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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정치와 경제는 어떤 관계일까? 양 변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지속
적인 번영이 가능할까? 급속한 경제적 발전 덕분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선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정치가 어떻게
작동해야 경제가 활성화되는지를 처음 깨우치고 실천한 인물은 덩샤
오핑이었다. 하지만 기존 권력이 경제 분야에 어느 정도 이양되어야 하
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식견이 없었다. 천안문 사태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공산당의 집권을 위해하는 경제 및 사회 자유화는 불가하다는 것
이었다.
대규모 권력투쟁을 거치며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됐다. 시와 그의 정
치 집단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하나씩 자취를 감췄다. 시진핑의
주석 연임을 방지하는 장치도 사라졌다. 문제는 시진핑의 권력 강화가
경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경제개혁 때문에 정치권이
압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시진핑과 공산당의 집권에 대한 방해 요인
이라는 것이 현 집권층의 인식이다. 시진핑 집권 시절 경제개혁은 없었
고, 따라서 중국경제의 왜곡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 결국 정치 및 사
회 자유화가 없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는 힘들므로, 정치경제적 맥
락에서 중국경제의 미래를 밝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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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중국이 고속성장할 시기에는 모든 것이 경제적 업적에 가려졌다.
개인의 가장 큰 목표였던 부유함이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지는데 이
를 마다할 사람은 없었다. 경제이론과 경제사는 하지만 고속성장이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수년전부터
고속성장 시대를 마감했다. 중국당국은 대응 방안을 잘 알고 있었
다. 2013년 향후 경제정책은 안정화가 기조라는 점을 중국경제 총
수 리커창(李克强) 총리가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의도적인 경기 부
양은 없을 것이고, 과도한 부채를 축소할 것이며, 나아가 경제전체
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과도한 경기부양책과
부채 증가가 재현됐다. 어떤 조건이 그런 변화를 초래했을까? 경제
논리상으로는 분명 타당한 정책인데, 그것이 길을 잃을 때는 일반적
으로 정치적 변수의 개입이 있는 경우가 많다. 주석 시진핑(習近平)
의 반대로 리 총리의 정책이 빛을 못 봤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뒤를
이었다. 시진핑이 경제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지만, 책임은 리커창에
게 돌린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시진핑과 리커창의 갈
등으로 중국경제의 근본 문제를 짚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적 이해
와 경제적 효율성이 엇나갈 때 위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와 정치를 잇는 기본 구도는 어떤 것일까?
특히 정치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리
총리의 합당한 경제정책이 현실화되지 않은 이유가 분명해질 것이
다. 이 답변은 중국 공산당 정권 성립 이후 두 요소의 관계를 관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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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칙이 있는지 여부와 연계돼 있다. 중국정치의 특징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경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역사적으로 그 연계구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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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 공산당의 정치경제:
권력 강화와 이완의 메커니즘
1. 중국 정치경제의 기본 구도
중국 공산당은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한 소련의 정치제도
를 그대로 답습했다. 공산주의 자체를 소련으로부터 수입했고, 중국이
공산화되는 데는 소련의 역할이 컸으므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1949
년 국민당과 내전에서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 중국공산당은 건국 과정에
서 철저하게 소련식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소련식 사회주의 제도
를 수용했다. 마오쩌둥(毛澤東)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소련 일
변도 노선을 선언하고 모든 것을 소련으로부터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하
면서 건국과 사회주의 건설기(1949~1956)를 시작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냈고, 그것
이 현재의 중국적 사회주의 체제의 기초가 된 것도 사실이다.”1)
소련식 정치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우선 공산당 이외의
정당은 허락되지 않았다. 당이 지고의 가치인 공산주의 이념을 반영하
는 유일한 정치조직이었기 때문이다. 공산당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공
산주의 특유의 당 우선주의가 탄생한 배경을 알 수 있다. 인민 투표에
의해 민주국가의 의회에 해당하는 인민대표대회가 형성되고, 그것에 기
초하여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정치국, 그리고 그 위에 정치국상무위
원회가 만들어진다. 바로 이들 조직의 정점에 공산당 서기장이 위치하
며 전체를 통치하게 된다. 인민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의견이 수렴되어
위로 올라가는 정치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정치체제를 구소

1)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 성공의 역설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미래』 (서울: 폴리테이아,
2008), pp.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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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에서는 민주집중제(Democratic Centralism)라고 불렀다. 그러나
제도를 실제로 실행해본 결과 아래의 설명과 같이 민주적인 요소는 사실
상 사장되고 말았다.
“1949년 9월 27일 정협(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은 공동강령을 채택
하고, 중앙 인민정부 조직법을 반포한다. 이 조직법에 의하면 중화인민
공화국은 ‘민주집중제’와 ‘인민민주독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개혁
개방 이후 자본주의 생산 방식을 경제의 기본 원리로 채택한 중국 공산
당은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이 두 원칙을 국가경영의 기본 이념으로 채택
하고 있다.”2)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소련의) 레닌은 공산당원 모두
가 ‘자유롭게 토론하되(토론의 자유)’ 일단 당론이 결정되면 ‘일사불란
하게 행동해야(행동의 통일성)’ 한다는 이른바 민주집중제를 천명했
다.… 중국 헌법의 ‘인민민주독재’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프롤레타
리아 독재’와 대동소이하다. 프롤레타리아가 인민으로 대체되고 ‘민주’
라는 수식어를 삽입했을 뿐이다. 중국 헌법 이론에 의하면, 인민민주독
재는 ‘전국 인구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인민에게는 민주를 실시하고, 극
소수의 적대분자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는’ 통치 방법이다. (따라서) 공
산혁명에 반대하거나 저해가 되는 소수의 사람들은 ‘인민’이 아니라 ‘인
민의 적’이다.”3)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훨씬 전인 1906년 트로츠키는 레닌의 고안
(민주집중제)이 독재자를 만들어 내리라고 예측했다: ‘당 조직은 처음엔
당 전체를 자신으로 대치한다. 다음으로 중앙위원회가 당 조직을 자신
으로 대치하고, 마지막으로 한 독재자가 중앙위원회를 자신으로 대치한
다.”4) 결국 일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고, 과거 전제군
주제에 비견될 정도의 권력자가 등장했다. 소련의 블라디미르 레닌
2)

송재윤, 『슬픈 중국: 인민민주독재 1948-1964』 (서울: 까치글방, 2020), p. 108.
Ibid., pp. 108-110.
4) 복거일, “중국의 권력구조,” ｢중앙일보｣ 2017-11-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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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mir Lenin)과 요제프 스탈린(Joseph Stalin), 중국의 마오쩌둥
(毛澤東) 등이 그런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 때문에 이런 체제
하에서는 권력투쟁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경제분야는 어떻게 조정됐을까? 위의 설명은 공산주의가
정치 우위의 체제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 정치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데올로기인데, 다음의 분석은 초기 공산주의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
하는지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비교공산주의 이론가들은 초기 공산당
이 이데올로기와 사회변화를 강조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 결과
초기 공산당 지배는 지속적인 혁명을 위한 권력투쟁 양상을 띠게 되었
는데, 수단은 이데올로기 고취와 고전적 레닌주의(classic Leninism)
였다.”5) 자연스레 정치 우위의 조건이 조성됐고, 따라서 경제를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사회 기제들은 지고의 가치를 만족시키는 도구가 될 수밖
에 없었다.
정치 및 사상 우위의 사고와 행동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공
산주의 정권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에서 발생했다. 1953~1958
년 사유경제를 없애는 물질적인 공산화 작업이, 1957년에는 우파 지식
인의 숙청을 통한 사상개조 작업이 실행됐다.6) 이들이 예상보다 성공을
거두자 1958년에는 대약진운동이 이어졌다. 공유경제를 보다 체계화
하기 위해 평균 3,000호를 하나로 묶는 인민공사가 만들어졌고, 후진의
상징이었던 농업 중심 경제를 공업화시키기 위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자원의 자의적인 배분이 가시화됐다.7) 하지만 대약진운동은 실패로 끝
났다. 산업화를 위한 농촌 자원의 과도한 징발 때문에 대기근이 찾아왔
고, 4,000만 명 정도의 중국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8) 한편 경제적 관점
David Shambaugh, China’s Communist Party: Antrophy and Adaptation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8), pp. 13-14.
6) 자오쯔양(趙紫陽), 『국가의 죄수: 자오쯔양 중국공산당 총서기 최후의 비밀 회고록』 장
윤미･이종화 역 (서울: 에버리치홀딩스, 2010), pp. 28-29.
7) 송기호, 『중국경제의 이해』 (서울: 청목출판사, 2008), pp. 50-5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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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농업 집단화는 결국 농민들의 인센티브를 앗아갔고,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성 역시 저하됐다.9)
너무도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으므로 최고 권력자 마오쩌둥도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1959년 주석직에서 물러났고, 1962년 1월에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확대공장회의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치욕이라는 자아
비판을 했다. 대신 후일 주자파(走資派)라고 불리게 되는 류샤오치(劉少
奇)와 덩샤오핑(鄧小平) 등이 권력의 중앙에 서게 됐다. 경제에 대한 권
력의 압박을 완화하는 조치, 즉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며 이들은 경제 살
리기에 나서게 된다. 1970년대 말 유명해진 덩샤오핑의 주장, ‘흰 고양
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라는 의미의 흑
묘백묘론(黑猫白猫論)은 1962년 당시 처음 회자된 용어였다.10)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논리가 정치보다 우위에 서게
됐다는 사실이다.
주자파의 경제 처방에 효과가 있자 마오는 정치적으로 더욱 몰리게
됐다. 반격이 필요했는데, 경제 실정이 문제였으므로 역공은 경제와는
전혀 무관한 이슈여야 했다. 결국 주자파 실용 노선에 이데올로기 공세
를 취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이것을 역사는 ‘문화대혁명’이라고 기록하
고 있다. 1965년 11월 문예평론가 야오원위안(姚文元)이 쓴 ‘해서파관
(海瑞罷官)을 평함’이라는 글이 문화대혁명의 출발이었다. ‘공산주의 혁
명이야 말로 중국 공산당의 최고 가치인바, 따라서 자본주의 요소를 용
자오쯔양, 『국가의 죄수: 자오쯔양 중국공산당 총서기 최후의 비밀 회고록』, p. 36.
Justin Yifu Lin, “Collectivization and China’s Agricultural Crisis in 1959-1961,”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No. 6 (1990), pp. 1240-1241. 1958년에는
곡물생산량이 2억 톤이었지만, 1960부터 다음해까지 생산량은 매년 1억 4,300만 톤으
로 줄어들었다. Wei Li and Dennis Tao Yang, “The Great Leap Forward: Anatomy
of a Central Planning Disaste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3, No. 4
(2005), p. 186, Table 1.
10)
아마코 사토시, 『중화인민공화국 50년사』 임상범 역 (서울: 일조각, 2003), pp. 76-77.
자유시장, 손익의 자기 부담 및 농가의 생산청부제, 나아가 농민의 자의적인 사용이 가
능한 자류지(自留地)의 인정 등이 인센티브제의 주요 내용이었다.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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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주자파들의 정책은 공산혁명 정신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 문
혁 운동가들의 핵심 주장이었다.11)
결국 경제문제에 발목을 잡힌 마오가 경제보다 상위의 개념인 (공산
주의)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권력을 행사한 셈이다. 여기서 향후 경제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구도가 형성됐다. 계급투쟁 혹은 계
속혁명론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 편향의 마오, 국방상 린뱌오(林彪)와
군부의 핵심, 그리고 야오원위안을 비롯한 급진 지식인 등이 당시 기준
으로 (급진) 좌파로서 권력의 한 축을 담당했다. 반면 마오의 퇴진을 초
래했던 대약진운동 실패 후 권력 중심으로 진입했던 류샤오치, 덩샤오
핑 그리고 천윈(陳雲) 등은 우파로서 좌파와 대립하고 있었다.12) 아무튼
문화대혁명을 통해 마오는 다시 권력을 잡는데 성공했고, 반대로 주자
파들은 몰락했다.
위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것은 중국의 권력구도가 완전히 두 쪽 나며
극한의 대립 상황에 휩싸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권력 구
도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대약진운동이 겉으로는 공산주
의 경제체제의 강화와 그것을 통한 생산력 증대가 동인인 것처럼 비쳐지
지만, 그것의 목적은 지고의 이데올로기적 가치, 즉 공산혁명의 현실화
였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1953~1958년 경제 사유화를 없애는 물
질적인 공산화 작업이, 1957년에는 우파 지식인의 숙청을 통한 사상개
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 것을 보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 역시 가능하다: “인민공사는 사회주
의 이상 실현의 공동체(코뮌)라고 선전되었지만, 실제로는 노동력 총동
원을 위한 농촌의 군사화에 불과했다.”13) 대약진운동은 경제 논리가 완
11)

