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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를 통해 정식 출범한 시진핑 체제가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국가발전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중국 국가 정책의 연속
성과 기본 방침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에 공산당의 현실 인식과 국가발전 목
표를 분석할 것이다. 이후에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각 영역의 세부 정책에 대해 자
세히 검토할 것이다. 이때에는 각 영역의 핵심 정책을 선별하여 그 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진핑 체제가 추진할 국가발전 전략의 기본 방침
과 세부 정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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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1차 회의가 끝나면서 드디어 ‘시진핑(習
近平) 체제(regime)’가 공식 출범했다. 시진핑 체제는 201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18
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이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
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시진핑 체제의 공식 출범은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한다. 하나는 후
진타오(胡錦濤)와 원자바오(溫家寶)를 중심으로 하는 4세대 지도부에서 시진핑과 리커창
(李克強)을 중심으로 하는 5세대 지도부로의 권력승계가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
는 2022년까지 중국이 추진할 국가발전 전략이 공식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진핑 시대 10년 동안 중국은 어떤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할 것인가? 또한 이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어떤 세부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이 논문이 분석하
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이 논문은 시진핑 체제의 국가발전 전략을 알아보기 위
해 18차 당대회의 ‘중앙위원회 업무보고’(정치보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정치보고는 시
*이 논문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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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핑 시대의 국정 방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12기 전국인대 1차 회의의 ‘국무원
업무보고’(정부보고)와 기타 자료도 참고했다. 정부보고는 주로 향후 1년 동안 국무원이
추진할 정책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시진핑 체제 전체의 국정 방침과 정책을 이해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먼저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기본 방침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다. 그 다음에 공산당의 현실 인식과 국가발전 목표를 분석할 것이다. 이후에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각 영역의 세부 정책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 체제의 국
가발전 전략에서는 경제 및 사회 정책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를 집중적
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때에는 각 영역의 핵심 정책을 선별하여 그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향후 10년 동안 시진핑 체제가 추진할 국가발전 전
략의 기본 방침과 세부 정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진핑 체제의 국가발전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 정
책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국가발전 전략은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을 모두 포괄하고, 양자
는 실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의 대외 정책은 내용이 복잡하고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다를 수가 없다. 또한 정치 개혁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검토하지 않겠다.1) 이 논문은 또한 중국에서 발간된 일차 자료를 최
대한 수집하여 분석하려고 노력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진핑 체제가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국가발전 전략과 세부 정책
은 후진타오 체제가 과거 10년 동안 실시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공산당 18차 당
대회의 정치보고와 12기 전국인대 1차 회의의 정부보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국
내외 상황의 심각한 변화에 따라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은 향후에 변경 혹은 수정될 수 있
다. 아마도 5년 후 당대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2002년 16차 당대회에
서 결정된 국가발전 전략이 2012년 18차 당대회까지 변동 없이 지속된 것을 보면, 18차 당
대회에서 확정된 기본 방침과 정책도 향후 시진핑 시대 10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시진핑 시대의 정치 및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전성흥(2013)에 있는 김태호, 조영남, 이동률, 최명
해, 문흥호 교수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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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책의 연속성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고수
시진핑 체제의 국가발전 전략 및 세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시진핑 체제의 정책이 후진타오 체제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주로 이 두 가
지 사실 때문이다.
첫째, 18차 당대회는 새로운 당 노선이나 방침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었다. 공산당은
2020년까지 중국이 추진할 국가발전 전략, 즉 현실 인식, 발전 목표, 국정 방침, 세부 정책
을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이미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경제발전과
함께 정치·사회·문화 발전을 종합적으로 달성하여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를 건설
할 것이다. 이처럼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방침은 2020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2012년에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당연히 이를 계승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18차 당대회는
지난 10년 동안 추진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방침을 점검하고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는 ‘점검 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산당 지도부의 세대교체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은 연속적으로 실시된다. 이
는 권력승계 및 정책결정과 관련된 두 가지 관행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관행은 장쩌민(江
澤民) 시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엘리트 정치의 안정을 위해 공산당이 고안한 방식
이다. 하나는 세대 간 협의를 통한 정책 결정의 관행이다. 이는 전임 지도부와 신임 지도부
가 공동으로 새로운 당 방침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2년 16차 당대회
에서 결정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은 3세대 지도부(장쩌민)와 4세대 지도부(후진타오)가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후진타오가 발표한 18차 당대회의 정치보고도
4세대 지도부와 5세대 지도부(시진핑)가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
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권력승계와 정책결정의 분리 관행이다. 즉, 공산당은 당대회에서의 지도부
인선(즉, 권력승계)과, 새로운 당 노선·방침·정책의 결정을 분리함으로써 권력승계 문제
를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
도 보장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11년 11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서 <국민경제 및 사회발
전 12차 5개년(2011~2015년) 계획 요강(規劃綱要)>이 공식 결정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시
진핑 체제가 2015년까지 추진할 대부분의 중요 정책이 확정되었다. 그 결과 18차 당대회의
권력승계를 둘러싼 파벌투쟁은 ‘노선투쟁’이 아니라 자파 세력을 좀 더 좋은 자리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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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하기 위한 ‘자리경쟁’으로 변화되었다. 장쩌민에서 후진타오로의 권력승계, 그리고 후
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의 권력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두
가지 관행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시진핑 체제의 당 노선 및 방침과 관련하여, 이번 18차 당대회는 분명한 입장을 다
시 한 번 천명했다. 정치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두 가지의 길(路)을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
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옛 길(老路)”이다. 다른 하나는 “깃발을 바꾸는 잘못된 길(邪路)”이
다(胡錦濤 2012, 11). 전자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당 노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
다. 반면 후자는 현행 공산당 노선과 방침을 포기하고 서구식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전자는 보시라이(薄熙來)의 충칭모델(重慶模式)을 옹호하는 좌
파(左派) 혹은 마오주의자에 대한 비판이다. 후자는 권력분립, 다당제, 직선제 등 자유 민
주주의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에 대한 비판이다.
