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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경과 논점
1. 최근 위기설의 등장 배경
❍

2017

년

5

월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Moody's

Corporation)

가 중국 신용평가등급을 28년 만에 처음 한 단계 강등시킨 후
가시화되기 시작한 중국경제 위기설이 7월 이후 중국경제 전문
가와 서구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음
❍ 과거 여러 차례의 중국경제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중국경제가 운영됐으므로 일과성 주장으로 간주할 수
도 있지만, 최근 주장은 중국경제 건전성의 판단 기준인 각종 지
표가 위험 임계치를 향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함은
물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그냥 지나
치기는 힘든 것이 현실

❍ 특히 중국 주식시장 붕괴와 외환시장 불안을 통해 과거에는 없
던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바, 여기에 중국 경제와 정치
체제의 부조화 문제도 거론되며 과거에 비해 논쟁 범위가 확대
되는 양상
*본 정책브리핑에 개진된 의견은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닌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중국기업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14

년 말부터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나섰는데, 그 결과

11

2500

월
-

년

2014

월

정도였던 샹하이 종합주가지수는 불과 6개월 후인 다음해

6

을 기록하며 두 배 이상 급상승

5200

하지만 경제구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자 2개월 후인 8월
지수는

으로 급락; 중국정부의 시장통제 능력에 한계가 있다

3000

는 인식과 특히 부실기업에 대한 개혁 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지수 급락의 핵심 원인
-

이어 국내경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년

2015

월 위

8

안화 평가절하를 유도하며 수출 증대를 도모했지만, 자본의 대량
이탈(capital
-

flight)

상황에 직면하며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소진

위의 두 사례는 중국정부가 과거 오랫동안 자신했던 시장에 대한
통제 능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아울러
경제의 기본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구조개혁 없는
시장 개입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줌

-

무디스의 신용평가 절하 결정 후 위기설은 심도를 더해, 중국의
이해 집합적이고 경직된 정치체제가 경제개혁 부진의 근본 원인
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중국정치와 경제의 연계 구조에 대한 논
쟁으로 확대되고 있음

2. 새 위기설의 기본 논점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초기인

1982

년 제12차 공산당대회에서 당

시 최고 경제전문가 진운(陣雲)이 주장한 조롱경제론(鳥籠經濟
論), 즉 시장경제를 받아들인다 해도 새가 새장에 갇혀 있으면
새를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듯이 공산당 권력을 통해 시장을 조
정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
-

하지만

년 주식 및 외환시장 혼란은 중국정부의 경제

2014-2015

통제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고, 결과적으로 조롱경제론이
붕괴된 셈
❍ 위기설의 근원인 중국기업의 과도한 부채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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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결 의지와 능력 역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논점
-

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기업 부채는 가시적으로 증가했지

2008

만, 중국정부가 현재까지 이를 억제할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으
므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채문제 해결에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비쳐짐
-

부채 위험성을 중국정부 역시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최근에는
중국정치체제의 전근대성이 논의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음

❍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1990

년대 겪은 외환위기

와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2015년 외환시장 불
안과 대규모 자본의 해외 이탈이 처음 가시화된 후, 중국도 외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됨
❍

1990

년대 초 일본경제 붕괴 및

1990

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

기에 비추어 중국의 현 상황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가 역시
논쟁거리로 등장했는데, 금년 들어 유사점이 많다고 진단하는 전
문가가 늘어나는 추세

II. 주식 및 외환시장과 정부 개입 실패:
빗나간 조롱경제론
1. 주식시장 조정 실패
❍ 익히 알려진 중국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2014년
말 중국정부는 주식시장에 개입, 주가 상승을 통한 기업의 자본
확충을 도모
-

년

2014

월 샹하이와 홍콩 주식의 교차 매매 허용을 기점으로

11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해

월 주식 매매 수수료를

1

나

30%

인하했고, 3월에는 양로기금 등 대규모 각종 기금의 주식 투자 허
용은 물론, 금리 및 은행 지불 준비율 역시 낮춰 주식시장을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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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위의 조치 전
후인

