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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항상 주목을 받
는다. 14억여 인구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이 다양하고 복잡한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 미중무역전쟁, COVID-19 등 난제로 둘러싸인 국내
외 환경에서 중국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기업(국유기업, 민영기업, 외
자기업 등) 간의 관계(역할, 관리, 감독, 제도와 정책, 제약, 개혁 등)를 분석
하여 중국의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
수립 및 분야별 정책대응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서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이론, 실태, 국정운영, 기업의 제약, 그리
고 앞으로의 전망(개혁의 방향과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선행연구 관련, ⅰ) (국문) 주로 국유기업개혁, 외자도입, 정부와
기업 관계, 민영화, 사회적 책임 등이, ⅱ) (중문) 거버넌스, 내부통제, 정치관
여, 국유기업개혁 등이, ⅲ) (영문) 경제체제 전환, 기업거버넌스, 국유기업개
혁, 산업정책 등이, ⅳ) (일문)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혼합시장
경제, 국유기업개혁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둘째, 국정운영 및 정부와 기업
관계 관련 ⅰ) 국정운영은 거버넌스의 구조와 과정으로 보고, 그 차원을 국가
와 사회, 국가기구, 중앙-지방, 정부와 기업, 국제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본 연구는 정부와 기업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ⅱ) 정부와 기업 관계는 시
장 시각, 제도 규범, 정보매체, 공공재 공급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부의

관여 및 적법성 여부에 따라 협력·분리·공모·방해 관계로 구분되며, 양자 관
계는 정부능력, 산업세력, 감독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한편, 정부 고위층과 기
업 간의 밀접한 관계인 정치연계 관련 이론으로는 이익집단이론, 계급이론,
공공선택이론, 조직이론, 기업정치전략이론이 논의된다. 셋째,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상, ⅰ) 중국은 혼합경제이면서 사회주의 주도 경제체제에 해
당된다. 정부는 권한을 통해 권력을 보호하고 권력적 지대를 추구하는 경제가
치를, 동시에 기업을 통해서 정권안정을 위한 정치가치를 추구한다. 중국 사
회주의 시장경제는 국가자본주의로 이해되며, 경제적 측면에서 공유경제를,
정치적 측면에서 사회주의를 추구한다. ⅱ)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에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국유경제를 주도로 하는 시
장경제로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분리 모형은 기능
분리선제 모형, 공공서비스우선 모형, 제도개혁선행 모형, 정책배합수동 모형
으로, 양자 관계는 직접관리형, 간접관리형, 협조호소형으로, 또한 이원상호
작용설, 기업정치행위설, 개체관계설로 구분된다. 그리고 국유기업과 지방정
부 간의 수족관계, 민영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부자형 관계, 외자기업과 지방정
부 간 친구형 관계로 구분된다. ⅲ) 중국 기업 관련 기업법은 기업조직 형태에
관한 입법으로 이해된다. 중국 기업은 법률, 소유제, 책임형식, 등록형식 등을
근거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중국 기업의 유형을 크게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초점을 두었다. 국유기업은 국영기업, 전민소유
제 기업으로 불리다가 1993년 헌법에서 국유기업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민
영기업은 개체호에서 ‘빨간 모자’를 쓴 사영기업으로 국유와 국유통제주식기
업을 제외한 다양한 소유제 기업을 의미한다. 외자기업은 합자기업(주권식 기
업), 합작기업(계약식 기업), 외자기업(단독책임) 중의 하나이다.
3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실태를 국진민퇴 변화의 맥락, 중국
기업의 현황, 중국 기업 관련 인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기업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국진민퇴 변화에서 ⅰ) 국진민퇴의 개념 자체는 신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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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후 민간자본의 국유화 때부터 등장했으며, 신중국 출범 후 가장 먼저 시
행된 경제정책의 하나가 바로 공사합영으로 이는 민영기업을 국유화하는 과
정에서 시행된 것이다. 공사합영체제에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경제
는 붕괴되었다. 한편, 개혁개방으로 중국 정부는 상당한 국가사업들을 기업화
하여 국유기업 형태를 분리·전환하였고 경영진은 자율권이 없게 되었다. ⅱ)
국퇴민진의 맥락을 보면, 하나는 조대방소인데, 이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을
벗어나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 차원에서 통제해야 하는
대형 기업은 철저히 장악했지만, 대부분 사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경쟁토록
한 것이다. 또 하나는 국유기업의 민영화인데, 2000년대 들어와서 전략적으
로 통제해야 할 기업을 제외하고 주로 누적 손실이 크거나 수익성 개선이 불
가능한 국유기업을 매각하였다. 또한, 개인 사업이 일반화되고 국유기업 민영
화가 이뤄지면서 중국 민영경제에서도 법인기업이 확대되는, 즉 자본시장에
의한 민영기업의 본격 성장이 이뤄진다. ⅲ) 시진핑 등장과 더불어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이 변하면서 민영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어, 민영 대기업의 지분 중에 외국자본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공
산당 입장에선 체제 위협으로 간주되면서 다시금 국진민퇴가 부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국 기업의 현황에서 ⅰ) 중국 기업을 소유 방식에 따라 국
유기업(중앙 및 지방정부 소유기업), 집체기업(농촌마을 공동소유 기업), 또한
민간이 설립한 민영기업, 그리고 외국 자본이 참여한 외자기업 등으로 구분된
다. ⅱ) 중국 기업의 규모는 생산액 기준, 기업 수, 종업원 수로 파악하였다.
ⅲ) 중국 기업의 경영 수준은 신용평가로 볼 때 회계 신뢰도, 재무 신뢰도, 미
래 성장성 등에서 의문이 제기되며, 주가지수로 보면 미국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은 없었으며, 변동 폭이 매우 심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열악
한 상황이다. 셋째, 중국 기업인의 인식에 관한 서베이를 통해, ⅰ) 기업관리
에서 기업가 정신 수준의 경우, 직장인(28%)보다는 자율경영 신분(71%)을 선
호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기업 직원의 업무몰입도 수준은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한다. 기업 리더와 직장인의 인식에서 중국인은 전
반적으로 낙관성이 낮지만, 미래 준비성과 현재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ⅱ) 기
업 비즈니스의 제약에 관한 인식조사에선, 규제환경, 산업과 자원 분야의 비
일관적 법집행, 기업의 인력확보(지속적인 임금 상승, 사회복지비용 증가, 직
원해고의 어려움), 인재 채용과 재직(열악한 대기오염, 높은 생활비, 식품안전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정부의 정책환경에선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부당한 대우, 외국 기업의 차별대우(시장접근 제한, 법집행 불투명 등), 정책
환경 변화(규제환경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고 강화 등),
외국 기업의 정책개선(정책 및 법률 제정에 대한 토론참여), 혁신적 투자 방
해요소(지적재산권 불충분한 보호, 인재부족, 엄격한 사이버보안정책 등)가
나타난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기술 경쟁력(느린 인터넷, 특정 온라인 접근
제한, 인터넷 검열 등), 법률제정 평가(상표와 브랜드 일부만 개선되고 특허, 저
작권, 영업비밀 등은 악화됨), 기술이전(기술이전 요구철회,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불충분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침해소송이 가장 큰 문제), 관세와
미중무역 갈등(R&I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이 존재한다. ⅲ) 중국의 14.5계획에
관해 중국 경제학자들은 기술, 인재, 개방의 인센티브 순으로 기회가 있다고
인식하고, 14.5계획 시기 금융 리스크, 첨단기술 자구혁신 능력 부족, 저비용
노동우위 상실 등을 내부 도전이라 인식한다. 14.5계획 시기 기술 봉쇄, 반중
정서, 외국 기업의 이전(reshoring), COVID-19와 글로벌 경제쇠퇴 가속화
를 외부 도전이라 인식한다. 규모경제의 우위, 신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풍부한 공업기초 등을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견고성으로 인식한다.
4장에서는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당과 기업 관계, 중앙-지
방정부와 기업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 ⅰ) 기업
내부 거버넌스의 단일 요소(주주, 이사회, 감사회, 임원, 당조직, 노삼회 등)와
여러 요소(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및 경영층 간의 다양한 연계)를 분석하였
다. 중국 기업 외부의 거버넌스로는 이익관련자 거버넌스(기업사회책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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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호, 채권자 거버넌스, 정부관여 등), 정보공개, 매체 거버넌스, 통제권 시
장, 외부감독관리 등이 요구된다. ⅱ) 기업 거버넌스의 특수성은 정치연계의
배경(기업이익의 확보·보호 관계를 위해서 기업은 정부의 현역이나 전임관료
를 고용하거나 인대나 정협 위원으로 참여) 및 정치연계(기업이 정부로부터
회귀자원을 얻고 업계장벽을 낮추고, 정부보조를 받으려는 자원 기반 관점과,
제도와 조직 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따른 전략선택으로 보는 제도 기반 관점)
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당과 기업의 관계와 관련 ⅰ) (문제제기) 중국의 정
치경제가 마치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방향으로 긴밀하게 작동
하듯, 당의 공식적인 헌법인 당장(党章)을 통해서 작동된다. 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단순히 중국 내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립과 직결된다. ⅱ) 당과 기업
관계를 신중국 건립 이전, 신중국 건립 및 마오쩌둥 시대, 덩샤오핑 시대, 장쩌
민 시기, 후진타오 시기, 시진핑 시대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ⅲ) 국유기업
내의 당조직은 기층조직에 해당되고, 정치적 핵심 역할과 영도적 핵심 역할
(조직설치, 주요직책, 정책결정 등)을 맡는다. ⅳ) 당과 기업의 관계 및 시진핑
시대를 보면, 과거에는 정치와 경제를 대립 시각에서 보았다면, 시진핑 시대
는 보다 큰 정치 품 안으로 경제를 끌어들여 정치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려는
당과 기업의 유무상생(상대적인 관점)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중앙-지방
정부와 기업 관계에서 ⅰ) 정부는 국가 대리인으로서 항상 경제목표(경제가
치)와 정치목표(사회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기업은 정부의 공공자본 소유
자의 권리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정부와의 협력적ㆍ상생적인 관계를 조성하
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권력 화폐화 혹은 권력 자본화라는 제도배치는 광범
위한 지대추구를 가능케 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주고받게 한다. 그리고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전략으로는 관계 마케팅과 권력의 빈틈을 모색하고, 주객이 전도
된 정부와 기업의 경합(정치실적 목표달성을 통한 혜택)을 통해서 편익을 추
구한다. ⅱ) 중국 지방정부는 핵심 자원(자율성, 권력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생사존망을 좌우할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입 기제

로는 정책과 행정의 불확실성을 통해 기업경영의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기업은 이를 피하기 위해 네트워크 등 정치연계를 도모한다. 지방정부와 기업
의 경제 모형을 보면, 정부는 기업과 동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기업의 의사결
정에 개입한다. 또한, 당정 간부와 기업가의 상호작용에서 지방발전 모형이
형성된다. 특히, 지방발전형 정부와 기방기업형 정부 모형에선, 지방정부가
지방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ⅲ) 정부와 기업을 연계하는
협회는 기업과 국가를 연계하고, 기업들이 소규모이거나 도처에 산재된 경우,
국가의 목적과 정책조정을 위해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의 전중국산
업상업연합회(ACFIC)는 민영기업, 국가, 지방정부, 당과 인민대표대회, 관련
된 기업 간의 교량(대안적 기제) 역할을 한다.
5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
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관련 ⅰ) (국유기업 관련 제도) 국유
기업 관리 및 통제구조에서 대기업 그룹은 수직적·수평적인 교차관계이며 복
수법인 구조를 띤다. 1980년대 이래, ‘수평경제연합’, ‘대형기업그룹시행’, ‘주
식제개조’, ‘현대기업제도수립’, ‘대기업, 대그룹’ 등의 개혁 조치가 이뤄지면
서 국유기업 경영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업무구성도 더욱 복잡해졌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관리의 관점에서 기업관리, 자산관리, 인사관
리, 업무관리와 ‘자본관리’는 통일적이고 불가분한 것으로 논의된다. ⅱ) (국
유기업 관련 정책) 정부지원, 즉 정부가 국유기업 발전에 제공한 재정과 정책
지원은 국유기업 자원의 토대를 확대시켜 국유기업 관리혁신을 촉진시키고
전략적 유연성을 가능케 한다.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의 산업정책 개입의 규모
와 본질은 압도적이고 전례가 없고, 직접적인 국가보조금, 대출, 세금감면, 정
부구매계약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다. 둘째,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제
도와 정책에서, ⅰ) (민영기업 관련 제도) 경제 전환기에 법률과 기타 공식적인
제도의 기능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안제도인 국유주식권은 중국 경제에 큰 활
력을 제공한다. 비록, 민영기업 관련 1988년 「헌법수정안」, 「회사법」,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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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민법총칙」등이 계속 제·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법률규정이 불명확
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약하다. 한편, 재산권제도 개혁인 가정연산도급책임
제, 도급제의 주식합작제로의 개혁 등은 기업의 생산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민
영기업 관리에서 ‘적응성 선택’의 내생발전 기제는 기업규모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ⅱ) (민영기업 관련 정책) 정치체제 변혁에 따
른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민영기업의 고위층은 정치 배경을 이용하여 정치
참여를 도모한다. 이는 중국 민영기업의 주요한 정치연계 형식이 된다. 그리
고 민영기업을 위한 정책으로는 세수혜택, 보조금, 융자플랫폼이 논의된다.
셋째,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관련 ⅰ) (외자기업 관련 제
도)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위해서 정부는 관세장벽을 낮추고 대규모
외자유입을 끌어들여, 중국 경제발전 초기 자본부족을 해소하고, 외자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시켰다. 외자유치제도는 개방 주도의 제도설계(자금유치,
투자유치법령, 불균형 및 불공정) → 개혁개방의 제도설계(기술도입, 시장을
통한 기술교환, 외자유치 방식) → 전면 개방의 제도설계(심사절차 등 관리제
도 혁신, 쌍방투자협력 강화, 금융개방)로 이어졌다. ⅱ) (외자기업 관련 정책)
외자유치 동인으로 정부는 ‘지대추구자’ 역할, 외국자본은 ‘지대설정자’ 역할
을 하며, 정부가 기업에 영합하는 역방향 지대추구행위도 나타난다. 중국은
외상직접투자를 이용하여 개혁개방 초기의 자금·외환·기술 부족 문제를 해소
하여 중국경제의 양과 질의 혁신을 도모했다.
6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약을 분석하였다. 첫째, 국유기업
관련 ⅰ) (거시적 맥락) 정치적 제약으로는 정치관여(경제운영 및 기업경영에
영향), 기업지배구조(지분협력 방식 문제, 혼합소유제에 대한 이견, 이사회·감
사회·경영진 등 지배구조의 미흡, 경영진의 무책임성), 당국가체제의 안정 위
주(언론통제, 경제전반 통제)가 존재한다. 기업경영 제약으로는 경영 여건 악
화(경영 리스크 증대, 글로벌 경쟁력 취약), 국제정세에 따른 국유기업 경영
여건 악화(일대일로 참여국들의 낮은 신용, COVID-19 여파, 미중패권전쟁

여파), 문화적 제약(관시에 따른 경영의 비효율성 등)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약) 국유기업 기능과 책임의 모호성(부애주의 등 국유기업의 기능과 책임성
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시장진입 규제(경영 분야 업무를 개
방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시장경쟁 상황 취약), 정부보조금 문제(불공정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국유기업 보조금은 민영기업 대비 4배, 외자기업 대비
3배를 받는 특혜)가 존재한다. ⅲ) (행위적 제약) 경영 자율성 취약(방권양리,
정기분리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대리 소유자인 경영진의 경영 자율성
취약), 국유기업의 지대추구행위(국유기업의 정치 지대추구는 많은 경우, 상
급 관원과 국유기업 임원 간에 일어남), 국유기업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자신
들이 선출한 기업대표와 함께 ‘내부 통제’에 참여하고, 경영자와 결탁하여 국
익을 침해하고, 사익을 위한 기업 업무 관여)가 존재한다. 둘째, 민영기업 관련
ⅰ) (거시적 맥락) 정치적 제약으론 정치경제체제(정부는 경영환경을 조성하
고, 체제 기제 우위를 발휘하지만, 시장 주체로서의 민영기업은 활력이 미흡),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민영기업은 주로 부부기업, 가족기업, 동업기업 등의 소
유구조 문제), 정부와 시장 간의 모호한 경계(정부의 역할 부재, 과도한 관여,
재량남용 등이 민영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민영경제 발전을 저해)이 작용한
다. 그리고 기업경영 제약(경영 여건 악화로 자금조달 문제, 과도한 채무 리스
크, 생산요소가격 상승, 국제정세에 따른 민영기업 경영 여건 악화) 및 문화
적 제약(민영경제에 대한 차별, 서비스 지향 결여)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
약) 소유권 제약(소유권 불명확성, 소유권 차별), 법적 제약(‘비공경제36조’
시행 15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민영기업에 대한 차별 존재), 시장진입규제
장벽(시장진입 때 국유기업은 ‘국민대우’, 외상투자기업은 ‘초국민대우’, 민영
기업은 ‘차국민대우’로 시장진입 제한이 큼), 사회책임보고제도 미흡(사회책
임정보 수요 미흡, 공개품질 격차, 관리감독 결여, 강제적인 공개)이 존재한
다. ⅲ) (행위적 제약) 지대추구와 부패(비국유기업은 정치적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 유리한 경영환경, 정책자원, 정부지원을 위해 부패연계 가능성 큼), 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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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투자 마인드(기업혁신 부족, 막연한 투자, 부동산 투자 위주), 민영기업
인의 법의식 미흡(법 준수 관념 미흡, 법치의 엄숙성, 권위성 상실), 민영기업
인의 혁신 마인드 부족(혁신의 관념·투자·질·동력 등이 모두 낮음)이 존재한다.
셋째, 외자기업 제약으로 ⅰ) (거시 맥락상) 중국 내 경영 여건 악화(운영비용
상승, 재무비용 상승, 기술우위 약화 등), 국제정세에 따른 외자기업 경영 여
건 악화(일대일로 참여 외상투자 기업들의 금융위험과 비용 증가, 미중패권전
쟁에 따른 고관세로 수출가격 경쟁력 상실 및 불공정한 대우, COVDI-19에 따
른 경영 악화), 문화적 제약(단순히 시장 점유율에 치중하고, 외자기업의 문화 선
도나 동기부여, 응집력 기능 결여)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약) 지적재산권
제도 보호 미흡(2020년 외상투자법 통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었지만
지재권 침해가 완화될 가능성은 불투명), 외자기업 관련 불리한 제도(여전히 분
야별 시장진입 규제, 외자기업 자체의 혁신 부족, 우대정책 점차 소멸), 자의
적인 법집행(선택적 법집행 및 외국기업에 대한 과도한 법집행 문제)이 존재한다.
ⅲ) (행위적 제약) 낮은 신뢰(외국 기업에 대한 불리한 여론 환경), 의사소통
문제(현지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소통 문제), 외자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예: 꽌시 부적응)이 존재한다.
7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혁 전망을 다뤘다. 첫째, 거시적 맥
락에서 중국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대일로, 미중패권전쟁, COVID-19
에 중점을 두어 다뤘다. ⅰ) 일대일로의 목적은 당초 경제적 이익추구였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그럴 가능성도 적었다. 일대일로는 시진
핑 정부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민영기업의 해외투자는 억제되는 반면, 중국
정부가 직접 해외투자를 한다는 점, 프로젝트 수행 기업들은 대부분 국유기업
인 점, 주요 투자품목은 강철, 철도, 토목건설과 에너지인 점이 모두 ‘국진민
퇴’의 경향과 일치하는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ⅱ) 중국 정부는 미중패권전
쟁으로 인한 자국 경제의 영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구체
적인 영향을 비공개하고 민심을 무마하는 내부 선전만 계속하고 있어서 그

영향을 전략적으로 분석·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단순한 대미 수출 감소
만으로는 중국에 큰 타격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미국의 기술 봉쇄
와 핵심부품 공급제한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중국내 기업들에게 자체 기술
개발과 글로벌 공급망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ⅲ) COVID-19 관련 양
회가 열리기 전에도 중국 정부는 COVID-19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경제 기
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인식하자, 우선 4천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지방 중소
은행들에 제공하여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의 금융채무 상환의 연기 및 이자 감
면을 실시하였다. 미중패권전쟁 및 COVID-19가 중국 경제에 끼치는 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다. 사실, 중국에서 대외무역이나 생산 복귀와 같은 이슈는 사회
주의체계라는 특성상 금융기관과 국유기업을 통하여 상당부분 통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주의체제가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기업보다는 개인들이
다. 그리고 기업 중에서도 소기업 같은 경우 그 수는 대단히 많은 반면, 정부
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
한, 개인사업 위주인 수많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규제 수단은 상대적으로 많
은 반면 직접적인 지원 수단은 여의치 않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취한 정
책수단은 수요나 판매와는 관계없이, 국유기업들의 공급업체가 생산 정상화
를 하게끔 유도하고 그 낙수효과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까지 이르도록 유
도한 것이다. 둘째, 제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 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관해,
ⅰ) (국유기업) 소유제개혁에서 재산권제도 개선 문제, 기업 경영혁신에선 현대
기업제도 구축 문제가 있다. 국유기업개혁의 과정은 국유기업 자주경영 모형
구축 단계(1978~1992),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
(1993~2012), 새로운 시대 국유기업 고품질 발전(2013~2019)으로 구분된
다. 국유기업개혁의 방향으로는 동태화, 혼합화, 간접화를 지향하고, 국유기
업개혁의 방안으로는 국가소유권개혁, 혼합소유제개혁, 국유기업분류개혁이
논의된다. ⅱ) (민영기업) 혁신의 취지는 과학적인 정책결정과 효과적인 집행
을 통하여 대리인 통제비용을 낮추고, 기업성과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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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성장 능력을 발전키는 것이다. 민영경제의 공급측 구조개혁 촉진,
고품질 발전 촉진, 현대화 경제체제 구축 등에서 민영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 민영기업의 혁신 방안으로 정부가 법에 따라 정부권력을 행사해 민영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자유, 평등경쟁, 신용질서, 고효율 경제 여건 등을 조
성한다. ⅲ) (외자기업)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국유기업, 산업협회,
싱크탱크, 미디어가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무역정책 및 외재적 경제 관계에 영
향을 미친다. 중국 경제발전에서 외자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여 고품질 발
전을 촉진하고, 현대화 건설 추진에서 고도로 활용된다. 외자기업 혁신 방안
으로는 외자기업 관련 제도혁신, 외자투자촉진정책, 외자기업의 COVID-19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셋째, 행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 개혁의 방향과 방안
에서는 서면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문제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ⅰ) 중국 정부
와 기업 간의 관계 유형화 부합 정도에 따라 정부와 국유기업은 ‘수족관계’로,
정부와 기업은 ‘권위관계형’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관리형’이, ‘기업
정치행위설’이 각각 가장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한다. ⅱ) 중국 기업 거버
넌스에서 핵심 행위자로는 당과 기업, 지방정부와 기업, 중앙정부와 기업, 기업
내부 거버넌스 순으로 인식한다. 또한, 관계의 중요도를 평균으로 본다면, 지
방정부와 기업, 당과 기업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ⅲ) 당정과 민영
기업의 亲과 清 관계와 관련하여 당정이 민영기업을 통제·감독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반면, 민영기업의 경우, 해당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목적은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자원(보
조금, 직접적 금융지원, 세제지원, 프로젝트의 인허가, 사전정보 입수 등)을
얻는데 있다. ⅳ) 중국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전략은 주로 로비, 정치연계, 이익
연결,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활용한다.
8장에선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함의 및 우
리나라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얻은 국정운영의 함의
를 거시적 맥락, 제도적 수준, 행위적 수준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ⅰ) 거

시적 맥락에서의 함의로, 국유기업개혁은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개혁의 성과
와 안정적인 사회발전과 관련된다. 민영기업의 경우, 상공인의 1세대, 2세대
및 3세대 모두 중국 인민 전체와 어울릴 수 있게 하고, 중국 중산층의 일부가
되어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케 하는 것이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1만
달러 시대를 연 중국의 내수시장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외국 기업은 이제
편견보다는 기회의 눈으로 보되 중국시장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ⅱ) 제도적 수준에서의 함의로, 중국의 국유기업개혁은 국가와 기업 간 권력
관계의 근본적인 제약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유기업의 ‘양권분리(两权分离)’
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민영기업은 개혁개방의 산물이고 국유기업은 계획경
제체제의 유산이다. 민영경제는 국유기업 개혁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중국
이 추진하고 있는 혼합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체제개혁에 기여하였지만 여전
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외국 기업인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법규 보완,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공정한 경쟁, 재산권 보호 강화, 기업
의 위법행위 방지 등이 필요하다. ⅲ) 행위적 수준에서의 함의로, 국유기업의
본질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며, 이는 중립적인 감독기관과 중개자 및
인프라의 관리자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시장경쟁에 참여한다는 것
이다. 민영기업의 발전 추세는 곧 지주회사 및 집약화이며, 가부장적 관리 모
형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선진적인 관리제도를 벤치마
킹 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기업 핵심가치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혁신 마인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우
리나라의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연구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ⅰ) 당정국가체제에서 중국 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할 경우, 중국공산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대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외자기업이든, 현지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소규모의 민영기업이든,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입하고
중국의 기업과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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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 설치된 당조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이
해가 필요하며, 그에 부합하는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ⅱ) 중국 국진민퇴 추세
는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는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이 동시에 존재
한다. 위기요인은 중국 경제의 침체, 그리고 대중경제협력을 제한하는 미국의
움직임으로서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회 요인으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하이테크 제품 중 상당 비중이 우리나라와 같은 비서방
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중국의 내수경제에 대한 투자와 내수확
대가 예상되면서 우리의 잠재적 판매시장도 함께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ⅲ)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사업을 할 경우, 가장 큰 장애로는 중국 법령과 규
제의 문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업스파이, 불공정 게임, 기업보조금의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가로막고 있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 선제적ㆍ객관적
분석과 적실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ⅳ) 중국의 정
부-기업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대내외 환경 요인은
크게 일대일로전략, 미중패권전쟁, COVID-19, 내순환경제전략, ICT의 파괴
적 기술혁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환경 요인별 중국 기업의 전망과 한
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부나 연구기관 등은 지능형 인프라
(ICBMA, 5G, Blockchain 등)를 적극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과
예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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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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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4월 IMF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그림
1-1>에서 갈색)은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연평균 9.1%(1992.3~2020.3)
라는 고도성장을 이어오다가 최근 미중무역전쟁, COVID-19 등의 여파
로 1.2%까지 급락하고 있다.

그림 1-1

중국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출처: IMF DataMapper(2020.4)

중국은 2020년 초 GDP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IMF 자료에 따르면, GDP 순위는 1위 미국 $223,217억, 2위
중국 $152,699억, 3위 일본 $54,130억, 12위 한국 $16,265억이다. 문
화대혁명이란 회오리 과정에서 도탄에 빠졌던 중국 경제가 어떻게 이러
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었을까? 그 배경은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겠지
만, 정부 주도의 생산요소의 집중투자와 2001년 WTO 가입을 통한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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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등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경제성장의 가속도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989년 Williamson이 제시한 재정균형, 무역 자유화, 조세개혁 등 신
자유주의와 맥을 같이하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에 대비해서, 2004년 Ramo는 각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시장 기능을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발전 모형인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
를 제시하면서, 정책·제도·기술 등의 혁신을 통해 고도성장 및 경제발전
을 달성한다는 주장을 하였다.1)
이러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어느덧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
계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서구의 기업은 시장 기제에 따른 경영 자
율성을 토대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면, 사회주의체제인 중국
의 경우는 정부의 역할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
에 우리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 간
의 역할과 기능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관계
가 형성·변화·유지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끈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聂辉华(2020: 44-5)가 주장하듯, 전환경제체제에서든 발전도상국 또

는 지역에서든, 정부와 기업 관계가 핵심 이슈의 하나이다. 첫째, 경제전
환의 과정은 곧 정부와 기업 관계를 재구축하는 과정이다. 계획경제 시대
에서, 기업은 실제로 정부의 일부여서 기업이 생산과 경영 문제를 해결하

1)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2010.3.30). Retrieved from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
View.do?click_yymm=201512&cidx=1719(검색일, 20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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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반드시 ‘시장(市长)을 찾아야’만 했다. 반면, 성숙된 시장경제 시대
에서, 기업은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는 시장 주체로, 생산과 경영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市场)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계획경제에서 시
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시장경제체제는 취약하여 정부는 필연적으로
경제에 깊게 관여하고, 심지어 많은 경우 경제의 ‘발동기’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을 찾으면서도’ ‘시장을 찾아야 한다.’ 기업은 반드시
기업과 정부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둘째, 원활한 정부와 기업
관계는 발전도상국 또는 지역 발전에서 중요한 역량이다. 일본, 한국, 싱
가포르, 홍콩, 타이완을 보듯, 정부는 경제 이륙 단계에서 종종 경제발전
의 리더 역할을 하고, 이후 점차 약화된다.2) 셋째, 정부와 기업 관계를
이해해야만 ‘중국의 기적’을 설명할 수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실시에서
2016년까지, 중국의 GDP 연평균 성장율은 9.66%에 이르렀고, 같은 시기
영국, 미국, 독일과 일본의 GDP 연평균 성장율은 각각 2.26%, 2.69%,
1.82%와 2.14%였다.3) 국제 기준으로 보아,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도상
국과 전환국가인 중국이 재산권, 법률과 금융 등에서 제도의 품질이 여전
히 높지 않은 여건인데(Allen et al., 2005), 중국 경제는 어떻게 40년 가
까이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곧 ‘중국 수수께끼’(China
puzzle)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시장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양자 관계를 제
대로 이해하려면 첫째, 정부와 시장 그리고 양자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 일본을 사례로 들면,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중기에 ‘일본 기적’은 성공적인 산업정책의 덕이었다. 산업정
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 통상성은 오랜 기간에 적합한 정부와 기업 관계를 형성했고, 이러한 관계는 정
부가 진정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견지하게 하며, 기업계의 경쟁과 사유제도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halmers, 1982; 聂辉华, 2020: 44에서 재인용).
3) World Bank. Retrieved from http://data.worldbank.org. 聂辉华(2020: 4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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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부와 시장 각각의 역할을 파악하고, 셋째, 정부와 시장은 서로 괴
리된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 규칙, 감독과 관리 등 유기적인 관계에서 접
근할 필요가 있다(袁恩桢·刘柯杰, 2019: 6).
중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이어간 배경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측면이다. 중국
정부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의 생산력을 조정하고 발전
을 견인하고, 통제력, 영향력, 경쟁력, 혁신력, 위기대응력을 높이려는 개
입을 해오고 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내외 민영기업에 대한 개
입을 최소화하려 하지만, 중국은 민영기업이나 외자기업 등에도 통제력
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성장에서 기업(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
기업 등)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2018년 말
통계 기준으로 중국의 민영경제의 기여는 세수의 50% 이상, GDP의
60%, 고용의 80%에 이른다. 중국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중국인의 타고난
상업적 마인드가 작용하여 ‘made in China’에서 ‘created in China’로
발전하는 측면도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국유기업 주도의 국가자본주의가 강화되
는 국진민퇴의 흐름, 전망이 불투명한 일대일로 추진, 무역전쟁을 넘어서
더욱 격화되는 미중패권전쟁, COVID-19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중
국은 더욱 불리한 경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제정치적으로도 숱한
난제에 부닥치고 있다.
중국은 미중무역전쟁과 COVID-19 등으로 경제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대외무역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에도 경제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정
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王铁山·张青(2020: 24-25)은 COVID-19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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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ⅰ) 기업의 기본 생존에 대한 도전, ⅱ)
대외무역 압력 가중(상품거래 장애, 서비스 무역 대폭 하락 등), ⅲ) 도태
될 기업과 기회를 잡을 기업으로 생사 갈림길에 직면한다고 제기한다.
결국, 미중패권전쟁과 COVID-19 등으로 중국 경제가 가파른 성장 둔
화로 경착륙에 빠지는 현상이 커지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기업부채와 지방부채 등 부채 리스크가 관건이다. 2019년 1분
기에 중국의 기업, 가계, 정부가 진 총 부채는 GDP의 303%(40조 달러)
를 넘고 있다.
그렇다면, 미중패권전쟁, COVID-19 등의 위기가 중국 경제에 일시적
인 충격만을 주어 위기극복 후에는 기존의 성장경로를 회복할 것인지?
혹은 이러한 위기 등이 새로운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으로 작
용하여 향후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낳을 수 있는 구조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10여년 전만해도 향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이의를 제기하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다수
경제 추정치가 조만간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가? 국제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듯이, 예측
하기도 어렵고 또한 냉혹한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시대적 맥락에서 우리는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 그리고 경
제 경착륙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가능성이 높은 현시점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중국
정부(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와 기업(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
간의 관계(역할, 관리, 감독, 제약, 개혁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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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는 중국 국정운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한 차원이
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심도 있는 이론적·실
증적·인식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생존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가는 과거-현재-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높인 숙명적인 난제이다. 이 연구가 이러한 난제에 대응할 수 있고,
대중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