마오가 ‘해서파관을 평함’ 원고에 대해 세 번이나 직접 읽고 수정했다는 사실을 보면
이 평론이 실제로는 마오의 작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송재윤, 『슬픈 중국: 인민민주독
재 1948-1964』, pp. 367-368.
12)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 p. 266-267.
13) 송재윤, 『슬픈 중국: 인민민주독재 1948-1964』, p.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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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배제된 정치, 나아가 군사 행동에 가까운 경제 조정 행위이었던 셈
이다. 경제적으로 타당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
다. 경제는 정치적 목표의 수단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사상이 경제를 지
배하는 이데올로기 우위의 경제정책 때문에 극도의 경제적 궁핍은 피할
수 없었다. 주자파의 실용주의 노선 덕택에 경제가 상당히 회복되려 할
때 발생한 문화대혁명은 대단히 과격한 정치 투쟁이었다. 또 다른 경제
적 파탄이 중국을 덮쳤다. 인민공사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마오 사망
시까지 존속했으므로 경제적 인센티브 요인은 부활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마오 집권 시절 형성된 두 개의 커다란 권력 그룹, 그리고 이들의
논리와 권력 경쟁 방식 등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 전해지며 중국의 경제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개혁개방과 경제권력 이완 정책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권력투쟁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 마오
정책을 추종하는 세력이 몰락하며 주자파의 대부 덩샤오핑이 권력의 중
심에 되돌아왔다. 1978년 12월에 열린 공산당 1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 직전 개최된 중앙공작회의 폐막 회의에서 덩샤오핑
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연설을 하며 중국의 개혁개방을 공식화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관리체제에는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데, 그 권력을 마땅히 계획성 있게 하방하여야 한다. 당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는 공장기업, 광산기업, 그리고 생산대대의 자주권을 확대하여 공
장 하나 하나와 생산대대가 각각 천방백계(千方百計)적으로 능동적인
창조정신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 일부 기업, 일부 노동자
농민이 열심히 노력하여 실적이 오르는 경우, 수입이 조금 더 많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14)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력 이완 혹은 완화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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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옥좼던 중앙권력의 하방, 생산기관의 자율권 확대와 개인의 경
제 인센티브 강화 등이 가시화됐다. 중국 공산주의의 권력-경제 관계 역
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력 혹은 권한의 조정이 위와 같이 분명하
고 획기적으로 천명된 적은 없었다. 경제를 위한 권력 완화가 특히 두드
러졌던 분야는 기업과 대외경제 분야였다. 1979년 7월에는 ‘중외합자
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이 제정됐다. 중국과 외국자본이 결
합한 합자기업(合資企業), 외국자본만으로 설립되는 독자기업(獨資企
業), 그리고 기업 간 제휴를 의미하는 합작기업(合作企業) 등 3가지 형태
의 기업 활동이 허용되면서 기업 설립은 사실상 자유화됐다.15)
대외개방도 획기적이었다. 특히 1980년 5월 신설된 ‘경제특구(經濟
特區)’는 개방의 대명사였다. 연안지역 경제개발 우선 원칙에 입각, 광동
성(廣東省)의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頭), 그리고 대만과 가
까운 복건성(福建省)의 샤먼(廈門) 등이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이곳에서
는 외국자본이 마음대로 들어와 제품을 생산 수출할 수 있었다.16)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1988년 ‘대만동포 투자장려 규정,’ 1990
년의 ‘홍콩, 마카오 화교동포의 투자 촉진 규정,’ 그리고 1994년 ‘대만
동포 투자 보호법’ 등이 제정됐다.17)
하지만 구소련의 민주집중제에 기초한 정치의 기본 구도에는 별 변화

14)

김정계, 『중국의 권력투쟁사 1949-1978』, pp. 336-338. 연설의 제목은 <사상을 해방
하고, 실사구시, 일치단결하여 미래를 향해 보자>였다.
15) 盧哲和, “中國의 對外經濟政策의 變化와 美國․日本과의 經濟關係,” ｢중국문제연구｣, Vol.
16 (1989. 12.), 부산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pp. 69, 74. 국영기업 경영에서 자율권
이 확대됐고, 이윤 유보도 허용됐다.
16) 송기호, 『중국경제의 이해』, pp. 182, 261.
17) 趙德九, “華僑資本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논집｣, 제13
집 (2001.12.), p. 11.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983년 약 6.4억 달러에서,
1988년 32억 달러, 1992년 110억 달러, 1995년에는 380억 달러로 늘어났다. 무역연
구소(KITA), ｢중국무역통계｣; Eswar Prasad and Shang-Jin Wei, "The Chinese
Approach to Capital Inflows: Pattern and Possible Explanations," IMF
Working Paper, WP/05/79 (April 2005),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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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다. 즉 덩샤오핑의 개인 사상과 능력에 기초하여 사실상 개혁개
방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을 실제로 실천하는 관료, 특히 최
고위 공직자들은 주자파 사상으로 무장돼 있었고, 대단히 유능한 인물
들로 채워졌다. 공산당 총서기 자리에 오른 후야오방(胡耀邦)과 자오쯔
양(趙紫陽)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제도화가 결여된 채 인물 중심의
권력 운영이 전부였지만, 대단히 낙후된 경제를 일단 띄우는 데는 그 정
도 수준의 정치 변화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렇다면 덩샤오핑 시대 권력에 대한 개혁은 없었을까? 덩샤오핑이
바랐던 것은 끊임없이 반복됐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의 종식이었
다. 자신도 피해자였음은 물론, 그런 권력정치가 중국 전체에 엄청난 피
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덩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덩의 의도가 중국
정치체제를 과거와 비교,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했는지는 따져봐
야 할 문제다. 아무튼 개혁개방 심화는 후야오방 및 자오쯔양 등과 같은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89년 6월 발생한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
자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다.
천안문 사태는 개혁개방 이후 불거진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들, 즉 소
득격차의 가시화, 인플레이션, 관료들의 부패 등을 해결하라는 시위였
다. 하지만 궁극의 목표는 중국의 민주화였다. 여기서 덩샤오핑은 정치
개혁에 부정적인 반대파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화를 중시하는 정치 개
혁을 우선 보류하고 근대화를 강력히 지향하는 지도자에게 권위와 권력
을 집중시켜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경제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18) 이런 주장을 신권위주의라고 부르는
데, 논리상 경제에 대한 정치 우위가 다시 한번 분명해졌고, 중국의 기존
정치질서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19)
18)
19)

아마코 사토시, 『중화인민공화국 50년사』, pp. 154-156.
이상이 나중에 국가 주석 자리에 오르는 상하이 시장 장쩌민이 부상한 배경이었다. 서
진영, 『21세기 중국정치』, pp. 45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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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이 1989년 7월 계엄군에 대해 행한 다음의 연설은 중국 정치
구도에 대한 그의 사고를 잘 보여준다: “사태가 가시적으로 불거진 다음
에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법이다. 시위대들은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중국 공산당을 전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체
제를 질식시키는 것이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구에 전적으로 종
속된 부르주아 공화국 설립이다.”20) 결론적으로 중국 지도부는 기존 중
국의 공산주의 정치구도를 변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

3. 덩샤오핑의 정치 개혁: 권력 독주와 정치 보복의 근절
앞서 일부 설명한 바와 같이 마오 시절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의 종
식은 당시 덩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의 공통 이해였다: “권력 게임에서
지는 경우 거의 무한의 대가를 치르게 되므로 중국의 엘리트 정치는 기
본적으로 흉포함과 음모로 가득 차 있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잃는 것보
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나은 현상이 나타났다. (당연히 권력투쟁이
가열될 수밖에 없었는데) 덩샤오핑 역시 공개적이며 경쟁적인 후계 선
출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정치 개혁을 해도 내부 투쟁으로부터 권위주의
적인 공산당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우선 권
력 게임에서 패배할 경우에도 무시무시한 보복이 없도록 함으로써 개인
의 안위를 최소한 보장하도록 했다.”21)
천안문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던 전 총서기였던 망자 후야오방과 당시
의 총서기 자오쯔양이 실각한 후에도 개인적인 안위가 보장됐고, 가족
들에게도 물질적인 특권은 계속 제공됐다.22)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20)
21)