-

년 5월

이던 샹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약 6개월

2487

로 급상승

2015

5178

주식 가격이 오르게 되면 기업은 주식을 추가 발행할 수 있고, 이
잉여 자금을 부채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주식시장 자
극의 가장 큰 이유였음; 주식 투자자 또한 돈을 벌게 될 것이므로
중국경제의 가장 큰 약점인 국내 소비 부진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도 주요 요인

❍ 하지만 지수는 최고점에 이른 후 불과
3000

-

2

개월 뒤인

8

월

23

일

으로 급락, 중국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시장이 붕괴됨

원리상 주식가격은 기업의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투자자들이 중국 상장기업의 미래를 어둡게 본 것이 주
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

-

구체적으로

년 상반기 상장기업의

2015

인

16%

개가 적자를 기

440

록했다는 통계는 증시 미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주요 요인
-

적자 기업 혹은 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먼저
필요함에도 중국정부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 바 없으므로 향후
적자 기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빚으로 메울 수
밖에 없는데, 중국경제 전체가 불안한 미래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특히

-

년 이후 급속히 퍼짐

2015

주가 급락에 놀란 중국정부가 대주주 주식매매 금지 등의 극약
처방을 내리며 주가는 일단 하향 안정됐지만, 매매 금지가 풀린
년

2016

월 주가가 다시 폭락하자 이번에는 주식매매 전면 금지

1

라는 더욱 강한 처방을 내림으로써 시장은 사실상 붕괴
-

중요한 것은 과거와는 달리 시장이 중국정부의 통제력을 벗어나
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조롱경제론이 힘을 잃게 됐다는 사실

-

논리를 확장하면 경제위기 역시 시장원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를 중국 당국이 통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새로운
위기론이 과거의 것과 다른 점)

- 4 -

2. 외환시장 통제 실패
❍ 주식시장이 요동치며 급락세로 돌아선 2015년 8월 중국당국은
국내경제의 열세를 외부에서 만회하기 위해 위안화를 2% 평가절
하하며 수출 촉진을 도모
-

과거 같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소규모 평가절하가 이번에는 정부
의 예측을 빗나가며 외환시장이 충격에 휩싸임

-

평가 절하된 위안화 보유는 손실을 의미했으므로 시장 참여자들
은 위안화를 투매하며 달러화 등 외환을 사들이는 집단 행위를
가시화

-

대규모 자본 이탈이 두드러지자 환율안정을 위해 당국은 외환을
퍼부었고, 그 결과

년 후반부터 1년 동안 무려 1조 달러의 외

2014

환보유고가 환율 안정을 위해 소진됐는데, 이로서 중국이 자랑하
던 4조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가 결코 철옹성은 아니라는 사실
이 드러남
-

외환보유고의 더 이상 소진이 중국경제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당국은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금지 조치와 유사한 자본통
제라는 가장 강력한 처방을 내림으로써 외환시장을 왜곡시킴
※ 2015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중국 기업 해외투자 면허 신규발급 중단,’
‘외국은행 위안화 예금 지급준비율 적용,’ ‘신용카드 해외보험상품 가입 제
한,’ ‘역외(홍콩) 위안화 대출심사 강화,’ 그리고 ‘중국투자자의 해외투자상
품 투자 허용 보류 및 해외주식투자 허용 연기’ 등 강력 조치가 취해짐

❍ 주식시장은 물론 외환시장에서도 드러난 중국정부의 시장조정
능력 한계를 통해 조롱경제론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
이 확인됨
-

중국경제의 시장화가 정부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랫동안 진행된
결과 시장의 힘이 중국정부의 조정 능력을 웃돈다는 현실을 알
수 있는바, 문제는 같은 원칙이 주식 및 외환시장 뿐 아니라 중국
경제 전 영역에 적용된다는 사실