2. 연구의 목적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항상 주목할
수밖에 없다. 14억여 인구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이 다양하고 복
잡한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 미중무역전쟁, COVID-19 등 난제로 둘러싸인
중국 내외 환경에서 중국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와 기업(국유기업, 민영
기업, 외자기업 등) 간의 관계(이론, 역할, 관리, 감독, 제도와 정책, 제약,
개혁 등)를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 및 분야별 정책대응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제고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이론, 실태,
기업 거버넌스, 제도와 정책, 제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개혁의 방향과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한다.
중국의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공공부문(정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기업, 관련 전문가 등)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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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주목될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대한 이해는 대중국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대중국 통상산업정책 등의 적실성과 타당성을 갖는
전략수립에서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전략수립에도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민간교류 등에서도 상호 내실 있는 교류협력의
가치, 수단, 내용, 목표 등에서 전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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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국정운영의 차원을 크게 국가와 사회, 국가기구인 입법-사법-행정, 중
앙과 지방, 정부와 기업, 국가관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중 국가
기구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서 행정부에 초점을 둘 경우, 중앙과 지
방, 정부와 기업이 중요한 차원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국정운영의 여러 차원 중에서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4)와 기업(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 관계(역할, 관리, 감독,
제도와 정책, 제약, 개혁 등)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다. 물론, 연구의 분석
이나 설명에 따라서는 당, 사회조직 등도 해당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기업의 운영, 성과,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와 기업 관계 틀
에 초점을 둔다. 정부와 기업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어느 국가이든 재
정·예산이란 자원을 동원하여 국정운영이나 정부운영이 작동되며, 이는
바로 기업 또는 기업과 정부라는 기제를 통해서 세원이 확보되고, 이 확
보된 재원을 통해서 재정예산이 형성된다는 측면이다. 특히, 당국가체제
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중국에서 정부와 기업 관계는
정권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성장, 분배 등을 가능케 하는
재원 형성은, 특히 중국에서 정부와 기업 관계에서 비롯된다.
중국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중국 국정운영에서
직면한 정책문제나 더 나아가 난제(wicked issues)가 무엇이고, 중국의
행정수요나 정부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국정
4) 서구에서 통상 ‘중앙-지방’ 관계라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또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특히,
프랑스)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지방’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며, 단지 ‘지방’
이라 하면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의미한다(김윤권 외, 201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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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정부운영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충족하는지에 대한 국정운
영의 접근, 방향, 방안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대상 및 내용, 연구의 방법과 분석틀, 그리고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론적 검토를 한다. 1절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국문, 중문, 영문, 일문의 선행연구를, 2절에서
는 국정운영의 의미와 차원, 정부와 기업 관계의 주요 논점,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해를, 3절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을 사회주의체제
에서의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 중국 기업
의 이해를 다룬다.
3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실태분석을 한다. 1절에서는 국퇴민진
혹은 국진민퇴 변화의 맥락 분석, 중국 기업 현황 분석,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인식분석을 수행한다. 국진민퇴 또는 국퇴민진을 다루는 이유는 중
국 기업(국유, 민영, 외자 등)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기업 간의 부침을 파
악할 수 있고, 정부와 기업 관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절
에서는 중국 기업의 현황을, 3절에서는 중국 기업, 구성원, 정부 정책 등
에 관한 기존 서베이를 소개하면서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심층 맥락을
파악하기로 한다.
4장에서는 중국 국정운영에서 기업 거버넌스의 행위자 관계를 분석한다.
1절에서는 중국의 기업 거버넌스 및 그 특수성인 정치연계를 분석한다.
2절에서는 당과 기업 관계(역대 정권별 관계, 당과 국유기업 실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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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당과 기업)를 분석한다. 3절에서는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
계를 분석한다. 그 이유는 정부와 기업 관계에서 핵심 행위자들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분석한다. 1절에서
는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2절에서는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3절에서는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
한 제도와 정책을 분석한다. 제도와 정책을 다루는 목적은 정부와 기업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 내용, 기제 등으로 이뤄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약을 분석한다. 1절에서는 국유
기업 관련 제약을 거시적 맥락, 제도적 맥락, 행위적 맥락에서 다룬다. 2절
에서는 민영기업 관련 제약을 거시적 맥락, 제도적 맥락, 행위적 맥락에서
다룬다. 3절에서는 외자기업 관련 제약을 거시적 맥락, 제도적 맥락, 행
위적 맥락에서 다룬다. 중국 기업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한계, 장
애, 역기능 등을 파악함으로써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주요 쟁점을 파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혁을 전망한다. 1절에서는 거시적
맥락에서 일대일로, 미중패권전쟁, COVID-19에 초점을 두어 중국 기업
의 혁신 방향을, 2절에서는 제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의 혁신 방향과 방
안을, 3절에서는 행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의 발전 방향과 방안을 다룬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비즈니스와 대중국 전략 등의 방향과 방
안 수립에 일조하기 위함이다.
8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함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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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첫째,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문헌연구를 분석한다. 중국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적실성 있는 관련 자료 및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헌연구이며, 관련 문헌을 심
도 있게 분석하여 내용을 파악하거나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정
부와 기업 관련된 선행연구를 국문, 중문, 영문, 일문 문헌으로 검토·분
석한다. 국가별로 다루는 이유는 해당 국가에서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해
주로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 사례, 법령 등(법률, 조례, 결정, 통지, 의견, 지침 등),
정책 관련 문건, 서적 등 문헌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학술적 분석을 수
행한다.
둘째, 중국 정부와 기업에 관한 적실성과 특수성5)을 반영하는 시각에서
접근한다. 중국 정부와 기업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학문의 특수성과 보편성, 즉 사회주의 중국의 고유한 제도적 맥락과 사회
과학의 보편적·이론적 논의를 상호 교차적 시각(김윤권 외, 2012: 23)에
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단한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논거를 뒷받침한다. 사실, 중국 연구
에서 어려운 점의 하나는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5) 특수성과 보편성 시각에서 접근한다. 이러한 특수성과 보편성은 발견의 맥락(context of discovery)과 타당
성의 맥락(context of validation)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발견의 맥락(context of discovery)이란, 경
험적 탐구의 영역으로 사회과학의 실질적 내용에 관한 문제이며, 타당성의 맥락(context of validity)이란,
방법론 또는 과학적 탐구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따져보는 측면이다(Rudner, 1966: 5-7; 김윤권 외, 2004: 4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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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한계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각종 문헌이나 웹자료
등에서 각종 통계치를 확보하고, 특히 실태분석에선 간단한 기술통계 자
료를 활용하여 설명 논거를 뒷받침한다.
넷째, 중국 연구자들과 협업적6) 연구를 수행한다. 협업적 연구는 ⅰ)
연구내용의 타당성 제고, 즉 중국의 정부와 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나 정보를 중국학자들이 집필함으로써 연구
내용의 타당성(validity)을 보다 제고할 수 있다. ⅱ) 공동연구를 통해 중
국 맥락의 특수성(speciality)을 파악할 수 있고 서구나 우리나라 등의 정
부와 기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보편성(universality)을 제고할 수 있어서
적실성(relevance) 있는 정책제언을 가능케 한다.
다섯째, 서면심층인터뷰를 수행한다. 본 연구는 당초 중국 현지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추진하여 적실성과 현실성을 갖는 자료나
정보를 파악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COVID-19로 인해 부득이하
게 국내 중국 경제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핵심 쟁점에 관해 서면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서면인터뷰는 2020년 9월 4일부터 2주간 국내 중
국 관련 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라는 취
지로 크게 6가지 주제(중국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유형 적합도, 기업 거
버넌스, 국진민퇴 전망, 정부와 민영기업의 전략, 정부와 외자기업 간의
제약, 글로벌 핵심 환경에 따른 중국 정부와 기업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
에 관해 질문을 얻어서 반영하였다.

6) 협업적 연구를 통해서 첫째, 보편성과 특수성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한 연구에서
특수성만을 연구한다면 일반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중국 정부와 기업에 관한 자료 접근
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을 연구할 경우에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를 보완하고 보다 적실성과 타당성
을 가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 현지에서 중국학자 및 공직자와 인터뷰를 통하여 문헌연구나
자료 접근의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다(김윤권 외, 201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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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접근 틀
중국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와 관련된 분야7), 이론, 실증적·인식적 실
태, 국정운영, 제약, 전망(방향과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통하
는 이론 혹은 접근법이 요구된다. 당국가체제인 중국에서 정부와 기업 관
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치경제 연구에서 취한 이론이나 접근법
들을 검토8)할 필요가 있다.
중국 연구를 위한 이론이나 접근법들 중에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역
사적 제도주의9)의 시각을 적용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를 적용한 논거로는
연구 내용의 속성상 원인과 결과라는 명료한 인관관계를 설명하기보다는
중국의 정부와 기업에 관한 역사적 맥락, 권력 불균형 관계, 경로의존성,
제도적 제약, 관련된 다양한 제도 및 행위(자) 간의 연계성(김윤권, 2005:
305)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정부와 기업 관계는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등 여러 학과와 관련된 복잡한 이론이며, 실제이
며, 정책이며,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관련 순수 경제이론이나 경영관리 혹은 산업정책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한 차원인 정부와 기업의 관계와 관련된 거시, 중범위, 미시 수준에서 입체적으로 접
근한다.
8) 중국정치를 연구할 경우에 사용하는 연구 접근방법의 변화과정을 보면, 1950년대의 전체주의 모형이 주류
였고, 문혁기는 다원주의모형 특히 이익집단이론을 중국에 적용한 파벌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문혁후
1970년대는 엘리트연구가 중심이었으며, 1980년대 이후는 정책모형 혹은 구조적·제도적 접근법이 중심이
었다. 특히, 정치학에서 국가주의 이론 및 제도적 접근법에 대한 재강조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엘
리트 연구보다 개혁개방 시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정책의 제도적 맥락 즉 정책입안, 정책결정, 그리고 시행의
구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는 관료적 구조주의, 구조적 제
도주의, 분절된 권위주의 모형, 역사적 구조주의 등으로 불리는 신제도주의 접근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중국 정치구조의 최상부에는 권력이 개인화되어 있고 지도자들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주요 결정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하나 권력 최상부의 아래 단위 특히 국무원의 다양한 정책은 주로 공식적 관료
조직간 관계나 제도적 맥락을 통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정재호, 2000: 42-60).
9) 역사제도주의 연구 패러다임, 비교제도주의 연구 패러다임 및 합리선택 제도주의 연구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중국 성급 정부 권력 공간배치의 역사변화, 세계 각국 성급 정부 권력 공간배치 체계의 비교연구 및 중국 성
급 정부 권력 공간배치 체계의 실현 상황에 대하여 관련 분석을 하였다(赵国钦, 2016: 195). 서상민(2019:
61)은 중국의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기구변화와 정책행위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중국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행위자를 분석하는 하나의 분석 틀로써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활용하여 제도를 정의하고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고 변화가 시작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김윤권 외, 2019: 3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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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접근 틀로서는 Mahoney &
Snyder를 들 수 있다. Mahoney & Snyder는 제도(공식적인 조직·규칙·
절차, 정당체제, 군부조직, 관료제, 헌법·법령 등) 수준을 중심으로, 위로
는 구조(또는 맥락)(세계체제, 국가체제, 경제발전, 문화유형, 정치·사회·
경제적 위치 등), 아래로는 행위(집단의 상호작용, 리더십 등)로 분석 수
준을 계층화하고 있다(김윤권, 2005: 312).
중국의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적실
성과 타당성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림 1-2>와 같은 접근 틀로 구성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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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본 연구의 접근 틀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론적 검토
∙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선행연구
∙ 국정운영 및 정부와 기업 관계 이해
∙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실태 분석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행위자 관계 분석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 국진민퇴 변화의 맥락 분석
∙ 중국 기업의 현황 분석
∙ 중국 정부와 기업 인식 분석

∙ 중국의 기업 거버넌스 분석
∙ 당과 기업 관계
∙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

∙ 국유기업 관련 제도와 정책
∙ 민영기업 관련 제도와 정책
∙ 외자기업 관련 제도와 정책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약 분석
∙ 국유기업 관련 제약 분석
∙ 민영기업 관련 제약 분석
∙ 외자기업 관련 제약 분석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혁 전망
∙ 거시적 맥락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 제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 행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 연구결과 요약
∙ 본 연구의 함의
∙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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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저성장 시대의 뉴노멀 시대(New Normal)를 넘어서서 미중패권전쟁,
글로벌 팬데믹인 COVID-19 등의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시대(Next
Normal)10)에는 이제 어느 정부도 단독으로 글로벌 난제(global wicked
issues), 정책문제(policy problems), 행정수요(public administration
needs), 정부서비스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이다.
국정운영 관점에서 중국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연구함으로 14억여
인구와 경제 활동에서 쏟아내는 이해상충적인 행정수요와 이와 관련된
수많은 정책문제나 난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는 중국의 국정운영과 정부운영에서 핵심 중
의 하나이다. 체제유지를 위해서이든, 중국 인민의 생활수준을 위해서이
든,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이든 재정예산의 원천인 세원, 이를
창출하는 기업,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는 것은 중국의 국정운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인식론적 접근과 제도

10) “어떤 조직은 단기 생존이 유일한 핵심 의제이다. 또한, 어떤 조직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투시하고, 위기
과정에서 어떻게 미션을 재설정하고, 어떻게 다시 일상화로 돌아갈 것인가에 주목한다. 그러나 문제는 다
음 일상화(Next Normal)가 어떤 모습인지? 비록,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COVID-19
는 분명 현재의 일상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Sneader & Singhal, 2020: 2). COVID-19 이후에 대한
용어로 post COVID-19, After COVID-19, Beyond COVID-19 등이 사용되지만, McKinsey &
Company에서 2020년에 Next Normal이 언급된 이후, 이 용어가 점차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저성장 시대
의 아이콘인 New Normal 시대를 넘어서 지구촌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사회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 저
성장과 고용불안, 기후변화, 위기재난 등의 난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 선찰(foresight)과
대응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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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책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업(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의 전
망을 통해서 중국의 동태적인 국정운영의 실체와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과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는 대중국 비즈
니스 활동에서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본 연구가 일조하길
기대한다.
초강대국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숙명적인 숱한 난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
하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는 대한
민국의 생존과 번영과 직결된다. 특히, 중국과의 비즈니스는 단순히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와 연계된다.
본 연구는 재정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대중국 정책을 수립·집행
하는 외교부와 관련 기관들, 우리나라 중앙-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정
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외 중국과 교류협력
을 수행하는 각 부·처·청·위원회,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부문(대중국 관련
기업, 관련 전문가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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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선행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로 본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
서 그동안 이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literature review)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11) 왜냐하면, 선행연구를 통해 그동안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로 어떠한 주제와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정보는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연구 주제나 내용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고, 중국의 국정운영에 대한 이
해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오
고 있다.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해 수행된 연구를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연구 주제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하면 <표 2-1>과 같다.

11) 선행연구는 연대, 주제, 대상, 방법 등을 준거로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
한 선행연구를 국문, 중문, 영문, 일문 문헌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문헌 유형에 따른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논거로 첫째, 학문적으로 중국 연구는 비교연구 분야에 해당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거시(macro) 및 중범위(meso) 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둘째, 한국, 중국, 서구, 일본 각각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주된 관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와 기업 관련 연구를 연구 주제별로, 연구 대상별로, 연구 방법별로, 연구 쟁점별로, 연구 시사점별로
접근한다면, 연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를 한국, 중국, 서구, 일본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 이슈와 그 흐름이 어떠한지를 발견하
는 수준과 범위에서 접근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서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제도와 정책이 중국의 정
치나 경제의 시대적 맥락 등에 좌우되면서 변한다는 의미를 찾도록 한다. 또한, 연도순으로 검토한다면, 해
당 시기에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배경, 의도, 쟁점, 발전, 한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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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국문 선행연구 정리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서석흥
(1997)

(제목) 중국의 국유, 집체, 사영기업의 경영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연구 목적) 중국기업의 구조와 성격을 파악 위해 국유, 집체, 사영기업의 경영 특성 분석
(주요 내용) 개혁 이후 기업 소유제 구성의 변화, 국유기업의 개혁과 경영 특성, 농촌 집체기업의 발전과
경영 특성, 사영기업의 발전과 경영 특성, 각 기업의 경영 특성의 비교

류세희·
형혁규
(1999)

(제목) 국제환경 변화와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국유기업개혁에 있어서 국제 환경적 요인과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 중국 국유기업개혁의 전망을 국제 환경적 요인과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
(주요 내용) 탈냉전의 도래와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 WTO체제의 출범과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 중국의
국제환경 인식 변화, 중국 국유기업개혁의 전개과정, 국제환경 변화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박장재
(2000)

(제목) 정부와 시장 관계에 대한 중국의 선택과 조정
(연구 목적) 정부 혹은 시장의 선택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명하고 정부와 시장 관계의 선택이라는 분석을
위해서 중국 정부와 시장에 대한 초기 선택과 개혁기 대한 조정 검토
(주요 내용) 정부와 시장(정부와 시장의 정의 및 관계의 선택), 개혁 전 중국에서의 정부와 시장(전통 계획경
제체제의 성립, 만능정부), 계획과 시장 관계의 조정, 정부와 기업 관계의 조정, 사회주의 시장체제에서
정부와 시장

이상욱
(2003)

(제목)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정부와 기업 관계: 중국 상장기업과 정부 간 제도 결합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연구 목적) 시장사회주의와 관련된 논쟁중인 요점을 중심으로 이론의 발전과정과 논쟁의 전개 상황을
고찰함
(주요 내용) 서구의 시장사회주의 이론의 전개과정 분석, 중국에서 논의된 시장사회주의 이론 모델,
지령성-지도성-시장조절 모델의 제도변천의 조건과 특징

정환우
(2003)

(제목) 정부-기업 관계의 변화와 지속: 90년대 후반 소남지역 향진기업 개혁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 소남(苏南)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개혁과 정부-기업 관계를 살펴봄
(주요 내용) 소유제, 시장경쟁, 관료의 이해관계, 지방정부(관료) 중심적 정부-기업과계와 위기, 기업개혁의
실시, 정부와 기업 관계의 변화: 주식제 기업, 민영화 기업

박현정
(2006)

(제목) 외자기업 영향력 확대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정책전망
(연구 목적) 중국경제 발전에 있어서 외자기업의 비중 확대에 대한 중국정부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검토
(주요 내용) 외자기업의 비중 확대와 중국정부의 고민, 중국정부의 정책 대응 전망, 향후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은 외자의 질적 이용 강화, 외자기업에 대한 조세정책 강화,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육성, 기업의 사회책임(CSR) 강화

유일선
(2008)

(제목)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의 부패 현상 분석
(연구 목적)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사회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치가와 경제적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경영
자가 각자 목표를 추구할 때 기업 경영권 배분 문제와 관련하여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제 모형을
통해서 제시
(주요 내용) 국유기업도 비국유기업처럼 경제적 효율성에 전념하여 국유기업이 담당한 사회안정 역할을
분리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경영자에게 명확히 이전. 정부는 완전한 시장제도 창출자로서 기업경영에
대한 외부감시자 역할 필요

이홍규
(2010)

(제목) 중국 국유기업 지배구조의 역사적 형성: 경로와 동학
(연구 목적) 중국의 국유기업 지배구조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적 맥락을 탐구
(주요 내용) 관료지배 하의 단위 모델이라는 국유기업 지배구조의 특징이 단순히 사회주의적 성격을 반영
해 온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형성된 중국의 근대화 시기 중국의 국가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
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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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이홍규
(2013)

(제목) 민영화가 대세인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방향과 시사점
(연구 목적) 국유기업 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국유기업 민영화 여부를 전망하고 시사점 도출
(주요 내용)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 흐름, 국유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국유기업 민영화 문제는
오래된 논란, 민영화는 중국 내 좌우 논쟁의 최대 쟁점), 최근 국유기업 개혁 정책과 시사점(개혁 의지
강조, 국유기업을 공익성 국유기업과 경쟁성 국유기업으로 분리, 향후 국유기업 지배구조의 개선과
국가에 대한 배당금 확대)

여유경
(2014)

(제목) 중국 경제개혁 심화에 내재된 제도적 제약: 영도소조, 혼합소유제, 정치화된 기업지배구조
(연구 목적) 심화개혁 영도소조가 개혁의 설계와 집행, 서로 상충하는 이익을 조율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떠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경제개혁에 초점
(주요 내용) 3중전회의 중요성과 핵심과제, 강력한 영도소조의 등장, 공유제와 혼합소유제 사이, 정치화된
기업지배구조

진빈·권남훈
(2016)

(제목)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 요인 및 민영화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적) 기존의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혁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주요 내용) 국유기업의 개념 및 유형, 국유기업 경영 현황 추이,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 동기, 민영화의
성과

이상빈·
이상윤
(2017)

(제목) 중국의 당정체제와 국유기업: 정치적 지배논리와 공공선택의 한계
(연구 목적) 당정체계를 중심으로 한 중국정부와 국유기업 간의 관계를 이중적 지배구조로 설명
(주요 내용) 당정체제와 국유기업, 정부행위와 공공선택, 국유기업의 경쟁력 개선, 구조조정 이후 국유기
업제도 개혁의 한계와 문제점

김재관
(2018)

(제목) 뉴노멀 시대 중국 국유기업개혁과 지방정부의 대응: 기업 거버넌스와 자산관리 개혁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 뉴노멀 시대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정치적 함의
(주요 내용) 뉴노멀 이전 시기 국유기업 정책, 뉴노멀 시기 중국의 국유기업 정책, 지방정부의 국유기업개혁
(시장화 진전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 국유기업 개혁과 이익추구형 지방정부의 역할, 선전시의
선구적 국유기업 개혁 추진의 시사점)

이한나·
김홍원
(2019)

(제목) 2019년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연구 목적) 외국인투자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여 투자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조항
(주요 내용) 광업, 제조업, 수상운수, 통신, 문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외국인 투자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개방이 확대되고 새롭게 추가된 규제 및 제한 조치는 없음. 기존 조항을 폐지하여 개방 범위를 확대되어
긍정적이지만, 인허가 관련 투명성 확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우리나라에서 중국 연구 전반에 걸쳐 가장 활발한 분야 중의 하나가
중국 기업, 특히 국유기업과 관련된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파
악할 수 있다.12)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연구를 연도별로 본다면, 2000년
전후에는 국유기업개혁, 국내외 개혁 환경, 외자도입 정책, 사회주의 시

5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장경제에서 정부와 기업 관계(선택과 조정, 제도 및 성과), 국유기업개혁
과정에서 부패 등이 연구되었다.
2010년부터는 국유기업 지배구조, 민영화, 개혁과정에서의 제도제약,
당정체제와 국유기업 관계, 사회적 책임, 뉴노멀 시대 기업 거버넌스 개
혁, 기업에 대한 정부감독,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한국에의 영향 등이 눈에 띤다.
다만,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중국 기업 관련 특정 주제와 내용에 초점을
두어서 거시 – 중범위 - 미시 수준, 즉 거시적 맥락, 제도, 행위 차원에서
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연계로 접근한 경우는 적음을 파악할 수 있다.

2.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중국학자들이 중국 정부와 기업에 관한 연구 역시 상당수에 이른다.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연구를 접근 가능한 문헌을 기준으로 검토한다면,
국유기업 관련 연구가 압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3) 이 중에서 본 연
구에 유의미한 중국 정부와 기업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12) 각종 검색 사이트에서 필자가 확보한 중국 기업 관련 논문은 530여 편에 이른다. 이 중에서 절대 다수가 중
국 국유기업에 관한 내용(특히, 국유기업 개혁)임을 파악할 수 있다.
13) 중국 中国知网(www.cnki.net)에서 관련 핵심어를 입력한 결과 ‘정부와 기업’은 64건, ‘정부와 기업 관계’는
490건, ‘국유기업’은 30,708건, ‘국유기업개혁’은 18,769건, ‘개체기업’은 89건, ‘민영기업’은 18,976건,
‘외자기업’은 3,513건, ‘외상투자기업’은 13,738건 등으로 검색되었다(2020.6.1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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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정리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赵东萦·
乔均
(2000)

(제목) 政府与企业关系研究
(연구 목적) 사회제도와 역사단계,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정부와 기업 관계 연구
(주요 내용) 시장 연결, 제도 구속, 정보전달, 공공재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연결되며, 이것이 정부와
기업 관계를 형성

王亮·
赵定涛
(2006)

(제목) 企业-政府互动依赖关系与企业政治行为
(연구 목적) 현대 상업체계에서 기업의 경쟁 환경과 정부규제, 공공정책 사이에 실질적인 의존관계 존재
(주요 내용) 기업정치행위의 연구 관점(이익집단이론, 계급이론, 공공선택이론, 조직이론, 기업-정치전략
이론), 기업정치행위의 규범적 연구 강화, 합리적인 기업정치행위 실적 측정

唐若兰·
刘文杰
(2008)

(제목) 中国政府与企业关系改革30年历程及其启示
(연구 목적) 중국 개혁 30년 이래의 정부와 기업 관계를 회고하고 정부와 기업 관계 개혁의 경험을 체계적으
로 총괄하고, 초보적인 이념적인 사고를 제기
(주요 내용) 경제개혁을 시작하고 국유기업 경영관리 메커니즘 탐색(1997.10~1992.9), 사회주의 시장경
제체제 구축, 현대기업제도 추진(1992.10~2002.10), 국유기업 자산관리체제를 보완하고 국유기업과
국유자산관리 최적화(2002.10~)

张汉
(2014)

(제목) 地方发展型政府” 抑或 “地方企业家型政府? 对中国地方政企关系与地方政府行为模式的研究
述评
(연구 목적)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 관계와 지방정부 행위 모델에 대한 연구 평가
(주요 내용) 중국 독특한 행정과 재정 분권체제와 동적으로 변환하는 중앙-지방 관계에서 지방정부 행위
모델의 역사적 변화 추세와 지리, 업계 분포 특징을 판별하고 분석하고,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는
시기 중국의 발전형 정부와 기업가형 정부 모델 재구성

张田·孙涛
(2015)

(제목) 转型中国的政企关系: 多学科视角分析
(연구 목적) 다 학문적 시각에서 전환기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 분석
(주요 내용) 민영기업의 대두와 발전, 정부권력의 분화와 개혁, 권력지대추구와 이익집단, 민영기업의(이원
상호작용설, 기업정치행위설, 개체관계설)

傅小随·
吴良仁
(2017)

(제목) 政府公共管理
(연구 목적) 정부, 시장 및 사회의 관계 조정을 이해
(주요 내용) 시장감독 기능, 정부 공공관리 가치에 대한 시장 기제, 공공재정 자원관리 개혁, 공공자산자원
관리 등

江远山·
郝宇青
(2018)

(제목) 政企关系,地方性共生与中国的经济奇迹
(연구 목적) 정부와 기업 관계, 지방성 공생과 중국의 경제 기적을 파악하기 위함
(주요 내용) 중국 경제발전의 역설적 문제, 중국의 경제 기적의 방식(경제 기적의 시장 해석, 경제 기적의
정부 해석), 정부와 기업 상호 삽입(지방성 공생과 상호 작용성 경합), 정부와 기업 관련 방식(재산권,
자본, 정책)

崔红
(2019)

(제목) 民营经济发展中的政府责任分析
(연구 목적) 민영경제 발전 중의 정부책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일부 민영경제가 직면한 문제 해결
(주요 내용) 정부책임의 필수 내용, 헌법 틀에서의 정부책임, 경제자유/공정경쟁/신용질서/경제 고효율이
정부책임에 대한 요구, 민경경제 발전에서 정부의무/정부권력의 행사, 민영경제 발전 곤경의 원인과 그
해결 경로(정부관여 결여, 정부관여 과도, 정부 부당관여), 정부의 지급과 서비스 정책 추진, 민영기업 및
민영기업가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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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强舸
(2019)

(제목) 国有企业党委(党组)发挥领导作用如何改变国有企业公司治理结构?—从个人嵌入到组织嵌入
(연구 목적) 정치 핵심부터 영도 작용까지 당 조직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방식, 영도 작용의 제도배치가
어떻게 국유기업 거버넌스 구조를 바꿨는지?
(주요 내용) 제도변천 과정(정치 핵심에서 영도 작용으로), 국유기업 내부 거버넌스(당조직과 관리층은 분업
하여 정책결정권 행사, 당조직 정책결정권은 주로 삼중일대 사항에 대한 부결권, 당조직과 관리층이
정책결정에서 분업, 국유기업 당위와 국유기업 중 당의 기초 조직, 자본을 관리하려면 당 건립 관리할
필요)

(제목) 新冠肺炎疫情对我国外贸企业的影响及应对措施
(연구 목적) 신종 코로나 폐렴이 중국 대외무역기업에 미친 영향 및 대응조치
王铁山·张青
(주요 내용) 돌발 공공위생 사건이 대외무역에 미친 사례, COVID-19가 중국 대외무역에 미친 영향(기업의
(2020)
기본 생존에 도전, 대외무역 압력 가중, 기업의 적자생존 등), 대응 조치(기업 손실 축소, 정부 정책, 금융
기관 자본 관리,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 계기)

본 연구에서 파악한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주요 선행연구는 <표 2-2>
와 같다. 2010년 전까지는 주로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정부와 기업 관계,
중국 민영기업 거버넌스, 개혁개방 30년 이래 정부와 기업 변화, 국유기
업의 거버넌스, 기업의 내부통제 등이 연구되었다. 2010년 이후에는 정
치관여, 지방정부 행위 모형, 소유제개혁, 민영경제의 문제, 당과 국유기업
거버넌스, COVID-19 관련 대외무역기업 대응 등이 연구되었다.
만일,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특정하지 않고, 단지 중국 기업, 이 중
에서 국유기업 및 그 개혁에 관한 연구14)만 보더라도 매우 방대하고 다
양한 주제15)를 연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4) 중국 학술계는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 문제를 둘러싸고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했고, 일련의 이론
의미와 실제 응용 가치를 갖고 있는 연구 성과를 얻었다. 张嘉昕·孙舒悦가 중국지망(CNKI)에서 ‘학술지’를
출처로(CSCD는 포함하지 않음) 1979~2019년의 논문을 검색한 결과, 제목에 ‘국유기업’을 포함한 논문은
55,000편 정도(영문문헌 제외)이고, ‘국유경제’를 포함한 논문은 2,900편 정도(영문문헌 제외)이다(张嘉
昕·孙舒悦, 2020: 31).
15) 한편,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학자가 정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시대별로 부각되는 용어들을 검토할 수
있다. 武常岐 等(2019)은 첫 단계에서 주목되는 용어들은, 예를 들어 ‘경영권’, ‘경영 메커니즘’, ‘기업체제’
등이다. 1980년대 경영자주권을 확대하는 개혁의 흐름에서 국유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관리 도전들이다.
그러나 이들 단어의 대다수는 1990년대 초에 더 이상 이슈가 아니며, 국유기업 정책의 큰 방향이 바뀜에 따
라 큰 이슈 전환이 발생했다. ‘기업관리’가 선행연구에서 가장 주목되는 용어로 ⅰ) 국유기업의 ‘기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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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서구 문헌 중에서 유의미한 문헌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Oksenberg
(1982)

(제목) Economic Policy-Making in China: Summer 1981
(연구 목적) 1976년 이후 경제정책의 방향, 마오이즘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새로운 체제의 장단점은,
경제 현실에서 정책과정이 실질적인 경제개혁을 지도자 의도대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 탐색
(주요 내용) 마오쩌둥 사후 정책과정, 마오의 정책과정의 합리성, 덩샤오핑의 구조적 목적, 경제문제 관련
최고 지도자, 部委 및 일반 행정, 局 수준의 중요성

Schram
(1984)

(제목) Economics in Command? Ideology and Policy since the Third Plenum, 1978~84.
(연구 목적) 1978~84년 기간 가장 중요한 정치적·이념적 발전을 검토
(주요 내용) 개혁 및 개혁 추진자, 공산주의 이념 및 현실, 이교와 비확증주의 및 악행, 보복

(제목) China, Corporatism, and the East Asian Model
(연구 목적) 중국 경제는 더 이상 ‘레닌식 명령’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중국의 가능한 미래를 연구하기
Unger & Chan
위해서 코포라티즘으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
(1995)
(주요 내용) 코포라티즘의 본질, 동아시아에서 코포라티즘, 중국 스타일의 코포라티즘(peak
corporatism, regional corporatism), 비국유 산업 영역에서 농민과 노동자, 미래 추적
Qian & Wu
(2000)

(제목) China’s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How far across the river?
(연구 목적) 리더십의 인식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정치적․경제적․지능적 기반을 분석함
(주요 내용) 정부-기업 관계 변화를 통한 자유로운 경쟁 기업 수립의 핵심 과제인 국유기업 전환, 민영기업
촉진, 법치 수립 논의

Lin
(2004)

(제목) Corporate Governance in China: Recent developments, Key Problems, and Solutions
(연구 목적) 중국 기업 거버넌스 품질을 개선할 해결책 제시
(주요 내용) 고도 집권적 소유권 구조, 기업 상황에 대한 내부 통제, 이해관계자 권리의 취약한 보호, 시장
조작에서 내부거래·자기거래·공모, 재정 데이터의 오류 및 위조,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의 취약한 독립성,
취약한 감독 위원회, 취약한 감사 전문성, 취약한 외부 거버넌스 구조

Breslin
(2010)

(제목) Government-Industry Relations in China: A Review of the Art of the State
(연구 목적) 중국의 국가기획 및 국유기업 경제에서 혼합경제체계(국가 시스템이 형성한 것과 매우 밀접한
민영 경제영역의 존재 및 국가의 지배적 핵심 경제 영역)인 국가 규제로의 전환을 분석
(주요 내용) 중국 민영화의 여정, 국가의 후퇴 여부, 국가 경제 역할의 재정의, 국가소유 잔존의 본질, 직접
소유권에 대한 국가 통제, 국가와 지방정부 및 경제 통제, 글로벌 위기와 국가-산업 관계

에 대한 논의가 당시에 이미 어느 정도 열기를 띠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ⅱ) ‘현대기업제도’, ‘회사 거버넌스
구조’ 등이 부각되어 당시 재산권 변혁 상황에서 국유기업이 봉착한 새로운 관리 문제를 반영했고, ‘기업가’
가 학자들에게 국유기업 경영자의 초점이 되었다. ⅲ) 예를 들어 ‘재산권 성격’, ‘회사 거버넌스’, ‘융자규제’
등의 용어가 2017년에도 두드러졌고 여전히 연구 이슈라는 점을 보여준다. ⅳ) ‘기업혁신’ 이 나타났고, 이
는 국유기업의 혁신 연구가 더 이상 ‘기술혁신’에 제한되지 않고, 조직혁신, 시장혁신, 전략혁신 등으로 폭
넓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武常岐 等, 2019: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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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제목) An analysis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state capitalism in China
(연구 목적) 미중 경제 및 안전 검토 위원회를 위해 국유기업 및 중국 경제에서 국유기업의 역할, 정책
Szamosszegi &
및 외국 정책에 관한 질의응답
Kyle
(주요 내용)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교, 지방정부 국유기업, 국유기업 전략, 지원, 국유은행 지원, 정부구
(2011)
매에서 국유기업 역할, 5개년 발전계획에서 국유기업 역할, 기술이전에서 국유기업 역할, 국유기업
리더의 시장 지향 혹은 당 지향, 시장 접근에 관한 국유기업 제도 이해의 효과, 외교정책 전달자로서의
국유기업