Shambaugh, China’s Communist Party: Antrophy and Adaptation, p. 43.
Minxin Pei, “Is China Democratizing?” Foreign Affairs, Vol. 77, No.1 (January
/February 1998), pp. 70-71. “(한마디로) 창당 이후 현재까지 중국공산당 역사는 다
양한 세력 간 노선투쟁과 정책 논쟁, 그리고 파벌 간 권력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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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지만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1982년 장관, 지방 당 비서, 그
리고 성(省)의 장 등 고위층은 65세가 되면 무조건 은퇴해야 하는 규칙이
처음 만들어졌다. 나아가 첫 임명 시 나이는 60세 이하여야 했고, 두 번
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다는 원칙도 정해졌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
기제, 연임 및 연령 제한 제도가 도입된 셈이다.23) 결국 고위 관료의 퇴
임이 분명해졌으므로 그 밑에 있는 인물들은 자신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정치적 음모를 통해 출세하려는 욕구가 줄어
들 수 있었다. 권력투쟁의 핵심 동인이 제거됐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민주집중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권력 구도
에서 핵심 기관은 단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였다. 덩 시대 처음으
로 상무위원에 대한 임기 및 나이 제한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천안문
사태가 진정되자 1989년 11월 덩샤오핑은 놀랍게도 정계를 은퇴했
다.24) 최고위층의 자발적인 퇴임은 중국 공산당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
다. 이를 기점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의 임기가 정해졌는데 내용은 다음
과 같았다: “최고 지도자 덩이 은퇴하지 않으면 다른 원로들도 은퇴할
수 없었다. 원로정치의 청산과 안정적 세대교체를 위한 덩샤오핑의 의
지는 (다음 지도자) 장쩌민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2002년 제16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의 경우 나이가 67세까지는 정치국 상무위
원회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68세 이상은 은퇴해야 한다는 이른바 칠상
팔하(七上八下)의 불문율을 만들고, 당시(당 대회 기준) 68세였던 리루
이환(李瑞环)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의 상무위원 연임을 막는다. 이 고
위 인사 원칙의 불문율은 이후 17차, 18차, 그리고 ‘시진핑 1인 지도체
제’를 천명한 19차 당 대회(2017년)까지 이어진다.”25)
22)

같은 달 9일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전체회의에서 그의 사임이 의결됐다. Pei, “Is China
Democratizing?” p. 71.
23) Ibid, pp. 70-71.
24)
김명호, “천안문 사태 후 덩샤오핑 ‘지금 은퇴하는 게 가장 유리,’” ｢중앙 SUNDAY｣
2017-0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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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제는 최고 권력기관인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 자리에 누가
있어야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가였다. 중국 공산당
권력구도에서 파벌은 늘 있어왔고, 그것은 권력 투쟁의 핵심 동인이었
다. 대약진운동 실패 시 드러난 마오쩌둥의 권력 약화와 덩샤오핑 등 주
자파의 약진, 이와는 반대로 문화대혁명 시 가시화된 마오의 권력 강화
와 주자파의 숙청 등은 파벌 경쟁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문제는 파벌을
활용하여 과거와 같이 숙청 등의 정치 보복을 막을 수 있는가였다. “(덩
샤오핑의 노력으로) 파벌정치는 진화했는데, 중국 건국 초기 수 십 년
동안 이데올로기에 천착하며 극렬했던 파벌 경쟁이 1980년대 덩샤오핑
과 그의 협력자들이 만든 새로운 제도와 정치과정에 힘입어 작동하기
시작한 이해 중심 경쟁(interest-driven competition)에 자리를 물려
주게 됐다. 다시 말해 문화대혁명이라는 치명적인 정치를 통해 강화된
안보 및 이데올로기 중심의 파벌이 후원자-고객(patron-client) 관계
에 기초 느슨한 형태의 개인 네트워크 중심의 파벌로 바뀌었다.”26) 덩샤
오핑 시대에 와서 파벌 간 연대의 동기가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초 당 원로들 대부분이 사망했다. 자연스럽게 당의 모
든 기구 위에 존재하던 원로 정치도 종식됐으므로 정치국상무위원회와
정치국위원회가 최고 권력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은 “그 결과 실제 권력기관의 책임자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법
적 절차에 따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지도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27)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장쩌민 시대에 들어
서는 ‘회의제’가 정착됐다. 즉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뿐만
25)

임명묵, “시진핑의 중국: 덩샤오핑의 세 가지 유산(1978-2002)” (www.slownews.kr/
66491).
26) Alice Miller, “The Trouble with Faction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46
(www.hoover .org/sites/default/files/research/docs/clm46am-2.pdf), p. 5.
27)
조영남, “시진핑 ‘일인체제’가 등장하고 있는가?” ｢국제･지역연구｣ 24권 3호, 2015 가
을,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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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었고, 중요한
정책은 ＜당헌(黨憲)＞이 정한 방식으로 이들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
렇게 되면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정책 결정권을 독점하는 일이 불가능
해졌다.”28)
여기에 다음과 같은 안정적인 파벌구도가 정착되자 진정한 의미의 집
단지도체제가 작동할 수 있었다: “장쩌민 집권 1기(1992~1997)에는
장쩌민-차오스(喬石)(전국인대 위원장)-리펑(李鵬)(국무원 총리)의 삼
두체제가 형성되었다. 이후 차오스가 은퇴하면서 장쩌민 집권 2기
(1997~2002)에는 장쩌민-리펑(전국인대 위원장)의 이원체제가 형성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후진타오 시대(2002~2012)에는 공청단파-상
하이방-태자당 간의 권력 분점체제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장쩌민이나
후진타오는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처럼 개인 권위에 입각한 강력한 권
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29)
격대지정(隔代指定)이라는 전무후무한 전통도 만들어졌다. “격대지
정이란 현 지도자가 한 세대를 건너 뛰어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미리
낙점하는 방식이다. 덩샤오핑이 장쩌민을 중국의 제3세대 지도자로 확
정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쩌민의 뒤를 이을 제4세대 지도자로 후진타
오(胡錦濤)를 내정한 게 그 시작이었다. 장쩌민으로선 당연히 자신의 사
람을 후계자로 삼고 싶었겠지만 덩샤오핑은 후진타오를 지정해 장쩌민
의 독주를 막을 수 있게 했다. (지금의 주석) 시진핑 역시 격대지정에 의
한 지도자 선발 원칙의 도움을 받았다. (전임자) 후진타오 직계는 현재
총리인 리커창(李克强)이다. 후진타오로선 리커창을 1인자로 밀고 싶었
겠지만 이번엔 장쩌민의 후원을 받은 인물인 시진핑을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정치 권

28)
29)

Ibid., pp. 131-13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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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10년을 주기로 주인이 바뀌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30)
‘연령상한,’ ‘연임제한,’ 정치국 상무위원에 적용된 ‘칠상팔하(七上八
下),’ 파벌의 형성과 파벌 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격대지정(隔代指定)’
등의 새로운 원칙이 등장했다. 이러한 정치개혁의 일차 목적은 마오 시
절 피의 정치 보복과 정치적 대혼란을 막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려면
마오처럼 특정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피해야 했고, 아울러 특
정인의 장기집권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위에서 소개한 정치개혁은 거
의 대부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렇다면 위의 정치적
균형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또한 과연 이 새로운 정치질서는
덩샤오핑이 원하는 대로 유지 및 운영될 수 있을까?

4. 새로운 정치질서의 경제적 효과
앞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원칙을 소개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관
리체제에는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권력을 마땅히
계획성 있게 하방하여야 한다”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권력 운영의 제일
원칙이었다. 요컨대 경제활동의 주체들에게 자율권을 확대하는 조치였
다. 그와 같은 정책이 가능해진 이유는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마오쩌둥
의 사망과 더불어 혁명 주역들에 대한 성공적인 숙청 때문이었다. 개혁

30)

유상철, “중국 권력 교체의 길… 긍정의 역사와 격대지정 시스템,” [중앙일보 J 플러스],
2016-01-11. 하지만 격대지정은 확정된 원칙이 아니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최고 지
도자로 군림한 마오쩌둥과 덩에게는 후계자 지명권이 있었지만 장쩌민과 후진타오에
게는 없었다. 후진타오가 장쩌민에 이어 총서기에 오른 것도 덩이 건재했던 시기에 결
정된 인사 조치였다. 시진핑은 후계자를 지명할 절대 권력자가 없는 가운데 후진타오
총서기와 장쩌민 전 국가주석 간의 정치 투쟁의 결과로 최고지도자 후보에 선출됐다.
후진타오 총서기의 지지를 받는 리커창의 최고지도자 취임을 막기 위해 장쩌민 등이
내민 카드가 시진핑이었을 뿐이다.” 사토 마사루, 『시진핑 시대의 중국: 중국은 과연
세계의 지배자가 될까』 이혁재 옮김 (파주: 청림출판사, 2012), pp. 82-83. 즉 장쩌민
과 후진타오를 덩샤오핑이 지정한 다음에는 격대지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해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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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정책에 대한 도전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덩의 경
제를 위한 권력 이완 정책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연령상한, 연임제한, 칠상팔하, 파벌 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격대지정(隔代指定) 등 덩샤오핑의 새로운 개혁이 경제에
부정적일 이유는 없었다. 우선 덩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발탁된 인물 대
부분은 과거의 정치적 기준으로 보면 주자파들이었다. 그와 같은 환경
에서 특정 인물 혹은 집단의 과도한 권력 행사가 효과적으로 제어된다
면, 과거 인민공사와 같은 경제에 대한 불합리한 권력 침투는 피할 수
있었다. 덩의 정치 개혁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이
유를 짐작할 수 있다.
“중국 학자 후안강(胡鞍鋼)은 덩샤오핑이 설계한 집단지도체제가 있
었기에 중국의 정치가 안정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31)
서방 전문가들은 개혁 시기 중국을 안정시켰던 요인으로 위의 정치적
변화, 즉 ‘부분적 정치 제도화(partial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를 꼽고 있다.32) 이 말은 뒤집어 중국 공산당 역사상 처음으로 제
한적이지만 일정의 규칙성과 투명성이 권력 운영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규칙성과 투명성이 향상된다면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의 사회에 대한 예측성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행위는 더욱 효율화
될 수 있고, 그 결과 경제운영 전반에 걸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
다. 한마디로 “덩샤오핑 방식의 핵심이 경제 우선주의였기 때문에 가능
한 일이었다.”33) 결론적으로 과거 마오 시절 정치 우선주의가 경제 우선
으로 바뀐 것만은 분명했고, 그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중국경제에는 숨
31)