-

이는 정부가 문제점을 뻔히 알고도 해결책을 찾기 힘든 현실, 혹
은 외형적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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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Rhinos)

-

상황을 의미하는바,

최근

등장한

‘

회색 코뿔소(Gray

론’은 그런 현상을 함축(이점에 대해서는 후술)

특히 불과

년 만에

조 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시장 안정을 위해

1

소진된 점은 이미

1

조 달러로 줄어든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외환

3

위기를 확실히 봉쇄할 수 있는 만족스런 발판이 되기는 힘들다는
현실을 보여줬고, 이 말은 중국 역시 과거 동아시아와 같이 외환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

III. 최근 중국경제 위기론의 핵심 내용
1. 위기론의 확산 과정
❍ 세계정책연구소(World

Policy

Institute)

대표 미셸 부커(Michele

가 2013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회색 코뿔소(Gray
Rhinos)’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최근 중국경제 분석 도구로
Wucker)

활용되고 있음
-

계속적인 경고 덕분에 이미 알려져 있는 위험 요인들이지만, 위험
신호를 무시하다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 다시 말해 예측이 가능한
데도 이를 간과하거나 뻔히 알고도 당하는 상황을 뜻하는데, 중국
경제가 같은 경우라고 보는 것이 최근 중국경제 위기론자들의 시
각

❍

년 7월 17일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중국금융의 위험성을 예
상 가능한데도 방치한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며 현 중국경제의
2017

위태로운 현실을 지적한 후 중국경제 위기론이 다시 부상
-

중국 당국이 기관지를 통해 현실을 인정했다는 점은 대단히 이례
적인데, 이 말은 결국 중국 금융감독 기관 및 수뇌부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고, 따라
서 당국이 ‘회색 코뿔소’ 실수를 저질렀다는 의미

1)

❍ 용어를 직접 만든 미셸 부커 역시 인민일보의 지적이 적절하다
고 평가하며 중국경제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있음
1) South China Morning Post, “Beijing watches out ‘grey rhino’ and ‘black swan’ in the
jungle of financial risks,” 19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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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미국의 주요 언론인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

와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이 ‘회색 코뿔소’ 논리를
활용, 중국경제의 위험성을 집중 보도하며 논쟁은 세계적으로 확
산;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교수 역시 ‘중국경제가

1990

년대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에 가
세
2)

2. 회색 코뿔소의 실체
1) 부채 급증
❍ 예상 가능한데도 방치한 첫 번째 문제점은 지난
히 늘어난 부채(debt)
-

10

년 동안 급속

년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가시적인 경기부양책을

2008

실시한 결과, 중국 총부채는

년

2008

GDP

대비

에서

156%

년

2016

로 급증

268%

※ 이 중 비금융권, 즉 기업(민간+국유) 부채가 GDP 대비 약 170%를 기록 절
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미국의 두 배), 과거 10년간 중국 총부채 증가
의 3분의 2가 기업부채 팽창에 기인했다는 사실은 기업 부실화와 부채 증
가가 연계돼 있음을 보여줌
-

위의

수치는

중국정부의

의 경우 이미

(Macquarie)

통계가

그렇다는

년에 부채는 이미

2015

것이고,

맥쿼리

였다고 주장

350%

하고 있으며, 블룸버그 통신 역시 2017년 5월 기준 부채 비율이
304%라고 진단(중국 공식 통계의 역추산 결과)
-

년 상반기 신규대출 중 무려

2017

가 채무상환에 활용됐다는

60%

현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줌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채 증가 속도인데,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
로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어난 것이 특히 문제이라는 지적
※ 신흥국 경제의 평균 부채비율이 180%라는 통계와 비교해 봐도 부채 증가
속도가 대단히 빨랐고, 결과적으로 현 부채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음