대신 공산당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의 지도하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
본제도”를 고수하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갈 것이다. 이 세 가지, 즉 중국 특색
의 사회주의 이론체계, 제도, 길이 바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구성하는 3대 요소이다
(胡錦濤 2012, 11-12). 그리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견지가 18차 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다. 예를 들어, 18차 당대회 직후인 2012년 11월 18일에 중앙 정치국은 “중국 특색
의 사회주의의 견지 및 발전을 중심으로 18차 당대회의 정신을 깊이 학습, 선전 및 관철하
자”라는 주제로 제1차 집단학습(集體學習)을 개최했다. 이 때 시진핑은 중국 특색의 사회
주의를 견지하는 것이 바로 “18차 당대회의 보고를 관통하는 핵심 정신(一條主線)”이라고
강조했다(中共中央政治局 2012).
여기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는 개혁기에 등장한 이념, 즉 덩샤오핑 이론, 삼
개대표(三個代表) 사상(즉 장쩌민 시대의 이념),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觀)(즉 후진타오
시대의 이념)을 가리킨다. 또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본제도는 중국의 현행 제도를 가
리킨다. 정치제도에는 인민대표대회제도, 공산당 영도 하의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 민
족구역자치제도, 기층자치제도가 속하고, 그밖에도 법률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가 포함
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은 ‘하나의 중심(경제건설)과 두 개의 원칙(개
혁·개방과 4항 기본원칙)’을 견지하여 사회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민
주정치, 선진문화, 조화사회, 생태문명(소위 ‘5위1체’)을 건설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향후에도 자신의 길, 즉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고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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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현실 인식과 국가 발전 목표
앞에서 말했듯이, 18차 당대회는 16차 당대회의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建設) 방침을 계
승하여 전면적 소강사회 ‘완성(建成)’ 방침을 다시 확정했다.
먼저, 공산당은 2020년까지의 시기를 ‘중요한 전략적 기회기’로 판단한다. 이는 16차 당
대회의 판단과 같다. 무엇보다 향후 10년은 중국에게 ‘전략적’ 시기이다. 중국이 세계 강대
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이 시기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3년에 1인당
국민소득(GDP) 1000달러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영역에서 각종
갈등과 대립이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모순 표출기’에 접어들었다. 만약 이런 모순을 제대
로 처리하지 못하면 발전은 좌절될 것이다.
또한 2020년까지의 10년은 중국에게 ‘기회의’ 시기이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
흥’을 달성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개혁·개방 정
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9.9%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일
반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안정과 사회단결이 유지되고, 공
산당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도 높아졌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중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평화와 발전이 중심인 시대이
다. 그래서 중국이 국내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되었다. 다시 말
해,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침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조
영남 2012, 153-154).
중요한 전략적 기회기에 중국이 달성할 목표가 바로 전면적 소강사회의 완성이다. 앞에
서 말했듯이, 16차 당대회에서는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이었던 것이, 18차 당대회에서는
‘완성’으로 한 단계 높아졌다. ‘전면적’ 소강사회의 완성 목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이는 경제성장 지상주의를 추구했던 이전의 목표와 다르다. 다시
말해, 이전 단계에서는 경제발전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목표였고, 그래서 정치, 사회, 환경
등 다른 영역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경제성장에만 몰두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하
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발전 방
식의 전환을 달성하고, 국내총생산(GDP)과 주민수입을 2020년에는 2010년에 비해 두 배
로 증가시킬 것이다(胡錦濤 2012, 16). 이를 수치로 표현하면, 국내총생산의 목표액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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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달러(물가와 환율 고려)이고, 주민소득의 목표액은 약 1만2000달러가 된다. 이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7~7.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이것은 2011년 3월 11기 전
국인대 4차 회의에서 통과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2차 5개년(2011~2015년) 개혁 요강>
의 성장 목표를 다시 반복한 것이다. 즉 <개혁 요강>은 5년 동안 연평균 7% 성장한다는 목
표를 제시했다. 한편 현재 많은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2020년까지 연 7%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World Bank 2012; 清華大學 2011).
정치적으로는 ‘인민 민주의 부단한 확대’를 이룩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주제도의 개
선, 의법치국(依法治國: 법률에 의거한 국가 통치)의 실현, 법치정부의 완성, 사법 공신력
(公信力)의 제고, 인권 존중과 보장의 실현을 추진할 것이다. 문화적으로는 ‘문화 소프트
파워(軟實力)의 현저한 증강’을 이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의 수립
과 확산, 문화산업의 중심 산업으로의 육성, 문화강국의 기초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사
회적으로는 ‘인민 생활수준의 전면적 제고’를 달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서비스
의 균등한 제공의 완전 실현, 교육 수용과 혁신 인재 배양 수준의 제고, 충분한 취업, 수입
분배 격차의 축소, 전체 국민의 사회보장 실시 등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
면에서는 ‘자원절약형 및 환경친화형 사회 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달성’할 것이다(胡錦濤
2012, 16-17).