「중앙일보」, “유상철의 직격 인터뷰: 시진핑의 장기 집권 야망 말하는 중국학 개척자
서진영 교수: 국가주석 임기 없앤 시진핑 최소 2035년까지 집권 생각.” 2018.03.09.
32) Karl Minzner, End of An Era: How China’s authoritarian revival is understanding its ri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 32.
33)
Gideon Rachman, “Xi’s long march: China’s president is leading the country
on a risky path,” Financial Times, 31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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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 트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외개방이었는데, 앞서 소개한 바와 같
이 외국인의 대중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는 경제발전의 핵심
요인이었다. 대외 경제분야에서 정치권력의 이완이 특히 두드러졌던 셈
이다.
덩샤오핑의 경제 우선주의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다음의 질문에 대
해서 덩샤오핑의 사고와 행보에서 답변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정치개혁
을 단행하면서 덩샤오핑은 과연 정치와 경제의 연계 구도를 생각한 적이
있을까? 즉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이다. 덩샤오핑의 언급이나 행동에서 긍정적인 답
변을 찾기는 힘들다. 덩샤오핑은 우선 마오 시절 오랜 정치투쟁의 결과,
나락으로 떨어져 인민들과 아사 직전의 낙후된 중국경제를 구해야만 했
다. 이를 위해 대약진운동 실패 직후 류사오치와 함께 추진했던 인센티
브제를 다시 적극 추진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등장한다. 1978년 그의 기
념비적인 연설에서 ‘권한의 하방’은 바로 그것을 의미했다.
1989년 천안문 사태의 처리 과정을 보면 덩샤오핑이 위의 사고에 그
쳤음을 엿볼 수 있다. 계엄군에 대한 다음과 같은 덩의 연설을 소개한
바 있다: “시위대들은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중국 공산당
을 전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체제를 질식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적 이든 혹은 경제적 동인 때문이든 공산주의 정치질서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명이었다. 하지만 시위
대의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하려 했던 당시 공산당 총서기 자오쯔양의
견해는 전혀 달랐다. 우선 경제에 대한 권력의 자의적 행사의 대표적인
예를 부패에서 찾았다: “이 문제(부패)를 정말로 해결하려면 경제 및 정
치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예컨대 금권거래의 경우 많
은 기업이 시장경쟁에 참여하고자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권력을 독점하
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만약 시장경쟁에 참여하는 주체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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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보호를 받는다면 불평등한 조건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폭리
를 취할 수 있게 된다.”34)
권력의 강화와 경제의 효율성은 반비례 관계라는 점, 따라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권력의 약화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음의 주
장을 보면 자오가 의미하는 바가 결국 민주주의 정치체제였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를 총괄해 보면 세계에는 각양각색의 정치제도가 있었
다.… (하지만) 서구의 의회민주제가 (지속적인) 생명력을 보여줬다. 이
제도가 지금 찾을 수 있는 비교적 좋은, 더욱 충분히 민주를 구현할 수
있고 현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또한 비교적 성숙한 제도인 것 같다. 지금
은 아직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를 찾을 수가 없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
이 실시한 것은 이러한 의회민주주의였다.… 나는 이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 왜 선진국 중에 다른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가 하나
도 없는가? 이는 한 국가가 근대화를 이루고 현대적인 시장경제, 현대문
명을 실현하려면 정치체제는 반드시 의회민주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을 말해준다.”35)
시장경제 도입이 중국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지속적인 번
영을 위해서는 더욱 개방적인 시장경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뒷받
침하는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의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다음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포스
트 마오 시대 중국 지도자들은 또 다른 독재자 출현을 막기 위한 공산당
룰을 만드는 데는 이해를 같이 했다. 하지만 공산당 권력은 약화되지 않
으면서 국가를 재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된 견해가 사실상 없었
다. 국가 재구성 수준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가 구성 요소(parts)

34)
35)

자오쯔양, 『국가의 죄수』, pp. 250-251.
이상은 자오가 남긴 육성 녹음 테이프를 바오퉁(전 공산당 중앙위원, 정치국 상무위 정
치비서)이 정리한 후 원고로 작성한 것이다. 바오퉁, “자오쯔양 녹취 회고의 역사적 배
경,” Ibid., pp.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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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관계와 관련 권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헌법에 각 요소
의 역할을 분명히 성문화시키는(codify) 작업 등이 없으면 정치 분권화
는 필히 국가 조직체 내의 마찰음을 증가시킬 것이다.”36)
결국 제도화되어 뿌리를 내린 권력 운영 원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정치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의 성문화(codify)는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하지만 중국의 현실은 이것과는 거리가 멀었
다. 공산정권 설립 이후 권력에 대한 기본 시각과 권력의 기본 구도에는
다음과 같이 한 치의 변화도 없었기 때문이다; “1949년 9월 27일 정협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은 공동강령을 채택하고, 중앙 인민정부 조직
법을 반포한다. 이 조직법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민주집중제’와
‘인민민주독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 생산 방
식을 경제의 기본 원리로 채택한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이 두 원칙을 국가경영의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37) 경제적으로
는 개혁개방이 됐지만 정치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는 의미인데, 따라서
덩샤오핑에 의한 정치개혁은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과거 서구의 역사와 중국의 현실을 비교한 다음의 분석을 보면 중국의
정치개혁 및 그 개혁의 제도화가 왜 그토록 어려운지를 짐작할 수 있다:
“서구의 경우 경제부흥 이전에 이미 산업사회의 시장경제 발전에 부합
하는 헌법과 정치제도가 형성됐다. 분명한 권력분립은 개인 재산의 안
정성을 증가시켰고, 자유계약의 효력 역시 강화됐다. 중요한 것은 국가
정치체제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진보가 천천히 이루어졌다
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경험은 중국의 현실과 매우 다르다.
1970년대 말 경의 중국 정치체제는 권력분립 및 법의 지배 원칙 등 시장

36)
37)

Pei, “Is China Democratizing?” p. 73.
각주 2 본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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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필요한 제도화를 결여하고 있었다. 서구와는 다르게 중국은 정
치제도를 재개조해야만 하는 과제와 경제를 현대화시켜야 하는 책무를
동시에 짊어진 셈이다.”38)
앞서 천안문 사태 때 실각한 자오쯔양의 주장, 즉 시장경제와 정치 민
주화가 하나의 틀이라는 사고는 위에서도 반복된다. 문제는 경제발전이
너무 급속히 이루어져 정치체제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벅차다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속적인 경제번영
은 가능할까? 또한 덩샤오핑이 그나마 개척한 ‘부분적 정치제도화’는 유
지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의 중요성은 시진핑 주석이 등극한 후 권력이
강화되면서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5. 경제에 대한 정치 우위의 지속: 경제-정치의 부정적 연계
1978년 덩샤오핑 등 주자파가 정권을 장악한 후 시장원리가 경제에
과도할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주입됐다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하지만
시장원리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개혁개
방 초기부터 현재까지 반복되는 논제로 남아있다. 이 문제에 대한 첫 답
변은 1982년에 나왔던바, 당시의 지침을 조롱경제론(鳥籠經濟論)이라
고 부른다. “1982년에 열린 당 12기 전국대표대회에서 ‘계획경제 주
(主), 시장조절 보(補)’ 방침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방침은 주보론(主補
論)이라고 알려져 있다.” 천윈(陳雲)이 이를 주도했는데, 그는 다음과 같
이 주보론을 쉽게 설명했다: “진운은 경제활성화를 새에 비유하고, 국가
계획을 새장에 비유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새장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새장이 없으면 새는 날아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새장인 계획의
지도하에서 새인 경제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

38)

Ibid., pp.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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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새는 될지언정 새장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중국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가 근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39)
이 원칙을 기업구조에 적용해 보면 조롱경제론의 실제 모습이 더욱
분명해진다. 1989년 천안문 사태라는 큰 충격이 마무리된 후 덩샤오핑
은 시장경제 원칙이 지나치게 위축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1992년
1~2월 경제특구 중심지인 남중국을 시찰했다. 시찰 도중 개혁개방의 지
속을 강조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남순강화(南巡講話)라고 부른다. 그
후 1994년에는 국유기업에 대한 분류와 정리가 처음 이루어졌다. 조롱
경제론이 중국 전체 경제 틀에 대한 원칙이었다면, 큰 기업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인 아래의 조대방소(抓大放小) 원칙은 기본 틀의 각론인 셈
이다.
조대방소는 “큰 것은 붙잡고 작은 것은 놓아 준다”는 뜻이다.40) 즉,
“대형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의 집중적인 관리 하에 두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양성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한다(抓大). 그 후 국유
기업은 M&A를 통해 점차 대형화되고 기업집단으로 육성된다. 반면 중
소형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즉 시장원리에 따라 주식합작, 개조, 연합, 임대, 매각, 위탁경영, 파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혁을 진행한다(放小). 그 결과 국유기업은 중소형
기업보다는 대형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재편이 이루어지게 된다.”41)
생산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을 국가 통제 하에 둔다는 원칙이 천명됐
다. 시장원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인가에 대한 원칙인 셈이다. 다음
“작은 것을 놓아 줄 때 정책 담당자들은 지방 정부가 자신들의 기업을
스스로 구조조정 하도록, 특히 그 중 일부를 민영화하거나 파산시킬 수
39)