2) The New York Times, “In China, Herd of ‘Gray Rhinos’ Threatens Economy,” July 23,
2017; The Wall Street Journal, “A Chinese Echo of 1980s Japan,” July 25, 2017; Barry
Eichengreen, “Asia’s Unhappy Anniversary,” Project Syndicate, July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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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대부분의 국가가 금융위기를 겪었다는 것이 역
사적 경험

❍ 부채가 급속하게 늘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음
-

중국 경제성장이 최고 수준에 이른
의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00%

년 자본의 한계효율은 거

2005

로 낮아진 점이 가장 중요

25%

※ 즉 2005년의 경우 100을 투자하면 GDP 역시 100만큼 늘어났지만 지금은
GDP가 단지 25만 증가한다는 의미
-

과거와 비슷한 성장률이 유지되려면 과거 대비 거의

배의 자본

4

이 투자돼야 하므로 상응하는 수준의 자본이 기업에 대출되며 방
대한 투자수요를 메울 수밖에 없음
-

결국 중국정부의 고성장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부채 증가의 핵심
이유임이 확인되지만, 고성장을 통해 공산당 독재정치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고성장이 꺾이고 그 여파로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은 최대의 정치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저성장을 감
내하기 어려운 것이 중국의 현실

2) 시장 통제의 어려움: 외환위기 가능성과 부동산 버블
❍ 중국정부가 시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현실은 앞의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개입 실패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분명해짐
❍ 같은 맥락에서 중국 역사상 처음 경험한 대규모 자본 이탈은 중
국경제의 취약성을 가감 없이 보여줬는데, 실상은 다음과 같음
-

년

2014

월 중국 외환보유고는 무려 4조 달러를 기록했지만

6

2014

년 후반부터 시작된 외환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 후 약

1

년 동안 무려 1조 달러의 외환이 소진됐음
※ 대규모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간 현상(capital flight)이 그렇게 된 이유; 방대
한 외환의 소진에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2015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다
양한 자본통제 정책이 실시됨
-

현재 중국 외환보유고는

조 달러로 축소됐는데, 다음의 분석은

3

그것의 위험성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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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주체들은 현재까지 약 1조 6,000억
달러를 해외로부터 차입했고, 대부분이 과거 한국의 외환위기 시와 비슷하
게 단기여서 위험에 노출돼 있음
※ 위의 모든 상황을 고려 IMF(국제통화기금)는 중국이 필요한 최소 외한보유
고를 2조 8,000억 달러로 제시; 현 외환보유고가 이 수치에 거의 접근해
있어 향후 최소치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

지금까지 계속 증가했고 현재도 늘어나고 있는 과도한 부채와 고
갈 위험이 있는 외환보유고의 취약성이 중국도 과거 동아시아와
같이 외환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근거
※ “중국은 성장의 목표치를 정하고 그에 맞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과거
동아시아 발전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동성은 사실상
제한 없이 공급했다. 1997년 태국의 모습과 별 다를 게 없다. 여기에 국내
기업의 대외 차입을 쉽게 해주다 보니 특히 국유기업의 해외 차입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러면서 변동환율제가 아닌 관리변동환율제라는 경직된 환
율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20년 전 동남아 이웃 나라들과 비슷한 상
황에 처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능력에 비해 웃자란 것을 의미한다. 이상
이 중국 지도자들이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다.”3)

❍ 현 중국 행보가
도 이어짐
-

-

1980

년대 일본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

우선 경제에 거품이 심했던 과거 일본과 거품이 나날이 커져가는
현재 중국경제의 모습이 흡사하다는 지적(특히 부동산 거품)
과거 일본이 늘어나는 외환 보유고를 활용 무분별한 해외 자산
쇼핑을 했고, 그 결과 실속 없는 트로피 자산(trophy

asset)

을 많

이 취득했듯이 현재 중국 역시 같은 경로를 밟고 있음

4)

-

중국판 재벌인 ‘안방보험그룹(Anbang

Insurance),’