정리하면, 중국은 법치(法治), 전환(轉變), 민생(民生), 소프트 파워, 지속 가능한 발전(可
持續發展, sustainable development)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법
치는 의법치국의 줄임말로, 정치발전의 목표이다. 전환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의미
하며, 경제발전의 목표이다. 이것의 지도이론이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觀)이고, 이번에
<당헌(黨章)> 개정을 통해 ‘공식이념’에서 ‘지도이념’으로 지위가 높아졌다. 민생은 사회발
전의 목표이고, 지도이론이 ‘조화사회’(和諧社會) 건설론이다. 소프트 파워는 국내적으로
는 사회주의 가치체계를 수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문화적 매력을 확산하는 방침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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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제 정책
1. 18차 당대회의 방침: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가속화
먼저, 과학적 발전관이 지도이념으로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과학적 발전관은 ‘이인위
본’(以人爲本: 사람을 근본으로 함)에 기초하여 ‘전면적, 협조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
한다(中國共産黨彙編 2012, 108). 이런 과학적 발전관에 입각하여,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과 ‘중국 특색의’ 공업화·정보화·도시화·농업 현대화의 길을 추구한다는 것이 경제 방
침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제 정책으로 다섯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는 경제체제 개혁의 심화이다. 여기에는 정부-시장 관계의 조정(즉, 정부의 경제 개
입 축소와 시장의 역할 확대), 사영경제의 발전 촉진, 재정개혁, 금융개혁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혁신(創新, innovation) 추동의 발전 전략’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
전, 지식 창출과 혁신 등을 통해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는 경
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주된 방향
이다. 여기에는 내수확대의 지속적인 추진, 실물경제의 발전 강화, 종합적인 지역발전 전
략의 추진, 호적제도(戶籍制度) 개혁과 농민의 도시이전 추진 등이 포함된다.
넷째는 도농발전의 일체화(城鄉發展一體化), 즉 도시와 농촌의 동시발전 추진이다. 중
국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 과제인 ‘삼농’(三農), 즉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이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농민 소득의 증가, 농업 현대화의 추진, 신농촌(新
農村) 건설과 빈곤의 해소, 농촌 경영의 개선, 토지징발 제도의 개혁, 도시의 농촌 발전 견
인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는 ‘개방형 경제’의 수준 제고이다.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경제
구조의 조정을 위해서는 경제적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연해지역
과 내륙지역의 연계발전 추진, 해외진출(走出去) 전략의 추진 등이 포함된다(胡錦濤 2012,
18-23).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시진핑 시대의 경제 정책은 후진타오 시대의 경
제 정책을 계승했다. 즉,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이념으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핵심 경
제 방침으로 삼아 경제발전과 경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출 및
국가투자보다 내수 및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균형 발전전략과 친환경적 발전을 추구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전략에서는 심각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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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호적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경제방침과 정책
을 통해 국민생활 수준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2012년 12월
15~16일에 시진핑 총서기의 주재로 열린 중앙 경제 업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中央經濟工作會議 2012).

2. 도시화 정책: 경제 정책의 중점
그런데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강조되는 경제 정책이 바로 도시화(城鎮化)이다(溫家寳
2013). 이는 리커창 총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주도적으로 제기한 정책이며, 앞에서 말한 중
앙 경제 업무회의와 2012년 12월 28일에 개최된 지역발전 좌담회에서도 재차 강조되었다
(逐步縮小 2012). 도시화가 강조되는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수 확대를 위해 도시화가 필요하다. 향후 경제 정책의 기본 방침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이고, 그것의 핵심은 수출 의존에서 내수 의존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화가 필요하다. 도시화를 통해 거대한 투자 수요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중국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현재 1억6000만 명의 농민이 도
시에 거주하고 있고(소위 ‘농민공’), 앞으로도 매년 1.2%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2억 명 이

출처: 張毅(2013).
<그림 1> 중국 도시 인구와 도시화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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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농민이 도시로 이주할 것이다. 즉 총 약 4억 명의 농민이 도시로 이주할 예정이다. 그
런데 한 명의 농민을 도시민으로 바꾸는데 평균 10만 위안(元: 인민폐/한화 약 1800만 원)
의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모두 40조 위안(한화 약 7200조 원)의 투자 수요가 발생한
다(遲福林 2012). 다른 계산에 의하면, 도시화가 1% 증가할 때마다 약 7조 위안(한화 약
1260조 원)의 시장 수요가 발생한다(陸一 2012).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평균 1.2%의 도시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시화만으로도 매년 7조
위안 이상의 내수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18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매년 7~7.5%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도시
화가 필요하다. 일부 서구 학자들 중에는 중국이 매년 7% 성장률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은 이것이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본다. 가장 중요
한 근거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의 낮은 도시화률이다. 위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중
국의 도시화율은 2002년 39.1%에서 2011년 51.3%로 매년 평균 1.2%씩 증가했지만, 세계
수준(평균 75~80%)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중국의 도시화가 세계 수
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20년이 더 필요하고, 이 기간 동안 중국에서는 매년 평균
1.2%씩 도시화가 진행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계산대로 된다면 향후 20년 동안 7%의
성장률을 확보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張毅 2013; 黃泰岩 2012).
마지막으로 도시화는 삼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삼농 문제의 해결
없이는 내수 확대도,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도, 민생 문제의 해결도 모두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삼농 문제의 해결은 “중요한 정책 중의 중요한 정책”(重中之重)으로 간주되
어 왔다. 실제로 중국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연속으로 삼농 문제를 주제로 한 ‘중
앙 1호 문건’을 하달했다(中共中央國務院 2013). 중앙 1호 문건은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공동으로 하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산당과 국무원이 가장 중시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를 보여준다. 삼농 문제가 10년 연속 중앙 1호 문건의 주제였다는 것은, 공산당이 삼농 문
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삼농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도농 일체화 발전’을 통한 ‘농촌의 도시화’와 ‘농민의 도시민화’이다.