Ho & Young
(2013)

(제목) China’s experience in reforming its state-owned enterprises: Something new,
something old and something Chinese?
(연구 목적) 중국 개혁 및 중국의 이데올로기 영향을 추적하면서 중국의 국유기업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함
(주요 내용) 국유기업을 위한 국제적 벤치마킹, 개혁 과정, 점진적 접근 및 합리성,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
주도 촉진자로서 법률 및 정부기관, 전통적 중국 가치의 부활

Hilpert
(2014)

(제목) China’s Trade Policy: Dominance without the Will to Lead
(연구 목적) 중국 무역정책의 발전 및 추세, 관련 제도, 내부 의사결정 기제를 검토
(주요 내용) 무역정책의 결과로서 중국 등장, 21세기 중국 무역정책: 발전과 경험, 무역정책의 제도, 중국
과 유럽을 위한 무역정책 시각

Leutert
(2016)

(제목) Challenges ahead in China’s Reform of State-Owned Enterprises
(연구 목적) 중앙 국유기업 개혁에 직면한 도전을 분석하여, 시장에 더 많은 역할을 제공할 방식과 시기
결정, 비정합적인 집행기관 인센티브 재정비, 그리고 기업 내 복잡한 요소 극복 제시
(주요 내용) 정책결정자 및 경영 리더는 새로운 개혁 추진에 직면한 도전 이해할 필요, 중국 정부가 저성과
기업과 소규모 기업을 집중적으로 소유권 기업으로 합병하려는 개혁, 그러나 비전략적 영역에서 저성
과자들은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야 할 것임, 집행기관 인센티브 정비, 내부 감독권 강화, 전반
적 간부 문화에 대한 목표 정책이 없다면 개혁은 실패할 가능성

Smith et al.
(2017)

(제목) China's status as a non market economy
(연구 목적) 기업의 자원배분 및 가격, 그리고 산출 결정에 대한 정부 통제의 범위
(주요 내용) 산업정책에서 국가기획의 틀, 공급구조 개혁, 공식적 가격통제, 적절한 행정권한(중국의 법령
체계 및 공산당, 행정법과 규제 투명성, 부패)

OECD
(2018)

(제목)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in the global trade, investment and finance landscape
(연구 목적) 일대일로 전략, 일대일로 참여 경제의 영향 및 OECD 국가에 대한 함의
(주요 내용) 글로벌 인프라 구조 수요, 성장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서 일대일로, 일대일로 동기,
일대일로 건설 투자규모, 일대일로 내 관련 프로젝트 재정, 하이테크 기업 투자, 중국의 기술 및 문제
자산, 무역 촉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일대일로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

(제목) China’s Economic Rise: History, Trends, Challenge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연구 목적) 중국 경제성장의 배경 설명, 중국의 경제적 구조 설명, 경제성장에서 중국이 직면한 도전 식별,
미국에 대한 도전, 기회 및 함의를 논의
(주요 내용) 중국의 경제 발전 역사, 중국의 경제성장 측정, 중국의 외국인 투자, 중국의 상업무역 패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들, 중국 경제성장으로 인한 미국 정책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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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문헌에서 주로 다룬 내용을 시계열로 살펴보면, 마오쩌둥 이후
덩샤오핑 시기 경제정책의 방향, 레닌식 명령체제에서 코포라티즘으로의
전환, 국유기업 전환, 민영기업 촉진 등이 연구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기업 거버넌스 개선, 국퇴민진, 국유기업의 역할, 국유
기업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영향, 국유기업이 직면한 도전, 생산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에서 적절한 행정권한, 정부의 통제 범위, 일대일
로와 경제의 영향, 미중무역전쟁 등의 내용이 연구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우선, 중국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연구에서는 다양한 설명
이 시도되고 있다. 큰 틀에서는 국가자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중국 경제
체제의 변화에 주목한다(加藤·渡邉·大橋, 2013; 加藤弘之, 2013; 梶谷懐,
2014; 坂田幹男, 2015). 마루카와 토모오(丸川知雄, 2015)는 국유기업
과 정부가 경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2013년 중국공산당이 국가자본주의에서 탈피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민간
부문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마이와 와타나베(今井健一·渡邉真理子, 2006)는 중국에서 소유제와
시장제도의 특징으로 국유와 민영, 외자 등 다양한 주체가 주주로 혼재한
혼합소유제와 혼합시장제를 제기한다. 이에 2004년 이후 국유기업이 약
진하는 대신 민영기업이 후퇴하는 현상(国進民退)이 일어났다고 지적한
다. 이는 민영기업이 주력산업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고, 일정 규모 이
상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 같은 정책과 제도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고 비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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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야 노부히코(中屋信彦, 2013)는 소유제 개혁이 착각에 불과하다
며 당과 국가의 체제가 강하게 유지되는 ‘당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유기업도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로 바뀌었지만, 당
의 통제에는 변함없다고 지적한다(中屋信彦, 2019).
카지타니 카이(梶谷懐, 2018)는 기존의 설명방식을 버리고 신흥국에
도 적용되는 제도적 원천을 모색한다. 중국 경제의 역동성을 애매모호한
재산권에서 지속적 혁신, 거래 시 중개자의 역할 중시, 공식제도 뒤에서
작용하는 자생적 질서로 정리한 뒤, 중국의 정치경제체제를 ‘분산적 권위
주의체제’로 정리한다. 공권력과 민간경제 주체의 담합 상태가 장기적 역
사 발전의 산물로서 민의와 괴리된 상태에서 권위주의 국가를 통해 재생
산되었다고 강조한다.
표 2-4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저자(연도)

연구 주요내용

今井健一
渡邉真理子
(2006)

(제목) 企業の成長と金融制度
(연구 목적) 중국에서 소유제와 시장제도 분석
(주요 내용) 중국에서 소유제와 시장제도의 특징을 정리하고, 2004년 이후 국유기업이 약진하는 대신
민영기업이 후퇴하는 역행 현상 지저

田中修
(2014)

(제목) マクロ経済政策: 進まぬ経済発展方式の転換
(연구 목적) 중국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모색
(주요 내용) 계획경제를 담당하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산업정책 등에서는 여전히 강
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

中屋信彦
(2013)

(제목) 体制移行の錯覚と中国の国家資本
(연구 목적) 중국 경제체제는 국가자본주의에서 이행하고 있는가 검증
(주요 내용) 국가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한다는 논의는 소유제 개혁이 불러일으킨 착각에 불과하
며, 당과 국가 체제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

渡邉真理子
(2014)

(제목) 企業制度: 国有, 民営混合体制の形成とその問題
(연구 목적) 개혁개방기의 국유기업개혁을 둘러싼 당 결정의 변화 고찰
(주요 내용) 국유기업 개혁의 결과로 ‘혼잡소유체제’와 ‘혼합시장체제’를 양산. 국유기업을 존중하는 당의
결정으로 혁신 둔화

金山権
(2014)

(제목) 中国における国有企業の改革と企業統治: 外部監督・監査を踏まえ
(연구 목적) 국유기업의 개혁과 기업통치 개선책 모색
(주요 내용) 국유기업이 적자 상황에서 탈피를 위해서 산업독점에서 벗어나고 기업통치에서 내부감독 뿐
만 아니라 외부감사의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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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저자(연도)

연구 주요내용

丸川知雄
(2015)

(제목) 国家資本主義から混合所有制経済へ向かう中国
(연구 목적) 중국은 국가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국유기업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가를 검증
(주요 내용) 중국은 국유기업과 정부가 경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2013년 중국공산당이 이에서 탈피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민간부문이 커질 것으로 전망

梶谷懐
(2018)

(제목) 中国経済の制度的背景:分散的権威主義体制下の自生的秩序
(연구 목적) 중국경제의 설명 방식으로 제도적 원천에 주목
(주요 내용) 중국의 정치경제체제를 ‘분산적 권위주의체제’, 즉 공권력과 민간경제 주체의 담합 상태가
장기적 역사 발전의 산물로서 민의와 괴리된 상태에서 권위주의국가를 통해 재생산되었다고 강조

다양한 기업 형태 중에서도 국유기업 개혁이 주목받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을 거치면서 민영기업이 확대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리먼 쇼크) 이
후 경기대책에서는 국유기업이 재부상하고 있다(国進民退)는 주장이다
(加藤弘之, 2012). 요코이 카즈히코(横井和彦, 2014)는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재편을 거치면서 자본이 집중되었지만,
대량 해고와 소득격차, 부패 문제 등도 부각되었다며, 개혁의 성과를 재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국정부와 기업, 지방정부와 기업, 중국공산당과 기업의 관계 변화에
는 평가가 엇갈린다. 중국 출신 연구자는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일본 연
구자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중국공산당과 기업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중국은 일당지배 하에서 경제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장
기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왔다(小原篤次, 2015). 다카하라 아키오(高原
明生, 1999)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내세운 중국공산당은 당의 권한 축

소와 지방 분권화를 추진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난개발과 불법 융
자를 거치면서 시장경제에서 당의 역할이 다시 강화되었다고 한다. 또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를 설립해 시장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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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기업 통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카라키
쿠니카즈(唐木圀和, 2000)는 국유기업개혁 이후에도 중국공산당은 지주
회사를 통한 실효지배가 가능하다고 본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
졌지만, 당위원회는 이사회(董事会), 감사회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가지
고 있으며, 지주회사에 대한 당의 지도는 제도상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시바타와 하세가와(柴田·長谷川, 2012)는 중국에서 경제정책은 중국공산
당의 통제가 본질이라면서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지만 사회주의를 견지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본 방침을 중국공산당이 결정한 뒤, 총리를 중심
으로 하는 행정부가 기획하고 입안하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
전체를 통제하면서 이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특징인 체제라고 규정한다.
와타나베 마리코(渡邊真理子, 2014)는 개혁개방기의 국유기업개혁을
둘러싼 당의 결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국유기업개혁의 결
과로 이뤄진 현 상황의 특징을 ‘혼잡소유체제’와 ‘혼합시장체제’로 정리
한다. 당의 결정에는 국유기업을 존중하는 경향이 보이며, 1990년대 후
반에 국유기업개혁이 진전된 것도 국유기업에 의한 적자에 재정이 견디
지 못한다는 재정지출 능력상의 이유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유기
업에 의한 독과점은 공평한 경쟁의 결과라기보다는 국유기업과 정치권력
과의 결합을 이용한 경쟁 억제의 결과이며, 그 폐해는 크다는 것, 혼합시
장체제 속에서는 국유기업이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결과, 통상의 시
장경쟁에 의한 도태 기제가 기능하지 않고, 생산력의 과잉을 일으킬 가능
성이 있다는 것, 국유기업은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혁신을 추구하기보
다는 매수 경향을 갖게 되어 민영기업은 국유기업과의 경쟁상 불리한 입
장에 몰려 틈새 전략을 추구해, 결국 경제 전체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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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체제에서도 중국공산당의 통제와 지배는 계속되고 있다(長谷
川貴弘, 2018; 小島大徳, 2018). 스즈키 타카시(鈴木隆, 2012)는 고도

성장기에 중국공산당이 추진한 통제와 포섭정책은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
되기 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한다. 결국, 나카야(中屋, 2013)의
지적처럼, 최근 몇 십 년 간 경제체제의 기본적 틀이나 방향성에 큰 변화
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전망이나 해결방안을 내놓은 연구는 많지 않다. 카라키 쿠니카즈
(唐木圀和, 2000)는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는 국가주식의 방출, 기업정보 공개를 통한 경쟁적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시장 지향적 거버넌스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나
카 오사무(田中修, 2014)는 계획경제를 담당하는 국가계획위원회의 권한
이 약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산업정
책 등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유기업의
개혁을 되돌아보면서 점진적으로 국영기업에서 국유기업, 주식제, 국유
자산 개혁을 추진했다고 정리한 가네야마 켄(金山権, 2014)은 공유제가
여전히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해 국유기업의 비대화, 정부형 기업의 상황
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국유기업이 적자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는 산업독점에서 탈피해야 하며, 기업통치에서 내부감독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5. 선행연구의 함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는 기준으로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
는 문헌 유형에 따른 접근을 해당 국가(또는 지역)에서 중국 정부와 기업

6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관계를 어떤 시각이나 이슈에 초점을 두고 보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
로 한국, 중국, 서구, 일본으로 구분하여 접근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중시하는 연구 초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 관련 선행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문헌은
주로 국유기업 개혁, 외자도입, 정부와 기업 관계, 민영화, 사회적 책임
등에, 중문 선행연구에서는 거버넌스, 내부통제, 정치관여, 국유기업 개
혁 등에, 영문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체제 전환, 기업 거버넌스, 국유기업
개혁, 산업정책 등에, 일문 선행연구에서는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에 초점
을 두고, 혼합시장경제, 국유기업개혁 등이 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문, 중문, 영문, 일문의 선행연구를 보면, 연구의 다양한 제약상
주로 특정 이슈나 연구대상을 연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국정운
영이란 거시적 맥락에서 정부와 기업 차원의 주요 쟁점들을 입체적으로
다루어, 정책결정자, 학술연구자, 비즈니스 이해관계자 등에게 중국 정부
와 기업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뒷받침이 될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 목적 및 내용에서 차별성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체제전환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관계, 지방정부 개혁
사례, 지방정부의 역할, 국유기업 개혁 등 특정 주제나 사례에 관한 연구
로서 대체로 단편적으로 이뤄져서 중국 국정운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환경(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의 급변, 특히 미중무역전쟁 및 패권전쟁, 일대일로 등에
서 중국정부와 기업 간의 주요 쟁점(관계, 역할, 제도와 정책, 제약, 개혁
등)을 거시적 맥락, 제도, 행위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국정운영
을 이해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과 분야별 정책대응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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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 방법론의 차별성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문헌연구이
며, 개별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국내 및
중국 현지 연구진과 과제 정보접근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협업적으로 연
구(집필 및 심층인터뷰)할 것이며, 문헌도 국문, 중문, 영문, 일문으로 비
교연구가 가미되고 입체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 관계의 주요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심층인터뷰(서면)
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대안별 논거를 뒷받침한다.
넷째, 선행연구와 이론을 검토하고, 최근 관련 흐름을 고려할 때 본 연
구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이론(국정운영, 정부와 기업 관계)
및 선행연구(국문, 중문, 영문, 일문)를 심도 있게 접근하고, 실태(중국 정
부와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관계 등의 상태 및 인식 등), 국정운
영(기업 거버넌스와 관련된 행위자, 즉 당,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등)의
철학·전략·핵심 행위자 분석, 중국정부의 기업(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정부와 기업 간의 제약 분석, 정부와 기
업 관계를 통한 중국의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구성하여 입체적·체계적·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연구 주제의 주된 이슈가 무엇이고,
또한 관련 연구의 빈 공간을 확인하고, 과거-현재-미래의 통시적(diachronic)
인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본 연구
의 논점을 설계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관계는 정태적이고 정형화된 관계가 아니라 글로벌 환경
에서 수많은 행위자와 이해관계자의 역할 관계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
하기 때문에 맥락, 제도, 행위 차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하는 접
근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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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VUCA로 대표되는 변동성, 불학실성, 복잡성, 모호성 시대
의 글로벌 정치경제 현실에서 그리고 지능형 인프라, 즉 ICBMA(IoT,
Clouding Computing, Big Data, Mobile, AI), 블록체인, 5G, 6G 등
이 더욱 더 심화되는 파괴적 기술혁신 환경에서 그동안의 정부와 기업 관
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뛰어 넘는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연구의 시각과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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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정운영 및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해
본 연구의 핵심 키워드인 국정운영 및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주요
의미와 논의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정운영이 무엇인지, 정
부와 기업 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정책과 기업 혁신 관계가 무엇인
지를 다룬다.

1. 국정운영
1) 국정운영의 의미
국정운영이란 용어가 정치나 행정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이 용어
에 대한 명확한 학술적 개념은 내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마다, 학자마다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
다.16) 국가 거버넌스는 국정관리로 혹은 국정운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운영’이 조직의 미션과 비
전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형성, 발전, 적용, 유지, 집행, 실행 등)
라고 한다면, ‘관리’는 이러한 행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뒷
받침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라 할 수 있다(김윤권 외, 2019: 62).
그렇지만, 운영과 관리를 ‘국정’과 연계시키면 개념을 정립하기는 더
욱 어렵다. 국정운영과 국정관리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정치, 경제,

16) 정부 부처의 효과적인 운영은 구조와 거버넌스(治理)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Peters, 2001). 국
가 거버넌스 능력과 실적의 개선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통 관료체
제 혹은 계층제의 거버넌스 구조에는 일반적으로 장려와 효율이 결여되어 있다. 시장화, 분권화가 중요한
추세인 오늘날, 전통행정의 생태계는 이미 변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와
조정을 필요로 한다. 거버넌스 구조의 전환은 권력을 주고받는 관계와 책임이 중첩되는 것을 의미한다(徐
晓林·朱国伟, 2013: 15-23; 蒋永甫 等, 2016: 41; 김윤권 외, 2019: 6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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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등), 국민의 다양하고 이해상충적인 수요나 정책문제 등을 운
영하고 관리한다고 한다면, 두 용어 간에는 매우 중첩적이고, 모호하고,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속성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김윤권 외, 2019:
62-3). 본 연구에서는 일단 국가 거버넌스를 국정운영과 국정관리로 교
호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거버넌스는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집합적으로 결합된 결정이 채
택되고, 집행되는 제도화된 조정 방식으로 이해된다(Mayntz & Scharpf
1995; Mayntz 2004; Scharpf 2000; Börzel, 2010: 6에서 재인용). 따
라서 거버넌스는 구조와 과정으로 구성된다(Scharpf 1997: 97; Mayntz
& Scharpf 1995: 19).
첫째, 구조와 관련된 거버넌스는 제도와 행위자 배치와 관련된다. 주로
계층제, 시장(경쟁체제),17) 네트워크(협상체계)18)로 종종 구분된다. 이들은
이상적인 형태이며, 행위자가 개입하는 정도나 이들이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Börzel, 2010: 6). 둘째,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는 행위자가
상호 행동에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구하려는 사회적 조정의 방식을
지적한다. 계층적 조정이 종종 권위적 결정(행정명령, 법정 결정) 형태를
취하고, 행위자는 복종한다. 반면에 비계층적 조정은 자발적 몰입과 순응에
기반을 둔다. 이해관계의 충돌은 협상에 의해서 해결된다(Börzel, 2010: 7).

17) 정치학에서 시장은 거버넌스로 간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장은 ‘자발적 질서(Hayek)로써 공식적 구조
를 만들려는 의식적․의도적․목적적 노력이 없기 때문이다(Williamson, 1996: 31; Börzel, 2010: 6에서 재
인용). 그러나 시장 기제는 경쟁을 통해서 행위자의 행태를 조정하기 위해서 제도화가 될 수 있다(Benz,
2007; Börzel, 2010: 6에서 재인용). 정치 조정의 시장 기반 방식의 제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경쟁체제의
개념을 사용한다(Börzel, 2010: 6).
18) 거버넌스 문헌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질서, 가령 친족(Ouchi, 1980), 협회(Schmitter & Lehmbruch,
1979; Streeck & Schmitter, 1985)를 식별한다. 네트워크처럼 여기서는 이들을 협상체계로 개념화한다
(Börzel,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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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을 국가기구(state apparatus)로 좁혀 설명하면, 이는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논의와 관련된다. 국가기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되며,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의 정도, 수준, 범위에 따라 권
력구조와 정부형태가 결정될 것이다. 국정운영의 변화는 헌법 제·개정
또는 정권 교체와 연계되는 차원이라 할 수 있다(김윤권, 2016: 17).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 용어로는 정부운영이다. 국
정운영이 보다 거시적이고 추상적이라면, 정부운영은 다소 중범위적이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관련된다. 정부운영은 국정운영보다 하위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주로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행정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운영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견제
와 균형에서 이루어진다. 행정부에 초점을 두면, 정부운영의 범주는 공공
부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기업 등),
시민사회, 제3섹터 등 다양한 거버넌스 행위자들 간에 복잡한 행위로 이
루어진다. 정부운영의 변화는 정부혁신 또는 행정개혁에서 두드러진다
(김윤권, 2016: 17).
또한 국정운영, 정부운영이란 용어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조직운영
이다. 조직운영은 공공조직이든 민간조직이든 모든 조직에서 이루어진다.
거시적이고 가장 상위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정부에서부터 가장 작은 조직
단위라 할 수 있는 팀이나 TF에 이르기까지 조직운영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와 행위로 이루어진다. 조직운영은 조직진단
(환경분석, 수요·기능분석, 조직구조 및 프로세스 재설계, 인력재설계, 행태·
문화, 성과관리, 지식관리, 변화관리 등)이나 조직개편을 통해서 변화가 이
루어 질 수 있고, 조직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김윤권, 20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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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정부운영, 조직운영의 위치와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표 2-5

국정운영의 로커스와 포커스

위치(locus)
국가기구 차원의
국정운영

행정부 차원의
정부운영

모든 조직 차원의
조직운영

관점(focus)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
∙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 헌법 개정 혹은 정부 교체
∙ 장기적 시차
∙ 국정운영의 하위 개념이지만, 역시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업무 관련
∙ 공공부문(중앙-지방, 공공기관 등), 민간부문, 준정부조직
∙ 정부혁신, 행정개혁, 정부조직개편
∙ 중단기적 시차
∙ 공공조직, 민간조직, 준정부조직 등 모든 조직
∙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 조직관리
∙ 일상적 시차

자료: 김윤권(2017: 5)

그런데 비교연구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 자유주의국
가들과는 달리 중국의 경우는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로 작동
되고 있다. 중국의 국정운영19)에서는 공산당이 핵심 행위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국정운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산당
을 포함한 접근이 필요하다(김윤권 외, 2019: 65).

19) 국가 거버넌스의 우열은 민주적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가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지, 사회의 안정을 실현
하고, 인민의 단결과 공민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국가가 처한 거버넌스 환경은 사실상
국가가 처한 내외 환경과 압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 국가 거버넌스의 기본 경과는 세 가
지 구조에 초점을 둔다. 하나는 정부와 공민 관계, 둘은 중앙과 지방 관계, 셋은 정당과 국가 관계이다. 이 세
가지가 결정적 의의를 지닌다(陈明明, 2014: 20; 김윤권 외, 2019: 6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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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운영의 차원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수많은 이해관
계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동원하여 제도와 정책 적용하고 실현하
는 총체적인 과정과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국가운영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정운영을 여러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국정운영을 구성하는 범주
에서 바라본 것이다. 국정은 각 차원에서 해당 기능이나 역할이 실질적으
로 작동, 운영, 관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국정운영에 관한
다양한 차원을 유기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해야 입체적이고 적실성과 타당
성을 갖는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김윤권 외, 2019: 63).
우리가 국정운영에서 고려할 수 있는 차원은 첫 번째로 국정운영의 주
체이자 객체가 될 수 있는 국가와 사회 또는 사회와 국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국가와 사회는 국정운영의 기본적 틀을 형성한다. 두 번째로 국가
와 사회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국가기구,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관한 차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
로 작동된다면 그 나라의 국정은 정합성(congruence)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것이다. 세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관
계라 할 수 있다(김윤권, 2019: 63). 국정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
는 중앙정부와 시민이나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거나 서비스
를 전달하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정부
가 지속가능하게 작동하도록 혈액을 공급해주는 기업도 국정운영의 중요
한 한 축이다. 기업은 국정운영을 살아 있는 생명체로 유지시켜 주는 혈
액(재원 등)을 공급해주는 근원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기업 관계는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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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서 중요한 한 축이다. 다섯 번째로 글로벌 지구촌 시대에서의 국정
운영은 자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나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시대적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정운영의 여러 차원 중에서 정부와 기
업 관계에 한정하여 접근하기로 한다. 따라서 주로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
원과 기업 관계, 그리고 각급 지방정부와 기업 관계에 초점을 두어 분석
과 설명을 한다. 다만, 당국가체제 속성상 당과 기업을 설명할 필요가 있
는 부분에서는 이를 부각시켜 설명하기로 한다.

3) 국정운영에서 정부와 기업 관계
국정운영의 여러 차원 중에서 정부와 기업 관계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
고 있을까? 王竹泉·权锡鉴(2018: 7)이 언급하듯, 정부와 기업 관계는 국
가 거버넌스 연구의 범주일 뿐만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의 중요한 내용이
기도 하다.
국가와 비즈니스 관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관계이다. 이들 관
계는 공식적·정규적 조정 혹은 비공식적 특수 상호작용이며(te Velde,
2013; Sen, 2015: 3에서 재인용), 그 범주는 모든 경제, 지정된 특수 영역,
기업 유형, 정책과정 등이다. 국가와 비즈니스 관계는 수동적(passive)일
수 있는데, 이는 국가가 국체적인 민간부문에 개입하지 않지만 민간부문
에 개입할 (비)공식적 규칙을 설정한다는 측면이다. 국가와 비즈니스 관
계가 적극적(active)이란 국가가 직접적으로 기업, 산업, 분야의 선호에
개입한다는 것이다(Sen, 2015: 3).20)
20) 소극적 국가와 비즈니스 관계는 정부가 기업에 의한 반경쟁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경쟁 권한을 설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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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가와 시장 간 관계의 논거는 시장실패(시장 자체가 자원의
최적 배정을 달성할 수 없음)와 정부실패(국가 행위자가 시장실패를 마음
대로 해결할 수 없음)에 있다. 효과적인 국가와 비즈니스 관계가 효과적
이면 시장 및 조정실패 그리고 정부실패를 해결할 수 있고 정책 불확실성
을 줄일 것이다(te Velde, 2010: 3).
국가와 비즈니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희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
정할 것이고, 더 적절한 산업정책을 수행하며, 성장 장애를 제고하고 국
부를 효율적으로 창출할 것이다. 반면에 양자가 실패하거나 해로운 결합
을 하면 경제적 활동은 소수를 위한 부의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te
Velde, 2010: 3).
효과적인 국가와 비즈니스 관계의 특성으로는 정보흐름, 호혜성, 밀접
한 자문 및 조정, 신뢰할만한 몰입, 안정적 정책 환경, 강력한 견제와 균
형 등이며, 비효과적인 관계로는 지대추구 관계이다(Sen, 2015: 3).
국가와 비즈니스가 협업 친화적으로 이뤄지면 투명성을 가능케 하고,
호혜성을 높이고, 자본가 간에 신용을 높이며, 공공 행위자와 민간 행위
자 간에 신뢰 수준을 높일 것이다. 이 경우, 정보를 공유하는 투명성을
제공하고, 자원의 적절한 배정을 낳고, 비즈니스에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
하고, 정부개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얻을 것이다(Harriss, 2006; te
Velde, 2010: 3에서 재인용).

기업이 운영하기 필요한 허가를 얻는 기간을 줄여주는 등의 투자환경 개혁조치의 도입 등과 같은 것이다.
적극적 국가와 비즈니스 관계는 국가가 특정 기업에 수출시장에서 성공을 위해서 혹은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보조금을 주는 경우이다(Sen,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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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와 기업의 관계
1) 정부와 기업의 관계 의미
(1) 정부와 기업의 상호의존 관계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고전적인 문제의 하나이
다.21)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경제이론과 정책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영
역이다. 새로운 성장이론, 새로운 무역이론, 새로운 제도경제학이 등장하
면서 시장과 정부 간 체계적인 비교가 유의미하게 이뤄진다(Acemoglu
et al., 2008; Lin, 2010: 5에서 재인용).
정부와 기업 관계는 정부 부처와 기업의 교류 속에서 형성되는 보편적
이고도 특수한 사회관계이다. 정치권력과 행정자원을 경제이익과 시장행
위와 밀접하게 결합한 복잡한 사회관계이다(陈新光 等, 2019: 13).
<그림 2-1>처럼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간 상
호의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정부의 공공정책 및 규제에 대한 민감성과
관심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고, 기업은 이에 적응하려 한다. 동시에 정
부 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게 된다(Yoffie, 1987;
王亮·赵定涛, 2006: 13-4에서 재인용).

21)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등 신흥시장의 부흥으로, 한 국가 또는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더 빠른 경제발전
을 추구할 수 있는가에 관해, 국가관여를 강조하거나 또는 자유시장 역량을 높이는 것 사이에 큰 논쟁이 등
장한다.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서로 다른 학문이 관여되면서 이론가들의 관점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
면서 정부와 시장의 논의는 경직화되거나 지나친 간소화되어 갔다. 즉, 고전 또는 신고전 경제학이 제창하
는 자유시장 원칙을 견지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증가시키는 국가주의를 주장할 것인
가? 이러한 논쟁에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더욱 세분화된다(甄志宏, 2020: 36).

제2장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론적 검토 ❙ 75

그림 2-1

기업-정부 상호의존 관계
공공정책 형성 중 각 이익집단이 가하는 영향
수입 영향 정보

기업 정치행위
정부는 기업에 의존하여 자신의 경제목표와 전략 실현
기업

정부
기업 경쟁우위의 구축은 정부정책과 규제행위 영향 받음
기업 적합 정치 환경은
경쟁우위 수립에 변화를 줌

정책결과 도출

공공정책 및 정부의 규제행위 실시
출처: 王亮ㆍ赵定涛(2006: 13)

시장에서 정부와 기업은 상호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충분한 취
업과 경제성장 등 기본적인 경제목표와 관련 경제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기업에 의존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는 기업의 이윤창출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서로 다른 기업에 있어
불균형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 기업은 공공정책 수립과정에서 항상 각종
노력을 통해 정부의 입법과 규제에 영향을 미쳐, 정책을 기업 자신에 유
리하게 하여, 경쟁우위를 확립하려 한다(Lenoe, 1986; 王亮·赵定涛,
2006: 13에서 재인용).

(2) 정부와 기업의 역할
정부와 기업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수단과 역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와 기업은
각자의 존재 이유와 미션을 갖고 있고 주어진 역할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이
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역할은 매우 다양하며, 국가마다 경제체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작동되며, 이에 따라 관계의 형태도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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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와 기업의 지렛대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는 국가마다 정치경제체제나 관행 등에 의해 다
양하게 이뤄진다. 정부는 공식적 제도(법령, 규제, 지도 등)를 통해서 금
지나 강요 또는 자금을 받거나 제공함으로써 산업에 선별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비공식적 제도(문화, 괘씸죄 등)를 통해
서도 기업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기업도 다양한
목적(가령, 자원배분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위하여 정치연계를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연계는 부정적, 또는 전략적 의미가 내포된다.
미국의 경우, 정부와 기업 관계는 복잡하다. 비즈니스와 정부 관계를
형성하는 경쟁적 긴장은 효율성 vs 평등성, 경제 성장 vs 삶의 질, 단기적
vs 장기적 함의, 특수 이익 vs 일반 이익, 역동적·혁신적 vs 보안 및 안정
성에서 나타난다(Strickland, 2018).
이러한 경쟁적 긴장에 각자 갖고 있는 비교우위 수단은 지렛대(lever)라
할 수 있다.
표 2-6

정부와 기업 간 관계 형성의 지렛대
정부의 지렛대

비즈니스의 지렛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처벌
- 규제 부담 증가
- 조세/벌금 부과
- 독점금지 입법 추구
- 더욱 제한적인 기준 및 정책

직접적 영향
- 시간과 금전 기부
- 전문성 공유
- 공공정책 공동 수립
- 비즈니스 공직 취임

바람직한 행동 유인
- 조세감면 발급
- 상당한 보조금 활용
- 넛지(nudging) 정책 채택

- 로비 노력 지원
- 정치자금단체 기부
- 풀뿌리 조직화

간접적 영향

주: Strickland(2018)을 근거로 작성함

<표 2-6>에서 보듯,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지렛대와 정부가 취할 수 있
는 지렛대는 다르다. 이러한 상호 영향력은 국가마다의 경제체제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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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식, 기업 역량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 그렇지만, 대
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보다 우월적인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라 할 수 있다.
② 정부와 기업의 역할22)
정부와 기업 관련 역할을 보면, 정부는 사회에서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규칙을 수립한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정책과 규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비즈니스와 공동편익을 위해서 협조한다. 국가의 가치와 관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마다 정부와 비즈니스 상호 작용은 차이가 난다.
정부의 목적과 비즈니스의 목표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다른
이해관계자에 의해 배태된 비즈니스의 부의 외부효과 혹은 파급효과를
치유하는 대립적인(adversarial)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로 운영되는 기업은 정당성 혹은 권력이 의심스러운 정부를 판
단해야 한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지원할 때 비즈니스를 지속할 지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정당성을 갖는 정부가 확보될 때까지 정치
적으로 활동하거나 비즈니스 수행을 거절할 것이다.
많은 정부규제는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비즈니스 관리
자는 국내외에서 윤리적·합법적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규제의 목적과 효과를 이해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준다. ⅰ) 비즈니스를 위한 게임 규
칙을 규정한다. ⅱ) 비즈니스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 ⅲ) 정부가 원
하는 것을 비즈니스가 하도록 계약 권한을 활용한다. ⅳ) 비즈니스의 주요
22) Business and government relationship. Retrieved from https://www.studocu.com/en-nz/document/
massey-university/business-and-society/lecture-notes/business-and-government-relationship/
1508540/view(검색일, 20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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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자 및 보조금 지급자이다. ⅴ) 생산적인 장비 및 재산의 엄청난 소유
자이다. ⅵ) 경제성장의 아키텍처이다. ⅶ) 출자자이다. ⅷ) 비즈니스 착
취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보호한다. ⅸ) 민간 비즈니스의 대다수
분야를 직접적으로 관리한다. ⅹ) 사회적 양심의 저장소이고 사회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재분배한다.
정부의 비즈니스에 대한 비규제적 영향을 주는 이슈는 산업정책과 민
영화이다. ⅰ) 산업정책은 국가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다. 경제
의 일부로서 모든 형태의 국가 개입은 산업에 영향을 준다. 현재 산업정
책은 새로운 성공적 산업을 지원하고 성장을 이끈다. 산업정책은 시장 효
율성과 혁신을 높이고,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정치를 배제시키고, 사양산
업을 구조해서는 안 된다. ⅱ) 공적 기능이 민간(비즈니스)부문으로 이전
되어야 하는가? 민영화는 정부가 다루던 일부 기능을 민간부문에 이전하
는 것이다.
정부와 비즈니스가 믿는 관점은 서로 차이가 난다. 첫째, 비즈니스의
믿음은 ⅰ) 개인적 윤리, ⅱ) 사익추구의 극대화, ⅲ) 사회가 개인에게 부
과하는 의무부담 최소화, ⅳ) 개인의 불평등성을 강조한다. 둘째, 정부의
믿음은 ⅰ) 집합적 윤리, ⅱ) 개인적 목적과 사익을 집단 목적과 집단 이
익으로 종속시키고, ⅲ) 개인이 맡아야 할 의무를 극대화시키고, 사익을
축소시킨다. ⅳ) 개인의 평등성을 강조한다.