송기호, 『중국경제의 이해』, p. 110.
배리 노턴, 『중국경제: 시장으로의 이행과 성장』, 이정구･전용복 옮김 (서울: 서울경제
경영출판사, 2010), p. 403 [원본: Barry Norton, The Chinese Economy:
Transition and Growth (Mas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7)].
41) 구기보, 『중국금융론』 (서울: 삼영사, 2010), pp. 51-5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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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더 큰 권한을 지방 정부에 부여했다.”42) 따라서 지방 관료들의 기업
에 대한 권한은 오히려 강화됐다. 한 걸음 나아가 “더욱 흥미로운 점은
국유기업(주로 중소기업)의 민영화 때문에 구 국유기업의 공산당 운영
자가 자연스레 민영화된 민간기업의 주인이 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
다. 이들은 처음부터 공산당원이었고 그 자격이 그대로 유지됐으므로
민영기업 소유주가 공산당이 되는 자연스런 결과가 초래됐다.”43)
결국 기업이 공산당 중심으로 조직되어서 공산당이 기업을 조정하고
기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역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정경유착으로 나타났
다. “공산당은 국유기업을 렌트(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이윤)와 정실 결
탁의 마지막 보루로 간주한다. 따라서 개혁 기간에도 재정 보조와 은행
대출을 통해 영원한 지원을 하며 국유기업을 존속시켰다. 당연히 자원
(capital) 배분의 왜곡이 심화됐다.”44) “방대한 (기업)자산에 대한 국가
통제가 담보하는 정실주의는 공산당 생존에 핵심 요소다. 정실주의 시
스템(patronage system)의 핵심 역할이 정권 지지자들의 충성 확보이
고 그것을 위해 렌트를 지지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산
당은 국유기업 매니저의 81%, 모든 기업 매니저의 56%를 임명한다.”45)
권력과 기업이 서로 엮이면 자연스레 부패는 만연하기 마련이다. “중
국식 정실자본주의는 덩샤오핑식 권위주의 경제현대화 모델의 필연적
인 결과다. 제어 장치가 없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정치 엘리트들은 경제

42)

노턴, 『중국경제: 시장으로의 이행과 성장』, p. 403.
Minxin Pei, China’s Trapped Transition: The Limits of Developmental
Autoc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p. 94.
44) Ibid., p. 23.
45) Ibid., p. 31. 1990년대 그나마 활발했던 개혁이 정체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인 2006년부터는 (기업자유화) 개혁이 꺾이게 되
는데, 바로 그때부터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으며 국유기업을 오히려 키웠고, 경제의 중
심에 국유기업이 서도록 했다.” The Economist, “State-owned enterprises the
stat advances.” October 6th 201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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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산물인 부(wealth)를 가로채는 데 유용한 권력을 절제하지 못했
다. 결국 중국의 부패는 공산당 일당 체제와 시장 간 혼인의 자손인 셈이
다.… (위의 현상은 다음과 같이 중국경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부패
는 시간이 갈수록 경제사회 전 영역으로 전파되면서 경제 비용을 증가
시켰다.”46)
문제는 권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돈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었다는 점
이다. 부패 구조가 더욱 방대해지면서 공공화된 이유다. 과거 봉건주의
시절에도 부패가 처벌 대상이었듯 유사 이래 부패가 합법화된 경우는
없었다. 같은 원칙은 공산주의 시장경제 중국에도 다음과 같이 예외 없
이 적용됐다: “모든 지도자 혹은 간부들이 부패 혐의에 노출되는 취약한
상황에서 – 자신은 깨끗하더라도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은 안 그럴 수
도 있다 – 부패 적발과 기소는 권력 경쟁에서 대단히 유용한 수단이 됐다.
고위층의 부패 소식은 미디어나 일반인들의 관심을 강력 유도하고 있
다. 2006년 봄 북경 부시장의 올림픽 건설 관련 부패 적발, 해군 부원수
의 부패, 같은 해 가을 정치국위원이자 상하이 공산당 서기의 뇌물 스캔
들.… 등 부패 사건은 셀 수 없이 많았다.”47)
중요하게도 부패가 정쟁의 수단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적의 부패가 적발되면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정적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혁개방 이전 권력 투쟁의 주요 수단은 정책의 심각한 실패
여부와 이념 등이었다. 대약진운동에 대한 마오쩌둥의 책임 추궁은 전
자의 결과였고, 문화대혁명을 통한 마오의 주자파 숙청은 후자였다. 하
46)

Martin Wolf, “Too big, too Leninist: A China crisis is a matter of time,”

Financial Times, December 13, 2016.
47) Susan L. Shirk, China: Fragile Super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31-32. “1980년대만 해도 관직을 돈 받고 파는 행위(매관매직)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는 그것이 만연돼 있다.… 가장 우려스런 것은 공
산당 자신도 부패가 야기하는 엄청난 위협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율을 강화하지 못한다
는 점이다.” Minxin Pei, “China’s Governance Crisis,” Foreign Affairs, Vol. 81
No. 5 (September/October 2002),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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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개혁개방 이후 재산 축적이 가능해지고 공산당의 부에 대한 지배력
이 강화되자 부패가 만연하면서, 부패 적발이 정적 제거의 핵심 수단으
로 떠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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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인 및 당 권력 강화의 경제적 역풍
1. 집단지도체제의 취약성과 시진핑의 권력 강화
후진타오 시절 정치국 상무위원은 9인이었다. 아홉 명 각자에는 독자
적인 역할이 있었고 서로는 독자 영역을 간섭하지 않았다. 파벌 배분도
비교적 균등하여 상하이방 3명, 공청단파 3명 그리고 태자당 3명이 포
진돼 있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유독 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저우융캉(周永康)이 그랬다. 정치국상무위원 정법위원회 서
기인 그에게 사법, 경찰 등 국내 치안과 사법권 모두가 쥐어져 있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총서기 후진타오조차도 저우의 눈치를 봤던 이유다.
리커창이 당시 윈자바오(溫家寶)의 직책인 총리에 오르는 것은 확실시
됐고, 정법위원회 서기 자리가 보시라이(薄熙來)에게 제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다.48)
결국 정법서기 자리가 같은 계열 인물로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계파
인물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2011년 보
시라이는 충칭 당서기였다. 문제의 발단은 11월 그의 부인 구카라이(谷
開來)와 가까운 영국인 사업가 헤이우드(Neil Heywood)의 죽음이었
다. 보시라이는 무리하게 죽음 관련 문제를 수습하려 했고, 세 사람은
개인적 그리고 금전적으로 얽혀 있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 보시
라이의 정적들이 그를 공격하면서 대규모 권력투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2012년 3월 보시라이는 충칭 서기직에서 해임됐고, 2013년에는 무기
징역이 확정됐다. 죄목은 뇌물 수수, 공금횡령, 직권 남용 등이었다.
이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시라이 사건도 원인은 결국 돈이
48)

he Economist, “China’s New Leaders: The princelings are coming,” June 25th
2011. 보와 샹하이방 거두 저우와이 관계는 개혁개방 8대 원로인 보의 아버지 보이보
(簿一波)와 장쩌민의 관계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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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돈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 덩샤오핑 이후 중국 권력층이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외부와 단절된 권력구도를 스스로 붕괴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을 등에 업고 돈 벌이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권력
과는 성질이 다른 돈이라는 또 다른 외부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시라이 사건이 중요한 까닭은 바로 이에 있는데, 권력과 돈
이 합해지면, 그 자체의 동력 때문에 권력의 은밀한 부분이 외부로 노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그렇게 보는 이유다. 보시라이 사건에서
는 이것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돈을 더 벌기 위한 권력 간의 경쟁 또한
배제하기 힘들어진다.”49)
보시라이의 정치적 동지 저우융캉 역시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설 수밖
에 없었으므로, 싸움은 저우로 번졌다. 저우는 결국 패했고, 2014년 말
처벌됐다. 죄목 7개 중 4개가 돈과 관련이 있었다. 저우가 축재한 재산이
무려 900억 위안(16조 2000억 원)이라는 보도도 이어졌다.50) 정적 제
거에는 예외 없이 부패를 트집 잡는 방법이 활용됐다. 이상의 정치 격변
을 겪으며 덩샤오핑이 구축한 파벌 안배를 통한 견제와 균형 원칙은 급
속히 무너졌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막강한 지도자 시진핑(習近平) 시대
가 열린 배경이다. 시진핑은 2013년 3월 국가주석이 됐지만, 이미
2010년 10월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되면서 사실상
권부의 핵심 자리를 차지했다. 시진핑이 주석이 되기 직전 보시라이 사
건이 발생했고, 주석이 된 직후 저우융캉 사건이 불거졌다. 아무튼 시진
핑의 주석 등극을 전후하여 시진핑과 경쟁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권력
집단과 인물들이 몰락했던 셈이다.51)
49)