시진핑 시대에 도시화가 실제로 얼마나 진행되어 삼농 문제가 해결될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
한 정책은, 농민을 차별하는 현행 호적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여 법적으로 농민과 도시
민을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도농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개혁
을 통해 중소도시에서는 호적제도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그러나 대도시, 특히 베이징(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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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등 특대 도시에서는 여전히 호적제도가 중요하
고, 이로 인해 농민공은 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호적제도의 전면적인 폐지 없
이는 도시화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문제는 ‘도시 이기주의’로 인해 호적제도가 지난 30
년 동안 유지되었고, 현재도 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복지 제공
등에서 농민을 도시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려면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데, 지방 정부가 실제
로 이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인가도 남는 문제이다.

IV. 사회 정책
1. 18차 당대회의 방침: 민생 개선과 사회관리의 개선
민생 문제의 해결은 지난 10년 동안 후진타오 체제가 가장 중시한 국정 과제였다. 18차
당대회에서도 이런 특징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건데 시진핑 체제도 향후 10년 동안 민
생 개선을 최대의 국정 과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 정책의 방침으로는 두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민생 보장 및 개선이 사회건설의
중점이라는 방침이다. “인민의 물질 및 문화 생활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개혁·개방과 사회
주의 현대화 건설의 근본 목표”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체제 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중국 특색의 사회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은 “공산당 영도, 정부 책임, 사회
협조, 군중 참여, 법치 보장의 체제”를 말한다. 이처럼 18차 당대회에서는 사회 정책과 관
련하여 민생 개선과 사회관리 체제의 구축이 주요 방침으로 결정되었다(胡錦濤 2012, 3132).
사회관리 문제는 2002년 후진타오 체제의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
것이 사회 정책의 주요 방침으로 등장한 것은 2011년 3월에 개최된 11기 전국인대 4차 회
의부터이다(조영남 2011). 이는 아랍세계의 정치변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
다. 실제로 2011년 2월부터 『인민일보』 등 주요 언론매체에는 ‘인민 내부모순’의 진지한 인
식과 적극적인 해결을 강조하는 주장이 증가했다. 또한, 2011년 2월 19~23일까지 5일 동안
개최된 ‘장관급 고위지도자 사회관리 혁신 학습반’에서는, 중국이 당면한 사회모순을 해결
하기 위해 어떻게 사회관리 체제를 혁신할 것인가가 집중 토론되었다. 그밖에도 중국 정부
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반체제 인사를 연금하고 대규모 물리력을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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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원천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때 통과된 <12차 5개년 계획요강>에서는 사회관리가 최초로 독
립된 항목으로 설정되었다. 여기서는 사회관리의 강화를 위해 ‘당위원회 영도, 정부 책임,
사회 협조, 군중 참여의 체제’를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공동체(社區)의 자치 및
서비스 기능 강화, 사회조직 및 단체의 수립 확대, 군중 권익보호 기제와 분규해결 기제의
수립, 식품·약품 안전과 산업안전 등 공공안전 체제의 수립 강화가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뒤이어 2011년 5월에는 국무원이 <사회관리 강화 및 혁신 의견>을 하달했고,
8월에는 ‘중앙 사회치안 종합치리위원회’가 ‘중앙 사회관리 종합치리위원회’(中央社會管
理綜合治理委員會)로 개명되고 동시에 새로운 권한, 즉 사회관리 업무의 조정 및 지도 권
한이 부여되었다(社會管理 2012).
또한, 2011년 3월에 개최된 11기 전국인대 4차 회의 기간에 개최되었던 재정부 장관의 기
자회견에 의하면, 2011년 정부예산 중에서 공안(公安, public security) 예산은 6240억 위안
(한화 약 112조3200억 원)이고 국방 예산은 6010억 위안으로, 처음으로 공안 예산이 국방
예산을 초과했다. 참고로 2010년에는 공안 예산이 5140억 위안, 국방 예산이 5320억 위안
으로 국방 예산이 조금 많았다. 이런 사실은 중국이 2011년 무렵부터 사회안정을 위해 장
단기의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조영남 2011). 다
만 여기서 말하는 공안 예산에는 사회 치안 유지를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대형
사고, 질병 등을 처리 및 복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소위 ‘사회안정’ 비용)도 포함되어 있
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18차 당대회에서는 사회 정책의 세부 내용으로 모두 여섯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
째,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의 제공, 둘째, 질 높은 취업의 실현, 셋째, 주민 소득의 향상(특
히, 수입분배제도의 개혁), 넷째, 도시와 농촌의 종합적인 사회보장 체제 건설의 추진, 다섯
째, 국민 건강 수준의 제고, 여섯째, 사회관리의 강화와 혁신이다. 특히 사회관리 강화에서
는 먼저,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의 개혁과 유동인구(즉, 농민공) 관리의 개선이 강조
되었다. 또한 인민 내부모순의 정확한 처리를 위해 군중 이익의 보장기제를 수립하고, 국
민의 요구 표현, 이익 조정, 권력 보장의 통로를 확대하고 규범화하는 정책도 강조되었다
(胡錦濤 2012, 32-35).
이상을 통해 시진핑 체제의 사회 정책도 후진타오 체제의 사회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시진핑 체제는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 정책을 추
진할 것이다. 첫째는 수입분배제도의 개혁을 통한 빈부격차의 해소이다. 둘째는 ‘4대’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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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國群體性(2012).