2) 정부와 기업 관계의 유형 및 결정요인
(1) 정부와 기업 관계의 유형
기업은 형성될 때부터 이미 정부와 다양하게 연결된다. 사회제도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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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단계, 경제발전 단계가 다름에 따라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도 다양하
다. 정부와 기업은 시장연결, 제도제약, 정보전달, 공공재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연결되며 서로 작용하고, 나아가 정부와 기업의 일반적 관
계를 형성한다(赵东荣·乔均, 2000: 1; 김윤권 외, 2011: 7에서 재인용).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간섭은 주로 직접 관리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조정
하는 것이 있다. 이는 행정관리와 경제조절 및 법적단속이란 방식으로 이
뤄진다. 이 중 경제조절 수단은 주로 6가지 경제정책, 즉 재정세금정책,
금융화폐정책, 가격정책, 산업구조정책, 대외무역정책, 소득분배정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과 수단으로 기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부
와 기업 간의 관계는 다양하게 형성된다. 예를 들면 예속관계, 의존관계,
법률관계 등으로 나타난다(赵东荣·乔均, 2000: 1-2; 김윤권 외, 2011:
7-8에서 재인용).
赵东荣·乔均(2000: 2-32)는 정부와 기업 관계를 시장시각, 제도규범,

정보매체, 공공공급 측면에서 구분한다. 첫째, (시장 시각의 정부와 기업
관계) 현대 경제활동에서 시장은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다. 사회주의 국가
와 자본주의 국가의 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시장이 존재한다. 단지
발달 정도, 완벽한 정도, 내적 요소가 다를 뿐이다. 시장 배경이 차이나서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다르게 형성된다. 둘째, (제도를 규범으로 한 정부
와 기업 관계) 서로 다른 생산력 조건 및 경제발전 단계에서 각기 다른
경제제도를 실행한다. 같은 시기라도 국가별 각기 다른 사회제도를 채택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사회제도의 나라들은 다양한 사회경제
목표를 갖고 다양한 정부기능을 가지며, 기업과의 관계도 각기 다르다.
사회제도에 따라 다양한 경제기구가 작동되며, 그 활동방식과 상호관계
는 다양한 경제체계에 따라 미시적 경기자의 행위목표를 결정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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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 방식과 강약을 결정하고 나아가 정부와 기업의
다양한 관계를 형성한다. 셋째, (정보를 매체로 한 정부와 기업 관계) 현
대 경제 활동에서 시장, 기업, 정부의 관계는 모두 정보의 전달과 피드백
에 따라 서로 영향을 미치며, 서로 간에 비대칭 정보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넷째, (공공공급 관련 정부
와 기업 관계) 정부구매, 공공시설 공급, 사회보장을 통해 관계를 맺는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정부와 기업 관계의 유형

현대
시장경제체
제의 정부와
기업 관계

시장
시각의
정부와
기업 관계

불완전
시장경제에
서의 정부와
기업 관계

불완전
시장경제에
서의 정부와
기업 관계

∙ 현대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와 기업 관계는 점차 법률화·합리화되고, 국가는 직접 기업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하거나 정책으로 조절하거나 법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행위를 간접적으로 통제
∙ 현대 시장경제에서 정부와 기업 관계의 특징으로 ⅰ) 국유기업의 사유화로 국가는 소유자
이자 경영자로서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 산업에만 종사함(예: 미국 정부는 물의 공급 및
배수시설, 가스, 교통, 전력시설 등을 가짐), ⅱ) 경제법을 제정하고 독점을 막으며 시장경
쟁을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운영 및 발전 수호, ⅲ) 정부는 특정 산업(공공사업:
전력, 수도, 가스, 전기 등)을 관리하고 가격, 이윤, 시장 규칙을 관리, ⅳ) 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증가시킴
(시장경제 발전이 낮은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와 기업 관계)
∙ 하나는 국가가 직접 간섭하고 감독·관리를 중심으로 시장의 조절과 계획을 보조적으로
하는 관계(인도, 한국 등)
∙ 또 하나는 국가에서 간접적으로 간섭을 중시하면서 한편에선 시장을 신속히 육성시키고,
다른 한편에선 경제정책으로 조절하는 방식을 강화함. 동시에 보조적으로 계획, 법률제도
로 기업행위를 규정함(싱가포르 등)
(시장경제 발전이 낮은 사회주의 정부와 기업 관계)
∙ 고도로 집중된 중앙권력을 특징으로 하며, 경제시스템 운영을 전적으로 통제한 계획경제
체제를 채택.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도 심각한 모순에 빠짐
∙ 사회주의 국가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두 가지 형식으로 하나는 구소련의
충격요법처럼 직접 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정부와 기업 관계 역시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와
사기업의 관계와 같음

∙ 또 하나는 중국의 점진적 개혁처럼, 개혁에 드는 대가를 먼저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 이는 개혁과정에서 무역마찰로 인한 비용감소, 이익단체의 기득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임. 정부가 가진 경영기능은 점차 기업으로 넘기고, 정부의 기업에 대한 관리는 물질
적·직접적 일대일 관리에서 가치적·간접적·산업적 관리로 전환
∙ 전통적 계획경제체제에서 하층 조직구조로서 직접 행정관리를 받는 상하급 종속관계로부
터 권리부여, 청부제도 개혁에서 의존성, 반(半)의존성의 부자관계로 되다가 나중에 현대
기업제도를 수립하여 반(半)의존성, 반(半)법률성의 반부자(半父子) 관계로 됨. 개혁의 사
유방식은 바로 정부가 시장을 조절하고 시장이 기업을 인솔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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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제도를
규범으로
한 정부와
기업 관계

계속

자본주의
사회제도에
서 정부와
기업 관계

∙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제를 기반으로 개인자본의 발전을 수호하는 것을 취지로 시장경제체
제를 채택하여 시장의 가격체계, 경쟁체계에 따라 자원배분
∙ 정부는 보편적으로 기업의 생산과 경영을 간섭하지 않고 야간경비 역할로부터 점차 간접적
인 간섭자로 전환
∙ 기업은 자주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시장체제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여 정부정책
의 부족함이 경제에 미친 어려움 감소
∙ 다만 거시적 조절이 약하며, 세계 경제 위기에 충격을 받을 가능

사회주의
제도에서
정부와 기업
관계

∙ 생산수단 공유제를 토대로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며, 정부는 경제운행 과정에서 유일한
조직자, 지도자, 조정자가 되고, 유일한 경기자로 되며, 기업은 국가행정기관의 소속부문
으로 됨
∙ 정부는 국가 경제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며, 기업은 국가라는 큰 공장 안의 작은
분점이나 작업장이고 국가에서 계획을 제정하고 재료를 제공하며 자금을 대고 월급을 지불
하며 상품을 판매함
∙ 정부와 기업은 단순히 상하급 관계이고, 단기적으로 물적 자원과 재력, 인력을 집중시켜
일정 시기에 사회주의 건설과 발전에 적극 활용함. 그러나 경제발전을 저해하여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게 됨
∙ 반면에 기업은 경영자주권이 없고, 기업과 직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심각하게 제한되며,
정부와 기업은 규범적이지 않고, 부자간의 관계로 됨
∙ 사회제도 및 경제체제에 따라 다양한 정부와 기업 관계가 형성됨
<표> 다양한 경제체제에서 정부와 기업 관계 구성요인 비교

제도의
정부와 기업
관계 규정

경제제도

미시적 조직구조

시장 상황

기업에 대한
정부의 조정

정부와 기업
사이 관계

자본주의
시장경제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

사유경제를
주체로

시장이 발달되고,
경쟁이 많음

간접

법률

공유경제를
주체로

시장이 건전하지
않고 경쟁이 없음

직접

등급제도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경제요소를
포함

시장이 차츰
건전해짐

이중적 조정,
주로 간접조정

반법률,
반행정

사회주의
시장경제

정보를
매체로 한
정부와
기업 관계

부족한
정보로 인한
정부와 기업
관계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여전히 계획에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이중적
체제에 따라 비대칭정보, 책임의 불균형 등 문제
∙ 기업의 평균이윤율, 이윤 수준, 경영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없어서 기업의 수익 및 손실 원인
이 정부 전략 때문인지 기업경영으로 인한 것인지 파악 어려움
∙ 기업들은 부적절한 관리, 잘못된 결정 등으로 인한 손실을 정책 문제로 귀결시켜 정부보조금
을 유용하고, 국유자산의 유실, ‘가짜 파산, 진짜 채무 도피’ 초래
∙ 현대 경제에서 자원결정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면 정보의 수집․전달․처리를 충분한 정보로
결정해야 정치와 기업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자유주의제도와 시장경제체제 운영에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보통 규제 강화로 해결
∙ 사회주의 국가는 시장체제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비대칭 문제 발생. 따라서 시장 시스
템 구축, 시장화 기업 경영기구와 관련된 기업가 시장 육성, 소유자의 경영자 감독 및 평가,
기업경영 상황에 따른 이윤율 지표 기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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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공공 공급
관련
정부와
기업 관계

계속

정부구매

∙ 정부 혹은 기타 공공기구에서 상품, 공사, 서비스를 구입하는 행위
∙ 시장경제에선 완전한 정부구매제도를 통해 공급과 수요 균형으로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일부 공기업 발전을 이룸. 군수생산을 보장하고, 시장과 기업에 작용함
∙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를 통해 기업의 생산규모, 생산량, 판매가격,
판매대상은 국가계획에 의해 결정됨. 계획경제에서 정부구매는 정부의 자금 배정에 속함

공공시설
공급

∙ 공공시설은 일반적으로 통신, 항공, 철도, 도로, 물과 전기, 가스 등을 포함. 시장이 사회에
서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모두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시설에 투자를 강화
∙ 자본주의에서 국유제는 주로 인프라나 공공재 부문에서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지 이윤창출
목적은 아님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공공시설은 국가가 독점하고, 무료로 제공하지만, 기업화 경영,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려 함

사회보장

∙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사회구제, 사회복지를 망라함. 주로 고용보장 및 실업보험, 의료·사
고·장애·양로와 관련된 보험을 의미
∙ 자본주의체제에서 정부는 일련의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여 개인 기업의 발전을 간접적으
로 보장. 그러나 복지의 보편화 문제로 방만한 정부지출로 비효율, 사회의 재산 낭비, 사회
불공평 등을 초래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서 사회보장체계는 문제가 많으며, 실업·의료보험 및 복지를 사회에서
책임지는 현실과 정부의 재정보조금을 받는 방식을 개혁할 필요

주: 赵东荣·乔均(2000: 2-32); 김윤권 외(2011: 8-23)를 근거로 작성함

정부의 관여 여부 그리고 법률과 법규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정부와
기업 관계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그림 2-2

정부와 기업의 관여 및 법규성 준거에 따른 관계 모형

적법적규

정부 비 관여

정부와 기업
분리

정부와 기업
협력

정부와 기업
방해

정부와 기업
공모

정부 관여

위법위규
출처: 聂辉华(202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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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에서 보듯, 정부와 기업 관계는 정부와 기업 관계의 협력
(cooperation), 분리(separation), 방해(sabotage), 공모(collusion)로
구분될 수 있다.

표 2-8

정부와 기업의 관여 및 법규성 준거에 따른 관계 유형

협력
관계

∙ 정부가 기업의 생산 또는 경영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동시에 정부와 기업의 상호작용 행위는 모두 합법적임
∙ 정부와 기업 협력의 방식으로 ⅰ) 공사합영기업을 설립하거나 공사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임. 예를 들어,
197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상당수 형성된 향진기업은 향진이 운영하는 기업, 촌에서 운영하는 기업, ‘빨간
모자를 쓴’(戴红帽子) 개체23) 또는 사영기업인데, 대부분 공사합영기업임. 정부는 이들 기업에게 일종의 정책보
호(예: 빨간 모자),일부 착수자금, 토지로 주주가 되거나, 정부구매의 방식을 통해 수요를 제공함. 만약 정부 주주
권 비율을 통해 정부가 기업에 관여하면 국영기업 또는 국유기업은 정부와 기업 협력의 극단적인 형식이 됨
∙ ⅱ) 정부는 산업정책을 실시하고, 즉 정부가 특정 산업에 대해 혜택정책을 시행하여 기업발전을 지원하거나 기업
발전을 제한함. 산업정책의 도구는 세수혜택, 재정보조금, 수출입보조금, 국산화, 시장진입, 가격과 겸병 통합의
규제, 공업단지, 보세구역 등 경제개발구를 포함
∙ ⅲ) 정부는 특정 업계의 기업에 추가적인 공공서비스와 기초시설을 제공(예: 업계발전 위해 정부가 전용도로를 건설)

분리
관계

∙ 정부가 기업의 생산 또는 경영활동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동시에 정부와 기업은 각자 법률을 준수함
∙ 정부와 기업 분리의 극단 상태는 ‘비관여(noninterference)’임. 정부는 단지 신고전경제학 의미상의 ‘야경국가’
로서, 관할 구역 내의 기업에 기본적인 공공서비스(핵심은 재산권보호제도와 계약제도)를 제공하고, 기업의 미
시적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기업은 법률 틀 내에서 자주적으로 생산과 경영활동을 결정하고, 정부를
포획하여 자신을 위한 사익을 도모하지 않음
∙ 이러한 현상은 통상적으로 선진국 또는 발전도상국의 극소수 발달한 도시(예: 영국, 미국, OECD국가) (중국의
선전과 항저우 등 지역, 일부 업계에서 이러한 상태에 상대적으로 접근 중)
∙ 그러나 정치 거버넌스 능력이 매우 약하고, 경제가 낙후한 지역에서, 정부는 기업에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만 제공
할 수밖에 없고, 기업 미시적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역량이 없음. 다른 한편 기업도 매우 약소하여, 정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이 또한 일종의 정부와 기업 분리

방해
관계

∙ 정부는 기업의 생산 또는 경영 활동에 거의 관여하지 않지만, 정부 또는(와) 기업은 위법과 범칙의 방식으로 상대
방을 방해함
∙ 정부와 기업의 방해는 ⅰ) 정부가 기업을 일방적으로 방해, ⅱ) 기업이 정부를 일방적으로 방해, ⅲ) 정부와 기업
간의 상호 방해로 구분됨
∙ 정부와 기업의 경합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정부가 더 많은 협상력을 가져서 정부가 기업을 방해할 확률이 더 큼
∙ 정부가 기업을 방해하는 방식은 과도한 기업 징세, 범칙비용, 기업자산 침해, 불법적으로 기업 관리자 체포, 기업
생산 또는 경영 방해, 기업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 거절 등의 ‘직무유기’ 등을 포함
∙ 기업이 정부를 방해하는 상황은 비교적 드물게 있음(예: 기업이 탈세하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승낙을 위배하거나
또는 지방정부의 대출, 보조금 또는 토지를 편취하는 것 등)
∙ 정부와 기업이 서로 방해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기업이 서로 갈취 또는 바가지 씌우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함

공모
관계

∙ 정부가 기업의 생산 또는 경영 활동에 심층적으로 관여하고, 동시에 정부와 기업 사이는 위법 또는 범칙의 방식으로
이익교환을 함
∙ 정부와 기업 공모의 과정에서, 기업은 위법 또는 범칙의 방식으로 비용을 절약하거나 이윤을 향상시키고, 정부관
원은 더 많은 세수할당, 더 높은 승진 확률 또는 더 많은 지대추구 수익을 얻음24)
∙ 정부와 기업 공모의 전형적인 사례는 광산사고, 환경오염, 토지위법, 탈세, 가짜, 부동산 버블, 생산능력 과잉,
밀수 등(聂辉华, 2013)
∙ 더 나아가 ⅰ) 약한 정부와 기업 공모, ⅱ) 중도 정부와 기업 공모로 구분 가능. 전자는 정부 또는 기업이 위법
형식을 취해 이익교환 도모(예: 지방정부가 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조작하거나 공동으로 재정보조금을
편치함), 후자는 명백한 법률위반의 공모(예: 심각한 인신 상해 또는 사망사건 초래)

주: 聂辉华(2020: 48-9)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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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유형의 정부와 기업 관계에서, 정부와 기업 양측의 협상력 크
기 및 이로 결정된 관계의 성격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만약 경합 양측의 협상력 분포를 고려하면, 더 나아가 정부와 기업 협력을
ⅰ) 정부가 강하고, 기업이 약한 비대칭 협력을 의존형(依附型) 또는 후견
주의(clientelist) 협력, ⅱ) 정부와 기업이 대칭하는 협력, ⅲ) 기업이 강
하고 정부가 약한 비대칭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聂辉华, 2020: 49).

(2) 정부와 기업 관계의 결정요인
정부와 기업 관계의 유형은 다양한데,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이 이러
한 관계를 형성하고 변화를 초래하는 것일까?
기업에 대한 정부가 관여할지 여부와 관여방식은 정부와 기업 관계의
유형을 규정하고, 정부가 관여할지 여부와 관여방식은 정부, 기업과 제3
자가 경합과정에서의 역량 대비에 좌우된다.
聂辉华(2020: 50)는 정부와 기업 관계의 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정부능력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국가능력
(state capability)을 지칭하는데, 이는 정부와 기업 경합과정에서 정부
역량이다. 정부능력은 주로 현지에서 지방정부의 징세 능력과 법집행 능
력으로 나타나고, 이들은 관할구역 내부와 외부 충돌의 리스크, 정치안정
성 및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 정도로 결정된다(Besley, 2010; 聂辉华,
2020: 50에서 재인용). 둘째, 산업세력이다. 즉, 한 산업(규모, 소유제 또는

23) ‘빨간 모자를 쓴 것’은 개체 또는 사영기업이 합법적인 경제적 지위를 얻기 위해, 해당 기업을 정부 부서, 사
업단위, 국유 또는 집단기업 아래에 부속시켜, 여러 기업이 연합하여 주식협력 기업을 설립한 것이다(曹正
汉, 2007; 聂辉华, 2020: 48에서 재인용).
24) ‘위탁인-감독인-대리인’으로 구성된 수직 조직에서, 협력과 공모를 구분하는 다른 기준은 감독자와 대리인
간 거래가 위탁인의 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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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준에 따라 구분된)에서 기업 영향력의 총합이다. 이는 기업의 수량
또는 규모, 기업의 조직구조(특히, 업계협회 또는 상회)를 포함하고, 동시
에 기업 정치연계의 영향도 받는다. 주로 업계 내 관련 기업의 매출액,
고용인 수 또는 지방정부에 주는 세수 금액으로 구현된다. 정부와 기업
경합과정에서 기업역량을 의미한다. 셋째, 감독역량이다. 즉, 정부와 기
업 행위에 대해 감독하는 제3자 역량 또는 제약조건이다. 이는 현지 또는
외지로부터의 여론감독, 대중압력, 전국적인 법치 환경 및 상급 또는 중
앙정부에서 가한 압력을 포함한다. 일정시기 내에 정부능력, 산업규모와
감독역량이 대표하는 세 경합 주체의 역량에 따라 한 지방과 산업의 정부
와 기업 관계를 결정하고, 정부와 기업 관계를 형성한다.
이 세 가지 역량은 완전히 ‘대등한 것’이 아니다. 지방정부와 기업의
경합과정에서, 지방정부와 기업 각자의 역량은 주도 역량이고, 감독역량
은 일종의 균형 역량 또는 일종의 조절변수(moderator)에 속한다. 기술
적으로 말하면, 변수Y(정부능력)와 변수X(생산규모)의 관계는 변수M(감
독역량)의 함수이다. 만약 한 지역의 여론감독 역량이 매우 강하거나, 또
는 법치 환경이 매우 좋으면, 지방정부는 기업에 상대해 강한 지위를 구
축하기 쉽지 않게 된다(聂辉华, 2020: 50).
이 세 가지 역량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변화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임기만료에 따른 정부관원의 교체는 정부 안정성을 바꿀 수 있어 정부능
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술진보와 산업 주기는 산업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연계와 중앙정부는 현지의 감독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聂辉华, 2020: 50).
정부능력, 산업규모와 감독역량이 주요 요인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ⅰ) 이 세 요인은 핵심요소들로, 기타 요소들은 반드시 이들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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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을 통해야만 정부와 기업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번 정부관원 임기만료로 인한 교체가 현지의 정부와 기업관계 성격에
변화를 낳은 것은 아니다. 관건은 교체가 정부능력(특히, 허가 능력)에 변
화를 초래할지의 여부이다. ⅱ) 일정시기 내에 정부능력, 산업규모와 감
독역량은 현지 정부, 기업 또는 주민이 일정 수준에서 변화될 수 있는 요
인들이다. 따라서 이들 요인들이 결정하는 정부와 기업 관계는 개선될 가
능성이 있다. 정치연계, 기술진보는 물론 어떤 통로를 통해 정부와 기업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이들은 관원 또는 기업에게 단독으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아니다. ⅲ) 정부능력, 산업규모, 감독역량은 서
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聂辉华, 2020: 50).

3) 정치연계
(1) 정치연계 의미
정치연계(Political Connections)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특수한 정부와
기업 관계이고, 특수한 것은 기업의 핵심 인물(대주주 또는 임원)과 정부
고위층 또는 정치인물 간 밀접한 관계에서 구현된다. 비록, 이러한 특수
한 정부와 기업 관계가 서로 다른 정치체제에서 서로 다른 표현 형식을 갖고
있지만, 기업과 정치인물의 사적인 관계로 나타날 수 있고, 정치인물의
경제참여 또는 기업의 정치참여로 나타날 수도 있다(胡旭阳, 2010: 75).
정치연계의 이론적 근원으로는 기업가 정치참여이론(political participation
of entrepreneurs), 정부의 ‘약탈의 손 이론(grabbing hand theory)’
및 ‘도움의 손(helping hand theory)’이론, 사회자본(social capital
theory)이론 등에서 찾을 수 있다(姚梅洁 等, 2019: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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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이론은 각각 여러 측면에서 정치연계 현상을 분석하고, 여러 국
가의 경험적 데이터의 검증도 받았다(Charumilind et al., 2006; Bertrand
et al., 2007; 姚梅洁 等, 2019: 163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들 연구 중
에서, 정치연계의 방식은 거의 모두 기업가의 개인행위에 치중된 것으로,
이들 유형의 제도화 행위에 대한 논의는 매우 드물다. 이로 인한 문제는
단일 시장과 개별화 관계 네트워크의 분석에만 의존하여 어떤 유형의 집
단은 정치연계에서의 행위를 고찰하기 어렵다. 만약, 어떤 유형 집단이
모두 어떤 정치연계의 전략을 취한다면, 이러한 ‘전략’이 일부 제도에서
부(-) 외부성을 대항하는 주요 경로일 수 있다(宋增基 等, 2014; 姚梅洁
等, 2019: 163에서 재인용).

기업의 정부연계를 공동으로 인지하면서도 학술적 선호와 이론적 기
반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정치행위에 대한 학자들의 이해도 다양하다(王
亮·赵定涛, 2006: 12-3). 첫째, 공공선택이론으로 기업정치행위를 분석

하는 경제학 연구자들은 정치운영 과정을 일종의 공공관리와 이익의 시
장화 교환과정(Market-like Exchange Process)으로 간주한다. 정부관
원의 행위가 모두 공공이익에 기반을 둔다는 점을 부정하고, 정부관원은
정부개입, 기업에 유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참여자의 의도를 만
족시켜 기업 자신의 정치선호를 충족시키는 공공정책이나 시장특권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정치학 연구자들은 기업의 정치자원, 기업 정치권
력의 영향력, 정치권력 활용을 통한 기업 자신의 경제이익 확보 등의 문
제를 중시한다. 셋째, 조직이론에 기초한 관리학자들은 자원의존이론으
로 연구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정치행위를 기업을 도와 환경을 통제
하고, 외부의존을 감소시키고, 운영능력과 위험방지를 높이는 중요한 수
단으로 본다. 넷째, 전략관리 학자들은 정부정책이나 통제행위가 업계경

88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쟁에 가져다 준 영향과, 이로 인한 기업이 정책과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
치고, 변경하려는 반응적 정치행위에 더욱 주목한다. <표 2-9>는 주요 관
점을 세분화하고 비교한 것이다.

표 2-9

비교 내용

기업정치행위에 관한 이론 관점 비교
이론 관점
이익집단이론

계급이론

공공선택이론

조직이론

기업-정치전략이론

정치행위는 운영 능력
연구 주제 공공정책의 수립은 각 이
사회계급은 정 지대 추구행위가 을 향상시키고 리스크 정치 전략은 기업경쟁
및 핵심 익집단이 이익을 위해 투
치권력의 근원 정치 계통의 효과 를 방어하는 중요한 전략의 중요한 척도
관점
쟁하여 타협에 이른 결과
수단
분석
측면

입법행위 업계,
기업연맹

기업 업계협회,
기업연맹

기업, 업계 전략집단
행위협회

사회단체

사회계급

거시적
변수

정치권력의 확산 정도

정치권력의 집 새로운 법률과 규제 정치행위의 연결 작용, 기업 또는 이익집단
중도
행위의 영향 정도 정치행위의 완충작용 의 정치지위

미시적
변수

공공정책이 업계와
이익의 확산, 집단 간의
금전이나 기타 유 환경 불확정성, 감지
계급구조 자금
경쟁구도에 미치는
협의
혹 물질
가능한 위협
영향의 정도

연구
방법

사례분석, 원인분석

사례분석, 원인
사례분석, 원인분석,
사례분석, 원인분
사례분석, 원인분석,
분석, 네트워크
네트워크분석, 조사
석, 경제모형 분석
규제영향분석
분석
분석

출처: 王亮·赵定涛(2006: 13)

정치관여의 한 가지 흔한 현상은 권력 지대추구(rent seeking)이다.
신정치경제학의 지대추구이론은 정부가 경제 활동에 대한 관리·통제·관
여라는 다양한 형식으로 지대를 추구하고, 지대추구를 위한 경쟁을 한다
(Krueger, 1974; 黎文靖, 2012: 83).25)

25) 기업이나 개인은 지대추구를 위한 일련의 비생산적인 활동을 한다. 이러한 지대추구는 몇 가지 특징을 띤다.
ⅰ) 지대추구 경쟁을 하는 행위는 비생산적이며, 효율성을 낮추고 사회복지 수준을 떨어뜨리고, ⅱ) 지대추
구는 일반적으로 사적인 이익거래가 수반하기에 대개 법에 위배되고(예: 부패와 뇌물), ⅲ) 통상적으로 법률
체계가 완비되지 않고, 행정권력이 과도하게 큰 국가와 지역에서 지대추구 행위가 성행한다(黎文靖, 201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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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ifer & Vishny(1994)는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전환기 국가에서
정치와 경제개혁이 철저하지 않고, 정치 투명도가 낮고, 권력행사에 효과
적인 감독이 부족하다. 또한, 관원은 수중의 권력을 이용하여 기업과 결탁
하는 부패와 지대추구를 모색하는데, 이는 제도의 규제를 받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지대추구를 성행하게 된다(黎文靖, 2012: 82에서 재인용).
Hellman et al.(2003)은 실증검증을 통해 포획경제(capture economy)
가 경제전환기 국가에서 더 쉽게 발생하고, 포획력을 갖춘 회사(captor
firms)는 정부에 관여하고, 정부관원에 뇌물을 주는 방식을 통해 정치권
력을 조종하여 지대추구를 얻어, 이들 회사는 더 높은 성장률과 더 안전
한 재산권보호를 받게 된다(黎文靖, 2012: 83에서 재인용).
이처럼 서구 학계에서도 기업의 정치행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체계
화된 이론이 없고, 연구 범위도 경제학, 정치학, 관리학, 조직행태학 등
여러 학과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정치행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두 기업과 정부 사이의 관계, 특히 기업과 업계 협회가 정부 입법과 통
제 과정에서 보이는 행위에 주로 주목한다. 이는 기업에 있어서, 정부와
의 관계에 협조하고, 합리적으로 정치행위를 모색하는 것이 기업의 경제
적 우위를 형성하고, 기업의 전략목표를 실행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
이다(王亮·赵定涛, 2006: 12).

(2) 정치연계의 전략
① 기업의 정치연계의 방식
기업의 정치적 연계(corporate political connections)를 형성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이러한 연계는 ⅰ) 직접적 정치적 연계가 있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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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또는 퇴직 최고관리자, 조직구성원, 또는 투자자 및 정치인(현직 혹은
종전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다. ⅱ) 선거 도움이나 로비활동 같은 간접적
정치적 연계가 있다.26) 기업의 정치적 참여는 다양한 형태27)로 나타난다.
기업의 정치연계는 기업이 정부와 수시로 양호한 상호작용을 진행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는 경향을 지칭하고, 이러한 경로의 유지는 통상적
으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특수 관계이다. 기업가는 투입산출 비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치연계의 범위, 수준과 형식을 결정하고, 그 동인은 주로
재산권보호와 더 큰 이익 추구에서 비롯된다(封思贤 等, 2012; 姚梅洁 等,
2019: 163에서 재인용).
기업의 정치연계에서 정치수단을 응용하여 경쟁우위를 얻는 기업전략
이 나타난다(Mitnick, 1981; Wood, 1986; 王亮ㆍ赵定涛, 2006: 13에
서 재인용). 근본적으로 보면, 이는 기업이 정치 환경의 불확실성과 리스
크를 피하려는 일종의 전략이다. Harris는 이를 ‘기업관리의 정치화’ 과
정이라고 부르고, 기업과 정부 관계의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Harris &
Milkis, 1989; 王亮·赵定涛, 2006: 14).
정부와 기업의 상호작용 의존관계는 기업이 정치행위를 추구하는 토
대가 되고, 더욱 확대된다. 기업의 정치행위는 기업이 경쟁우위를 구축하려

26) Corporate Political Connections. Retrieved from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
10.1007%2F978-3-642-28036-8_702(검색일, 2020.11.22).
27) 기업의 정치적 참여(corporate political participation) 방식을 본다면,ⅰ) 정치적 개입(political
involvement)은 각급 정부의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참여한다. ⅱ) 로비는 공무원에게 영향을 주는 과
정이다. ⅲ) 정치적 행위 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s)는 비즈니스가 정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재정적 자원을 활용하는 수단이다. ⅳ) 연합 구축(coalition building)은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즈니
스와 다른 집단이 세를 결합한다. ⅴ) 정치적 전략은 주어진 규제 혹은 입법 관련하여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Business and government relationship. Retrieved from https://www.studocu.com/en-nz/
document/massey-university/business-and-society/lecture-notes/business-and-governmentrelationship/1508540/view(검색일, 20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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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종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전략 수립과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王亮·
赵定涛, 2006: 14).

이처럼 기업의 정치행위는 기업이 정부정책이나 규제 과정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시도하는 복잡한 행위이다. 이는 기업이 정부
권력을 통해 기업목표를 발전시키려는 일종의 지속적인 노력이고, 그 목
표는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시장 성공에 유리한 공공정책 결과를 산출
하려는 것이다(王亮·赵定涛, 2006: 13).
② 중국의 정치연계 전략
정부와 기업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 역량과 정책수립 수준
을 파악할 수 있고 기업의 전략적 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중국
은 시장경제가 발달한 서구와 달리 시장 기제가 완비되지 않고, 정부가
경제에 대한 영향과 개입이 광범위하고 막강하다.
공식제도가 많이 완비하지 않은 배경에서, 관계, 명성을 대표로 하는
비공식제도는 중국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Allen et
al., 2005; 于文超, 2019: 34에서 재인용). 이 중에서, 양호한 정부와 기
업 관계는 기업이 외부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돕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작
용을 한다. 정태적인 시각에서 볼 대, 기업자원이 제한적일 때, 정부와 기
업 관계의 안정, 상당한 ‘수익’은 기업이 자신 혁신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약화시킨다(党力 等, 2015; 于文超, 2019: 34에서 재인용).
중국에서 정치적 관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일종의 기업의 정
치적 전략이며, 관료와 네트워킹을 위한 기업 지출은 지방의 정치적 환경
이 변할 때 증가한다(Zhao & Li, 2013: 79).
중국의 환경에서 정치적 전략은 기업이 접근하고 정부(관원)와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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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발전시켜 자원을 얻고, 보호를 받고, 문제를 피하려는 방법과 행
위를 의미한다. 이로부터 기업과 정부의 관계를 중요한 지위에 두는 선제
형 전략과 소극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수동반응형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吴婧洁, 2016: 75-6).
중국 기업들은 정치적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며, 이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 측면에 상당한 편익을 가져다준다. 소유권 형식 또는 다른
시기에 따라 기업은 정치적 관계와 정치적 성과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
중국 기업에서 기업활동 관련 핵심 정보는 정치적 관계 전략이다(Buşoi
& Istocescu, 2010: 508).