김기수,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파주: 살림출판사, 2012), pp. 244-245.
「조선일보」, “저우융캉, 16조원 넘게 부정 축재… 정부 29명 둔 백계왕,” 2014-12-08.
“직무를 이용한 불법 사익 취득 및 뇌물 수수, 직권을 이용한 편의와 이익 제공, 본인
및 가족들의 타인 재물 접수, 권력과 금품을 이용한 간통 등.”
51)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가 낙마하자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저우융캉 세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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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운동은 다음과 같이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었다: “시진핑이 반부패 운동을 시작한 것은 (주석이 되기 직전
인) 2012년 말이었다. 의문은 어느 수준을 조준하고 있느냐였는데,
2014년 7월 저우융캉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답이 나왔
다. 저우는 전 정치국상무위원이었고, 국내 치안 관련 모든 권한을 쥐고
있던, 아마도 덩샤오핑 이후 가장 막강한 권력자였을 것이다. 저우가 문
제가 됐던 시기는 충칭 서기 보시라이가 숙청된 2012년이었던 것 같다.
보시라이는 시진핑의 주석 등극을 극력 반대했고, 저우는 보의 가장 강
력한 우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덩샤오핑 이후 처음으로) 심각하게 분열됐다는
데 있다.… 저우의 처벌 과정을 보면 부패가 권력투쟁의 수단이라는 전
통적 요소가 많이 발견된다.”52)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의한 의사 결정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식
집단지도체제가 사실상 붕괴됐음을 알 수 있다. 의심과 무한 팽창이라
는 권력의 속성, 돈과 권력이 합해지면서 더욱 복잡해진 파벌 간의 이해
방정식, 반부패가 정적을 제거하는 핵심 수단으로 등장하며 정적에 대
의 발호가 시작된다. 이른바 중국 권력 신 4인방의 반격이다. 신 4인방은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 서기, 보시라이 전 충칭서 서기, 쉬차이허우 전 중앙 군사위
부주석, 링지화 전 중앙판공청 주임이다. 이들은 보의 실각이 가시화되자 2012년 3월
무장 경찰을 동원해 쿠데타를 도모하지만 사전 정보 누설 등으로 실패로 끝난다. 이때
부터 시진핑은 반부패를 앞세워 신 4인방 세력의 제거에 돌입한다. 그리고 4인방 모두
에게 부패 혐의를 적용해 무기 징역형에 처한다. 쉬차이허우는 조사 도중 2015년 3월
방광암이 악화돼 사망했다.” 최형규, “최고 권력에서 최고 참모로 전락한 수재,” 「중앙
일보」 2017-12-08.
52) The Economist, “Corruption: No Ordinary Zhou,” August 2nd 2014, p. 23. “공
산당 발표에 따르면 시진핑과 그의 측근 왕치산은 2013년 반부패 운동을 본격화한 후
(2014년 8월까지) 20만 명의 공직자를 처벌했다. 거기에는 36명의 장관과 지방 고위
층, 그리고 국유기업 임원이 포함돼 있었다(Ibid.).” 다음해에서 반부패 운동이 이어져
2015년 한 해만 지난 20년 동안 최고 수준인 무려 336,000명이 처벌됐다고 반부패 집
행 공무원이 전했다. The Economist, “Chairman of everything: In his exercise
of power at home, Xi Jinping is often ruthless. But there are limits to his
daring,” April 2nd 2016,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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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격이 쉬워진 사실 등이 그렇게 된 이유였다. 앞서 다음의 분석을
소개했다: “헌법에 각 요소의 역할을 분명히 성문화시키는(codify) 작
업 등이 없으면 정치 분권화는 필히 국가 조직체 내의 마찰음을 증가시
킬 것이다.” 결국 ‘부분적 정치제도화’로는 권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는 점이 밝혀진 셈이다.53)
집단지도체제의 붕괴는 파벌 균형의 소실을 의미한다. 보시라이, 저
우융캉, 링지화(令計劃) 등 정치 실세와 쉬차이허우(徐才厚), 궈보슝(郭
伯雄) 등 군부 실력자들이 숙청되면서 장쩌민이 대표인 샹하이방은 치명
상을 입었다. 공청단파에게도 압박이 전해졌다: “(2016년) 리커창 총리
의 핵심지지 기반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 설립 100여 년 만에 최
대 위기를 맞고 있다.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가 공청단에 대해 대대적
인 감찰을 벌인데 이어 예산마저 대폭 삭감하면서 시 주석과 리 총리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청단 출신인) 후진타오
전 주석 재임 시절 10년간 공청단 파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요직을 차지
한 바 있다.”54)
상황이 이렇다면 당연히 시진핑 계열 인물들의 약진이 있었을 것이
다. 그의 파벌을 부르기 위해 시자쥔(習家軍)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을
보면 시진핑계의 정치적 약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우선 핵심
정치기구의 인맥 분포에서 이들의 진출은 다음과 같이 두드러졌다.
2017년 10월 25일 열린 공산당 1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1중전회)에
서 기존의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 외에 5명의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이

53)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엘리트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정치 엘리트는 두 가지 두려움을 공유한다. 하나는 일반 대중과
의 갈등, 다른 하나는 엘리트 내부의 권력 갈등에서 파생된 위협이다.” 손인주, “시진핑
권력 강화의 심리학: 두려움의 정치 … 공산당 위기감이 권력집중 불렀다,” 「중앙일보」
2020-04-15. 이렇게 보면 중국에서의 권력투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54)
박만원(베이징특파원), “시진핑･리커창 갈등에 中공청단 벼랑끝,” 「매일경제」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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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됐다. 리잔수(栗戰書), 왕양(汪洋), 왕후닝(王滬寧), 자오러지(趙樂
際), 한정(韓正) 등이었는데, 왕양이 공천단파였고, 한정이 상하이방이
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시자쥔이었다.55)
시자쥔의 군부 장악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시 주석은 일찌감치
숙군(肅軍)에 나섰다. 2010년 10월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임명된 지 얼
마 지나지 않은 2012년 2월 구쥔산 총후근부 부부장을 면직한 데 이어
2014년 장쩌민 군맥(軍脈)의 핵심인 쉬차이허우와 궈보슝 2명을 부패
혐의로 제거해 시 주석의 군 기반을 굳게 다졌다.… (이후 시자쥔의 요직
약진이 지속되면서) 시 주석은 작년(2017년) 10월 제19차 공산당 대회
에서 중앙군사위원을 11명에서 7명으로 줄여 군부 통제력을 극대화했
다. 그가 마오쩌둥·덩샤오핑을 능가하는 '1인 체제'를 구축해 막강 권력
자가 된 것은 이런 군부 장악 성공 덕분이 크다.”56)

2. 과도한 개인 권력 집중의 현실
덩샤오핑이 정교하게 기획했던 다양한 권력 통제 및 조율 시스템, 특
히 견제와 균형의 핵심 메커니즘인 파벌 균형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시진
핑과 그의 파벌을 제어할 수단은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시
자쥔의 약진을 살펴봤지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더불어 25인으로 구
성된 정치국 위원회의 인물 분포에서도 집단지도체제의 붕괴는 뚜렷했
다: “시자쥔의 정치국 장악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정치국 25석 가운데
반수가 넘는 13석을 시자쥔이 차지했다. 범시자쥔을 합하면 15석에 이

55)

예영준, “새 상무위원 5인: 시진핑의 칼 자오러지, 복심 리잔수… ‘중국 키신저’ 왕후
닝,” 「중앙일보」 2017-10-26.
56) 최유식, “시진핑, 장쩌민계 軍 장성 등 440명 날리고 군부 틀어쥐었다,” 「조선일보」
2018-01-31. “시자쥔의 약진이란 점 이외에 시진핑 군 인사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젊은
피’ 수혈이다.” 예영준, “별 하나가 3년 만에 별 셋… 시진핑, 측근으로 군권 장악,” 「중
앙일보」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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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시 주석이 표결로도 모든 정책을 관철할 수 있다는 의미다.”57)
개인과 그를 중심으로 한 파벌에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집중됐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 차원에서는 어떠할까? 두 가지 논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진핑의 개인적인 라이벌의 신상에는 변화가 있는
지 여부다. 덧붙여 시진핑의 개인 권한이 과연 강화됐는가라는 질문도
중요하다. 시진핑을 개인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인물 중 상하이방에 속
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 저우융캉과 보시라이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모두는 실각했고, 이후 상하이방을 대표하여 시진핑에
게 도전할 수 있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진핑의 또 다른 라이벌 리커창 총리의 입지에는 어떤 변화
가 있었을까? 다음은 리 총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집단 지도
체제인 중국에서 총리는 경제 정책을 총괄해야 하고 행정부인 국무원을
쥐락펴락해야 맞다. 행정에 관한 한 그는 직책과 직위가 1인자이기 때문
이다. 그런데 시 주석 1인 권력이 강화되면서 총리의 위상은 추락을 거듭
하고 있다. 2017년 10월 말에는 ‘당 중앙 집중 영도 강화 호위에 관한
약간의 규정’이 당 중앙 정치국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총리도 시
주석에게 매년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정치국 상무위원 개개
인에게 담당 분야 최고의 결정권이 위임됐던 이전 집단지도체제는 사라
진 것이다.”58)
개인적인 수준에서 시진핑을 견제하거나 그에 대항할 인물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과 일치하며 개인 권
력을 강화시키는 제도적인 변혁이 본격화됐다. “시진핑 집권 이후 수 년
동안 그는 경제, 군부, 그리고 다른 권력 기재들을 개인화, 즉 자신에게
종속되도록 해 왔다. 이는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일인 지배를
57)

신경진(베이징 특파원), “시, 후계자 지명 않고 정치국 장악… 장기집권 길 열었다,” 「중
앙일보」 2017-10-26.
58) 최형규, “최고 권력에서 최고 참모로 전락한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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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지도체제를 뒤엎는 것이다.”59) 구체적으로
2016년 10월 24일 폐막된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
중 전회)에서 시 주석에게 ‘핵심’이란 명칭이 부여됐다.
“지난 4년간 당의 공식 문건에서 ‘시진핑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
중앙’이라 표현하던 것을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으로
바꾼 것이다. 전임 후진타오에겐 10년 내내 사용되지 않던 표현이 부활
한 건 시 주석이 반대파의 견제를 누르고 당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뜻
한다.”60) “이어 2017년 10월 24일 폐막된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
회(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제시한 통치철학(治國理政-치국이정)이 공
산당 최고 지도이념인 당장(黨章-당헌)에 명기됐다. 시 주석의 위상과
권위는 덩샤오핑을 넘어 중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 반열에
올라서게 됐다. 중국이 ‘시진핑 1인 천하 시대’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
온다.”61)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화
됐다. 2018년 3월 11일 개최된 중국의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전
인대)는 헌법의 국가 주석 2차례 이상 연임 방지 조항이 삭제된 개헌안을
59)

Jeremy Page and Lingling Wei, “Xi’s Power Play Foreshadows Historic
Transformation of How China Is Ruled,”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26,
2016.
60) 예영준, “‘핵심 당 중앙’ 호칭 꿰찬 시진핑, 장기집권 걸림돌 제거,” 「중앙 SUNDAY」
2016-10–30. “(심지어는) 시진핑이 7상8하(七上八下) 원칙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강한
예측이 나왔다. 이 인사 원칙은 당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2002년 장쩌민에 의해 도입
됐는데, 인사 원칙의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퇴임 시 정적이 정치국상무위원으로 남아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후 후진타오가 이 원칙을 충실히 따르면서 일종의 묵
계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이것이 규정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Tom Michell, “China
speculation grows Xi will defy two-term tradition,” Financial Times, 12
October 2016.
61) 강동균(베이징 특파원), “‘시진핑 사상’ 中國 공산당 당헌에 명기… 1人 천하 굳혔다.”
「한국경제신문」 2017-10-25. “공산당 당장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
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적 발전관에 이어 ‘시진핑 사상’이 지도이념에 포함됐
다.… 공산당이 중요도에 따라 주의, 사상, 이론, 관(觀) 순서로 이념을 표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시 주석이 마오쩌둥 급 지도자가 됐음을 뜻한다(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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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켰고, 2018년 1월 18일부터 열린 공산당 19기 2중전회에서 헌
법 수정안은 확정됐다.62) 시 주석 권력 강화와 종점, 즉 개인의 직책의
장기 보유를 위해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시진핑의 권력 강화가 일단락된
셈이다. 그런다면 시진핑의 개인 권력 강화가 경제적 번영에는 어떤 영
향을 미칠까?