<그림 2> 중국 집단소요사건(群體性事件)의 발생 수 변화(단위: 천 건)

과제, 즉 취업, 교육, 의료, 주택 문제의 해결이다. 셋째는 사회관리 체제의 구축과 개선을
통한 사회안정의 유지이다.
이 중에서 사회안정의 유지는 2000년대 들어 ‘집단소요사건’(群體性事件)이 급증하면
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후진타오 시대에 이어 시
진핑 시대에도 매우 중시되는 사회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 사회가 2000년대에 들어
매우 불안정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각종 지표는 이를 증명한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2005년 집단소요사건의 규모가 8만7000건에 달한다고 발표한 이후 공식 발
표를 중단했다. 그런데 <그림 2>가 보여주듯이,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는 집단소
요사건이 18만 건을 넘었고, 2011년에는 18만2500건에 달했다. 이런 이유로 사회관리 체제
의 정비가 중요한 정책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2. 수입분배제도의 개혁과 빈부격차 해소: 사회 정책의 중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세 가지 정책 중에서도 수입분배의 개선을 통한 빈부격차의 해
소가 가장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3월 11기 전국인대 3차 회의 기간에 개최된 기
자회견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빈부격차의 해소가 긴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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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統計局(2013).
<표 3> 중국의 지니계수 추세(2003~2012년)

현대화가 경제 발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사회의 공평 정의와 도덕 역량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임기 동안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
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의 지도자들도 이 문제에 더욱 주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조영남 2010).
이는 빈부격차가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되었고, 동시에 이
로 인해 사회 불안정(예를 들어 집단소요사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난
(西南)재정대학과 중국인민은행이 공동으로 설립한 중국 가정금융 연구조사 센터가 2012
년 12월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0.61(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0.56, 농촌가구의 지니계수는 0.60)로서 전 세계 평균인 0.44를 훨씬 넘고 있다(高晨 2012).
다른 방식으로 조사해도 빈부격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결과는 비슷하다. 즉 한
조사에 의하면, 상위 10%의 가구소득과 하위 10%의 가구소득 간의 격차가 1988년 8.3배
(중국식 표현으로는 7.3배/이하도 동일)에서 2010년에는 24배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업종 간 소득격차는 9배, 지역 간 소득격차는 4배가 증가했다(羅旭 2012).
한편 중국 정부는 지니계수 발표에 매우 신중했다. 그런데 2013월 1일 국무원 국가통계
국은 지난 10년 동안의 지니계수를 갑자기 발표했다(<표 3>). 그 동안 중국에는 통일된 개
념과 방식으로 도시민과 농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호구조사 제도가 없었고, 그래서 지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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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발표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된 통계기준과 지표체계
로 전국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새롭게 자료를 분류 및 분석하여 새로운 지니계수를 얻었
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8년 0.491을 정점으로 2012년에는 0.474로
감소하는 등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국가통계국 국장 마젠탕에 의하면, 이 수치는
중국이 “수입분배 개혁을 빠르게 추진해서 수입격차를 축소해야 하는 긴박성”을 보여준
다고 한다(統計局 2013).
물론 이런 중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중국 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
고 있다. 첫째, 정부의 지니계수가 너무 작다. 앞에서 보았듯이, 중국 가정금융 연구조사 센
터의 조사 결과는 0.61였고, 미국 텍사스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간 리(Gan Li)의 2010년
조사 결과도 0.61이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조사 방법을 발표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었
다. 예를 들어, 신고소득(합법소득)과 실제소득(불법소득 포함)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
는가에 따라서 수치는 큰 차이가 난다. 둘째, 중국의 지니계수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도 신뢰할 수 없다.
다만 중국 정부가 현 시점에서 지니계수를 공식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
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선 중국 정부의 지니계수 발표는 다른 여러 가지 통계나 자료
의 발표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중국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또한 중요한 정책
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공개하다 보면 정부 정책의 투명성이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지니계수 발표는 시진핑 체제가 빈부격차의 심각한 현
실을 직시하고 있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제로 노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정간부에게 새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고, 일반 국민에
게도 믿음을 줄 수 있다(Huang 2013a; Rabinovitch 2013).
이처럼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수입분배제도를 개혁해야 한
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蘇海南 2012). 그래서 국무원은 수입분배 개선 방안을
10년 동안 준비해왔다. 구체적으로 국무원은 2001년에 수입분배제도의 개혁을 공식 제기
했다. 이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전개혁위)가 2004년에 개혁 방안의 기초(起草)를 정식
으로 시작했다. 기본 방침은 ‘저소득층의 수입은 높이고(提低), 고소득층의 수입은 통제하
여(控高), 중간소득층을 확대한다(擴中)’는 것이었다. 이후 발전개혁위는 초안을 완성하여
2010년 초와 2011년 12월에 국무원에 두 차례 보고했다. 그러나 이 초안은 국무원의 심의
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처럼 개혁 방안의 작성이 늦어지고 작성된 초안마저 국무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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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저소득층의 수입을 높이는 실행가능하고 실제로 효과
도 분명한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둘째, 고소득층의 수입을 통제하기도 어렵다. 이는 주
로 기득권 세력의 저항 때문이다. 즉 독점 국유기업(예를 들어, 석유·항공·전기·철도
등)이나 금융업 및 부동산 개발업 등 불로소득이나 회색소득이 많은 집단과 계층이 당정
간부와 결탁하여 개혁 방안을 좌절시켰던 것이다(何敏 2012; 用公平正義 2012; 收入分配
2012; 陳月石 2013).