표 2-10

기업과 정책결정자 간 관계를 제고할 중국 기업의 전략

변수

핵심 정보

공공복지 전략

장학금, 공공기금, 자선기금, 희망 프로젝트, 스포츠, 교육, 위생, 건강 및 다른 공공복지 원인, 사회적
복지, 고용문제, 사회적 보장, 환경보호, 이재민 구호

공공관계 전략

초대, 인터뷰, 정부 혹은 무역협회 관료, 의식, 화한 및 미팅, Cut 리본(개막식), 선물, 축사, 사진, 텔레그램
혹은 연설

방문 전략

방문, 인터뷰, 조사, 정부관료, 다른 기업관리자, 중국 정협대표

참여 전략

전국인대, 정협, 정부 무역협회 회의, 입법회의, 정부에 공식 보고

공론화 전략

공론화, 학습, 추종, 이해, 당의 생각과 정신, 정부정책, 정부관료의 연설

당 업무 전략

당 지부 혹은 그룹 설치, 당 기념 축하, 당원 활동 조직화, 당 역사 혹은 정신 학습

미디어 전략

미디어, 유리한 여론 형성, 비즈니스 활동 보고, 유리한 정치적 환경 조성, 정부정책에 영향

출처: Wu(2008: 77-78); Buşoi & Istocescu(2010: 509)에서 재인용

중국 기업의 정치적 성과에 관해 정치적 관계 전략의 결과로서 4가지
변수를 통해서 기업의 정치적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다. 즉, ⅰ) (유)무형적
정부자원, ⅱ) 정치적·경쟁적 이점, ⅲ) 시장성과, ⅳ) 재정적 성과이다
(Buşoi & Istocescu, 2010: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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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의 정치적 성과를 계량화하는 변수

표 2-11

변수

정부
자원

핵심 정보

유형적

선호하는 정책, 토지 혹은 조세. 무역 장벽, 할당, 기준 설정, 정부기금, 운행대출, 전문가, 시장
기회 정책정보

무형적

품질인증, 명예수여 혹은 이름(모범적 일꾼, 조정자), 정치적 칭호 혹은 이름(전국인대 대표, 정치적
지위, 이미지, 명성), 상표권 보호

관계
정치적·경쟁적 이점
시장 성과
재정적 성과

고객과의 개인적 혹은 협조적 관계, 경쟁자, 공급자, 은행, 정부, 사회, 다른 이해관계자
R&D 정부지원, 통합, 국제화 활동(특허, 합병, 기술혁신, 글로벌 시장 등), 정부 정책지원(검사면제,
시장접근, 가격조정, 산업표준, 반덤핑 혹은 반독점법 등)
시장 몫, 제품 세일(가령 정부계약), 새로운 시장개척
세입, 판매, 현금흐름, 이윤, ROA, ROE, EPS 등

출처: Wu(2008: 79); Buşoi & Istocescu(2010: 510)에서 재인용

중국에서 정치적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기업의 정치적 전
략은 8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Wu(2006)는 한편에선 정치적 전략과 기업의
정치적 자원 간의 연계를, 다른 한편에선 동일한 전략 및 기업의 정치적
편익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Wu, 2006: 85-97; Buşoi & Istocescu,
2010: 510에서 재인용).

그림 2-3

중국 기업의 정치적 자원, 전략, 편익 간의 관계

기업의 정치적 자원

기업의 정치적 전략

기업의 정치적 편익

정부 개입
유형적 자원

직접 참여
정부 협회

무형적 자원

재정적 인센티브

조직적 자원

기소

관계적 자원

제도 혁신
정보 상담
사회적 힘 동원

주: Wu(2006: 88); Buşoi & Istocescu(2010: 5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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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자원
정치적·경쟁적
역량과 이점
시장 성과 및
재정적 성과

3. 정부 정책과 기업 관계
서구에서 기업의 혁신은 기업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한다. 그런데, 중
국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일련의 촉진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에
따른 기업혁신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경로는
무엇인가?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그 이론적 기초는 무엇일
까? 정부가 제정한 다양한 정책이 기업혁신에 어떠한 다른 결과를 초래
할까? 이 과정에 또 어떤 변수의 영향을 받을까?

1) 정부정책과 기업혁신
(1) 정부정책과 기업28)
기업은 공공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공정책에 대한 정보를
계속 파악하고 정부의 의사결정 및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
다. 기업이 정부와의 관계를 보고 행동하는 다양한 일반적인 방법이 있
다. 한 가지 관점은 기업이 기업과 정부를 ‘양측’으로 그리고 서로 반대하
는 것으로 간주한다. 일부는 이것은 대공항의 여파로 지배적인 주류 비즈
니스 관점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반규제적’ 또는 ‘제한된 정부’ 관점으
로 특성화되었으며, 최소한의 정부 역할을 가진 자유시장이 경제 활동에
가장 좋다고 믿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정부를 최소화하고 민영기업
및 정부 세금, 규정 및 정책과 관련된 일반 경제에 대한 비용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상호작용에 가장 중점을 둔다.

28) Business and Government Relations: How Do Government and Business Interact? Retrieved from
https://saylordotorg.github.io/text_the-sustainable-business-case-book/s07-02-business-andgovernment-relati.html (검색일, 20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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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또 다른 비즈니스 관점은 기업이 일자리, 혁신 및 사회 경
제적 복지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을 선호하고 기업 성과 및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조금, 세금공제 및
보조금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 및 정부 관계에 대한 세 번째 일반적인 관점은 사회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있어 정부와 협력하여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사
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행동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기관인 것
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동일한 태양광 사
업은 유리한 세금공제와 같은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의 상호작
용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받는 동시에 정부와 협력하
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납세의무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2) 정부의 정책과 혁신29)
① 정책지원
정부의 정책지원은 그 범위가 넓다. Feldman & Kelley(2006)은 정부
의 정책지원은 주요 연구보조와 재정보조에서 구현된다고 본다. Kang &
Park(2012)은 정부 정책지원을 정부보조와 세수감면으로 이해한다. Shu
et al.(2015)은 정부 정책지원이 주로 자금지원, 세수감면, 정부구매 등
의 조치를 통해 실현된다고 지적한다. 杨震宁·李东红(2010)은 정부 정책

29) 邢会 等(2019: 130-1)을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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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과 세수 정책지원 강도를 증가시켜야
하며,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감독업무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龙静·刘海建(2012)은 정부 정책지원이 거시적인 경제정책, 재정과 세수

정책, 과학기술촉진정책 등을 포함한다(이상 邢会 等, 2019: 130에서 재
인용).
王海 等(2017), 邢会 等(2019)은 정부지원정책(Government Support

Policies)을 ‘공급면-환경면-요구면’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
급촉진정책은 과학기술, 인재투입과 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한다. 환경지원 정책은 정부보조, 세수혜택, 금융지지와 지적재산권보호
등의 조치를 통해 유리한 제도 환경을 조성한다(Kang & Park, 2012;
Mukherjee et al., 2017). 수요촉진정책은 정부구매, 소비자보조, 응용
시범 등 정책조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혁신을 자극한다(晏艳阳·王娟,
2018)(이상 邢会 等, 2019: 130에서 재인용).
② 기업혁신
기업혁신 관련 연구는 경제학자 슘페터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는 기업
혁신이 기업관리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기업의 발전 방향, 규모, 속도
를 규정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초에서, 학자들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
혁신을 규정·분류하였다. 혁신의 중점에 따라, 常修泽·戈晓宇(1989)는
이를 제품혁신, 기술혁신, 시장혁신, 관리혁신과 조직혁신으로 구분한다.
제도 상태에 따라, 혁신을 절차화 혁신과 비절차화 혁신으로 구분한다.
절차화 혁신은 계획이 있고, 개발 활동에서 기존 경로와 절차를 따르는
혁신을 지칭한다. 비절차화 혁신은 수동형 혁신과 고통형 혁신으로 구분
한다. 수동형 혁신은 주로 기업의 우발적인 자금지출 지지로 전개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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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형 혁신은 기업 실패에서 야기된 것이다. 혁신 효과에 따라, 黎文靖·
郑曼妮(2016)는 이를 실질적 혁신과 전략적 현식으로 구분한다. 실질적

혁신은 혁신의 질을 중요시하고, 기술진보를 추진하고 경쟁우위를 유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략적 혁신은 혁신 수량을 더 중요시하여 정부
의 정책에 영합한다(邢会 等, 2019: 131).
③ 정책협동
정책협동 이론은 최초로 독일 학자 Haken이 제기했는데, 그는 정책협
동은 체계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단일한 정책 사이의 상호영향, 상호작용을
추진할 수 있어, 전체 시스템의 공동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책협동의 개념에 대해, 아직 합의된 정론은 없다. Mulford &
Rogers(1982)는 정책협동이 여러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
을 주어, 공동으로 하나의 임무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彭纪生 等
(2008)은 정책협동이 책임자가 서로 다른 정책을 실시하여 정부의 목표
를 완성하는 것이라 본다. 毛汉英(2017)은 정책협동을 정부를 주체로 하
고, 지역발전을 조정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실패
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규정한다. 비록, 정책협동에 관한 이들
개념은 구체적인 의미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모두 서로 다른 요소
간 상호협력으로 지역협동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강조한다(邢会 等,
2019: 131).

2) 정부정책과 기업혁신 관련 이론
정부의 기업에 대한 관여 혹은 개입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관여 또는 개입의 방식과 수단이 다양하듯 그 영향 역시 매우 다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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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邢会 等(2019: 131)은 정부정책과 기업혁신 관련 이론적 기반은
여러 고전적인 이론에서 공동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며, 주로 시장실패와
정부관여이론, 기술혁신이론과 정보비대칭이론 등을 논의한다.

표 2-12

정부정책과 기업혁신 관련 이론

∙ 1929~1933년 경제위기 이전, 학계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모든 것이 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관여
를 반대함. 경제위기 발생 이후 경제학자들은 시장실패 문제를 인식함. 시장만 의존해서는 기업혁신이
예상했던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점. 또한, 기업혁신 자체가 리스크, 불확실성, 외부성을 갖기 때문에 기업혁
신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정부가 관여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해야 한다는 것임
∙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시장 기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기업 행위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확대
시장실패와
하여 시장실패를 억제해야 함
정부관여이론
∙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지원과 기업혁신에서, 그 이론적 기반은 다음과 같음. 첫째,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혁신이 가져오는 투자부족을 완화해야 함. 혁신은 고위험과 수익 불확실성의 특징을 가져서 중소기업의
혁신자금 부족 등을 유발하여 기업혁신을 제한함. 정책지원은 이러한 곤경을 완화시킬 수 있음. 둘째,
정책 관여의 우위를 위해 기업은 정부지원을 얻어서 유리한 정보로 투자자를 설득시켜, 기업혁신 프로젝
트가 자원을 얻도록 함
∙ 혁신은 고위험성과 수익 불확실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대다수 중소기업은 융자조달 문제로 혁신을 추진
하기가 쉽지 않음. 이때 정부는 관련 정책을 내놓아 기업혁신을 장려해야 함
∙ 다른 한편, 기업혁신은 낙수효과를 가져서 종종 ‘가격 낙수’와 ‘지식 낙수’를 낳아 관리자의 혁신 열정을
기술혁신이론
떨어뜨려 혁신에 불리함. 동시에, 낙수효과는 일련의 ‘편승’ 행위를 유발하여, 혁신을 추구하지 않은 기업
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기술모방 행위를 통해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자극함
∙ 이 때, 정부는 정책지원으로 이러한 낙수효과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리자의 심리적 기대를 만족시
키고, 혁신 수익 기대치를 향상시키고, 혁신 동력을 강화시킴

정보비대칭
이론

∙ 정부와 기업 간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하여, 한편으로 정부가 지원 대상을 선택할 때 어려움. 비록, 정부는
엄격한 집행절차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혁신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알 수 없고, 기업혁신 자원을
최적화되도록 배치할 수 없음
∙ 다른 한편,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정부는 기업혁신 자금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여 전문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이 존재
∙ 또한, 정보비대칭으로 정부가 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다하여,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낳고,
기업 자신의 투자를 감소시킴. 또는, 정부지원을 얻기 위해, 기업은 지원 범위에서 혁신 프로젝트 투입을
늘리고, 지원 범위 밖의 혁신 프로젝트 투입을 줄여, 총체적인 혁신 수준의 향상에 불리할 수 있음
∙ 이런 측면에서 일부 학자들은 정부 정책지원이 기업혁신을 억제한다고 지적함

주: 邢会 等(2019: 131-2)을 근거로 작성함

3) 정책지원의 기업혁신에 대한 효과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은 기업혁신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
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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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효과
정부의 정책지원과 기업혁신에 대한 연구에서, 학자들은 초기에 이 양
자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에만 주목하였다. 첫째, 단일 정책은 기업혁신에
영향을 준다. 정부정책과 기업혁신의 관계에 대해, 학계의 관점이 엇갈린
다. 일부 학자들은 정부의 정책지원과 직접적으로 기업혁신을 추진한다
고 보고, 다른 일부 학자들은 정부 정책지원 행위는 기업혁신을 억제한다
고 본다. 또, 일부 학자들은 양자관계는 불확실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내
용은 <표 2-13>과 같다(邢会 等, 2019: 132).

표 2-13

효과
유형

정책이 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
저자

샘플 출처

Mukherjee et
상장 회사데이터
al.(2017)

측정 방식

연구의 결론과 요점

세수혜택으로 정부 정책지 정부의 세수감면은 기업혁신의 융자압력을
원 행위를 측정
완화하여, 기업혁신을 추진할 수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보조는 기
Kang & Park 중국 공업기업 데이터 정부 연구개발보조로 정부
업혁신 향상을 실현하는데 현저히 도움이
(2012)
베이스(2003~2007년) 정책지원 행위를 측정
됨
추진
작용

晏艳阳ㆍ
王娟 (2018)

정부의 관련 정책과 상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으로 정부의 지원행위는 기업혁신을 추진했지
장회사 데이터
정부 정책지원 행위를 측정 만, ‘지대추구’의 조정으로 혁신수준을 낮춤

杨洋 等
(2015)

국유기업에 비해, 정부보조는 민영기업혁
중국 공업기업 데이터 정부보조의 양으로 정부 정
신에 대한 추진 작용이 더 크고, 시장왜곡은
베이스(2003~2007년) 책지원 행위를 측정
양자의 관계에 영향 줌

尹志锋 等
(2013)

세계은행 기업 데이터 지적재산권 보호로 정부 정 지적재산권 보호는 현실 산출을 향상시키는
(2002~2006년)
책지원 방식을 측정
데 유리함

Boeing
(2017)

억제
작용

통계연감

연구개발지원 수량으로 정 정부의 연구개발보조는 기업의 혁신투입을
부 정책지원 행위를 측정 구축하고(挤出), 기업혁신을 억제함

Wallsten
(2000)

정부가 한 단위의 연구개발보조를 증가할
중소기업 혁신연구계 기업혁신 프로젝트 지원 수
때마다, 기업이 상응하게 자신 연구투입을
획 정책영향의 샘플 로 정부 정책지원 행위 측정
감소

张璇 等
(2017)

2005년 세계은행 중 재정지원을 정부 정책 지원 정부정책 지원은 신용대출 지대추구의 영향
국 기업조사 데이터 행위의 측정 방식으로 함 을 받아 기업의 혁신효과에 영향을 미침

赵树宽 等
(2012)

중국 36개 대중형 공 기업 과학기술 활동 경비 모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은
업기업의 업계 패널 데 금으로 정부 정책지원 행위
기술혁신 효율의 향상에 불리함
이터
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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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효과
유형

불확
실

계속
저자

샘플 출처

측정 방식

연구의 결론과 요점

Kim & Lee
(2011)

한국 조사와 연구 데이터

연구개발 지원의 수량으로 정부의 연구개발보조는 기업혁신에 현저한
정부 정책지원 행위 측정 작용이 없음

Tan et al.
(2014)

중국 조사와 연구 데이터

기업정책으로 정부 정책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은 기업혁신에 현저한
원 행위 측정
영향이 없음

杨以文 等
(2018)

장쑤성 미시적인 기업 혁신형 기업추진 정책으로 혁신형 기업 추진 정책이 혁신의 질 향상에
데이터
정부 정책지원 행위 측정 대한 효과가 현저하지 않음

毛昊 等
(2018)

1985~2015년 중국 성 특허 장려정책으로 정부 정 정부의 장려조치는 특수 상황에서 현저하지
급 패널데이터
책지원 행위 측정
않음

毛其淋ㆍ
许家云
(2015)

정책지원 초기에는 추진 작용을 산출할 수 있
중국 공업기업 데이터 정부보조와 정부구매로 정
지만, 정부보조가 일정한 구간을 초과할 때 구
베이스(2003~2007년) 부 정책지원 행위 측정
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출처: 邢会 等(2019: 132)

둘째, 다양한 정책협동은 기업혁신에 영향을 준다. 학자들은 정부정책
지원 행위에서 단일 정책지원이 기업혁신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였지만,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일부 학자들은 정부정책은 서로 영향을 미
칠 수 있어, 서로 다른 정책을 통합하여 그것이 기업혁신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여, 단일 정책의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표 2-13>은 또한
서로 다른 정부정책 협동이 기업혁신에 주는 영향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조치 간의 결합은 기업혁신을 더 잘 추진하게 한다는 것이다(崔也光 等,
2017; 邓翔 等, 2018; 邢会 等, 2019: 132에서 재인용).

(2) 간접 효과
많은 학자들은 정부 정책지원과 기업혁신의 관계를 연구할 때, “각자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그 내부 영향 기제
를 탐구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은 점차 그 간접적 영향을 연구하여,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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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와 조정변수로 양자 관계의 차이성을 분석한다(邢会 等, 2019:
132). 첫째, 중개효과가 있다. 국내외 문헌을 추가로 검토하면 주로 ⅰ)
관리 측면, ⅱ) 집행능력, ⅲ) 외부환경 세 가지 측면에서 정부 정책지원
이 기업혁신을 지지하는 기제임을 파악할 수 있다(<그림 2-4>).

그림 2-4

정부
정책
지원

중개효과 영향

분류 표준

중개 변량

관리 국면

혁신 기대, 내부 장려
및 연구개발 투입

집행 능력

이원 학습 능력,
자원 유입 능력

외부 환경

서비스 중개 기구
정부권력 작동 방식

기업
혁신

출처: 邢会 等(2019: 132)

중개효과로는 ⅰ) 기업관리 측면에서, 정부 정책지원 행위는 기업 관
리층의 혁신 기대, 내부 장려조치 및 기업 자신의 연구개발 투입을 조정
함으로써 기업혁신에 영향을 미치고, ⅱ) 구체적으로 기업 실시 조치를
보면, 연구는 기업의 탐색적 학습능력, 응용적 학습능력 및 자원유입 능
력으로 기업은 끊임없이 자원을 이용․모방․응용하고, 더 나아가 기업혁신
에 영향을 미치고, ⅲ) 외부 환경에서 보면, 사회의 일부 중개기관과 정부
권력 행사 방식이 모두 중요한 중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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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조정효과 영향

기업기본 특징

기업관리 현상

기업 유형, 기업규모,
국유자산 비중, 소유제 관계

지식재산권보호,
CEO 인지, 연구 강도

정부정
책지원

기업
혁신
경제발달 정도, 과학연구 기초 현상,
시장구축 정도, 신용대출 기제,
소득세 기제, 공급사슬
외부 환경 요소

출처: 邢会 等(2019: 134)

둘째, 조정효과가 있다. 정부 정책지원의 기업혁신에 대한 간접효과는
중개요인과, 일부 조정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대체로 이들 조정변수를 기
업의 기본 특징, 기업관리 현황, 외부 환경 요인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2-5>와 같다.
조정효과로 ⅰ) 기업의 기본 특징 관련 기존 연구에서 보면 서로 다른
기업유형, 기업규모의 크기, 국유기업 여부 등 모두가 정부 정책지원과
기업혁신 간에 중요한 조정 작용을 한다. ⅱ) 기업관리 측면에서 지적재
산권 보호 규제를 엄격히 집행하는지 여부, 임원이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인지도, 연구개발 투입 강도 등이 모두 중요한 조정 작용을 한다. ⅲ) 일
부 학자들은 외부 환경도 중요한 조정 작용을 하는 것으로 지적한다. 예
를 들어, 서로 다른 지역의 경제발전 상황, 시장 왜곡 정도(彭纪生 等,
2008), 소득세제도, 신용대출제도 등이다(邢会 等, 20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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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
여기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
념적 우선순위로 사회주의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 사회주의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 그리고 중국 기업을 이해하기로 한다.

1.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
1) 경제체제의 비교
경제학은 가계와 기업 간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수요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요소를 결합시키는 방법을 다룬다. 경제는
ⅰ)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언제 생산해야 하는가? ⅱ) 재화와 서비스
생산 방식은? 누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어떤 자원(기술 등)을 투
입해야 하는가? ⅲ)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누가 받아야 하는가? 소비자
간에 어떻게 재화와 서비스가 배정되어야 하는가?(Skripak, 2018).
이러한 질문은 국가의 경제체제에 따라 좌우된다. 경제체제는 한 사회,
즉 가계, 기업, 정부가 제품생산을 위해 자원을 어떻게 배정하고 이러한
제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미이다. 정부와 대비하여 개
인과 기업 소유자가 이러한 결정을 할 자유를 누리는 정도에 따라 경제체
제의 유형은 다양화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체제는 계획체계와 자유시장체
제로 구분된다(Skripak, 2018).
경제체제를 비교하면 한쪽 끝은 공산주의에 또 다른 끝은 순수 자본주
의라는 연속체를 고려할 수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부가 기

10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업을 통제하는 정도는 감소되고, 세금 역시 상응하게 줄어든다(Skripak,
2016).

그림 2-6

경제체제

출처: Skripak(2016)

<그림 2-6>에서 보듯, 중국은 혼합경제에서 사회주의 주도 경제체제에
해당됨을 볼 수 있다.

2) 경제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
사회주의체제에서 정부와 기업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제가 추
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체제이
든 정부는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며, 동시에 정치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제도와 정책을 통해 경제가치도 추구한다.
杜媛·王竹泉(2014: 133)은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로 첫째는 법률 등

제도를 통해 각종 기업에 서로 다른 ‘권리’를 부여하여 가치창출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적 부를 증진하고, 사회발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
반의 경제문화생활 수준을 높인다. 둘째는 각종 제도를 통해 관련 기업에
서로 다른 ‘의무’를 가하여 정부에 대한 기업의 정치이익 배분, 즉 정부는
기업이 사회공정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집행해야 할 각종 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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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요구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정치적 지위, 정권 통치의 안정을
추구한다. 이는 정부가 사회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그림 2-7>과 같이, 정부는 사회자본 투입으로 얻은 두 가치 사이에서
저울질하여 총가치를 극대화한다.

그림 2-7

정부의
가치

정부의 이중가치 목표 균형

작은
정부

정부의 총가치 목표 곡선

큰 정부

정부의 경제가치 제고
(정부가 확보하는 권력지대)

정부의 사회가치 제고
(사회진보, 정권 안정)

최우선 목표 균형점 E

사회 자본에 대한 정부 투입 수량
혹은 시장화 정도의 선택

출처: 杜媛·王竹泉(2014: 133)

각국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적 가치는 국민의 행정수
요와 정책문제, 난제의 해결이란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이다. 경
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공간적으로 서로 충돌되고, 시간적으로 서로
보완될 수 있다.
만일,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다면, 보다 적은 사회적 자본을 투입
하여 사회 개체에 관여를 적게 하여 작은 정부를 취하여 정부가 얻을 수 있
는 권력지대는 경제적 가치보다 적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작은 정부는 개체
에 완전한 재산권을 부여하여 그 가치를 창출하게 장려하여서 결과적으로
는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켜 정권의 안정을 가져와서, 정부는 보다 장기적
인 관점에서 권력지대를 얻게 된다(杜媛·王竹泉, 2014: 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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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가와 권력 부여를 받지 않은 기업은 모두 불법이고, 국가 법
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성립된 기업에서 정부는
사회자본의 소유주 중 하나이다. 정부 자체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효율
성을 더 선호하는 정부는 기업 효율을 증진시키는 사회자본 투입을 더 중
시하고, 공정성을 선호하는 정부는 기업 공정을 증진시키는 사회자본 투
입에 더 주목한다(<그림 2-8>)(杜媛·王竹泉, 2014: 135).

그림 2-8

기업 선택에 대한 정부의 공평과 효율 가치관
국유기업

효율

작은 정부

공평

큰 정부

낮은 권력 지대
높은 사회 가치
기업의
사회자본
투입

정부
높은 권력 지대
낮은 사회 가치

사회효율에
대한 기업의
공헌

선
택

사회공평에
대한 기업의
옹호

선
택

사영기업
외자기업
동업기업
기업
……

출처: 杜媛·王竹泉(2014: 135)

정부는 국내외의 기업 가치 창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업에
중요한 사회자본을 투입한다(杜媛·王竹泉, 2014: 136). 첫째, 국정운영
(政府代理治國)을 대리하는 정부에게 기업은 중요한 도구의 하나이다. 정
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회자본 투입자이고, 가치 창출자이고, 수익
공유자이다. 둘째, 역사적으로 동업 기업과 회사는 모두 기업 소유자와
정부가 각각 자신 이익 최적화 입장에서 추진한 집단선택의 결과이다. 합

30) 반면에, 정부가 경제적 가치를 보다 중시하면, 정부는 개인 재산권을 부분적으로 회수하여 큰 정부를 취한다.
즉, 보다 많은 제도를 설계하고, 보다 많은 사회자본을 투입하여 사회평등 발전, 공동진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더 많은 권한행사를 취하여 필연적으로 더 많은 권력지대를 추구한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은 불
안하고, 불명확해져서 개체의 가치창조 능력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가치창조 능력을 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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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기업이란 결국 정부가 인정하고 선택한 것이다. 물적 자본이나 인
력자원 소유자는 자신 이익에 기초한 경제선택에서 공동으로 합법적인
기업을 구축한다. 셋째, 정부는 기업에 대한 사회자본 투입을 하고, 이를
통해서 가치분배를 실현하는 목표를 구현하듯,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
치라는 이중성을 띠게 된다. 정부는 자신의 경제이익, 즉 권력지대를 추
구하는 한편, 기업을 활용하여 정권안정을 수호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한다(杜媛·王竹泉, 2014: 136).31)
역사 흐름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재인식하는 것은 기업 본질, 형
성논리, 기업경계, 이해관계자의 가치관리 등 중요한 기업이론 문제에 대
한 해석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는 정부 거버넌스, 기업 거
버넌스, 기업자본 투입, 기업자본구조, 기업경제, 기업유형 재분류 등에
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杜媛·王竹泉, 2014: 136).

3) 사회주의체제의 정부와 기업 관계
(1) 사회주의체제의 정치 및 경제 변화
사회주의체제의 정치 및 경제 변화는 세 단계를 거친다. 세로축은 정
치적 변화과정을 보여주며, 동시에 가로축은 경제적 변화과정을 보여

31) 이는 ⅰ) 법률 등 제도를 통해 각종 기업에 서로 다른 ‘권리’를 부여하여 가치창출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적
부를 증진시키고, 사회발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주권을 보위하고, 모든 인민 경제문화생활 수준을 향
상시키고, ⅱ) 각종 제도를 통해 관련 기업에 서로 다른 ‘의무’를 가하여 정부에 대한 기업의 정치이익 분배
를 확정하는, 즉 정부가 기업이 사회공정 측면에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각종 행위 조치를 이행케 하여 사
회 안정을 유지하고, 정권 안정을 도모하고, ⅲ)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경제 가치와 사회 가치는 공간적으로
상호 충돌하고, 시간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두 가지 유형의 가치의 균형은 사실 여전히 공정과 효율에 대한
정부의 가치관 선택으로 귀결되고, ⅳ) 어떤 사회 환경에 처해 있는 정부는 자신이 공정이나 효율에 대한 가치
취향에 따라 어떤 정부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결정하며, 그 가치관은 사회자원에 대한 투입에서 나타나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에서 집중되어 있다(杜媛·王竹泉, 2014: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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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이용빈 역, 2012; 백계문 역, 2011; 이상윤, 2019: 56에서 재인용).
표 2-14

사회주의체제 하의 정치 및 경제적 변천 3단계론

다원적 민주주의
(pluralistic democracy)

4

8

12

16

다원적 권위주의
(pluralistic authoritarianism)

3

7

11

15

협상적 권위주의
(consultative authoritarianism)

2

6

10

14

독재
(dictatorship)

1

5

9

13

지령성 경제
(command
economy)

혼합지령성 경제
(mixed
command
economy)

혼합시장 경제
(mixed
market
economy)

시장 경제
(market
economy)

시장화 ↑

자유시장화 ↑

정치적 변천

경제적 변천

분권화

↑

주: 니시무라 시게오 외 저, 이용빈 역(2012); 苏绍智(2001); 이상윤(2019: 55)에서 재인용

苏绍智(2001)는 중국 정치의 변화에 대해 3단계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중 첫 번째 단계로서 자유화를 통해 정치적 독재로부터 협상적 권위주
의로 이행되며, 공산당이 일당독재를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분
권화가 더욱 진전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원화를 통해 다원
적 권위주의로 이행되고, 일당독재는 계속 유지되지만 일정 수준에서 제
한된 민주주의가 가능해지며, 입헌주의 법치의 방향으로 이행하게 되고,
경제적 시장화는 지속적으로 진전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민주화로의
커다란 전환이 이뤄지고 일당독재를 포기하게 되며, 복수정당제라는 경
합적인 정치체제로 이행된다는 것이다(이상윤, 2019: 56에서 재인용).
한편, 중국 경제 변화의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우선 분권화이다. 이
러한 단계에서는 분권화를 통해 국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 운영되는 계
획경제가 주요한 부분이 되며, 시장경제는 부가적 부분이 되는 운영방식을
통해 혼합형 지령성 경제로 전환된다. 1982년 중국 공산당 제12차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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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대회에서는 중국 특색을 갖춘 사회주의론을 제시하였고, 1987년 제
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제시하였는데 이 시
기가 이러한 단계에 속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시
장화가 이뤄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경제운영 방식이 혼합시
장 경로로 전환된다. 1992년 덩샤오핑은 남순강화를 발표하였고, 제14
차 중공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선 사회주의체제와 시장경제 운영방식의
특성을 모두 갖춘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자
유시장화가 실현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경제운영에 대한 자유화가
이뤄지며 국가는 경제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을 조율하는 형태로만 참여
한다(이상윤, 2019: 56-7).
당국가체제의 출발점은 1번(독재체제와 지령성경제체제를 의미)으로서
정치체제의 개혁 및 경제체제의 개혁 간의 가능한 조합을 보여준다. 16번
(다원주의체제와 시장경제를 의미)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 도달할 지점이
될 것이다. 4번과 13번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이다(이상윤, 2019: 56).
현재 중국공산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인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국
가자본주의로 이해할 수 있으며, <표 2-14>의 조합 10번과 11번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결합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공유경제와 정
치적 측면에서 사회주의라는 목표는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윤, 2019: 57-8).

(2) 사회주의체제의 정부와 기업 관계
중국의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정부와 기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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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숙 민주주의에서 기업과 시민은 소유권과 인권을 향유할 수 있다.
소유권은 소유권의 통제 및 사용, 소유권에 의해 생산된 편익 부여, 소유
권 처분 능력이다(Dixit, 2004: 126). 중국 기업은 자유시장에서 누리는
권리와 유사한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인권이 없다. 중국에서 업무는 권리가 아니라 선별된 소수에게 주어
진 특권이다. 유사하게 중국 인민은 삶, 학교, 업무, 사업수행은 권리가
아니라 당이 부여한 특권이다(Li & Farrell, 2020: 12).

그림 2-9

성숙한 민주주의와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

법치

모든 기업

정부

모든 개인

성숙 민주주의

당 규울

정부

모든 기업

모든 개인

중국

출처: Li & Farrell(2020: 12)

중국은 상당한 대출과 상당한 비즈니스 실패가 있지만 여전히 파산은
거의 없다(Wei & Ng, 2019). 물론, 대출과 비즈니스 실패는 비즈니스와
중국 기업 간 내부적인 것이지만, 법정 다툼이 아니라 본부(당국가)가 조
정하며 처리한다. 당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은 독특하며, 기업과 인민을 통
제하고 국제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며, 기업의 이론을 재형성한다(Li &
Farrell, 202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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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가는 모든 인민과 비즈니스를 거대 기업으로 통합하는데 성공하
였다. 당국가는 중국을 통치하기 위해 내부규율(internal rules) 따르며
단지 필요한 경우만 법률에 의존한다(Li & Farrell, 2020: 13). 또한, 중
국에서 국유기업은 사업단위, 부처, 하부기관으로 간주된다. 왜 국유기업
이 나타나는가? 어떻게 당국가가 시장과 기업 관련 경제적 활동을 조직
화하는가? 기업, 정부와 시장의 경계는 무엇인지? 왜 당국가가 독특한 방
식으로 구조화되는가? 중국 기업에서 생기는 대리인의 쟁점은 무엇인
가?(Li & Farrell, 2020: 13).
중국에서 지배적인 조직인 중국공산당은 유일한 규칙 설정자이며 규칙
집행자이며, 또한 하나의 행위자이다. 중국에서 산업정책은 단순히 국가
지침이 아니라 기업의 전략이며 이는 당국가가 어떤 산업을 식별하고, 국
가자원을 할당하고, 진입장벽을 세우고, 필수적 기술을 얻게 해준다. 어
떤 조건에서 이러한 정책이 집행될 수 있을까?(Li & Farrell, 2020: 14).
사회주의체제, 특히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정부의 경제 기
능은 다섯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국민경제 발전계획의 작성자와 집행자
로서의 정부기능이다. 이 경우 정부기능은 지령성계획32)과 행정명령을
수단으로 한다. 둘째, 국유자산 소유자와 관리자로서의 기능이다. 정부는
인민이익을 대표하는 대리자이며, 국유자산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고정
자산의 실물관리를 실행한다. 셋째, 각종 사업의 투자자로서의 기능이다.
정부는 경제계획에 따라 재정부문을 통해 각 부문에 일괄적으로 투자한다.