푸싱인터내셔

‘

날그룹(Fosun International),’ ‘하이난항공그룹(HNA Group),’ ‘다
렌완다그룹(Wanda Group)’ 등의 무분별한 해외자산 매수에 중국
당국이 최근 제재를 가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
-

이들은 국내에서 저리의 자금을 빌어 해외자산을 취득했다는 공
통점이 있는데, 안방의 뉴욕 아스토리아 호텔 인수, 푸싱의 힐튼
호텔 대규모 지분 인수, 완다의 미국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 인

3) Eichengreen, “Asia’s Unhappy Anniversary.”
4) The Wall Street Journal, “A Chinese Echo of 1980s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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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하이난의 스위스 포트 지분 인수 등은 과거 일본기업 소니가
년 컬럼비아 픽쳐사를 거액에 인수한 후 고전한 사례를 연상
시킴
1989

❍ 비슷한 맥락에서 일본경제 붕괴의 가장 중요한 단초였던 부동산
버블도 최근 들어 중국경제를 위협하고 있음
-

역대 중국정부는 부동산을 경제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
※ 국가 소유인 토지 매도는 지방정부의 핵심 세원이었는데, 원활한 토지 매도
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활황이 필수적이었으므로 중앙과 지방정부는 음
으로 양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추겼고, 그 결과 부동산 공급과잉 현상이 반
복
※ 10년 전만해도 부동산 사업 전체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였
지만, 2017년 현재 비율이 1/3까지 증가했다는 통계는 중국당국이 고도성
장을 위해 부동산 사업에 얼마나 많이 의존했는지를 보여줌
※ 주택재고율 통계는 부동산 과잉 현상을 보여주는데, 지방의 경우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최하 10% 최고 30% 사이를 오르내렸고, 2014년 이후는 줄
곧 30%를 상회
※ 이상이 2015년 후반기부터 중국당국이 주택 재고 소진을 위해 부동산 대출
요건을 완화시킨 배경

-

년

2015

월 이후

10

개월 동안 부동산 대출은 지난 동기 대비 무

6

려 3배 증가했지만, 문제는 과잉 부동산이 몰려 있는 지방이 아닌
도시의 부동산 거래에 자금이 집중됨으로써 엉뚱하게도 대도시
부동산 값이 폭등하며 부동산 버블 현상이 심각해졌다는 사실[대
표적으로 심전(深川)의 부동산 가격은 같은 기간

57%

급등]

※ 2013년 GDP 대비 약 35%였던 가계부채 역시 2016년 상반기 47%로 증가
※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의 결과 개인 부실 대출 비율이 8%까지 상승했다
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며 부동산 거품 붕괴와 은행 부실화 우려가 높
아지고 있는 상황
-

년

2017

월

8

일 경제･금융관련 입법 실무를 통괄하는 전국인민

10

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 인중칭(尹中鄕)은 “당국이 부동
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자들은 버
블에 힘입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고, 그 결과 지방정부는 물
론 금융기관까지 납치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부동산 버블의 심각
성을 공식비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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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만 해도 대도시 부동산 가격상승을 우려했지만 2016년 중반 이후
상승세가 중소도시로 전파되자 거품이 전국을 강타한다고 판단, 같은 해 10
월 이후 160여 차례 대응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고 있음
※ 2017년 1월 전년 대비 12.2% 상승했던 종합부동산 가격은 6월 현재도
10.2%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
-

중국 출신 미국 예일대학 교수인 천즈우는
건은 부채, 주택, 위안화

중국경제의 최대 관

“

대 버블인데,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주

3

택버블이라고 진단(주택 버블이 가장 먼저 붕괴될 것이라고 예
측)”
6)

-

중국의 현 부동산 버블 역시 붕괴 직전의 일본경제와 흡사하다는
주장이 이어짐

3) 경제위기설의 정치적 연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중국당국이 고성장에 지나치게 집착
한 나머지 과도한 투자를 감행한 결과인 잠재 성장력을 넘는 고
성장 지속이 오늘날 경제위기설의 근본 원인
-