이런 준비를 거쳐 드디어 2013년 2월 3일에 <수입분배제도의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이
하 <의견>)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발전개혁위,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공
동 명의로 발표되었다(國務院 2013). 중국 언론이 보도한 원래의 계획에 따르면, <의견>은
2012년 12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국유기업의 정부 납입 비율 증가 등 몇 가지 쟁
점 사항에 대해 일부 부서와 고위 공직자가 심하게 반발하면서 발표가 2개월 정도 늦어졌
던 것이다(Buckley 2013; Rabinovitch 2012; Ruan 2012).
<의견>에 따르면 개혁의 원칙은 네 가지이다. 첫째는 공동 발전과 성과 공유, 둘째는 효
율과 공평의 동시 고려, 셋째는 시장 조절과 정부 개입의 동시 추진, 넷째는 적극 추진하되
능력을 고려하여 실행이다. 이를 보면, 중국이 추진할 예정인 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은, 경
제발전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첫째 원칙), 무조건적인 평등 정
책이나 현재 상황을 무시한 무리한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것(둘째에서 넷째)을 알 수 있
다. 이런 원칙에서 판단하건데,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소득 재분배 정책도 자본주의 국가
의 정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의견>에서 제기하는 수입분배제도 개혁의 정책 목표는 네 가지이다. 첫째, 주민의 실
제 수입을 2020년에는 2010년의 두 배로 높인다. 이는 18차 당대회에서 전면적 소강사회
의 완성을 제시하면서 내걸었던 목표를 반복한 것이다. 둘째, 수입분배의 차이를 축소하여
‘럭비공형’ 분배 구조를 형성한다. 이를 위해 빈곤층을 축소하고, 중간소득층을 지속적으
로 확대한다. 셋째, 수입분배 질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합법 수입은 보장하되 과도한 수
입은 조절하고 음성 및 불법 수입은 단속한다. 넷째, 수입분배 구조를 합리화 한다. 국내총
생산(GDP)에서 국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민생 개선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출
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의견>은 크게 네 가지 범주의 정책을 제시했다. 첫째는 ‘최초 분배’(初次分
配) 제도의 개선이다. 여기서는 취업 기회의 공평한 제공, 임금 상승, 국유기업의 지나친
고소득 조절, 재산 소득의 증가, 국유기업의 국가 납입 비율의 제고(2015년에는 현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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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가)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재분배’ 조절기제의 개선이다. 여기에는 민생 개선을 위
한 재정 지출의 확대(2015년까지 재정의 2% 지출), 각종 세제(특히 소득세와 부동산세)의
개혁, 사회보장 제도의 개선, 국민주택의 보급 확대, 빈민 및 자선 사업의 확대가 포함된다.
셋째는 농민 수입의 증가이다. 계층으로는 유일하게 농민이 <의견>에 독립된 항목으로 편
성되었다. 여기에는 농민 경영소득의 증가, 보조금 제도의 개선, 토지 소득의 분배 개선, 빈
곤 지역의 개발 확대, 농민의 도시민화 확대 등이 포함된다. 넷째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
입분배 질서의 형성이다. 여기에는 노동자의 합법 수입의 보장, 영도간부의 수입 조절, 탈
루소득과 불법소득의 단속 등이 포함된다.
<의견>에 대해 중국 언론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중국의 일대 사건”이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일보”라는 것이다(社評 2013; 評論員 2013). 그런데 <의
견>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발표 주체가 국무원이 아니라 그 산하의 3개 부서이다.
이렇게 되면서 <의견>의 권위는 그렇게 높지 않다. 참고로 ‘삼농문제’의 해결을 지시하는
‘중앙 1호 문건’이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공동으로 하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의견>
의 권위가 어떤지 알 수 있다. 또한, <의견>은 “지도성, 원칙성” 지침이지 구체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그래서 각 지방과 정부 부서가 자체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실행
방안과 세칙(細則)을 제정해서 집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견>의 정신과 방침은 의미
를 잃고, 현장에서는 지방과 정부 부서의 입맛에 맞는 정책, 즉 실제로 별 의미가 없는 정책
만이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제정된 <의견>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가 하는 실천의 문제가 있다. 이 정
도 수준으로 내용이 순화된 <의견>을 제정하는 데도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10년이 걸렸다
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
된다. 결국 <의견>을 얼마나 제대로 실행하여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가는 전
적으로 시진핑 체제의 의지와 지도력에 달려있다. 동시에 <의견>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
는가를 보면, 시진핑 체제의 실제 의지와 지도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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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문화 및 환경 정책
1. 18차 당대회의 방침: 문화강국과 해양강국의 수립
먼저, 문화 정책을 살펴보자. 18차 당대회는 “문화강국(文化强國)의 건설”이 전면적 소
강사회 완성의 중요한 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방침을 제시했다. 하
나는 반드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발전의 길”을 걸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중국이
서구 가치와 문화를 결코 그대로 도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체 민족문화의 활력을 증강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방침이다. 이는 중국이 추구하는 문화
강국의 건설이 중국의 전통사상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胡錦
濤 2012, 28).
구체적으로 18차 당대회의 정치보고에는 “문화강국 건설의 견실한 추진”이라는 제목으
로 네 가지의 세부 정책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체제”의 수립을 강화는
것이다. 공산당이 추구하는 가치체계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중국의 전통 및 혁
명 가치를 결합한 것으로, 부강(富强)·민주·문명·조화(和諧), 자유·평등·공정·법치,
애국·경업(敬業)·성신·우애(友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둘째는 국민의 도덕소질을 전
면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의법치국(依法治國)과 이덕치국(以德治國)의 결합을
견지하면서 사회도덕, 직업도덕, 가정미덕, 개인품덕(品德)의 교육을 강화하고, 중화전통
의 미덕과 시대의 새로운 풍속을 널리 알리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는 국민의 정신문
화 생활을 풍부히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이버공간의 관리 강화와 법에 근거한 사이버공
간의 질서 있는 운영 추진이 포함된다. 넷째는 문화의 전체적인 실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문화산업의 진흥과 중국 문화의 해외 전파를 강조하고 있다(胡錦
濤 2012, 29-31).