32) 전통 사회주의 경제에서 정부는 ⅰ) 시장을 대신하여 자원을 배치하며, ⅱ) 지령성 계획을 통해 경제에 간여
하며, ⅲ) 경제예측, 계획제정, 계획실시, 통제, 피드백 조절 등 모든 경제순환을 경성계획을 통해 관리하며,
ⅳ) 경제개입의 수단으로서 행정의 지렛대를 활용한다(孫劍平, 1994: 26; 김윤권 외, 2011: 24에서 재인용).
계획경제는 정부가 수행하는 직능이 많고 책임도 커서 엄밀한 조직과 거대한 기구의 행정관리 기구를 둘 수
밖에 없으며 이 거대한 국가기구에는 사회의 생산부문도 포함된다(郭正林, 1995: 11; 김윤권 외, 2011: 24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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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유기업 경영자로서의 기능이다. 국유기업을 부문과 업종에 따라
정부 각 부문에 귀속시키고 그들의 생산, 판매, 공급, 인사, 재정, 물자 등
에 관한 결정을 그 주관부문의 지령과 명령에 따르도록 한다. 다섯째, 경
제적 리스크 관리 책임자로서의 기능으로, 정부는 인민에게 고용보장, 의
료비제공, 퇴직 후 노후생활 보장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적자 기업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통한 수혈을 제공해야 한다(朱光华 主编, 1995: 6-7; 김
윤권 외, 2011: 24-5에서 재인용).
표 2-15

계획경제와 상품경제
자본주의 사유제 → 시장배분 → 무정부 상태 =

상품경제

사회주의 공유제 → 계획배분 → 균형발전 =

계획경제

출처: 吴敬琏(1992: 218); 김윤권 외(2011: 24)에서 재인용

사회주의 지령성계획과 행정수단을 위주로 하는 관리방식이 가치법칙
과 시장 기제의 역할을 배척33)하여 사회자원의 효율적인 배치에 악영향
을 끼쳤다(项怀诚, 1993: 146-148; 김윤권 외, 2011: 25에서 재인용).

2.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
앞에서는 일반적인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을 다
루고 있다. 여기서는 중국 사회주의에 초점을 두며, 주로 중국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려 한다.

33) 전통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으로 당의 권위가 지주적인 정권이며, 행정체계, 국가화가 기초가 되는 경제관계
체제, 정치이익이 핵심이 되는 이익관계와 정신이 고무되고 자극되는 정신 동인체제이다. 이는 가치규율,
가격기제, 경쟁기제 및 파산기제를 배척한다. 사회생산력 발전의 요구를 초월하는 전통 계획경제체제의 운
행과 상품경제의 운행기제는 심각한 모순이 있어 필연적으로 사회주의국가 국민경제는 정체된 결과를 낳
는다(劉振彪, 2004: 66; 김윤권 외, 2011: 25에서 재인용).

제2장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론적 검토 ❙ 113

1)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1)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
洪银兴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은 현대 중국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이라고 지적한다. 그 담론체계는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데,
ⅰ)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특히 「자본론」에서 제공하는 정치경제학
담론체계이고, ⅱ)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체 혁신의 담론체계이고, ⅲ) 세
계에서 성숙된 경제학 이론을 비판적으로 흡수하는 것이다(洪银兴,
2017; 王竹泉·权锡鉴, 2018: 4에서 재인용).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덩샤오핑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邓小平(1993: 660)은 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장이 사회주의 국가의 거시적인 조정 하에서 자원배분에
기초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기본제도와 결합한 것”이라고 규정했다(袁恩桢·刘柯杰, 2019: 3에서
재인용).
袁恩桢·刘柯杰(2019: 3-4)은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사회주의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국유
경제를 주도로 하는 시장경제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구분하는 관건이다. 개혁개방 이래, 당과 정부는 계획경제 시
기의 ‘일대이공(一大二公)(규모가 크고 집단화 수준이 높고)’, 공유제가
모든 것을 망라하는 소유제 구조를 부정하고, 개인, 사영 경제발전을 재
양성하고, 외자기업을 대량으로 유치하여, 다원화된 소유제 구조를 추구
했다. 중국은 사회주의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고수하고 개선한다. 공유제 경제는 국유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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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경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혼합소유제 경제 중의 국유성분과 집체
성분도 포함한다. 국유경제(특히, 국민경제 핵심 부분을 차지하는 국유기업)
는 시장경제의 발전 방향을 직접 좌우한다(袁恩桢·刘柯杰, 2019: 3-4).
둘째는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효과적인 역할이다.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언급에 얽매이지 않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특징이다.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시장 작동의
기초적인 측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에서 정
부의 작용은 미시경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계획경제체제
에서 정부가 기업경영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경
제체제개혁의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기업경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
적인 개입을 폐지하고, 시장 주체로서의 기업이 상응한 지위를 구축하거
나 회복하는 것이다.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제조
건에서, 정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장과 기업에 대해 필요한 감독과 과
학적인 유도를 진행하여, 시장체제의 발전과 보완을 추진하고, 각종 기업
의 발전과 확대를 추진한다(袁恩桢·刘柯杰, 2019: 4).
사회주의 중국에서 당과 정부는 끊임없이 시장경제를 통제하는 능력
을 강화하여 국가 거버넌스체계 및 거버넌스 능력을 제고시킨다는 것이
다. 40여 년의 개혁개방을 거쳐,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거시적·미시적 측
면에서 총체적으로 협조적이며, 동시에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도 하고,
때로는 일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개방적인 조건에서 일부 외래
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셋째는 ‘정부와 시장’ 양강 모형의 출현이다. 이는 시장경제 발전사에서
없었던 새로운 모형이다. 당의 18기 3중 전회에서 통과된 「전면적 개혁
심화에 놓인 여러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서 주목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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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하고, 정부의 작용을 더
발휘해야 한다.”이다(中共中央, 2013; 袁恩桢·刘柯杰, 2019: 4에서 재인용).
시진핑은 “중국에서 실행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이고, 우리
는 여전히 중국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고, 당과 정부의 적극적
인 작용을 발휘하는 것을 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习近平, 2013; 袁
恩桢·刘柯杰, 2019: 4에서 재인용).

‘정부와 시장’ 양강 모형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여,
정부와 시장 분업과 합작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시장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추가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시장이 결정적인 작용을 발휘하
게 해야 한다. 정부가 잘할 수 있는 것(특히, 정부 직능과 직책)은 시장이
정부를 지원하여 작용을 발휘해야 하며, 시장에서 할 수 없는, 잘 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빈자리를 매워,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정
부와 시장’ 양강 모형에서 정부와 시장은 경쟁관계가 아니고, 단순한 감
독과 관리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분업하고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는 화
합의 관계이다(袁恩桢·刘柯杰, 2019: 4-5).
경제에서 정부와 시장의 작용에 관하여, 개혁개방 이전이든, 개혁개방
에서 현재까지 이든, 중국의 이론과 실천은 모두 서방국가와 큰 차이가
있고,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전에 계획경제를 실행하는 것에서 현재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점차적으로 조정된 것이다. 비록, 중
국이 경제이론에서 서방경제 사조의 영향도 받았지만, 마르크스주의 정
치경제학 및 중국 특색 사회주의이론이 중국 개혁개방 이래의 경제이론
과 개혁실천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
의 담론체계를 점차 형성한 것이다(王竹泉·权锡鉴, 2018: 4).
당의 18기 3중 전회에서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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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 역할을 작게 한다.”가 제기된 이후, ‘시장결정론’을 주장하는
국내외 신자유주의자는 잇따라 신자유주의 이론을 적용하려 했다. 이에
대해, 程恩富는 “두 가지 시장 결정적 역할을 구분해야 하고, 두 가지 결
정론의 본질은 주로 ‘시장 결정적 역할’과 ‘정부의 계획배치 역할’인데,
이 두 역할이 기능적으로 순조롭게 상호보완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程恩富·侯为民, 2014; 程恩富, 2016; 王竹泉·权锡鉴,
2018: 4에서 재인용).
(2) 중국 정부와 기업의 분리 논의
① 정경분리의 취지
‘정경분리’는 중국 현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논리 중의 하나
이고, 일체화 사회구조가 다원화 사회구조로 분화·변천 과정에서 두드러
지는 사회발전 추세 중의 하나이다. 또한, 신중국 수립 70년과 개혁개방
40년 이래 전체 사회가 얻은 발전의 성과는 모두 이러한 접근방식, 추세
전개, 그 응용과 밀접히 관련된다(马光选, 2020: 107).
중국의 경제는 계획경제 → 상품경제 → 시장경제의 순서로 진행34)되
었다. 종전 계획경제하에서는 계획과 시장을 대립적이며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직접적인 행정관리 위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경

34) 상품경제는 자연경제, 산품경제와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산품에서 교환을 거쳐 소비로 진입하는가 아닌
가의 측면에서 경제체제를 정의한 것이다. 시장경제는 집중적인 계획경제, 통제경제와 서로 대립되는 것으
로서 사회자원의 배치 면에서 경제체제를 정의한 것이다(吴敬琏, 1993: 139; 김윤권, 2004: 226에서 재인용).
산품경제는 마르크스가 구상한 상품경제가 쇠망한 이후 미래 사회의 교환 방식이다. 이는 자급자족은 아니
지만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획득할 경우, 교환이 아니라 사회중심 기구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배분을 통해
서 획득하는 경제운영 형식이다. 상품경제는 시장 기제가 기초적으로 작동하여 자원배치가 이뤄지는 경제
형식이다.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item/产品经济/9371664?fr=aladdin (검색일,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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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리와 행정관리 기구가 상호 중첩되고, 경제관리의 직능이 불명확한
폐단이 많았다(劉家骐, 1991: 235-236; 김윤권 외, 2011: 27에서 재인용).
그러나 개혁개방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체제의 관점이 계획과 시장
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35)되었다. <표 2-16>에서 보듯, 계획경제에서 시
장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개입의 양상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김윤권
외, 2011: 27).

표 2-16

경제 유형에 따른 정부개입

관여 내용

계획경제

전환단계

시장경제

관여 범위

과도함

축소

적절함

관여 수단

계획과 행정수단 위주

전환

경제와 법률수단 위주로
행정수단을 보조

관여 목적

국유기업의 시장독점

공평, 공정한 시장

공평, 공정한 시장

관여 구속

관료 의지에 구속

제도에 구속

제도에 구속

관여 및 시장

시장의 배척

시장에 우호적

결합

출처: 王绍光·胡鞍钢(1994: 102); 김윤권 외(2011: 27)에서 재인용

계획경제하에서 소유자와 경영자 기능이 모두 정부에 귀속된다. 그러나
시장경제하에서는 소유자와 경영자의 기능을 정부기능에서 분리시키며
정부 내에 전문적인 국유자산관리기구를 독립시켰다(劉恒, 1995: 14).
정부의 행정관리와 거시적인36) 경제조절 방식의 변화도 초래하였다(김윤권
외, 2011: 28).37) 국무원의 기능도 경제건설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의 효

35) 1979년 6월의 5기 전국인대 2차 회의의 정부업무보고에서 “개혁을 통해 계획조절과 시장조절이 상호 결합
된 체제를 점차적으로 건립해야 하며, 계획조절을 위주로 하되 동시에 시장조절의 작용을 충분히 중시해야
한다.”고 제기되었다(김윤권 외, 2011: 27).
36) 중국의 거시적 조절은 ⅰ) 공급과 수요의 총량 균형, ⅱ) 산업구조의 특화추진, ⅲ) 공평한 참여와 공평한 교역
그리고 공평한 경쟁 추진, ⅳ) 사회 환경의 조성을 통한 시장육성과 지원 등으로 개괄해 볼 수 있다(何竹康,
1994: 4-5; 김윤권 외, 2011: 2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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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과 능률성을 제고38)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김윤권 외, 2011: 29).
정부와 기업 관계는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특수한 의미가 있다. 정부와
기업 분리를 실현하는 것은 줄곧 중국 국유기업개혁의 주제였다. 많은 학
자들은 어떻게 정부와 기업을 분리할 것인가를 연구했는데, 예를 들어 陈
厚义은 마르크스 소유제 이론, 재산권 이론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정부와

기업 분리를 정의했다(陈厚义, 2000; 杜媛·王竹泉, 2014: 128에서 재인용).
기업 관련 정부기능의 관건은 정부와 기업의 분리(政企分离)이며, 정
기분리의 관건은 정치와 자본의 분리(政资分离)이며, 정부가 어떻게 국유
자산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이다. 정부는 국유자산에 대한 유효한 관리를
하며 국유자산의 증식을 보증하고, 또한 국유자산의 명목으로 기업생산,
경영활동에 관여한다. 따라서 국유자산관리와 운영체제를 위해서는 정부
와 기업 관계를 순조롭게 해야 한다(中国行政管理学会编, 2000: 45; 김
윤권 외, 2011: 25에서 재인용).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학자들은 국유기업 관련 정부와 기업은 마땅히
분리되어야 하며, 기업은 경제조직으로 반드시 정부기관과 분리해야 한
다. 따라서 기업의 ‘탈행정화’의 관건은 정부가 행정수단으로 기업의 정
상적인 경영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법인 주체 이익을 침범하고 않는 것이

37) 경제운영방식을 단일한 행정관리방식 위주에서 법률과 행정 등의 수단을 결합시킨 종합적인 관리방식으
로, 미시적 관리에서 거시적 통제 위주로, 직접관리 위주에서 간접관리 위주로, 행정명령 위주에서 능동적
인 서비스 위주로, 종적인 관리 위주에서 횡적인 협조 위주로 변환시켰다(董瑞华, 1995: 30; 김윤권 외,
2011: 29에서 재인용). 즉 정부 관리방식은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의 관리권에서 거시적인 통제와 거시
적인 관리권으로 변화되었다. 또 그 주요 기능은 통일적 기획의 입안, 정책의 파악, 정보안내, 조직상의 협
조, 서비스 제공, 검열과 감독으로 전환되었다(江泽民, 1992: 11; 김윤권 외, 2011: 29에서 재인용).
38) 중국경제발전은 정부체계를 조직, 기능, 정책결정, 인사 등의 각 방면에서 개혁하고, 조직자, 소유자, 경영
자, 조절자로서의 4가지 기능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철저히 분리하여 기업이 진정한
조직의 경영자가 되게 하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개혁의 관건은 시장과 계획, 집권과 분권, 직접통제와
간접통제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는데 있다(谢庆奎, 1998; 김윤권 외, 2011: 2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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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다만, 근본적으로 정부와 기업 간 모든 연결을 자르려는 것은
아니다(杜媛·王竹泉, 2014: 128).
② 정경분리’의 실천 유형
‘정경분리’ 초기 추진에서 얻은 성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미래
‘경정분리’ 사회실천과 정책실천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정경분리’의
이론논리, 역사논리와 제약조건 세 가지 측면을 검토하여, ‘정경분리’의
운영규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马光选, 2020: 108).
실천 측면에서 ‘정경분리’ 탐색은 이제 막 시작하여서 현재 ‘정경분리’의
이론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기존의 연구들은 많은 경우 ‘난하이 모형’(卢
宪英, 2018), ‘펑쵸우 모형’(刘柳, 2016), ‘수난 모형’(刘志彪, 2016), ‘원

저우 모형’(项继权·李增元, 2012) 등에 대한 사례 논의와 간단한 서술로,
‘정경분리’가 내포하고 있는 심층적인 규율에 대한 명확한 탐구는 여전히
부족하다(马光选, 2020: 107-8).
정경분리 제약 조건의 수준에 따라, 기본적인 각종 정경분리의 지방
실천을 검토하면, 현실 정경분리 실천은 주로 그중의 어느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조건만 갖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각종 조건을 모두 갖춘 상
태에서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제약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가장 두드러진 정경분리 적용을 <표
3-17>와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马光选, 2020: 114).
马光选(2020)은 기존의 정치와 기업의 분리를 기능분리선제 모형(功
能分离先动模式), 공공서비스우선 모형(公共服务优先模式), 제도개혁선행

모형(制度改革先行模式), 정책배합수동 모형(政策配合被动模式)으로 구
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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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정부와 기업 분리 실행 모형

기능분리
선제(先动)
모형

∙ 광둥 난하이(广东南海) 경험에서 ‘정경분리’는 강력한 집단경제 육성을 전제로 함. 집단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고, 자산유실과 횡령을 막기 위함
∙ 주요 방식은 ‘조직분리로부터 시작하여 당조직, 자치조직과 집단경제조직이 ⅰ) 유권자 자격, ⅱ) 조직기능,
ⅲ) 간부관리, ⅳ) 장부회계(帐目)자산, ⅴ) 의사결정 측면에서 분리 및 관리를 실현함
∙ 농촌집단경제에 대한, 촌 ‘양위(两委)’의 관리 직능을 탈피하여 실현을 모색하며, 3대 조직을 원래 위치로
돌리는 것에 치중함(李睿·王之睿, 2017)
∙ 난하이의 방식은 집단경제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강한 현실을 토대로 우선 조직과 기능의 분리를 시작으로
‘정경분리’를 추진하는 것임
∙ 광둥 난하이의 경험을 기능분리선제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선제 모형은 기능분리 조건이 우선 충족되어
야함

∙ 장쑤 펑쵸우(江苏枫桥) 경험에서 정경관계 조정을 중시하는 것은 우선 공공서비스 지출은 전부 상급 정부의
공공재정에서 부담하고, 지역사회(社区)는 단지 행정사무만 맡고, 주식제 합작사는 경제 유형 직능만 맡고,
지역사회 내의 각 조직은 각각 상응한 직책을 맡음(牛福莲, 2015)
∙ 장쑤 펑쵸우의 ‘정경분리’ 개혁 실천에서 주목된 것은 지방정부의 강력한 재정능력이 정경분리에 편리를
공공서비스
제공하고, 농촌 지역사회 공공서비스의 책임 주체를 전환하고, 이는 촌급 조직 직능불분의 난제를 해결함
우선 모형
∙ 또한, 근본적으로 촌민 자치조직과 촌급 집체 경제조직을 풀어주어, 서로 다른 조직이 각자의 직능을 할
수 있게 기초와 전제를 제공하고, 촌급 거버넌스 구조를 최적화(李睿·王之睿, 2017)
∙ 따라서 이러한 공공서비스 공급 모형 변혁을 통해서 나온 ‘정경분리’ 모형을 공공서비스우선 모형으로 추출
할 수 있음

제도개혁
선행(先行)
모형

∙ 저장 원저우(浙江温州)는 도시와 농촌 이원구도를 타파하는 시각에서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세 가지 분리
[정부와 기업 분리, 자본과 토지 분리, 호적과 부동산(户产) 분리] 및 세 가지 개혁(주식제 개혁, 토지개혁,
호적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이 중, ‘정부와 기업 분리’는 촌 ‘양위’와 촌 집단 경제조직의 분리를 지칭하고, 농촌 집단 토지자산과 기타
비토지 집단 자산 분리를 자산과 토지 분리의 내용으로 하고, 호산분리는 호구와 재산권 양자 관계의 상호분
리를 의미
∙ 다음으로, ‘3가지 개혁’은 각각 농촌경영 자산에 대한 주식화 개혁인 주식제 개혁으로, 토지합작사 편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 도급 농민의 주식을 명확히 하는 주식제 개혁 그리고 기존 농촌호구에 의존해
있는 일련의 부속기능을 제거하는 호적개혁임
∙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호적제도의 변혁임. 정경분리는 농촌 지역사회의 작은 범위에서 벗어나, 전체 보완
조치는 정치와 기업 분리 제도개혁의 선행 모형임

정책배합
수동 모형

∙ 지방재정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지방 중서부 성은 ‘혁명근거지 지역, 소수민족 지역, 변경 지역, 빈궁한
지역(老少边穷)’의 변강지역에 놓임
∙ 중앙재정 이전지불의 중점 구역으로, 공공재정은 기본적으로 재정에 의존하고, 농촌 공공서비스와 공공상
품에 대한 정부의 공급능력이 상당히 빈약하여, 정경분리 조건에서 공공서비스 균등화 공급에 재정지지를
제공하기 어려움
∙ 농촌 집단경제가 발달되지 않고 정부 공공재정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도시와 농촌 차이가 매우 커서,
도시와 농촌 일체화 등 제도배치의 실현이 매우 어렵고, 동시에 기본제도 배치 변혁의 경제, 자연, 정치,
인문 등의 환경도 부족함
∙ 정경분리 추진 조건을 토대로, 중서부 광범위한 지역에서, 정경분리의 실천 유형이 만약 존재한다고 해도,
일종의 정책 유도형의 수동적 육성 모형일 수밖에 없음
∙ 지방정부와 기층사회는 많은 경우, 상급 부서에서 제출한 정책요구를 이행하는 것으로, 적극적 행위가 매우
드묾
∙ 광둥 난하이의 기능분리선행 모형, 장쑤 펑쵸우의 공공서비스우선 모형, 저장성 원저우의 제도개혁선행
모형은 단지 현재 예외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주: 马光选(2020: 114-5)을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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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다원적 관점
정부와 기업 관계는 중국 내외 정치학자, 경제학자의 중요한 연구과제
이다. 아오키 마사히코(青木昌彦)는 정부와 기업 관계를 권위관계형, 관
계의존형, 규칙의존형 등 세 가지 기본 유형으로 분류한다. 각각 고도집
권형 정부, 정책관리형 정부, 법치형 정부로 서술하고 있다(青木昌彦 等,
1999). 傅金鹏·方敏은 정부와 기업 관계 모형을 직접관리형, 간접인도형,
협조호소형으로 분류한다(傅金鹏·方敏, 2004; 杜媛·王竹泉, 2014: 128
에서 재인용).

표 2-18

정부와 기업 관계 모형

유형

직접관리형

간접인도형

협조호소형

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

∙ 정부는 계획지령에 의한 기업 ∙ 정부는 거시적인 조정으로 시장 ∙ 정부가 거시적인 조정 목표와 구체적
직접관리
체계를 완비
인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정책을 통해
∙ 기업은 무조건 복종
∙ 시장은 가격규칙과 경쟁규칙으 시장은 목표에 따라 운행함
로 기업을 인도
운행 기제
∙ 시장은 가치규칙과 경쟁규칙에 따라
(작동 방식)
∙ 기업의 운행은 시장에 영향을 기업경영을 인도하고, 기업의 행위는
미치고 시장이 정부에 피드백
시장운영 상황에 영향을 받음
∙ 정부는 시장운영 상황에 따른 목표달
성으로 정책을 조정

특징

∙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전 ∙ 정부는 거시적인 조정 주체로 기 ∙ 간접인도형의 보완 모형으로 정부,
시장과 기업의 선형구조는 입체구조로
방위, 다차원적
업 활동에 개입하지 않음
∙ 기업은 정부의 부속물로, 독 ∙ 기업은 법인 실체와 시장경쟁 주
전환
립적인 정책결정권과 경영권 체가 되어, 시장가격과 정보에
이 없음
따라 경영활동 전개

장점

∙ 당시 국제, 국내 상황을 감안 ∙ 기업 독립으로 생산 적극성과 창 ∙ 간접인도형에 비해 글로벌 경쟁에 더
하면, 국민경제 회복에 적극 조성 향상
적합
∙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적인 영향
∙ 행정효율 향상

문제점

∙ 기업 적극성과 창조성 억제,
자원에 대한 낭비, 행정효율
저하, 경제효과 저하

출처: 傅金鹏·方敏(2004: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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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기업 관계에 대한 편협한 인식
극복
∙ 합리적인 행정지도의 관리방식 사용

정부와 기업 관계는 일반에서 특수로, 다시 특수에서 복잡으로 이어진
다. 이는 바로 기업투자자로서 정부참여의 이중성(즉, 정부의 공익과 사
익)이 끊임없이 외재화되어 가는 과정이다(潘石·莫衍, 2005). 范春辉는 제
도적 구조, 기제의 구조, 주체성 구조로 정부와 기업 관계를 해석할 프레
임을 구성한다(范春辉, 2011; 杜媛·王竹泉, 2014: 128에서 재인용).
张田·孙涛(2015: 26)는 경제학, 사회학, 관리학 등 서로 다른 학과 관

점에서 출발하여 기업과 정부 간 상호작용 행위를 해석하고 부각하려는
세 가지 관점, 즉 이원상호작용설, 기업정치행위설, 개체관계설을 제시한
다. 각각의 관점은 다른 측면에서 신흥 민영기업과 정부 간 상호작용의
어느 한 특정 기제를 강조한다.

(1) 이원상호작용설
민영기업에 대한 사회학의 연구는 이를 하나의 분배 기제와 사회분층
기제로 개념화하여 이해한다. ‘시장전환설(市场转型说)’을 최초로 제기한
Nee(1989)는 두 가지 유형의 추상적인 행동자집단, 재분배자(농촌 간부)
와 직접 생산자를 설명하여 권력과 시장을 대표하였다(张田·孙涛, 2015:
26에서 재인용).
Nee의 시장전환론은 우선 ‘국가와 시장의 상호 배척’이란 사전 설정
을 제기하여 시장은 자신의 성장 동력을 갖고 있고, 시장의 발전이 빠를
수록 국가 재분배 경제를 약화시킨다고 것이다. 시장전환은 모두 진취적
이고 적극적으로 활약하는 기업가 혹은 개인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은
이 전환의 주체가 되기를 원했다(张田·孙涛, 2015: 26).
周雪光(2002)은 ‘시장-정치공생 모형’을 제기하여 시장과 국가 공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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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의 관점을 강조한다(张田·孙涛, 2015: 26에서 재인용). 孙立平(2002)
은 새로운 총체적 권력의 회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새로운
총체성 사회는 시장요인을 형성하고, 타파하고, 재구성한 이후 총체적 권
력과 시장경제를 결합한 것이다(张田·孙涛, 2015: 26에서 재인용).
1989~2000년 시기는 주로 신흥 향진기업, 자영업자, 사기업과 지방
정부, 간부를 대상으로 하고, 양자 간의 직접적인 이익 경쟁과 통제행위를
연구 내용으로 했다. 이는 학자들이 경험적 현상을 이원적인 ‘권력-시장’
이론 분석 차원으로 빠르게 추상화하는데 유리했다. 사회학자의 분석은
민영기업이 어떻게 권력의 모태에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어느 정도 설
명했다. 논쟁의 초점은 권력과 시장의 관계이다. 중국에는 새로운 사회적
역량인 시장이 있는지, 이러한 역량은 새로운 정치경제질서 중에서 권력
에 맞설 지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张田·孙涛, 2015: 27).
이원적인 거시적인 분석은 정부와 기업 관계 변화의 참고 프레임을 제
공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인 역량인 중국 민영기업에 대한 초보
적인 탐구이다. 민영기업의 존재가 안정적이고 무시할 수 없는 사회 현상
이 되고, 민영기업가는 중산계층의 유력한 대표가 되었다.

(2) 기업정치행위설(企业政治行为说)
권력과 시장에 대한 사회학의 거시적인 분석에 비해, 관리학은 행동자의
책략과 의도에 더 주목한다. 민영기업과 정부의 기업 관계에 대한 중국
관리학계의 연구는 주로 서구 기업정치전략(corporate political strategy,
CPS), 기업정치행위(corporate political action, CPA)로 접근한다. 이
러한 연구는 정부와 기업 이익교환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정부관원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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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를 모두 기존 제도에 의해 통제되는 이성적인 행위자로 간주하고 기
업은 정부가 그를 위해 혜택 정책과 대우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张田·
孙涛, 2015: 27).

반면, 정부관원은 기업의 힘을 빌려 정치실적을 창출할 것을 필요로
하거나 개인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정부와 기업 양측 사이
에는 각자 요구하는 것이 있고, 각자 필요한 것을 갖는 자원의존관계가
존재한다. 발전 지향과 지대추구행위가 병존하는 정부를 상대하면서 중
국의 신흥 전략 역량을 대표하는 민영기업은 (비)공개 혹은 은폐된 영역
에서 정부와 다층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자원을 획득하고 보호를 받거나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한다(张田·孙涛, 2015: 27).
徐淑英 等(2008)은 초기의 일부 민영기업은 차별을 면하거나 특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국유기업에 이름 걸어 진실한 신분을 숨긴 점을 발견
했다(张田·孙涛, 2015: 27에서 재인용). 또한, 일부 민영기업은 향진기업
으로 등록하여 현지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호를 받기도 한다. 민
영기업은 ‘빨간 모자(红帽子)’를 씀으로써 비사영 기업이 되어 분명한 정
치적 지위를 획득했다. Li et al.(2006)은 3,258개 중국 민영기업 임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에서 정치참여는 제도실패와 시장실패에 대한 민영
기업자의 적극적인 자구책이라는 점을 확인했다(张田·孙涛, 2015: 27에
서 재인용).
田志龙 等(2003)은 민영기업이 어떻게 정부와 자원, 시장기회, 사회복

지 등의 분야에서 상호 작용하는가를 설명한다(<표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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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정부-기업 관계 행동 분류
방식

행위

주요 행위자

직접적인 정치 기업가가 당대표, 인민대표와 정치협상 위원으로 당선하여 의견을 표출하고,
기업가, 정부
참여 전략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제정함
공개

정보자문 전략 정부 회의 혹은 조사연구

기업가, 정부부문

상황 반영

조직적으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업의 체계적인 의견을 형성함

기업가, 정부부문

로비

정부 내부 혹은 관련된 인원을 통한 로비

기업, 여론, 정부

정치연계 전략 정부와의 관계를 경영하고, 정부 관원의 정치실적 수요에 분명히 영합함

기업, 정부, 정부
부문

반공개

은폐

중간인

사회역량 동원 매체 또는 언론으로 영향

재무 지원 전략

재무적으로 정부부문에서 조직한 각종 활동, 자선모금, 원조적인 공익광고, 기업, 정부관원,
답사연회와 강연을 지원하고 참여하고 출장비를 지급
정부부문

제도 혁신

기업제도 혁신을 통해 정부의 취약성과 공백을 적극 찾아내고, 이를 정부에서 기업, 기업가,
정부
인정하는 정책과 규칙 변화의 방향으로 이끌어 정부지원 획득

이익 연결

무상주, 정치헌금, 의례적인 선물, 정부관원을 위한 출장비 제공, 관원의 해외
기업가, 정부관원,
여행 비용 부담, 자녀 및 친인척 취학ㆍ취업에 도움 제공, 중요한 관원에 이익
관원 친지
배분 기회 제공, 고위관원에 권력 옵션(权力期权) 허용

주: 田志龙 等(2003)의 연구에 근거하여 정리함(张田·孙涛, 2015: 27)

张建君·张志学 등은 중국 유명 민영기업에 대한 사례연구 및 중소기업

에 대한 기타 일련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민영기업은 정치참여, 정보소통,
정치 관련 ‘빨간 모자’, 물량공세 등 서로 다른 전략적인 수단을 통해 정
부관원의 정책 치중에 영향을 주었다(张建君·张志学, 2005; 张建君,
2012; 张田·孙涛, 2015: 27에서 재인용).
중국 민영기업가는 ‘빨간 모자’, 정치 관련 등 활동을 통해 제도 차원
의 합법성을 도모하고, 사유재산권에 따른 제도적 위험을 낮추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은밀한 수단을 통하여 정부관원과 위험한 이익연결 관계
를 맺는다. 이는 민영기업이 ‘정치적 지대추구(political rent)’, 즉, ‘정치
권력에 의해 지대를 얻는’ 유혹을 막아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정치적 지대추구는 ⅰ) 기업이 정부권력을 빌려 행정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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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한 독점시장에 진입하여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
여 가격차에서 독점 지대추구(monopoly rent)를 얻는 것, ⅱ) 기업이 정
부권력을 빌려 시장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특정 자원을 획득하고 다시
해당 자원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가격차에서 경제잉여(surplus)를 획득하
는 것, ⅲ) 경제 행위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세금감면, 수출입면제, 정부지
출금 등 직접보조(direct subsidy)를 획득하는 것을 포함한다(Ngo,
2008; 张田·孙涛, 2015: 28에서 재인용). 민영기업은 정치행위를 통해
지방정부로부터 업계 및 기업발전 우선권, 특정 업계 혹은 지역의 독점
권, 무역할당량, 가격규제, 업계진입, 생산 승인, 특혜적인 대출과 토지공
급, 세수 및 기타 각종 비용감면, 직접지출금, 자원이전, 지방보호 등 각
종 정치적 지대추구를 획득할 수 있다. 다양한 계층의 관원과 이익집단의
가입으로 기업들의 정치적 지대추구를 챙기는 과정은 더욱 복잡하고, 우
회적이고 은폐적인 지경에 빠지게 된다(张田·孙涛, 2015: 28).

(3) 개체관계설
일부 학자들은 경제전환과 정부와 기업 관계의 사회적인 근원을 연구
하면서 기업가, 정부관원의 개인 기회, 직업 생애와 생명 여정에 눈을 돌
려, 개인행동 동기, 관계 네트워크, 사회 유동에서 출발하여 정부와 기업
관계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려고 시도했다(张田·孙涛, 2015: 28).
시장의 탄생을 해석하는 초기 연구에서 Bruun(1993)은 다양한 기업
가와 관원의 연결 형식을 발견했다. 민영기업가는 많은 경우 지방 관원이나
주변 인원과 관례를 구축하여 가치 있는 상업정보, 투자기회, 정치안전,
사회지위와 인정을 얻으려고 한다. 한편, 지방관원도 이러한 관계에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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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실적, 명망, 개인이익 등을 얻게 된다(张田·孙涛, 2015: 28에서 재
인용).
중국은 지난 30여 년 간의 변화를 거쳐 물질주의 문화 분위기와 발전
지향 정부체제에서, 정부관원은 중앙정부와 미시적인 기업 주체들 간 채
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독립적·다원적인 목표를 갖는 이익추구 행위
자이다. 정부는 민영경제 발전과정에서 도움의 손을 내미는지 아니면 약
탈의 손을 들이대는지는 관원 자신의 이익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张田·
孙涛, 2015: 28).

중국정부 관원의 관리는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을 따르는데, 周
黎安의 연구는 관원 연소화(年轻化)에 대한 공산당의 요구에 따라 관원을

직접 두 가지 이상 유형, 승진형 관원(promotable officials)과 종결형
관원(terminal officials)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유형 관원의 직업관은
판이하며, 행위목표와 요구는 차이가 크다. 대다수 승진형 관원은 극히
강력한 동력으로 현지 경제를 발전시키고, 현지 민영기업을 지원한다. 승
진이 가망이 없는 종결형 관원은 개인 수입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张
田·孙涛, 2015: 28에서 재이용). ‘59세 현상’, ‘35세 현상’39)은 종결형

관원이 직업생애 종결에 대한 불안과 지대추구의 절박함을 반영한다. 그
러니 이러한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드러난 부패사
건은 관원의 권력 경쟁 중에서 기업가의 역량과 위치가 점점 더 두드러지
고 있음을 보여준다(张田·孙涛, 2015: 28).
汪文涛·林哲(2012)은 공식적인 제도 밖으로 시야를 넓혀 많은 고위관

39) (역주) 59세에 정년을 앞두고 부정부패를 많이 하는 현상이며, 35세에 청년간부 반열에 들어서면서 권력으로
부정부패를 많이 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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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기업가를 대상으로 만든 밀실, 클럽, 종교장소 등 은밀한 업무상 개
별관계를 낳는 칸막이 공간에 주목한다(张田·孙涛, 2015: 29에서 재인
용). 바로 이들 공간에서 권력 엘리트와 경제 엘리트는 도식화된 업무 외
에, 공통으로 정신과 물질, 업무와 생활 등의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한다(张田·孙涛, 2015: 29).
기업가는 정부관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자원조건, 제도규제,
감정공간, 공감조건을 얻기 위해서 기업정치를 할 동기를 갖는다. 정부와
기업 간 관계는 ‘비호’, ‘교환’에서 ‘유동(流动: 더 많은 교환)’에 이르면서
사실상 기업가형 정부관원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업인이 양산된다(张
田·孙涛, 2015: 29).