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지나친

GDP

현 상황은 위의 현상을 대변
-

년 이후의 경우가 과거와 다른 점은 조롱경제론, 즉 국가가

2014

새장 안의 새처럼 시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가정이 무너지기 시
작했다는 사실
-

시장이 이미 권력 밖에서 움직인다는 의미인바, 결국 중국당국 조
차 경제의 이상 현상에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구조는 더욱 악화된다는 뜻이므로, 회색 코뿔소론의 타당성은
존재하는 셈

❍ 고성장정책을 수정함은 물론, 특히 저효율 기업을 재편하는 작
업, 즉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 필요하지만, 시진핑과 리커
창 체제 출범 직후부터 스스로 강조한 개혁이 현재까지 가시적
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음
5) ｢한국경제신문｣, “中 경제가 부동산 거품에 포위당했다,” 2017/08/12.
6) ｢매일경제신문｣, “中 3개 버블 중 주택 가장 먼저 붕괴될 것,” 2016/10/13.

- 11 -

-

부실의 상징인 국유기업(SOE) 상황을 살펴보면 그림이 보다 선명
해짐
※ 공산주의의 유산은 아직도 기업 부분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 석유, 전력,
철도, 우정, 항공, 통신, 천연가스 등 가장 규모가 큰 이른바 7대 전략산업
모두를 정부 소유인 국유기업이 장악
※ 중국 공업기업 총자산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50%에 이르지
만 국유기업의 고용 인원은 전체의 8%에 불과하고, 더 큰 문제는 국유기업
고용 노동자들에게 중국 전체 임금의 무려 50%가 지불된다는 사실
※ 수익률 역시 민간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막대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앞서 기업(민간+국유) 부채가 GDP 대비 약 170%라는 통계를 소개한 바 있
는데, 여기서 국유기업 부채가 GDP 대비 105%라는 사실은 기업부채의 상
당 부분이 국유기업 탓이라는 추론이 가능

-

결국 기업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 과제임이 분명하지
만, 구조조정의 필연인 대량 실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부 역
시 기업 개혁을 주저하고 있고, 그 결과 기업 부채가 계속 늘어나
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중국경제는 또 다시 금융위기설에 휘말리
고 있음
※ 쟁점이 경제 영역인 실업 문제를 넘고 있는 셈
※ 중국은 공산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므로 국유는 곧 공산당 소유를 의미하
는데, 여기서 국유기업 개혁은 공산당 권력 기반 변화를 뜻하므로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권력체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음
※ 결국 정치적 합의 없이는 획기적인 기업 개혁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경제 관련 쟁점이 이미 경제를 넘어 정치 영역에 편입됐다는 주장
은 일리가 있는 셈

-

국유기업이 대표적인 예지만, 그밖에 경제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
을 행사하는 정치권력 때문에 중국식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

즉 정치와 경제가 결탁 부패구조를 형성하고, 결과적

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황이 현재의 중국이며, 따라서
정치체제 변화 없는 경제개혁 기대는 무리라는 주장이 새로운 위
기설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음
※ “중국식 정실자본주의는 덩샤오핑식 권위주의 경제현대화 모델의 필연적인
결과; 제어 장치가 없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정치 엘리트들은 경제발전의
산물인 부(wealth)를 가로채는 데 유용한 권력을 절제하지 못했음; 결국 중
국의 부패는 공산당 일당 체제와 시장 간 혼인의 자손인 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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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현상은 다음과 같이 중국경제에 치명상을 가하고 있음
※ “부패는 시간이 갈수록 경제사회 전 영역으로 전파되면서 경제 비용을 증가
시킴; 당연히 경제성장이 저하되는바, 그런 상황은 소수가 가져가는 막대한
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전환시키는 비용을 증가시킴; 향후 경제성장은 더더
욱 창의적인 기업가에 의존하게 되지만 정실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그런 상
황 자체를 질식시킴”