3. 시진핑 시대 정치의 경제에 대한 압박:
기업 경영과 소유권의 위기
일인 권력 집중은 이데올로기의 강화와 깊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마오쩌둥 시절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시진핑 개인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
과 일치하며 공산주의 이념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했다: “시진핑은 이념
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당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정통성이 절실히 요
구된다. 이념에 경도된 일인지배체제 국가는 실용주의에 근거한 집단지
도체제 국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63)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뒤를 이었다: “이번 달(2016년 11월) 공산당은 당원들에게 상대방에 대
한 인사 용어로 ‘동무(comrade)’ 사용을 명했다. 지위와 타이틀에 맞춰
졌던 자연스런 인사말을 무계급(classless)의 혁명적 조직이 바로 공산

62)

김한권, “2018 중국 양회와 한중관계,” 국립외교원(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17, p. 9. 다음의 변화도 있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헌
법 서언(序言)에 신설됐다. 1조 2항의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
다’에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다’가 추가되면
서 공산당 우위론이 관철됐다. 아울러 제3장 ‘국가기구’ 항목에 제7절을 신설하며 ‘감
찰위원회’를 명기 헌법기관으로 만들면서 반부패 운동의 지속 의지가 표명됐다(Ibid.).
시진핑의 권한이 가시적으로 강화된 셈인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미는 역시
집단지도체제 붕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시진핑은 집단지도체제라는 공산주의
전통을 거부했다. 대신 지극히 중앙집권화된 정치체제에서 스스로를 압도적인 지도자
로 만들었다.” Elizabeth C. Economy, “China’s Imperial President: Xi Jinping
Tightening His Grip,”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14, p. 80.
63)
스타인 링겐(옥스퍼드대 명예교수), “이념화하는 시진핑의 중국에 대한 경고,” 「중앙일
보｣ 2016-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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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려는 목적으로 바꾸고 있다.”64) 하지만 공산주
의 이데올로기의 강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시진핑의 권력 강화 과정에서 가시화된 가장 중요한 경제적 변화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강화됐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중국 대기업은 과연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 돌
이켜보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개혁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기업
운영의 자유화였다. 합자기업(合資企業), 독자기업(獨資企業), 합작기
업(合作企業) 등 3가지 형태의 기업 활동이 보장됐고, 국영기업의 자율
권 확대, 이윤 유보, 그리고 고정자산제 등이 시행됐다.
큰 기업에 대한 운영과 관련 조대방소(抓大放小)라는 기본 원칙이
1990년대 중반 이미 확립됐다.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운영 원칙이
재확인됐고, 국영기업은 오히려 초대형 기업으로 더욱 크게 키우겠다
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민간기업이 성장하여 큰 기업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덩샤오핑
개혁개방의 핵심 내용이었으므로 원리상으론 문제될 것이 없었다. 하
지만 시간이 지나자 중국의 민간 대기업의 성격이 다른 국가와의 그것
과는 다르다는 점,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그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
게 된다.
2018년 2월 중국 3위 보험회사로서 자산 규모가 3,160억 달러이면
서, 무려 58개 회사를 수하에 두고 있던 민간기업 안방(安邦)보험이 국유
화됐다.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인민은행 등 다섯 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 팀이 위탁 경영한다고 결정하여 회사는 사실상 민간 영역에서 사라
졌다. 기업 소유주 우샤오후이(吳小暉)는 18년 징역형을 받았다.65) 놀
64)

Lucy Hornby, “Revival of ‘comrade’ as approved party greeting leaves gay
China in confusion,” Financial Times, 15 November 2016.
65)
Henny Sender and Don Weinland, “Within a year, Wu Xiaohui has gone from
being one of China’s most high-profile businessman to facing an 18-year jail
sentence,” Financial Times, 15 may 2018. 우샤오후이는 2004년 덩샤오핑의 외손
Ⅲ. 개인 및 당 권력 강화의 경제적 역풍 

39

라운 것은 안방보험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우는 안방보험
의 창립자이자 회장이다. 그러나 소유권을 보여주는 공식 기록(등기)에
는 그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몇몇 불분명한 이름과 이들에 의
해 통제되는 조개 사업 관련 기업의 계승자들이 나타난다. 그와 같은 소
유권 정지작업은 중국에서는 흔한 일이다. 부유하고 정치권과 연계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재산을 소유하는 곳이 중국이기 때문
이다.”66)
안방보험의 실소유주, 우의 정치적 연계,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정치
투쟁이 있었다는 보도가 다음과 같이 터져 나왔다: “(안방보험의 실소
유주가 분명치 않다는 설명의 연장선에서) 안방보험이 중국 최고위층
의 ‘바이쇼우타오(白手套·흰 장갑 - 다른 사람을 위해 자산을 관리하는
제3자)’의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회장이 중국 권력층
의 ‘흰 장갑’ 의혹을 받는 것은 중국 혁명원로 자녀인 훙얼다이(紅二代)
이자 태자당(太子黨) 등을 든든한 후원 세력으로 확보한 그의 인간관계
에 기인한다. 최고위층 권력자와의 ‘관시’(關係·관계)는 그의 탄탄한 동
아줄이었다.… 안방보험과 우 회장이 몰락의 위기에 처한 것은 시진핑
(習近平) 국가주석이 훙얼다이를 겨냥해 칼을 뽑아서다. 역사학자인 장
리판(章立凡)은 명보에 ‘안방보험의 (정부) 위탁 경영을 통해 훙얼다이
세력 돈줄을 끊어 시 주석에게 정치적으로 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평했다.”67)
결국 권력과 민간기업의 결탁, 권력투쟁에 엮일 수밖에 없는 민간기
녀 덩저루이와 세 번째 결혼을 했다. 같은 해 안방보험을 설립했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국유보험회사가 전부였던 중국에서는 안방보험은 최초의 민간보험회사였다. 이 정도
면 권력 가계, 그리고 권력과 기업이 어떤 관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중앙일보」, “중
국판 버핏 우샤오후이(안방보험 회장)의 몰락… 태자당 돈줄 끊기,” 2018-02-26; 「한
국경제신문」, “안방보험 전격 국영화… 中자본의 민낯,” 2018-02-24.
66) Keith Bradsher and Alexander Stevenson, “Beijing Takes Over Anbang,
Insurer That Owns Waldorf Astoria,”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2, 2018.
67) 「중앙일보」, “중국판 버핏 우샤오후이(안방보험 회장)의 몰락… 태자당 돈줄 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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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속성, 그리고 권력의 얽힘이 뒤틀릴 때 드러나는 경제, 특히 민간기
업에 대한 권력의 자의적 행사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2018년 3월에는
중국 석유회사 중 네 번째로 큰 민영회사인 CEFC[화신(華信)그룹]의 예
젠밍(葉簡明) 회장이 당국의 조사 후 재산을 뺏겼다. 불과 5년 만에 급성
장했다는 사실, 방대한 자본에 기초하여 대규모 인수 합병을 했다 점 등
은 안방보험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68) 얼마 지나지 않아 밍톈(明天)그룹
은 정부에 의해 강제 매각됐다. 금융 위험의 조기 차단을 위해서라는 그
럴듯한 명분이 제시됐지만 정부의 강권은 숨길 수 없었다. 특히 그룹 총
수 샤오젠화(肖建華)이 홍콩에서 실종된 다음 뇌물 공여와 시장조작 협
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을 보면 경제에 대한 권력 행사의 실체를 알
수 있다.69) 이어 “홍콩 빈과일보는 시 주석이 화신에너지를 비롯해 안방
보험, 다롄완다, 하이난(海航)항공(HNA), 푸싱, 밍톈, 센추리 등 태자당
과 연루된 7대 그룹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70)
중국 경제 권력의 위와 같은 실태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음

68)

Eric Ng and Xie Yu, “China detains CEFC’s founder Ye Jianming, wiping out
US$153 million in value off stocks,” South China Morning Post, 2 March,
2018. “예회장의 구금을 처음 보도한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화신의 성장에 결정적
인 도움을 준 건 상하이 군부 세력’이라며 상하이방을 배후로 지목했다. 장쩌민 전 주석
을 정점으로 한 상하이방은 시주석의 최대 견제 세력이다. 특히 작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 대회 폐막 직후 시 주석이 상하이에서 장쩌민 전 주석을 비밀리에 만나 국가
주석직 임기 철폐의 뜻을 전하자, 장 전 주석은 ‘절대 안 된다’며 반대했다고 일본 아사
히신문이 전했다.” 「조선일보」, “시진핑, 석유재벌 ‘화신’도 국영화… 상하이방 옥죄
기,” 2018-03-05. 다음의 설명은 재벌과 권력 투쟁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시 주
석이 재벌들을 파리 목숨처럼 날리는 공포정치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면서, 동
시에 재벌들의 배후에 있는 권력층 내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
이 나온다.” 「조선일보」, “시진핑, 中석유재벌 구금… 장기집권 위해 ‘반대파 돈줄’ 제
거,” 2018-03-03.
69) Xie Yu, “China’s battle plan against tycoons prompts Xiao Jianhua firms to
sell US$23 billion of assets,” South China Morning Post, 09 March 2018; Choi
Chi-kyu, “The big questions about missing tycoon: why and why now?” South
China Morning Post, 20 February, 2017.
70)
「한국경제신문」, “시진핑 ‘태자당 재벌’에 칼날 화신에너지 경영권도 박탈,”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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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을 통해 답변을 엿볼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런 것은 그와의 (부와
권력의) 결탁이 부패의 고속도로일 수밖에 없으며, 그런 연합이 특권을
통한 렌트 추구 행위 그 이상 이하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이 경우 사업
가는 (혁신자가 아니라) 정치적 로비스트나 족벌 혹은 하수인으로 전락
하게 된다.… 과거의 경험과 이론을 통해 시장 경쟁이 혁신, 생산성, 그리
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며 최종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알고 있다. (바로 이것이 법의 의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현실화된다) 하지만 국가와 사업을 같이하게 되면 법의 지배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가 되지 않는다.”71) 경제, 특히 기업, 그것도
기업의 소유권, 경영 및 경영자에 대한 권력의 자의적 행사는 경쟁력의
위축으로 나타나며 결국은 경제를 좀먹게 된다는 설명이다.