이상에서 살펴본 문화 정책도 후진타오 체제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한 것이다. 일부는 장
쩌민 정부가 시작한 정책을 계승한 것이다. 사회주의 가치체제의 수립과 국민도덕 함양 정
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장쩌민은 유가(儒家)사상의 인치(仁治)를 모방하여 국가의 통치
방침으로 의법치국과 이법치국의 결합을 강조했다. 또한 2001년 9월에는 유가사상의 덕
목과 사회주의의 집단주의 정신을 결합한 <시민도덕 실시요강>을 반포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시민 도덕 건설은 “중국의 역사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 도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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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을 위한 봉사를 핵심으로, 집단주의를 원칙으로, 조국·인민·노동·과학·사회주의
에 대한 사랑을 기본 요구로, 사회도덕, 직업도덕, 가정미덕을 역점”으로 수립해야 한다(조
영남 2012, 243, 399).
문화 소프트 파워의 강화는 후진타오 체제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이런 점에서 후진타
오 체제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소프트 파워의 강화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 채택하여 추진
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11월에 개최된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6차 전
체회의에서는 문화에 대한 당 문건, 즉 <문화체제 개혁과 문화발전 및 번영을 위한 중대
문제 결정>이 채택되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문화를 단독 주제로 삼아 회의를 개최하
고 관련 결정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후진타오 체제가 문화 정책을 매
우 중시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18차 당대회의 문화 정책은 이 내용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 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그 동안 공산당은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을 4대 국정 목표(소위 ‘4위1체’)로 추진했다. 그런데 18차 당대회에서는 <당헌>
개정을 통해 “생태문명의 건설”이 추가되면서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의 건설
이라는 ‘5위1체’ 이론이 만들어졌다. 즉, 환경보호가 생태문명의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공
산당이 추구하는 국정 목표로 공식 포함된 것이다. 이는 환경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
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만큼 중국이 당면한 환경파괴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생태문명은 단순히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국토개발과 자원 및 에너지
이용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8차 당대회의 정치보고는 “생태문명 건설의 힘찬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모두 네 가지
의 정책을 제시했다. 첫째는 국토 공간 개발의 구도(格局)를 개선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특
히 “해양 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해양 경제를 발전시키며, 해양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국가
해양 권익의 옹호를 견지하여 해양강국(海洋强國)을 건설한다”는 정책을 분명히 했다. 둘
째는 자원절약의 전면적인 촉진이다. 셋째는 자연생태 및 환경보호의 강화이다. 넷째는 생
태문명 제도의 건설을 강화하는 것이다(胡錦濤 2012, 36-38).

2. “해양강국의 건설”: 새로운 방침의 제시
이상에서 살펴본 환경 정책 중에서는 “해양강국의 건설” 방침이 중요하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이다. 하나는 해양강국의 건설 방침이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즉, 당대회)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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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 내용이 외교 혹은 국방 항목이 아니라 “생
태환경의 건설” 항목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2009년 무렵부터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
국해에서 주변국과 영해 분쟁을 겪어 왔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방침의 결정은 주변국
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해양강국의 건설”을 생태환경의 항목에서
제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해양강국은 해상에서의 경제 역량과 무장 역량의 총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경제 및 국방 정책과 더 관련이 높다. 예를 들어, 국가해양국(國家海洋局)의
류츠꾸이(劉賜貴) 국장은 『인민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해양강국의 특징”으로 네 가
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해양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이 강
화되는 것이다. 셋째는 해양 생태환경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넷째는 해양 방
위 능력을 강력하게 하여, 국가 주권을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해양의 평화 발전을 수호하
는데 강력할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餘建斌 2012). 이런 방침은 2013년 1월 10일에 개최된
전국 해양 업무회의로 이어졌다(中國將推 2013).
이와 유사하게, 중국의 한 학자도 2030년에 중국이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모두 7개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강대한 해군 건설(예를 들어, 최소
6~8척의 항공모함 보유)이 필요하다. 둘째, 해양 경제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1/3~
1/2을 차지해야 한다. 셋째, 강한 해양 기술과 해양 개발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넷째 강한
해양 관리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다섯째, 전체 국민의 해양 의식과 해양 문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전 지구를 포괄하는 해양 전략의 상층계획이 필요하다. 일곱째, 조국 통일의 대업
을 완성하고 도서 및 해양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張建剛 2013).
이 때문에 외국 언론은 중국이 “해양강국의 건설”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에 대
해 매우 우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이 이를 제기했다는 것은, 덩샤오핑이 제기
했던 ‘도광양회’(韜光養晦: 실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의 방침을 폐기했다는 것을 의
미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주변국 간의 해양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제기된 “해양
강국의 건설” 제기는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향
후에 더욱 격렬하게 전개될 것이고, 중국에 대한 주변 국가의 경계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Huang 2013b).
한편 “해양강국의 건설” 방침을 천명한 이후, 중국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
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전국 해양 경제 발전 12차 5개년 계획(規劃)>
에서, 2011~15년 기간 동안에 중국 해양을 3대 권역으로 나누어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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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했다. 3대 권역은 북부 해양 경제권, 동부 해양 경제권, 남부 해양 경제권을 가리킨다. 또
한 이 기간 동안에 분쟁 지역인 중사군도(中沙群島)와 서사군도(西沙群島) 지역에 관광지
및 휴양지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我國要建 2013).