-

요컨대 공산주의 유산인 중국식 정치체제와 자본주의가 상당히
가미된 경제체제가 특히 지난 10년 동안 심각한 마찰을 일으킨
셈인데, 여기서 시장경제의 핵심 기재인 ‘계약의 자유,’ 그리고 경
제 주체의 행동 및 사고가 법에 의해 보호되고 판단되는 ‘법치주
의’의 부재는 중국경제를 위기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음
※ 레닌(Lenin)식 일당독재 국가는 법을 통해 국민을 지배하지만 그 법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바, “당이 법위에 존재하는 독특한 체제”이므로
위와 같은 시장경제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
※ “레닌식 원칙의 복원과 시장 자유화를 조화시키려는 시진핑의 노력이 작동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 경제는 물론 중국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임”

VI. 결 어
❍ 회색 코뿔소론이 지적하듯 중국정부는 다가오는 위험을 무시했
던지, 아니면 주식 및 외환시장 개입 실패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 방치했던지, 어
떤 경우든 중국경제가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 정치와 경제체제의 부조화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데,
최근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정치-경제 마찰 현상은 중국경제 전
체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는바, 이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중국경제의 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어
려워 보임

7) Martin Wolf, “Too big, too Leninist: A China crisis is a matter of time,” Financial Times,
December 13, 2016.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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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바, 위의 회색 코뿔소론이 맞다면 위기의 시점은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위험의 단초는 부실채권 증가에 기인하는
금융위기, 혹은 외환보유고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외환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음
❍ 국내에서는 아직 중국경제 위기설이 잘 수용되지 않고 있지만,
미셀 부커 여사의 지적대로 서구에서는 현재 중국경제의 문제점
이 집중 조명되고 있고, 중국 금융당국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음
은 물론, 올해 8월에는 IMF도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중국경제
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내의 중국경제 낙관
분위기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8)

-

이 보고서가 설명하듯 중국의 경제문제는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

-

결국 구조를 개혁하는 조치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
이지만 중국 경제 및 정치체제의 속성상 그와 같은 과감한 조치
의 가능성을 낮게 보이기에 중국경제 위기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임

-

예를 들어 부동산 거품을 거둬내면, 중국 국내총생산의 약

1/3

정도로 규모가 큰 부동산 관련 모든 산업의 위축 때문에 경제성
장률이 가시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바, 중국 당국이 저성장 위
험을 감수할 의사가 없다면 관련 문제의 구조조정은 어렵다는 추
론이 가능
-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결국 저성장과 실업률 상승으로 귀
결되므로 정치적 결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

❍ 중국경제가 위기에 처할 경우 그것의 대외적 파급 효과에 대해
서는 과거 일본 경제위기 시의 경험을 토대로 유추가 가능
-

중국금융의 약세 때문에 미국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
을 주는 식의 위기 전파는 없을 것으로 판단

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hina’s Economic Outlook in Six Charts,” IMF Country
Focus, August 15, 2017, pp.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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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실물 부문에서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

-

결국 금융이 중요한 미국 등 선진국에 가해지는 충격은 가시적이
지 않은 반면, 무역을 통해 중국경제와 깊은 실물 경제관계를 유
지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 그 밖의 아시아 개도국 등은 충격을 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한국의 경우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벗어나 중국경제를 정확
히 모니터하고,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
-

외환 부문의 타격이 예상되는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통화
스왑 협정 확대는 대단히 유효한 위기 대처 방안이 될 것이며, 같
은 맥락에서 일본과의 통화스왑 협정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을 통해 과도한 대중 경제의존의 위험성을
한국도 인식하게 됐으므로 의존을 줄이는 노력을 가시화할 필요
가 있음(수출 및 투자 다변화 전략)

-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그 원인은 구조적인 것이므로 논리상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는바, 대중 경제의존 축소
는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사안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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