볼 때， 비 

국유부문 대 국유부문의 상대적 역할에 대한 전략적 입장은 중국의 경제개혁과정 

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VII. 결론 

고르바초프의 구소련개혁체제는 경제실적의 악화때문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는 개혁이 구소련사회에 믿을만한 개혁지지세력을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좌초 

한 것이다. 글라스노스트가 정치적 자유의 바람을 불어 왔다면， 페레스트로이카는 

경제적 성과의 호전에 의해 지탱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 

했고 과도한 기대수준과 이에 따른 대중적 불만이 지배적으로 되었다. 국가관료는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려 하였고， 새로이 출현한 잠재적 개혁지지세력들인 협동 

조합기업가와 각종 소기업가들은 여전히 국가부문의 그늘하에 있었다. 도시노동자 

들이 약간의 화폐를 축적한 반면에， 상품의 공급부족은 일반화되어 축장된 화폐의 

실질가치는 초인플레이션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다. 즉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새로 

운 체제로부터의 어떤 물질적 편익의 창출이 없이 단지 구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에 기초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개혁은 이전의 인민공사로부터 해방된 농민을 처음부 

터 게임에서의 강한 개혁지지세력으로서 확보하였으며， 개혁의 진행과 성과에 있 

어서 많은 지역적 편차가 존재했지만， 많은 비국유부문의 경제주체들과 지방관료 

들이 개혁지지세력으로 동참했다. 1980년대 말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규모 

의 ‘개혁기득권’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개혁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즉 중국이 보여 준 교훈은 개혁의 성공은 성장의 동력이 되기에 충분히 크고 역동 

적인 새로운 비국유부문의 경제주체 창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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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that the Deun Xiaoping ’ s leadership was more conservative than 
Gorbachev' s leadership, how should one explain the contrasting post-reform 
economic performances of the USSR and China? With the aim of solving 
the ‘'puzzle" of the differences in performance, this paper argues that in 
several important aspects of the reform strategies, the Chinese were more 
shrewd and radical than the Soviets, although the initial conditions for 
success of the reform were indeed more favorable for China. The basic idea 
is that despite the same failure in state sector reform in both countries, 
China, in contrast to the Soviets, has succeeded in creating many new 
non-state econornic entities which have served as the “ engine" of growth 
and which have contributed to the emergence of a new more 
market-oriented econornic enviro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