4. 시진핑의 권력 강화와 경제정책의 왜곡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경제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 즉 고속 성장시
대를 뒤로하고 성장률 하락이 가시화됐다. 다음과 같은 중국경제의 효
율성 저하가 원인이었다: “1 위안의 추가 GDP 상승을 위해 4 위안의 새
로운 대출(투입)이 필요하게 됐다(자본의 한계효율 저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에는 이 수치가 일치했다. 즉 1 위안의 추가 대출로 1위안의
추가 GDP 상승이 가능했다.”72) 결국 성장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
서는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정착된 셈이다.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6년 중국의 총부채는 GDP 대비 150%였다. 그러
나 10년 후인 2016년 수치는 260%로 늘어났다.73) 지금은 300%를 넘
71)

Richard Wong, “The Chinese billionaire who rides the tiger can never get off,”
South China Morning Post, 07 February 2017.
72) The Economist, “China’s Financial System: The Coming debt bust,” May 7th
2016, p. 8.
7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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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016년 기준 총부채의 약 40%가 불과 10년 사이에 불어났음
을 알 수 있다. 나머지는 개혁개방 이후 사반세기에 걸쳐 누적된 빚이다.
2007년 이후 부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013년 중국경제를 총괄하는 국무
원 총리 리커창이 해법을 처음 제시했다. 취임 직후 경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성장률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한 경제정책을 접겠다고 약
속했다. 같은 해 6월 영국의 바클레이즈(Barclays) 은행이 리 총리의 경
제정책을 ‘리코노믹스(Likonomics)’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용어가 만
들어졌다. 핵심 내용은 (부채에 의존한 성장정책의 지양을 의미하는) 채
무 절감(deleveraging) (경기 침하 방지와 경기 자극을 위해 남발했던)
경기부양책의 금지(no stimulus), 그리고 (중국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
꾸는)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 등이었다.74)
중국의 핵심 경제정책 결정자들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과거보다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받아들일 각오가
돼있어야 위의 정책을 밀고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다. “(2013년) 6월의 유동성 위기, 즉
두 차례에 걸쳐 정부채권 경매가 실패했고, 단기 금리가 급등했으며, 은
행의 파산위기가 두 번 가시화되자… 중국 중앙은행은 비밀리에 유동성
을 주입했고, 또한 (8월에는) 은밀하게 중국에서 대출규모가 가장 큰 공
상은행을 포함,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은행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바로 이런 정부의 행위 때문에 리커노믹스의 핵심 내용인 부채감소
(deleveraging) 계획은 6월 말 이미 물 건너간 셈이 됐고, 8월에 시행된
대형은행 구제정책은 리 총리가 스스로 설정한 경기부양책 금지(no
74)

Yiping Huang, “Likonomics Policies in China,” East Asia Form 7th July, 2013
(www .eastasiaforum.org/2013/07/07/lokonomics-policies-in-china). 용어
를 소개한 바클레이즈의 보고서다: Yiping Huang, Jiang Chang, Joet Chew,
“China: Postcard from Beijing-What to expect from Likonomics?” Barclays
Capital Hong Kong, 27 Ju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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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us)라는 원칙에 구멍을 냈다.… 다시 말해 가장 긴급한 경제 현안
인 전면적인 개혁을 이미 포기했다고 보면 된다.”75)
그렇게 된 이유를 금융 전문가들은 놀랍게도 정치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당국은 성장률의 가시적 저하 현상을 감내할 의사가 없다. 공산당
의 권력 장악력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지옥으로 향하는 다람쥐 쳇바
퀴 도는 행동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투자를 할 것이다. 과거에도
과잉에 브레이크를 걸어 경제가 흔들리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방향을
(경기부양으로) 바꿨다.”76) 하지만 다음을 보면 경제성장이 중국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 “덩샤오핑이 1970년대 말 개혁개방으로
마오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 공산당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경제발전을 정통성의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중국경제 성장률은 저하
됐다 – 작년(2015년)의 경우 베이징은 7%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
다 - 금년 목표는 6.5~7%지만, 그것도 통계 조작을 통해서만 가능한 수
치다. 수 십 년 동안 가장 소중했던 목표, 경제성장의 가치를 잃은 공산당
은 당연히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77) 따라서 리커노믹스를 받아들여
성장률 저하를 감수하며 경제개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75)

Groden Chang, “China’s New ‘Secret Stimulus’ Program: Likonomics Is
Dead,” Forbes 8/18/2013(www.forbes.com/sites/gordenchang/2013/08/18/
chinas-new-secret-stimulus-program-likonomics-is-dead). “성장률이 7% 이
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중국은 구조개혁에 주안점을 둔다”고 발언했다(Ibid.). 경제성
장률 7% 이하가 중국경제 경착륙의 기준이 된 이유였다. James Kynge, “Beijing steps
up crackdown on credit,” Financial Times, April 16 2014. “민셍(民生)증권 애널
리스트인 관유칭(Guan Youqing)은 ‘중앙정부는 저성장을 감내할 의사가 있다. 하지
만 고용이 안정돼 있다는 것이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Simon Rabinovitch, “Beijing
‘put’ falters as China balks at stimulus,” Financial Times, May 1 2014. 여기서는
고용이 개혁의 기준이 됐다. 실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였다.
76) Robin Wigglesworth and Gabriel Wildau, “After the financial crisis, a group
of investors placed big bets on the collapse of China’s economy...” Financial
Times, 22 January 2018.
77)
Hannah Beech, “China’s Chairman: While growth on the economy slows, Xi
Jinping builds a personality cult with echoes of Mao – and some members of
the Communist Party aren’t happy,” Time, April 11, 2016,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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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다 정치적 이유도 드러난다: “2013년
공산당 3중전회에서 시진핑이 국유기업에 대한 철저한 개혁, 자원 배분
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 독려 등을 천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
을 반드시 필요한 구조 개혁 실행의 약속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그 후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점에 대해 중국경제 연구기관인 케
이브칼 용경제(GaveKal Dragonomis)의 간부 아더 크로버(Arther
Kroeb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경제개혁은 별 견인력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건 시진핑의 우선 관심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의
최우선 순위는 공산당이 모든 일을 지도하는 것과 공산당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공산당 간부들은 숫자 조작에 함
몰돼 있고 사회 불만을 야기할 어떤 방책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기
에 사로잡혀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경제정책
결정은 조직화되지 못하고, 근시안의 단기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78)
이상은 시진핑의 권력 강화와 당 중심 정치제제의 이념 중시 경향이
경제를 어떻게 압박하는지를 보여준다. 경제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행
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국무원 총리의 권한이 시진핑에 의해 제한
됐다는 소식이 다음과 같이 전해졌다: “집단 지도체제인 중국에서 총리
는 경제 정책을 총괄해야 하고 행정부인 국무원을 쥐락펴락해야 맞다.
행정에 관한 한 그는 직책과 직위가 1인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 주석
78)

Karl Minzner, End of An Era: How China’s authoritarian revival is understanding
its rise, pp. 63-64. “덩샤오핑 방식의 핵심은 경제 우선주의였다.… 그러나 시진핑의
경우 정치 및 대외정책 우선주의가 경제를 자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는 세계는 물론 중국 자신에게도 위험한 일이다.” Gideon Rachman, “Xi’s long
march: China’s president is leading the country on a risky path.” 구조적으로도
경제 개혁은 불가능했다는 다음의 분석도 존재한다: “시진핑의 원대한 경제개혁 꿈은
결국 무산됐다. 개혁 프로그램은 강력하고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는 국유기업 혹은 지방
당 간부 등과 같은 이익 집단을 자극했다. 결국 이들은 개혁의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David Shambaugh, “The Coming Chinese Crackup,” Wall Street Journal, Marc
h 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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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권력이 강화되면서 총리의 위상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2017년
10월 말에는 ‘당 중앙 집중 영도 강화 호위에 관한 약간의 규정’이 당 중
앙 정치국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총리도 시 주석에게 매년 서면으
로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정치국 상무위원 개개인에게 담당 분야 최고
의 결정권이 위임됐던 이전 집단지도체제는 사라진 것이다.”79)
“총리마저 주석과 상하 관계가 돼야 하는 중국 신(新) 권력 체계의 부
상이다.… (저우융캉 등) 4인방과 그 추종 세력 수백 명 제거에 성공한
시진핑의 권력은 이미 당 총서기(2012년 11월)나 국가 주석(2013년 3
월) 당시의 권력이 아니었다. 군과 공안 등 무장 권력은 물론 당내 모든
핵심 인사가 시 주석 권력 권 내로 수렴됐다.… 그(리커창)에게 당대 최고
의 ‘참모 엘리트’라는 비아냥이 나온다.80) 상황이 이렇다면 리커노믹스
가 필요하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진핑과 공산당의 정
치적 권력을 해한다면 리 총리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정치적 배경이
나 동력은 사라지게 된다.

5. 결어
정치가 어떻게 작동해야 경제가 활성화되는지를 처음 깨우치고 실천
한 인물은 덩샤오핑이었다. 하지만 기존 권력이 경제 분야에 어느 정도
이양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식견이 없었다. 천안문 사태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공산당의 집권을 위해하는 경제 및 사회 자유화는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집단지도체제라는 정치개혁이 있었지만 그것의
목적은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끝내는 것이었지, 경제 자유화를 위한 것
은 아니었다. 물론 그 정도의 개혁도 경제발전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
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교한 면이 있었음에도 제도화가 결여
79) 각주 56 본문 재인용
80) 최형규, “최고 권력에서 최고 참모로 전락한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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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던 덩샤오핑의 집단지도체제는 붕괴하게 된다.
대규모 권력투쟁을 거치며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됐다. 시와 그의 정
치 집단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하나씩 자취를 감췄다. 시진핑의 주
석 연임을 방지하는 장치도 사라졌다. 문제는 시진핑의 권력 강화가 경
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리커창 총리의 중국경제 현안
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었던 리커노믹스가 단명한 것을 보면 상황을 짐작
할 수 있다. 경제개혁 때문에 정치권이 압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시진
핑과 공산당의 집권에 대한 방해 요인이라는 것이 현 집권층의 인식이
다. 시진핑 집권 시절 경제개혁은 없었고, 따라서 중국경제의 왜곡 현상
은 오히려 심화됐다. 결국 정치 및 사회 자유화가 없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는 힘들므로,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중국경제의 미래를 밝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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