(4) 세 가지 관점의 비교
위에서 서술한 세 가지 관점은 서로 다른 이론에 기초하여 중국 정부
와 기업 관계의 변천과 사회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제공한다.
<표 2-20>에서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보여준다(张田·孙涛, 2015: 29).

표 2-20

중국 정부-민영기업 관계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이원상호작용설

기업정치행위설

개체관계설

분석 차원

거시적

중범위

미시적

연구 주체

재분배자, 생산자,
간부, 군중

기업, 기업가, 정부부문, 정부
관권, 이익집단

기업가, 관원,
중간집단

전제 가설

도구적 합리성

사회와 도구적 가치 지향

도구적 또는 감정 지향

관계 구조

이원 대립, 공생

다원, 상호구축

개인을 위주로 하는 관계망

행동 논리

이익

이익, 합법성, 이데올로기

이익, 정체성, 감정

출처: 张田·孙涛(201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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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상호작용설은 급변하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역사 현상, 즉
시장의 재부상과 권력의 분화를 연계시킨 것이다. 비록, 권력과 시장 사이
역량의 변화에 대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지만, 시장이 권력 외의 중요한
자원배치 기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张田·孙涛, 2015: 29).
정치행위설은 기업들이 개인, 회사, 집단 등 다양한 차원을 통해 정부
의 서로 다른 부서, 관원과 상효작용을 진행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기업과 정부는 각각 이익, 합법성, 이데올로기 영역의 견지와
경합에서 복잡한 정부와 기업 관계의 변화를 전개한다. 개체성(个体性)은
곧 사회성이고, 가장 개체성인 것이 바로 가장 비개체성인 것이다
(Bourdieu 저, 李猛·李康 역, 1998; 张田·孙涛, 2015: 29에서 재인용).
기업가와 정부관원 개인적 기회, 직업생애와 사업수요에서 출발한 연
구를 통해서 전환사회 과정에서 분투하고, 발버둥치고, 이익을 추구하고,
화를 피하는 개체행위의 사회적인 근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张田·孙
涛, 2015: 29).

개혁과정에서 새로운 제도는 옛 관습을 없애고 전진한다. 정부는 더
이상 중국 제도환경의 유일한 공급자가 아니며, 더욱 성장하는 민영기업은
제도 혁신자가 되고 있다. 민영기업의 부상은 신흥 이익집단의 출현을 대
표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전환 과정의 국가에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 이념을 주입한다(Heberer, 2003; 张田·孙涛, 2015: 29에서 재인용).

3)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유형
(1)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유형 구분
정부와 기업 관계가 어떤지는 당의 풍기, 정치 풍기와 사회 풍기를 그
대로 반영한다. 당내 정치생활, 당내 정치생태, 기업문화와 사회질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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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경과 시장 환경의 우열과 발전 추세를 결정한다. 정부와 기업 관
계를 재구축하는 것은 바로 정경합작 또는 정경분리의 난제를 해결하려
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 관계의 건전화(健康化), 상시화(常态化), 장
기적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陈新光 等, 2019: 13).
새로운 정부와 기업 관계는 통상적으로 정부관원과 민영기업가 사이
의 쌍방향 상호작용 관계를 낳는다. 새로운 이념은 정부와 기업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기대·요구를 초래한다. 정부 관원들은 솔직히
진정으로 민영기업과 접촉·교류한다. 특히, 민영기업이 어려운 문제를 겪
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한다. 민영기업가와의 관계에선 단순하
고, 사심을 갖지 않고, 권력으로 사리를 추구하지 않고, 권력과 금전을 거
래하지 않는다. 민영기업가에게 있어서 ‘친(親)’이라는 것은, 각급 정부
및 부문과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더 많이 소통하고, 진실을 말하고, 직
언을 하고, 지방발전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이다. ‘청(淸)’이라는 것은, 자
신의 원칙을 지키고 바른길을 걸고 법을 지키며 투자하고 경영하는 것이
다. 기업경영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반영하고
해결하며, 법률 무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다(陈新光 等, 2019: 14).
아오키 마사히코(青木昌彦)는 ⅰ) 3권분립의 정도, ⅱ) 정부 부서의 관
할 범위의 세분화 정도, ⅲ) 상호 독립성 여부에 따라, 정부와 기업 관계
를 권위관계형, 관계의존형, 규칙의존형으로 구분한다(青木昌彦 等,
1999: 243-244; 江远山·郝宇青, 2018: 121에서 재인용).
이 분류 방법은 정부의 권력구조를 정부와 기업 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한다. 이는 서로 다른 국가 간 또는 동일 국가의 정치발전
단계별 정부와 기업 관계를 비교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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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이후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를 보면, 기업의 성격이 정부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江远山·郝宇青, 2018: 121).40)
기업 성격에 대한 규정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의 규범적 문건을 보
면,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판단·분류할 수 있다.
ⅰ) 재산권 관련, 즉 기업주(경영진 등 포함)와 정부의 인적관계, ⅱ) 기업의
자금통로, 투자자본 획득 측면에서 기업과 정부의 관련, ⅲ) 정책, 기업경
영에 관련된 정책과 법규 측면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련이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중국의 국유기업, 민영기업 및 외자(합자)기업과 정부 간 관계
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표 2-21>)(江远山·郝宇青, 2018: 121).
표 2-21

정부와 기업 관련 방식 및 관계 유형

관계 유형

기업 유형

수족관계
부자관계
친구관계

관련 방식
재산권 관련

자본 관련

정책 관련

국유기업

업주는 ‘준 관원’

정부가 주도하고, 시장이 보충함

강한 정책지원

민영기업

정부와 관계가 밀접함

정부와 지방이 동등하게 중요함

정책지원

외자기업

정부와 관계없음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가 보충함

강한 정책지원

출처: 江远山·郝宇青(2018: 121)

(2) 기업 유형별 정부와의 관계41)
①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간 수족관계(手足关系)
이는 ‘관계 의존형’의 일부 특징을 갖고 있지만 “기업이 독립적인 법인
이고 정부는 정책을 통해 기업을 유도하고 통제하는 것”과는 달리 국유
기업과 정부는 ‘뿌리와 맥락이 같은 것’이다(江远山·郝宇青, 2018: 121).

40) 1980년대 이래 중국 점진적인 시장경제 개혁의 중요한 특징은 정부는 유형별 기업의 성격에 대해 모두 명
확히 규정하고, 유형별 기업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41) 江远山·郝宇青(2018: 121-2)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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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맥 연결에서, 국유기업의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결정
하거나 시장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원이나 지방정부가 책임지
고 임명한다. 또한, 서로 다른 기업, 동일 기업 중의 서로 다른 직급의 관
리자는 일정 정도 행정급별에 대응되어, 그들은 ‘준관원’이되고, 정부관
원과는 정치상으로 ‘혈연관계’에 있다. 정부와 기업 관리자의 사회 역할
과 신분은 행정임명 방식을 통해 서로 교류·전환될 수 있다. 기업 임원은
정부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 정책과 자원을 얻을 수 있고, 정부관원은 기
업에 들어가 재직 기간에 경제수익을 얻을 수 있다(盛洪, 2012; 江远山·
郝宇青, 2018: 121에서 재인용).

둘째, 융자 통로에서 국유기업은 ‘연성예산제약42)’의 대우를 누리를
수 있다. 정부가 자본 통로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종종 상급
단위의 행정지시를 중요시하고, 대출자의 금리 수준 및 상환 능력과 무관
하게, 국유기업은 이 통로를 통해 상환 압박이 없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유기업은 오랫동안 ‘국영은행체계’의 ‘정책 대출’에 의존해 생
존해왔다(隆国强 等 译, 1997: 70-84; 江远山·郝宇青, 2018: 121에서
재인용).
42) 연성예산제약(soft-budget constraint)에서 국가는 국유기업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한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인센티브 구조를 왜곡한다. 왜냐하면 국유기업은 장기 존재를 보장할 이윤창출에 필사적으로 의
존할 필요가 없고 경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경쟁 환경은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향상시키고 혁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유기업은 민영기업에 비해 낮은 성과를 낸다(Goldeng et
al., 2008). 연성예산은 또한 국유기업이 자본투자에서 위험을 취하게 하며, 효과적으로 지출할 인센티브가
적다. 국유기업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은 어느 누구도 특히 주인으로서 편익을 배정받지 않기 때문에 공공예
산으로 할당되며, 관리자의 행위와 성과를 엄밀히 감사할 유인이 근본적으로 줄어든다(Stiglitz, 1988). 만
일 민영기업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정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관리자를 교체하거나 자본을 회수하고 기
업을 인수하거나 파산시킬 것이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국유기업의 결정은 파산하지 않으며, 정부에 의
해서 결정된다(Stiglitz, 1988). 따라서 연성예산제약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간 스킬 세트에 차이를 초래
한다. 민영기업은 기업을 위해 이윤을 추구할 최고 역량이 필요하고, 국유기업은 정부와 정치인을 다루면
된다(Barberis et al., 1996). 궁극적으로 연성예산제약은 상당한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 연성예산제약은
국유기업의 구성원의 심리와 행태에 영향을 주어 비용에 신경 쓰지 않고, 덜 혁신적이고, 기업 생존에 덜 효
율적이며, 열심히 일할 유인이 적다(Li et al., 2014)(이상 Jakob, 2017: 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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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유기업은 공유제 기업으로서 주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지위
가 정통적이고, ‘정통 출신(嫡出)’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국유기업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情有独钟)’, 종종 ‘특별히 배려하며(特殊关照)’, 심지
어 국유기업이 경영에서 문제에 부닥치면 직접 ‘시장을 찾아 갈 수 있다
(找市长).’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 예를 들어 저렴한 세수 비용, 세수우대
정책 등은 국유기업이 발전․성장하는 관건이다(周玮 等, 2011; 江远山·郝
宇青, 2018: 122에서 재인용).

② 민영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부자형 관계
이는 정부와 기업 간 ‘권위관계형’과 유사하며, 정부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기업은 정부에 대한 협상 능력도 취약하여, 기업은 권력행사자에
게 영향력을 늘려야만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중국의 민영기업은
많은 경우, 집체기업이나 향진기업에서 발전해 온 것으로, ‘토박이(土生土
长)’이기 때문에 인맥관계에서 민영기업은 주로 친척, 친구, 동창과 동향인

등을 통해 정부 및 그 관원(현임 또는 전임 정부관원, 인대대표, 또는 정협
위원 등을 포함)들과 비공식적인 ‘은밀한 정치연계’를 구축한다(张祥建·
郭岚, 2010; 江远山·郝宇青, 2018: 122에서 재인용).

자본 관점에서 보면, 민영기업은 ‘선천’적이고 자연스럽게 정치관계를
갖고 있는 국유기업만 못하여 융자대출, 프로젝트 협력 상에서 국유기업
과 집체기업에 비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孙楚仁 等, 2014; 江远山·
郝宇青, 2018: 122에서 재인용). 그러나 향진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지방정부도 온갖 방법을 강구한다. 예를 들어, 은밀한 사유화를 추진하여
‘강성예산제약(预算硬约束)’을 취한다(Wu, 2003; 江远山·郝宇青, 2018:
122에서 재인용). 물론, 지방정부도 민영기업을 발전시킬 때 정책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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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제공하며, 중앙의 각종 지원정책을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 ‘돼지사
육(养猪)’ 장려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민영기업과 정부의 관계는 많은 경우 ‘지연성(地缘性)’에서 비롯되어
지방정부는 종종 이를 자신의 ‘아이’로 여긴다. 한편으로 지방정부는 자
기의 ‘아이’가 성인이 되도록 힘쓰고, 이를 위해 각종 부양책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민영기업의 ‘후계자’를 조직적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기업이
커질 수만 있다면, 지방정부도 “엄마가 아들에 기대여 존귀해져서(母凭子
贵)” 여러 경쟁자 중에 가장 주목된다. 다른 한편으로, 민영기업도 지방정

부로부터 자본, 정책, 시장 측면에서 중요한 지원을 얻을 수 있다. 지방정
부는 민영기업 발전을 통해서 얻으려는 중요한 자원의 문지기(守门人)일
뿐만 아니라, 많은 민영기업이 경제위기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요
소이다(江远山·郝宇青, 2018: 122).
③ 외자(합자)기업과 지방정부 간 친구형 관계
계획경제 시기, 극단적인 “자본주의 꼬리 자르기”는 상업을 고사시켰
고, 경제구조는 매우 획일화되었고, 경제발전은 낙후되었다. “백성은 상
업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나라에 상업이 없으면 흥하지 못한다.”는 바로
그 상황에 빠진 것이다. ‘문혁’이 끝난 이후, 혁명정치 담론의 종결로 경
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큰 정치’가 되었다. 개혁 초기에 지방정부는
“쌀 없이는 밥을 못 지으며”처럼, 발전에 필요한 자금이 극도로 결핍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닭을 빌려 알을 낳는(借鸡生蛋)” 우대정책을 제공하여
상인과 자본을 끌어들여 자금을 조달하였다(江远山·郝宇青, 2018: 122).
이후 30여 년 동안 상인과 자본 유치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이 되었고, 외자 ‘친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각급 정부는 외자기업에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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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 보조’를 제시하였다(江飞涛 等, 2012; 江远山·郝宇青, 2018: 122
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중앙에서 동의한 세금혜택 수준보다 혜택의 비
중을 높이고,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준 요건을 어기면서 외자기업에 보조
를 추가한다. 심지어 “외자기업이 마구 폐기물, 폐수, 폐기를 배출하는 것
을 허용한다”, “외자기업 차량은 법규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등의
위법행위도 암묵적으로 허용되었다(江远山·郝宇青, 2018: 122).
이에 따라 외자나 합자 기업은 비록 ‘인맥관계’와 ‘자본통로’ 측면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에 비해 우위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자본의 ‘금빛
반짝이는’ 빛에 의탁하여 중국 시장에서 서서히 성장하였다.
외자(합자)기업과 정부의 관계는 ‘규칙 관계형’과 유사하며, 기업은 정
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협상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유치정책에서 외
자는 정부의 우대정책과 ‘초국민적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양자 간에는
결코 “군자 간의 사귐은 담담하기가 물과 같다(君子之交淡如水)”는 아니
며, 투자유치 과정에서 한 쌍의 ‘이익 보완’의 친구가 되어 종종 서로 지
대추구를 하고, 서로 이득을 본 것이다(耿暑·陈玮, 2015; 江远山·郝宇青,
2018: 122에서 재인용).

3. 중국 기업의 이해
1) 중국 기업의 의미
기업(企業)이란 개념은 영어의 ‘enterprise’에서 비롯되고, 이것을 일
본에서 기업으로 번역하였는데, 중국에서 이를 수용하여 일반적으로 사
용하고 있다(范建·王建文, 2014: 1-2; 史际春, 2014: 2; 甘培忠, 2007: 1).
기업은 리스크를 감안하여 산업에 종사한다는 뜻으로, 후에 경제조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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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되었다. 기업은 “생산, 유통, 서비스 등 활동에 종사하는 경제조직
으로서 고정적인 생산경영 장소, 일정한 양의 자본, 시설과 종업원을 구
비하는 경제실체”이다(甘培忠, 2007: 1). 기업의 법적 의미를 보면, 기업
은 일정한 수량의 생산요소로 구성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생산경영
혹은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일정한 법률 주체 자격이 있는 경제조직이
다(张士元, 2015: 7)(이상 Li, 2016: 6에서 재인용).
중국 학자들은 근래에 와서 기업법43)을 기업조직법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기업법에서 기업이란 설립, 변경, 해산, 조직기관과 관리,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등 대내외 관계에 관한 법률 규범을 말한다(赵旭东, 1996: 16).
이는 중국의 민법, 상법 통일의 입법정책과 관련된다. 중국은 별도의 상
법전을 제정하지 않고 상법 총칙에 해당하는 내용과 상행위를 민법에 통
일적으로 규정을 두는 민상법 통일의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상사(商事) 주체, 즉 기업조직과 관련해서는 단행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기업입법은 기업조직 행태에 관한 입법을 말한다(오
일환, 2003: 9; Li, 2016: 7에서 재인용).

2) 중국 기업의 분류 근거
중국의 기업은 법률 근거, 소유제 근거, 책임형식 근거, 등록형식 근거

43) 기업법은 출자자와 소유제의 상관관계에서 출발하여 단일의 독자적인 기업 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규
범이고, 회사법은 출자자와 소유제의 상관관계와 관계없이 회사관계에 적용되는 규범이다. 기업법은 출자
자가 소유제와 직접 연결되는 관계로 경제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회사법은 출자자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고 소유제와는 무관하게 설립, 조직, 운영 및 해산할 수 있으므로 민·상법의 영역에 속한
다. 다만, 회사법도 국가의 거시적인 경제정책의 조정대상이 되므로 그 한도 내에서 경제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경제법의 규율 대상으로 되는 기업은 국유기업, 집단기업, 사영기업, 외국인투
자기업 등이 있고, 민·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는 개인독자기업, 회사 및 조합기업 등이 있다(이
정표, 2008: 13-4; Li, 2016: 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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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분된다.

(1) 법률 근거
종래 중국의 기업에 관한 단행 입법들은 사회주의체제의 한 특성인 국
유기업이나 집단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경제체제가 개방되고 집
중됨에 따라 다양한 기업 유형이 중국 내에 발생하게 되었다. 중국의 기
업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이전에는 소유제에 따라 입법을 하였으나
그 이후 회사법과 주요 기업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그 책임 형식에 의하여
법이 도입되었다. 중국은 1994년 「회사법(公司法)」을 시행한 이래로 「조
합기업법」과 「개인독자기업법」을 연이어 공포하였다. 이 두 법률의 제정
은 투자자의 책임 형식을 기업의 분류 기준으로 기초하여 법률체계를 확
립하였다(Li, 2016: ⅶ).
张士元(2013: 44-7)은 법률을 기준으로 중국의 기업을 구분하고 있

다. 첫째, 법률의 적용 대상별로 구분하면,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 「기
업국유자산법」, 그리고 「회사법」 일부 조항은 국유기업에 적용된다. 「회
사법」, 「개인독자기업법」, 「조합기업법」은 주로 사영기업에, 「중외합자경
영기업법」, 「중외합작기업법」, 「외자기업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된
다. 둘째, 출자자와 출자비중별로 구분하면, 국가출자기업에는 「전민소유
제기업법」, 「기업국유자산법」, 「회사법」이 적용된다. 조합출자기업에는
「조합기업법」이 적용되고, 사인(私人)출자기업에는 「회사법」과 「개인독
자기업법」이 적용된다. 외국인출자기업에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
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등이 적용된다. 셋째, 법률의 제정 기
관별 또는 법원의 효력 순위별로 구분하면 「전민소유제기업법」, 「중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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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은 전인대가 제정한
기본 법률이다. 이들 4개의 기본 법률을 제외한 기타 기업법은 전인대 상
무위원회가 제정한 일반 법률이다(Li, 2016: 12에서 재인용).

표 2-22

중국 기업법 적용 대상 및 유형별 대조

비교 항목
전민소유제기업법

회사법

적용 대상 기업

출자자, 출자비중

제정기관

국유기업

국가 100%

기본 법률

유한회사

사원

주식회사

사원

국유독자회사

국가 100%

국유독자회사
기업국유자산법

국유독자기업
국유자본지배회사
국유자본참여회사

일반 법률

국가 100%
일반 법률
국가 일부 투자

조합기업법

조합기업

조합

개인독자기업법

사영기업

개인

합자기업법

합자기업

외자 위주

기본 법률

합작기업법

합작기업

외자 위주(계약)

기본 법률

외자기업법

외자기업

외자 100%

기본 법률

일반 법률

주: 张士元(2013: 44-7); Li(2016: 12-3)에서 재인용

(2) 소유제 근거
전체 기업을 소유제를 기본으로 한 국유기업, 집단기업, 사적소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있다. 소유제를 기준으로 분류한 기업 형태를 보면,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의 국유기업과 정부 사이에는 일종의 부자관계(父
子关係)이고, 기업은 완전히 정부의 한 부분으로서 국유기업의 관리자는

국가이자 정부였으나 개혁개방을 진행하면서부터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
권이 점차 분리되었다(Li, 2016: ⅶ-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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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유기업의 효율적 통제와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에 「기업국유자산법」을 제정·시행하여 과거 국가가 단독 출자한
기업이라는 개념의 ‘국유기업’을 국유자본 지배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가
일정 지분 이상 투자한 기업까지 국유기업의 영역으로 대폭 확장하였으
며, 국유기업 관리감독체제인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를 설립하였다(Li,
2016: ⅷ).
국유기업법에 해당되는 법률로는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과 「기업국
유자산법」, 「회사법」 내의 제2장 4절에서 규정한 「국유독자회사특례규
정」이 있다. 국유기업과 함께 사회주의 공유제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집단기업은 국유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격을 가지며, 이에 해당되는 법
률은 「향촌집단소유제기업조례」와 「도시집단소유제기업조례」이다. 집단
기업의 존재 및 발전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 지
방구역 및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적소
유기업은 개인공상호와 사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법률
로는 「개인공상호조례」, 「사영기업임시조례」가 있다. 외자유치와 외자흡
수 방식, 수준 및 규모가 꾸준히 커져가고 있는 현재, 중국의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에
중국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그
밖의 실시조례와 실시세칙 등 일련의 법률과 법규를 반포하고 대외개방
의 수요와 WTO 규칙의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
쳐 외국인투자 기업의 발전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Li,
2016: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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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 형식 근거
책임 형식에 근거하여서는 개인 독자기업, 조합기업, 회사기업인 유한
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등으로 나누었다. 중국은 시장경제 발전에 따
라 새로운 입법 방식을 채택하여 기업 입법을 추진하므로 이러한 분류는
각종 기업의 조직상 특징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책임 형식에 의하여 분류한 기업 형태를 보면,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
행 이후, 1999년에 제정된 「개인독자기업법」을 개인독자기업법의 투자
자와 채권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촉진
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97년에 제정되고, 2006년에 개정된 「조합
기업법」은 조합기업에 유한조합제도와 특수한 일반조합제도를 도입하고
자연인만 인정하였던 조합기업의 설립 주체를 자연인 이외에 법인 및 기
타 경제조직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Li, 2016: ⅷ).

(4) 등록 형식 근거
중국의 기업은 소유 형태와 등록 형태에 따라 9가지로 구분된다. 국유
기업은 국가에게 기업 전체(100%)의 소유권이 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
가 이를 경영관리하는 방식의 기업이다(박진우, 2017: 3).
과거 국영기업은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국가에 있음을 나타냈으
나, 1993년 헌법 개정을 통해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나 경영권은 자주적
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명칭도 국유기업으로 변경하였다(박진우,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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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구분

내자기업

중국 기업의 등록 형태별 분류
종류

설명

국유기업

전민소유제(전인민 소유) 기업으로 모든 자산이 국가 소유이나 경영 및 운영은 독립적
으로 운영되는 기업

집체기업

자산의 소유가 공동인 형태로서 자산의 소유 주체가 농민 집체인지 노동자 집체인지에
따라 향촌집체기업과 도시집체기업으로 구분

주식합작기업

기업 노동자와 외부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 경영하는 기업으로 이익은
노동력 투입과 투자액(지분)에 따라 분배

합자기업

두 개 이상의 기업 혹은 기관이 결합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국유합자기업, 집체합자기업,
국유·집체합자기업 등의 형태로 설립 가능

유한책임회사

2~49명을 투자 주체들에 의해 설립된 기업으로 투자자는 투자지분의 한도 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기업을 보유 자산에 한하여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음

주식유한회사

기업 주식을 통해 소유권을 분배하며, 주식의 추가 발행을 통해 자본을 유입하는 형태로
기업에 대한 책임은 유한책임회사와 동일

사영기업

개인이 투자·경영하며 이익 추구를 위하여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 형태로 민간유한책
임회사, 민간주식유한책임회사, 민간 파트너십, 민영독자기업 등이 있음

중외출자기업

(港澳台商投资企业)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투자한 기업으로 합자기업, 주식합자기
업, 독자기업, 유한책임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 가능

외국출자기업

외국 자본에 의해 설립된 기업으로 합자기업, 주식합자기업, 독자기업, 유한책임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 가능

외자기업

주: 중국국가통계국; 박진우(2017: 3)

3) 중국 기업의 유형
중국에서 기업 분류는 앞서 보듯, 법률 근거, 소유제 근거, 책임 형식
근거, 등록 형식 근거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 관계 연구에 포함되는 기업은, 국유와 집체기업이 있고,
사영과 외자 기업도 있다. 국유와 집체기업44)의 운영은 사실상 정부 및
44) 향진 집체기업은 과거 중국의 경제구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고, 발생 때부터 제도의 회색 지대에 있었
고, 재산권 등이 모두 불명확하고, 그 운영은 매우 자생성과 비공식성을 띠었다. 이에 대해 周雪光(2005)은
‘관계재산권(关系产权)’의 분석틀을 제기하여 지방정부와 기업 간 재산권 관계와 조직경제의 모호함과 지
속적인 변화 현상을 분석했다. 이는 사실 동아시아 발전형 국가 모형 중의 정부와 기업 공생관계(symbiotic
relationship)와 매우 유사하다(张汉, 2014: 166-7에서 재인용). 渠敬东(2013a; 2013b)은 향진기업의 점
유관계를 보면, 공유제(公有制), 공유제(共有制)와 사유제 등 다중 요인으로 결합되었고, 경영관계에선 토
지계약(土地承包, land contracting), 기업경영과 재정책임제도(财政包干, fiscal responsibility system)
가 결합되었다. 거버넌스 관계에선 체제적․지식적․민정적(民情的) 차원의 거버넌스 기제를 융합하여 개혁
개방 첫 10년의 핵심 이념을 반영했다. 중국 농촌 지방사회 구조에서 형성되었고, 지방정부와 기업 간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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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조직(예: 촌집체)이 생산경영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
해 정부의 정치, 경제 의도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정부와 사영과 외자 기
업의 관계는 시장화 개혁과정에서 정부가 시장 기제 자신에 대한 태도 및
사영 기업가 등 체제 밖의 엘리트에 대한 태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현한
다(张汉, 2014: 159).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업 형태 중에서 정부와 기업 관계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형태의 기업(예: 집체기업)도 곁들
여 설명하기로 한다.
(1) 국유기업
국유기업은 그 용어도 변천했고, 국유기업의 유형도 다양하게 제시되
고 있다. 1982년 헌법에는 국영기업, 1986년에는 전민소유제기업, 1993년
헌법부터는 국유기업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시대에 따른 국유기업
이란 용어의 변화를 보면 다음 <표 2-24>와 같다.
표 2-24

郭金林
(2008: 186)

시대별 국유기업 분류
∙ 1998년 이전에 국유기업의 종류: ⅰ) 순수 국유기업(‘pure’ SOEs), ⅱ) 국유기업과 국유기업합자경영
기업(SOE-SOE Joint Operation Enterprises), ⅲ) 국유독자주식회사(Solely state-owned Limited
Liability Companies)
∙ 이와 같은 분류 방식은 1988년 중국 국유기업법의 규정과 일치함
∙ 1998년부터 지금까지 국유기업을 ‘국유 및 국유 지주회사’(State-owned and State-controlled
Enterprise)로 새로이 정의함
∙ 새로운 국유기업의 정의에 따르면, 순수 국유기업 외에 국유기업은 정부에서 주식지배권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도 포함됨
∙ 1997년 이후 국유기업의 정의에 따르면 정부에서 주식을 소유한 기타 기업도 포함됨

있는 상호 침투와 융합이 이뤄졌다. 이는 지방 기업형 정부가 중국 농촌에서 보여준 독특한 방식이다(张汉,
2014: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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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계속
∙ 1997년 이후의 국유기업 정의에 따르면, 국유기업은 순수 국유기업, 국유기업과 국유기업 합자경영기
업, 국가독자주식회사, 정부 지주회사(정부에서 주식지배권을 갖고 있는 회사), 정부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 등으로 나눔

Holz
(2003: 186)

∙ (국영기업)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국영기업이라 지칭. 1982년 헌법 제16조에는 “국영기업은 국가의
영도와 국가계획목표를 달성하는 조건하에 경영관리의 자주권을 보유한다”라고 규정
∙ 국영기업의 명칭은 당시 사회주의 계획경제 조건에서 국가의 기업에 대한 집중적·계획적 관리체제를
반영(张士元, 2013: 374)
∙ (전민소유제기업) 1986년 제정된 「민법통칙」 제82조에 “전민소유제기업은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재산
에 대해 법에 따라 경영관리 하는 경영권을 가지며 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
∙ 1986년에 제정된 「기업파산법(시행)」에서 처음으로 국영기업을 전민소유제로 칭함
∙ (국유기업) 1993년 제8기 전인대의 「헌법」제16조에서 ‘국영기업’을 ‘국유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가가 소유와 동시에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소유는 하되 경영은 기업 자신이 자주
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로 전환됨으로써 헌법 국유기업의 위치를 확정(张士元, 2013: 375)

Li
(2016)

∙ (국가출자기업)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해 2008년 10월 28일 제11기 전인대
제5차 회의에서 「기업국유자산법」을 제정하여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
∙ 「기업국유자산법」 제5조에 “본법의 국가출자기업은 국가가 출자한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
자본지배회사, 국유자본참여회사를 가리킨다”고 규정하여 국유기업의 개념을 국가 투자기업으로 대폭
확장(张士元, 2013: 375)
∙ 따라서 국유기업은 광의의 국유기업과 협의의 국유기업으로 구분됨. 협의 국유기업에는 전민소유제기
업과 국유독자회사가 포함되며, 광의 국유기업에는 협의 포함하여 국유자본지배회사 및 국유자본참여
회사를 포함(甘培忠, 2007: 112)
주: 김윤권 외(2011: 32) 및 Li(2016)을 근거로 작성함

국유기업도 그 분류가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다.
건홍리서치앤컨설팅(2010: 7-8)은 국유기업을 ⅰ) 정부의 지분비율, ⅱ)
관리감독 기관, ⅲ) 활동 업종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지분
율에 따른 국유기업으로는 특수법인기업, 국유독자기업, 국유지분우위기업,
국유지분참여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2-25

정부의 지분비율에 따른 국유기업 분류

기업 유형
특수법인기업

관련 규정

∙ 정부에서 전액출자, 설립
∙ 회사법이 아닌 특별법 적용
∙ 공공재 생산에 투입

14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해당 업종

비고

방위산업, 항공우
주산업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을
통해 유지됨

표 2-25

계속

기업 유형

관련 규정

해당 업종

비고

국유독자기업

∙ 정부에서 전액출자, 설립
∙ 회사법 적용
∙ 거시경제정책 조정대상
∙ 공공의 이익추구 위주, 부수적으로 경제적 이
익도 추구

철도, 수도, 전력,
천연가스

대부분 전형적인 자연독
점기업과 자원기업임

국유지분우위기업

∙ 기업의 전체 자본 중 국가소유 비중이 높아 국
가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 회사법 적용
∙ 경제적 이익추구 위주, 부수적으로 공공의 이
익 추구

전자, 통신, 자동차,
의약, 담배제조,
공항, 항구, 은행

준자연독점기업과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에 종사
하는 기업이 대부분

국유지분참여기업

∙ 국가가 일반 주주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기업
∙ 회사법 적용
∙ 공공이익 추구 부담 전무

모든 업종

정부의 지분참여는 국유
경제의 영향력 확대를 위
한 것이며, 이외 기타 추가
적인 의무는 없음

출처: 건홍리서치앤컨설팅(2010: 7)

둘째, 관리감독 기관에 따라 국유기업은 중앙기업, 중앙부처 관리기업,
지방국유기업으로 분류된다(<표 2-26>).

표 2-26

관리감독기관에 따른 국유기업 분류

기업 유형

중앙기업

중앙 部委
관리기업
지방국유기업

주요 관리감독 기관

제품 유형

해당 업종

공공재

방위산업, 통신, 전력, 수도

자연독점제품

석유, 천연가스, 광산

경쟁성 제품

일반 제조업, 건축업, 무역업

∙ 재정부

금융

은행업, 보험업

∙ 국무원 기타 部委 또는 정부산하단체

전매품, 문화상품

담배, 금, 철도운송, 항만, 방송, 문화, 출판

∙ 각 지방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매우 다양

전업종

∙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출처: 건홍리서치앤컨설팅(2010: 8)

셋째, 활동 업종에 따라서 비금융계 국영기업, 금융계 국영기업으로
구분된다(<표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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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활동 업종에 따른 국유기업 분류

기업 유형
비금융계 국영기업
금융계 국영기업

주요 관리감독 기관

제품 유형

∙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 지방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제조업, 무역업, 건설업, 농업, 이중관리기업* 등

∙ 재정부

은행,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 자산관리회사,
기타 금융기관

주: 이중관리기업은 중앙과 지방의 관리를 동시에 받는 기업이다. 예를 들어 베이징 철도분국은 상급 부서인 철도부와 베이징 시정부의
관리를 동시에 받는다.
출처: 건홍리서치앤컨설팅(2010: 8)

넷째, 국유기업을 크게 산업 성격 및 재산권의 특수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표 2-28>).