또한 12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는 국가해양국(國家海洋局)의 업무 조정이 있었다. 우
선, 해양 관리 및 경계 업무를 맡았던 4개 부서의 업무를 해양국으로 통합했다. 여기에는
해양국의 중국어감(中國漁監), 공안부의 변방해경(邊防海警), 농업부의 중국어정(中國漁
政), 해관총서의 해상밀수경찰(海上緝私警察)이 속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분산되고 중복
되었던 해양 업무를 통일적이고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단 해양부
가 관리 및 경계 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국가해경국(國家海警局)의 명의로 하며, 공안부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즉 이 경우 ‘하나의 조직 두 개의 명패’의 형태를 띤다. 그러나 해양국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전처럼 국토자원부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또한 이번에 국가해양위원회(國家海洋委員會/해양위)가 신설되고, 그 세부 업무는 해양
국이 담당하도록 했다. 해양 업무는 경제, 기술, 환경, 안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포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 및 정부 부서 간의 업무 조정 및 총괄을 담당하
는 상위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이번에 해양위를 신설한
것이다(趙超 2013; 中央編辦 2013). 다만 이것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보
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중국학자는 해양위의 설립은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말해, 해양위는 중국의 해양 권익을 보호하는 중추기구로서 향후에 해양 전략의 수립과
집행을 책임지는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동안 여러 부서가 난립하면서
“다섯 마리의 용이 바다를 휘젓거나” 심지어 “아홉 마리의 용이 바다를 휘젓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해양위는 해양국에 비해 단순히 지위가 높을 뿐만 아니
라 실제로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한다(葉海林 2013).

VI. 결론
시진핑 체제는 공산당 18차 당대회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중국이 추진할 국가발전 전
략과 주요 방침을 결정했고, 12기 전국인대 1차 회의를 통해 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할 세부
정책도 확정했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진핑 체제의 국가발전 전략이 후진타오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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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을 대부분 계승 발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이 세대를 뛰어 넘는 정치 지도부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고, 이
렇게 결정된 전략이 20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된다는 점은 매우 높이 살 만하다. 이는 몇 가
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정
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대처하여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긴
안목에서 전 영역을 포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중
국처럼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국가에게는 이러한 장기 계
획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내외로 높은 정책 신뢰성을 확
보할 수 있다. 우선, 중국 국민은 공산당이 개혁·개방 노선을 계속 견지할 뿐만 아니라 이
를 실천하기 위해 일관된 방침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신뢰
한다. 게다가 이런 국가발전 전략이 지난 10년 동안 높은 성과 - 예를 들어, 연 10.6%의 경
제 성장률 유지 - 를 달성했기 때문에 공산당과 정부의 정책에 높은 지지를 보낸다(Pew
Research Center 2012, 7-10). 국제사회도 중국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다른 어떤 국가의 정
책보다 안정성이 높다고 믿고 있다. 물론 각국의 이해에 따라 혹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중
국의 국가발전 전략에 대해 지지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의 정책에 일관
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에게 큰 자산이다.
그러나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집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시진핑 체제가 당면한 현실은 엄준하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도 그렇게 쉽지 않다. 특
히 세 가지 과제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추진이 어렵다. 첫째는 경제발전 방식을 양적 성장
에서 질적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제이다. 둘째는 지역격차, 도농격차, 민족격차, 계층
격차 등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이다. 셋째는 연 7%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자연환경
을 보호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과제이다. 이 세 가지는 시진핑 체제의 핵심 국정 목표
이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시진핑 체제가 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진핑 체제가 직면할 최대의 장애 요소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될 것
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만들어진 막대한 이익 혹은 부(富)는 매
우 불공평하게 분배되었다. 그 결과 특정 집단이 이런 이익을 과대 점유하거나 독점하면서
기득권 세력이 형성되었다. 고위 당정간부의 자제와 친인척들로 구성된 강력한 정치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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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태자당’(太子黨), 정치권력과의 결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독점하는 대형 국유기업
의 경영자 집단, 권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권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문화를 생
산하고 유통하는 ‘체제 내 지식인’(예를 들어 교수, 언론인, 문화예술 종사자) 등이 바로 이
들이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 과제는 모두 이런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만약 시진핑 체제가 이런 과제를 추진하려고 하면 기득권 세력은 이에 강력히 저항
할 것이다.
개혁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이 저항하는 현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구소련 등 다른 사회주
의 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반 구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개혁(페레스트로이카)과 개방(글라스노스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에도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급진적인 정
치개혁, 즉 민주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시진핑 체제는
민주화를 통한 저항 극복과 같은 정책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조영남 2013).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나 정책을 통해 이런 저항을 극복하면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시진핑 체제가 안고 있는 최대 문제는 이것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현 단
계에서 아직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투고일 2013년 04월 31일
심사일 2013년 04월 29일
게재확정일 2013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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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na’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n the
Xi Jinping Era
Young Nam Cho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China’s national developmental strategy under the new
leadership of Xi Jinping, which was officially launched in November 2012. First, it
investigates the continuity of national policies and their basic directions. Then it examines
the perception of present situations and objectives of national development of the CCP.
Finally the article carefully analyzes speciﬁc policies of important areas such a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environment, focusing on key policies of each area. Based on these
analyses, we can understand the basic directions and speciﬁc policies that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will implement for the next ten years.
Keywords: Xi Jinping, well-off society, national development, economic policy, social
policy, cultural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