표 2-28

산업
성격

산업성격 및 재산권 특수성에 따른 국유기업 분류
공익성 국유기업

∙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유기업. 이익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 및 공공성과가
주요 기준

독점 국유기업

∙ 자연독점 및 일부 에너지 산업에 있는 국유기업으로 규모와 수익이 점차 증가하는 특징.
평균원가 이하로 가격설정에 따라 이윤창출이 어려움

경쟁적 국유기업

∙ 경쟁적 산업(가령,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 등)에 있는 국유기업으로 ⅰ) 정부가 경제조절
기능 수행, ⅱ) 경제 안정 유지, ⅲ) 산업구조조정 및 개선 추구

특수법인기업

∙ 전문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경영하는 전문 직능의 국유독자회사. 회사 형식이 아니라 회사
법과 일반상법 규정에 따르지 않음. 전문법률에 다라 설립되고, 전문법의 규정을 받고, 보통
상사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국유독자회사

∙ 국가에서 단독으로 자금을 내고 국무원이나 지방인민정부가 해당 급의 인민정부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에 위탁하여 출자자 역할을 담당케 하는 유한책임회사임. 그 구조 및 행위는
모두 회사법과 일반상법의 규정에 따름

국유지주회사

∙ 국유자본 비율이 50% 이상인 절대 지주회사,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해당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를 포함. 회사법과 일반 상법에 따르고 조직구조는 회사법의 규정을
준수하며 구체적 해위도 회사법 준수

국유참가주식회사

∙ 국가에서 일정한 자본을 투자지만 지배적 위에 있지 않는 회사. 회사법과 일반 상법의 규제
를 받고 회사의 행위와 구조는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함, 엄밀히 보면 국가참가주식회사
혹은 정부참가주식회사임

재산권
특수성

주: 김윤권 외(2011: 40-44)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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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영기업
① 민영기업 의미
무엇이 중국의 사유부문이고, 무엇이 중국의 민영기업인가? 오늘날 중
국에 존재하는 민영기업을 명확히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누가 중국 정부
의 권력을 대표하는 것인가는 권력 분화와 집중의 20년 동안 더욱 어려
운 문제가 되었다. 분명한 것은 민영기업과 권력 대리인 집단이 끊임없이
구체화·다원화된다는 것이다(张田·孙涛, 2015: 24-25).
중국학자들은 민영경제에 대한 연구를 주로 ‘발전 모형’ 연구에 집중
하고, 업계에서는 ‘수난 모형(苏南模式)’, ‘원저우 모형(温州模式)’, ‘이우
모형(义乌模式)’, ‘선전 모형(深圳模式)’을 4대 민영경제 발전이라고 부르고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韩琳·谢宽树, 2019: 49).
1993년 6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체제개혁위원회는 연합하여
「민영과학형 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문제에 관한 약간의 결정(关
于大力发展民营科技型企业若干问题的决定)」을 발표하였다. 이 문건에서

처음으로 ‘민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후 ‘민영기업’의 개념은 광범
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민영기업’ 개념의 함의와 외연에 대한 학술계의
격렬한 토론을 낳았다(黄速建 等, 2008: 2; 김윤권 외, 2011: 47에서 재인용).
표 2-29

민영기업의 의미

许小年
(2003)

∙ ‘소유제’의 관점에 기초한 논리는 비국유, 즉 민영임. 이 논리에 기초하여 민영기업이란 “비국유 혹은 비국
유 독자와 비집단 소유의 기업”을 말함

晓亮
(1994)

∙ ‘경영방식’ 관점에서의 기본 논리는 비국영을 강조함. 이 논리에서 민영기업은 ‘국유민영’과 ‘민간소유민
영’ 두 가지 형식을 포함

刘迎秋
(1994)

∙ 이는 ‘사영기업’과 조금 다른 개념임.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민영의 본질을 ‘영’으로 보고, 집행 주체는
‘민’으로 봄. 이는 생산 자료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닌 단지 자산경영과 관련된 경영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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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계속
∙ 실제로 이상의 민영기업 개념을 보면 기본적으로 ‘경영 방식’을 주요 방향으로 ‘소유제’를 강조하는 역사
논리 원칙임. 본질적으로 이는 특정 제도 환경 하에서 서로 다른 단계의 민영기업에 대한 인식임. 물론
이 두 가지 구분은 우리가 오늘날 민영기업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의의를 가짐
∙ 그러나 우리는 역사 발전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역사 단계의 민영기업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두 가지 방면에서 민영기업을 종합적으로 인식함

黄速建 等
(2008)

∙ 기업이 등록한 유형에 따른 구분에 근거하면 사람들의 민영기업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으로 광의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음
∙ 광의의 민영기업이란 국유와 국유통제주식기업을 제외한 다양한 소유제 기업을 모두 포함함(예: 개체공상
호, 사영기업, 주식합작제기업,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향진기업, 집체기업 등)
∙ 협의의 민영기업이란 개체 공상호와 사영기업을 말함. 개체공상호와 사영기업(사영독자, 사영합자, 사영
유한책임회사와 사영주식유한회사 포함)을 포함하는 외에 상당한 수량의 주식유한과 유한책임회사도 포함
∙ 內資 ‘비국유주식통제’의 성격을 갖고 있고, 동시에 ‘민영 기제’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 민영기업에 포함됨

주: 黄速建 等(2008: 2-4); 김윤권 외(2011: 47-50)를 근거로 작성함

개혁개방 30년 동안 민영기업은 다양한 역사 단계에서 다양한 ‘신분’과
‘조직형식’으로 나타났다. 시종일관되게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개혁의
방향과 맞물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과 개선을 추진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민영기업 ‘신분’의 변화는 초기의 ‘개체호’
에서 시작하여 ‘빨간 모자’를 쓴 사영기업으로, 이후에는 ‘법률 인가’를
받은 사영기업으로, 그리고 다시 ‘회사’ 기업으로 발전하였다(黄速建 等,
2008: 3; 김윤권 외, 2011: 48에서 재인용).

그림 2-10

중국 민영기업 조직형식의 변화

사영 기업

公司制

붉은 모자
(帽子) 기업
개체 大戶
1980년대 중후기
주: 黄速建 等(2008: 3); 김윤권 외(2011: 4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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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후기

1980년대 개체공상호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동시에 ‘개체대호’
도 나타났다. 이 ‘개체대호’가 이후 사영기업의 발전에 기초를 마련하였
다. 정책의 제약으로 사영기업 성격을 갖춘 ‘생산조직’은 ‘개체공상호’,
‘합작경영기업’, ‘집체기업’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1988년 사영기업의
‘합법성’이 확립된 후 일부 사영기업은 이전의 딱지를 벗었다. 1981∼
1988년 사이 민영기업은 ‘무에서 유’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신속히
발전하였다. 이 8년은 시장 환경과 정책 환경 모두 민영기업의 발전에 유
리하였다(黄孟复, 2005). 1990년대 중후기 회사 형태의 조직형식은 민영
기업들이 상당수 받아들인 기업조직 형식이었다(黄速建 等, 2008: 3; 김
윤권 외, 2011: 48-9에서 재인용).
실제로 사영기업의 법률적 지위가 한층 더 향상되고, 사유재산 권력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빨간 모자’를 쓰고 있던 향진기업들은 사영기업
으로 전환하였다. 동시에 국유기업의 개혁이 심화되면서 ‘큰 기업을 잡고,
작은 기업을 놓아주는’, ‘발전과 퇴보가 있는’ 국유기업의 개혁정책 하에
서 상당히 많은 국유기업들도 ‘비국유통제주식회사’로 전환하였고, ‘민영
기제’를 지닌 회사 형태의 기업으로 개편되었다(黄速建 等, 2008: 3-4;
김윤권 외, 2011: 49에서 재인용).
② 민영기업 성장
공식적인 정의에 따르면, 중국 민영부문은 비농업의 개체경제와 사영
기업을 포함한다. 만약, 한 실체가 고용한 노동력이 7명을 넘지 않는다면
개체경제에 속하고, 고용한 노동력이 8명 또는 8명 이상이면 반드시 사
영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구분의 근거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다.
1980년대 초에 이러한 정의는 사유경제의 발전을 위해 공간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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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개인 혹은 가정경제가 존재한다. 물론, 민영기업
은 규모나 투자액에서 큰 차이가 난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2013년 말에
중국에서 1096.67만호 사영기업, 4,062.92만호 개체호를 보유하였다45)
(张田·孙涛, 2015: 25에서 재인용).
1970년대 말 개체경제는 먼저 중국 농촌에서 되살아나 1980년대 초
도시에 나타났다. 1990년대 중국 민영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나, 여
전히 이데올로기적 차별과 경제적 제한을 받았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
순강화 이후 사유경제는 합법적인 지위를 얻었다. 1997년 중국공산당 제
15차 전국대표대회는 사유제에 대한 법과 경제 규제를 더 한층 낮추자는
결의를 하였다(张田·孙涛, 2015: 25).
2001년에 사영 기업주가 중국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전환은 200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
대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의로 공식화되었다. 전체회의 주요 의정은
사실상 중국의 사장경제를 포스트 WTO 시기에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
는가이다. 비록, 지역에 따라 민영기업의 영향력은 다르지만, 이미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중앙정부가 민영경제를 지원함으로써
국유기업의 낡은 토대가 지방정부나 개인에 의해 설립된 새로운 시장선
도 기업으로 점차 이전하게 되었다(张田·孙涛, 2015: 25).
2000년 이후 중국학자들, 예를 들어 李咏健 等(2015)은 “정부가 민영
기업 발전에 대한 대응조치에 치중하여, 주로 정부가 행정심사 효율을 높
이고, 정무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민영경제 발전을 추진하는데 집중하

45) 国家工商总局全国小型微型企业发展报告课题组: 全国小型微型企业发展情况报告(摘要). Retrieved from
http://www.saic.gov.cn/zwgk/tjzl/zxtjzl/xxxx/201403/t20140331_143497.html (검색일, 2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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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정부 요구사항도 보다 세부적으로 제기되었다”(韩琳·谢宽
树, 2019: 49에서 재인용).

③ 민영기업 유형
정책 환경은 계속 변하여 민영기업이 표현하는 ‘다중신분’은 모두 서
로 다른 역사 단계를 결정하고, 민영기업의 개념도 시대적 특색을 지닌
다. 민영기업의 발전 역사에 대한 분석에서 ‘민영기업’은 주로 세 유형의
근원을 갖는다. ⅰ) 개체 대호로부터 발전한 민영기업, ⅱ) 향진집체기업
체제로부터 전환한 민영기업, ⅲ) 국유기업체제로부터 전환한 민영기업
이다. 민영기업 관리의 발전 측면에서 ‘기업 형태’의 연속성에 주목할 수
있다. 이 점은 단순하게 기업이 등록한 분류로부터 민영기업을 인식하는
것과 다르다(黄速建 等, 2008: 4; 김윤권 외, 2011: 49-50에서 재인용).
Walder(2011)는 설립 시기 및 이들과 정부와의 관계에 따라 민영기업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ⅰ) 사유화된 국유기업, 개인 실체 또는 주식 지배
권을 가진 경영인이 소유한다. ⅱ) 1980년대 초부터 시작한 시장화 개혁
이후 성립한, 정부가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진 적이 없는 회사로, ‘거래형’
기업이다. 정부 직책을 지낸 개인이나 정부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
람들이 설립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과 건축시공 업체로 반
드시 도시토지에 대한 통제를 얻어 사업을 개발한다. ⅲ) ‘창업형’ 기업이
다. 이는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새로운 상업 모형을 개발하고, 정부기관과
거래하거나 정부관원과의 관계가 없고, 이들 회사는 가장 보편적으로는
소매업, 전기·전자, 서비스, 소프트웨어와 첨단기술 업계에 속한다
(Walder, 2011: 19-38; 张田·孙涛, 2015: 25에서 재인용).
徐淑英 等(2008)은 민영기업을 ⅰ) 도시와 농촌 향진기업, ⅱ) 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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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소규모 가정과 가족기업(개체호, 고용인원이 8명 이하), ⅲ) 개인기
업(고용인원 8명 이상), ⅳ) 국유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기업, ⅴ) 주식제
기업, ⅵ) 상장된 합자주식회사(종전 국유기업 포함)로 구분한다(张田·孙
涛, 2015: 25에서 재인용).

민영기업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민영기업의 사회적 근원과 집
단 특색을 반영한다(张田·孙涛, 2015: 25). 결국, 중국에서 민영기업이
경제 실체로 인정될 합법성의 기반은 여전히 중국 정부에 의해 좌우된다.

(3) 외자기업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외국자본이 중국에 진출하여 외국계기업, 즉 외
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대외개방 조치는 개혁개방의 중
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다(이상윤, 2019: 47).

표 2-30

외자기업 관련 규정 변화

(1979) 제5기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통과시킴
∙ 이는 중국이 외국과 경제협력의 문호를 열기 위해 외국계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임
(1983.9)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실시조례」를 발표
∙ 이 조례는 중국 내에 설립할 수 있는 산업을 지정함. 이와 동시에 외자기업 설립이 가능한 산업 내에 기업을 설립할 때
심사, 등록, 자본납입 등 측면에서 일련의 규정을 제시함
(1986.4)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이 통과됨
∙ 이 법은 중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서 외국투자자가 100% 투자한 기업, 즉 독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함
(1990)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중외합자기업경영법」 수정안 통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도시국유토지사용권양도잠정시행조례」, 「화교 및 홍콩, 마카오 동포 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
등 정책과 법규가 발표됨
∙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의 투자환경과 외국계 기업의 신뢰감을 제고하고, 이때부터 삼자기업(외상독자기업, 중외합자기업
및 중외합작기업)이 상당수 출현
(1992)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개혁개방의 속도 급속화
(1996년 이후)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여 간접투자방식에서 직접투자방식으로 전환하
는 거시적인 조정 추진

152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표 2-30

계속

(2008) 중국의 투자환경과 외자정책 관련 「기업소득세법」 및 「노동계약법」 발표
∙ 「기업소득세법」은 외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소득세를 모두 25%로 규정함
∙ 「노동계약법」은 외자기업과 중국기업 모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과 노동자는
근무 내용, 보수, 계약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힌 계약서를 체결하게 하여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위한 목적
주: 이상윤(2019: 47-53)을 근거로 작성함

외자기업의 형식은 유한회사이고, 승인을 거쳐 기타 형식으로(예컨대
주식회사) 등록할 수 있다. 유한회사로 등록한 외자기업 관련 「외자기업
법」 제18조에 “외국투자자는 출자액에 따라 기업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며, 기타 책임 형식으로 등록한 외자기업의 외국투자자는 중국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施天涛, 2014: 85; Li, 2016: 58에서 재인용).
외자기업은 자체적으로 기관을 정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며, 중국 정
부는 간섭하지 않는다. 외자기업은 외국인이 100%를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으나 중국법인이므로 중국의 법률
이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황보성, 2014: 45; Li,
2016: 58에서 재인용).

표 2-31

3자기업의 구분
합자(合資)기업

합작(合作)기업

외자기업

기업 형식

주권식 기업

계약식 기업

단독기업

손익 부담

출자 비율에 따른 부담

계약 내용에 따른 부담

단독 책임

조직 형태

법인 기업: 유한회사

법인 기업: 유한회사
비법인 기업: 연합 경영

법인 기업: 유한회사
(승인 후 기타 형태 가능)

출자 방식

현금, 현물, 공업재산권, 기술,
토지사용권

현금, 현물, 공업재산권, 기술,
토지사용권

현금, 현물, 공업재산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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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계속
합자(合資)기업

합작(合作)기업

외자기업

(외국 측) 기업, 회사, 기타
경제조직, 개인

(외국 측) 기업,
기타 경제조직, 개인

(외국 측) 기업, 회사, 기타
경제조직, 개인

(중국 측) 기업, 회사, 기타
경제조직

(중국 측) 기업,
기타 경제조직

최고 의사결정

이사회

이사회, 연합관리위원회

단독 결정

경영관리 방식

투자자 공동경영

투자자 공동경영

투자자 단독경영

투자자 자격

투자 비율

외국 측의 투자 비율은 등록자본의 25% 이상

외국 측 100% 투자

출처: 황보성(2014); Li(2016: 59)에서 재인용

최고권력기관은 반드시 자본소유자가 구성해야 하며, 외자기업의 기관
이 어떻게 설치되든지 간에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외자
기업법 실시세칙」 제24조). ⅰ) 외자기업의 내부기관과 권한 및 의사규칙
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중국 관련 정부 부서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ⅱ) 외자기업은 그 법정대표자를 정하여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직권
을 행사하는 책임자로 하고, 법정대표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법정대
표자가 직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대리인을 위임하여 직권을
대행해야 한다(Li, 201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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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실태 분석
제1절 국진민퇴 변화의 맥락 분석
제2절 중국 기업의 현황 분석
제3절 중국 기업 관련 인식 분석

제1절 국진민퇴 변화의 맥락 분석
사회주의 중국 수립 이후에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그리고 외자기업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파악함으로 정부와 기업 간의 본질적인 관계
를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의 변천은 결국 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변화에 따
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정부와 이들 기업 간의 관계 변화를 모두 검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관계 변화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국진민퇴(国进民退, the
state advances, the private (sector) retreats)의 흐름을 분석하기로 한
다. 국진민퇴의 흐름은 국진민퇴의 맥락, 국퇴민진의 맥락, 신국진민퇴의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1. 국진민퇴의 맥락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이 성립한 후 중국은 기존의 중화민국 자본주
의 경제체제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구축해 나가는
개혁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을 거치면서 중국
식 사회주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시장경제라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다. 실용주의 노선을 따르는 덩샤오핑의 ‘사회주의 단계론’은 중국이 사
회의 변증법적 발전 과정에 있어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던 자본주의 요소
인 ‘사유화’와 ‘시장’이라는 단계를 제대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은 민간경제의 활성화와 성
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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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혁개방의 결과 소수자에게 부가 편중되는 현상과 부정부패,
그리고 국가의 국가경제에 대한 통제력의 감소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 전
통적 공산주의 도덕관의 시각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
으며 현재도 중국의 상당수 인민이 ‘덩샤오핑’보다 ‘마오쩌둥’을 더 평가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대적으로 장쩌민 파벌이나 후진타오 파벌보다 더
좌파 성향의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후 소위 ‘국진민퇴’라고 하는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중국이 다시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체계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진민퇴 또는 국퇴민진
의 추세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기로 한다.

1) 공사합영
‘국진민퇴’라는 개념 자체는 신중국 성립 후 실시했던 민간자본의 국
유화 때부터 나타났었다. 신중국의 출범 후 가장 먼저 추진된 경제정책
중의 하나가 ‘공사합영(公私合营)’이며 ‘공사합영’은 원래 혁명 전까지 운
영되고 있던 민영기업들을 중국공산당이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정
책이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신중국이 성립할 당시 중국에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사기업들이 존재하였으나 중국 정부는 강제로 몰수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바이두(百度)에 의하면46) 1954년 당시 중국 정부인 정무원(政务院)은
민간자산의 강제수용 대신 「공사합영공업기업잠시조례(公私合营工业企

46) 百度百科.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item/%E5%85%AC%E7%A7%81%E5%90%88%
E8%90%A5/6775045?fr=aladdin (검색일, 2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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业暂行条例)」를 통과시켜서 자본주의 민영기업과 국가가 함께 ‘필요에

의한’ 합영을 하도록 했다. 경영권은 국가가 행사하되 그 수익은 기업적
립금, 기업장려금, 그리고 주주에 대한 배당 등으로 나누도록 하여 기존
의 주주에게도 일정한 이자의 형식으로 배당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어서 1956년 전국 범위의 사회주의 개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자본주의
공상기업들은 모두 ‘공사합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권리를 폐지하
며 해당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신분으로서의 배당만을 허용하였다. 그 후
1966년에 주주에게 지급되던 배당이 만기에 도달함으로써 자본주의 기
업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2) 소상공업의 태동
‘공사합영’체제를 유지하던 중국공산당은 대약진운동이며 문화혁명 시
대를 거치면서 경제는 피폐해갔다. 엄청난 고통의 시기를 보낸 후인 1990
년대 초 중국공산당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국
유기업체계를 혁신하고 민영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리
고 이러한 민간 주도 경제를 육성하는 정책은 장쩌민(江泽民) 주석 시대
에 이르러 주로 주룽지(朱镕基) 총리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당시 주룽지
총리는 인민의 모든 경제적 보장을 국가가 제공하는 체계가 계속될 수 없
다고 보았다. 그는 시장경제를 심화시키고 그 시점까지 국가가 제공해 오
던 많은 사회적 보장 및 혜택들을 민간 시장 기제에 맡겨야 한다는 정책
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국
가가 제공하던 주택, 양로, 의료, 교육, 취업 등 각종 혜택을 없애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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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름없었다. 동시에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도 추진하여 40대 이상의
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기 은퇴를 시행하였다. 이들을 당시 인민들은
‘하강직공(下岗职工)47)의 어려움’이라고 부르는 등 대대적인 사회적 반
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당시 주룽지 총리는 수많은 반대와 위협을 물리치
고 굳건하게 이 정책을 펴 수많은 국유기업들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시행
하고 궁핍한 국가재정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실상 일자리를 잃고 퇴직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등의 방
법으로 보조를 해 주었다. 이 보조금은 당사자가 다니던 직장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부부 두 사람의 보조금을 합치면 최저
생계비에는 못 미친다 하더라고 자녀의 부양을 받으며 본인들의 용돈 정
도는 해결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조차도 재원이 부족했던 당시
중국 정부는 이 수당지급을 국고가 아닌 종업원들의 직장에서 지급하게
하였는데 재정이 양호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이 수당을 적게는 수개월
에서 길면 1, 2년까지 연체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고도성장 중이었던 중국에서 물가는 계속 치솟았고 정부의 보
조금은 인상되지 않으니 곧바로 사람들은 궁핍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일반 중국 사람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부분의 중국 인민들은 생계를 위하여 생활 전선에 뛰
어들게 된다. 이 중 일부는 빈털터리로 시작하여 큰 부를 이루기도 하여
유사한 성공신화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는 너도나도 장사에

47)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 역할 또는 자리가 없어 출근하지 않게 된 직원들을 말하며 사실상 해고된 것을 말한다.
사회주의 경제체계에서는 ‘실직’이라는 개념이 없기에 생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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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들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미국에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면 이 시기의 중국에는 ‘차이나 드림’이 있다고 하겠다.
이것이 의도된 결과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돈을 벌고자 하는
열기는 전 중국 민중에게 “돈을 추구한다(向钱走)”라는 풍조를 확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고도성장에 이바지한바 크다
고 할 것이다. 바로 이 시기부터 확연하게 중국의 GDP 성장률이 두드러
졌기 때문이다.

그림 3-1

중국 GDP 추이

출처: TRADING ECONOMICS(2020.9)

개혁개방 이후 조금씩 증가해왔던 민간경제 규모는 이렇게 많은 사람
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면서 다수 인민의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여
지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중국의 민간경제라는 것은 아직 체계를 갖춘
기업 활동이라기보다는 ‘장사’라고 부르는 개인사업자(개체호, 个体户)나
소상공인의 길을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림 3-2>는 바로 개혁개방 이후 촌영기업, 또는 향영기업 등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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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시작하던 중국의 지방 경제가 점차 여러 농가가 힘을 합쳐 경영하는
집체경영으로 발전하고 다시 개인 사업을 하는 객체호들이 개인소유 기
업을 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일단 개인 사업이 도입되면서부터는
개인 기업의 수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

중국 향진기업 수 추이48)

3) 국유기업의 발전
개혁개방의 기조 위에서 중국 정부는 상당한 국가 운영 사업들의 ‘기
업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孙根志华는 이를 ‘정부와 기업 분리(政
企分開)’, ‘소유와 경영의 분리(両権分離)’로 부르고 일정한 성과를 올렸

다고 평가한 바 있다(孙根志华, 2017). 원래 사회주의체계에서는 모든 사
업을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정기분개’라는 것은 이를

48)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하여 작성. 중국 정부는 https://data.stats.gov.cn/index.htm 에서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정보 검색은 조건 검색을 제공한다. 그러나 결과를 보여
주는 웹 페이지의 URL을 제공하지 않아 해당 데이터의 근거 정보는 모두 수 개의 동일한 URL이어서 변별
력을 가지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결과 또는 복수 결과에 근거하여 표와 그래프
를 작성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내용은 최종적으로 2020년 9월에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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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기업’의 형태로 분리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국유기업 발전 단계 초기에는 일단 국유기업으로 분리가 되는
경우 ‘위탁경영체계’로서 “국유기업의 모든 권한은 국가에 있고 국유기업
의 경영진은 단지 경영만을 위탁받았다”라는 형태를 취했다. 따라서 국유
기업의 경영진은 자율권이 없으며 정부의 시시콜콜한 지시를 다 따라야
만 하는 처지였다. 이것을 자율권과 그 결과에 따른 경영책임을 함께 국
유기업들에 부여하는 정책을 ‘양권분리’라고 한다. 孙根志华(2017)는 이
‘정기분개’를 1993년 공사법(公司法)의 시행과 함께 출발한 것으로 본다.
대폭적인 국유기업 감소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민영화이다. 당시 지
도부의 시각에서는 국유기업이 국가에 부와 자원을 가져다주는 존재라기
보다는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으로 여겨졌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00년
대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 사실상 매각을 전국적으
로 추진하였다. 국유기업 중 국가전략으로 통제해야 하는 그런 기업들은
열외로 하고 주로 누적손실이 크거나 수익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국유기업들을 매각해간 것이다.
‘정기분개’의 대표적인 사례가 통신산업이다. 당시 중국의 통신과 우
정은 중앙부서인 우전총국(邮电总局)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개혁의 첫걸
음으로 먼저 우전총국을 우정부문과 전신부문으로 나누었다. 우전총국은
각 성별로 우전국(邮电局)을 지역조직으로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또한
전신국(电信局)과 우정국(邮政局)으로 분리를 하였다. 이어서 이렇게 전신
국으로 분리된 우전총국을 여러 개의 국유기업으로 나누었다. 지역별로
북방은 중국망통(China Netcom), 남방은 중국전신(China Telecom),
그리고 이동통신 조직을 분리하여 중국이동(China Mobile), 이렇게 세
개의 국유기업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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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유한 통신기업 세 개가 탄생하게 된다. 이는 80년대 말 미국의 독점
적 통신기업 AT&T를 미국의 반독점법에 따라 RBOC49)들로 나누어 상
호경쟁하게 만든 사례를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 시점부터 이미 권력에 의한 국가산업의 사유화가 일부 시작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이들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적은 지분이지만 개인
지분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중국인이 ‘중국 특색’으로 받아들
였다.
이들 통신기업들은 분할 초기에는 각자의 독점시장을 보유하였으나
얼마 후 이를 해제하고 모든 지역과 사업에 대한 접근을 허용함과 동시에
경쟁을 유도하였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통신 3사가 경쟁 및 정립하는 체
계가 완성된 것이다. 이런 “국가운영 사업의 국유기업화 및 경쟁을 통한
효율제고”라는 것이 이 시기 중국의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과정이 다른 여러 분야, 예를 들어 에너지 산업에서도 진행되었
다. 전력의 경우, 원래 중앙의 전력부(电力部)가 관장하던 것인데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사업’과 ‘전력을 분배하는 유통사업’으로 나눈다. 이는 마
치 우정총국이 우정과 전무를 나눈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발전 사업은
각 지방정부가 맡게 하고 전력의 유통은 중앙정부가 맡게 된다. 이러한
구조개혁의 결과 중앙정부 산하에 중국전망(中国电网)이라는 국유기업이
설립되고 각 지역에서는 지방정부가 직간접으로 설립하거나 합자를 한
발전소들이 다수 설립된다. 이런 구조는 국가사업을 국유기업으로 전환
하면서 전력산업의 이권을 중앙에서 독점한다는 지방의 불만을 배려한
것이기도 하다.50)

49) Regional Bell Operating Company의 준말로 당시 AT&T에서 지역별로 분할된 통신 기업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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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 국유기업화가 진행되었다. 원래 중국철도부는 단순한 교통운수
외에 군사전략적 측면이 있어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국가안보라는 시각에
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철도부는 인민해방군과 같이 전투하고 성장
해온 역사적 원인으로 그 결과 매우 폐쇄적인 조직으로 성장해서 중국 내
에서도 그 폐쇄성이 유명하다. 이로 인해 철도부 사람이 아니면 철도부와
장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한때 구성원
수가 천만 명이 넘었던 이 철도부도 개혁의 칼날을 피하지는 못했다. 철
도부 역시 중앙의 철도부는 존립할 수 있었지만 각 지역 철도사업은 먼저
수십 개의 지방 철도국으로 나뉘었다가, 결국 지방별 철도공사로 국유기
업화되었다. 시진핑 시기에 다시 고속철 사업이 도입되면서 고속철도용
시스템과 차량을 만드는 여러 국유기업이 만들어졌으나 결국 과다한 경
쟁과 사업의 중복을 이유로 다시 철도차량 제조회사는 재통합되었다.51)
그림 3-3

중국 기업 수익성 추이

주: 中国统计年鑑, 丸川知雄(2013: 7)에서 재인용

50) 이 시기 전력 사업이 리펑(李鹏) 집안의 사유화 되었다는 의혹도 있다.
51) 중국의 고속철도 차량을 제조하는 기업은 결국 중철(中国中铁)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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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국가 기간산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국유기업으로 분리되
고 이들은 이윽고 자신들의 판단과 투자에 의한 경영을 하게 된다. 이들
국유기업들은 대부분 독점적 사업을 영위하며 규모가 크고 전국적인 사업
영역을 가진다. 하지만 기존 국가공무원 문화를 완전히 벗지 못한 이들
국유기업들은 1997년, 1998년까지는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를 보인다.
경영이 개선된 것은 그 후 고도성장을 맞이하기 시작하면서이다.

2. 국퇴민진의 맥락
1) 조대방소 정책
위에 제시된 국유기업들의 급속한 성장은 사실 외자기업 주도로 시작
된 민간경제의 투자와 생산이 급격히 증가한 영향이 크다. 외자 기업들의
인프라 수요에 맞추어 토지, 전력, 용수, 인력, 재료 등을 공급하는 상류
산업(Upstream Industry)이 급성장하였고 이들은 대부분 국유기업들이
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이 외국인 투자허가 시 조건으로 내세우는 ‘자국 기업과의
합작 또는 합자 조건’으로 인하여 투자 외국인들은 중국인 또는 중국 기
업과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규모 있는 민영기업들은 아직 성장하
기 전이였기 때문에 중국에 진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 주로 관련 정
부기관과 협력하거나52) 국유기업과 협력해야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
와 중국 기업들은 앉아서 이익을 챙기는 꼴이 된 것이다.

52) 중국의 정부 부처들은 타국 정부와는 달리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는 정부 부서를
찾아 그들과 동반관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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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97년에 바로 한국에서 IMF라고 부르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그러자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걱정하게 되었고 각국 정부는
저마다 서둘러 자국 화폐의 절하를 통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였
다. 당시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할 경우 전 세계적인 환율 경쟁 및 글로벌
불경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때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를 유지하는 정책을 택하였다. 이는 세
계적으로는 환율정책 경쟁을 통한 경기 침체를 막아 국제적인 명분을 확
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중국도 위안화를 절하 경우 환차 손실 및 경기
침체를 걱정한 외국 자본의 이탈을 걱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결국, 중국 정부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는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박한진(2005)에 의하면, 이러한 케인스식 처방으로 인하
여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는데 1997년에 582억 위안(70억
달러)이었던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2003년에는 3,198억 위안(387억
달러)으로 매우 증가하였다. 그렇게 되자 중국 정부 역시 재정적자를 통
한 대규모 통화 공급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국유기업들의 비
효율을 해결하기는커녕 국유기업들이 이러한 국가 재정정책에 무임승차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까 우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유기업들의 비효율을 씻어 내고 산업구조를 개선
하기 위하여 나온 정책이 바로 ‘조대방소(抓大放小, grasping the big,
letting go of the small)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바로 이렇게 큰 것만
잡고 작은 것은 놓아준다는 ‘조대방소정책’을 실시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제해야만 하는 대형 기업은 철저하게 장악하지만, 대부분 사업들은 놓
아주어서 시장 논리에 따라 경쟁하도록” 추진하였다.
일례로 1997년 당시 중국에는 상용차를 포함하여 약 2백여 개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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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업체가 있었다. 중국 정부는 경쟁을 통하여 몇 개의 회사만 살아남
도록 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이들 기업에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
리고 중국 정부는 경쟁의 결과로 절대다수의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도산
할 것을 대비하여 금융기관에 충당금을 준비하였다.53)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를 내부적인 자국 산업의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았다.
동시에 국가가 대규모 재정을 동원하여 국내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이
정부 정책은 정부 프로젝트를 대부분 국유기업이 수주하여 민영기업들은
이들로부터 아래도급을 받아 일하는 “정-국-민”이라는 기본 경제구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조대방소’ 시기 대부분 중국 기업에 있어 성장 모형은 대체로 같다.
워낙 오랜 기간 공급부족 상태를 겪어 오던 중국 시장에서는 시장경제 도
입과 함께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났다. 이 시기는 제대로 된 공급이 가능
하면 판매가 되는 일종의 수요과잉 상태였다. <그림 3-3>에서 보듯, 국유
기업과 민영기업들은 그 수익성이 함께 내려가다가 함께 올라가는 동보
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시기 중국 국유기업들
은 숫자로는 2% 정도에 불과하지만, 국가 GDP의 20%54)를 차지한다.
이 정책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중국이 금융위기를 잘 넘겼을 뿐
아니라 이 시기에 대규모의 통화 방출 정책과 위안화 가치 유지를 지속하
여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넘기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이후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으로 남기도 하였다.
孙根志华(2017)를 보면, 이 시기 중국의 국유 공업기업 수와 종업원

53)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문가가 대 삼성 중국 세미나에서 소개.
54) 日本経済新聞.(2017.12.7). “中国の国有企業数は2%、経済の2割動かす”, Retrieved from https://www.
nikkei.com/article/DGKKASDC11H15_R10C17A7EA2000/ (검색일, 2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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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관련 데이터는 일부 모순이 있어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데이터를
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유 공업기업의 수가 만 자리까지 나와
있으며 2010년은 153,847개이다. 孙根志华의 자료에서는 2010년 국유
기업의 수가 1.1만 개로 나오므로 차이가 상당하다. 그런데도 두 데이터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완만한 감소를 하는 패턴은 같다. 이는 아마도
국가통계국의 데이터 쪽이 일정 수준 이하의 모든 계열사를 포함하고 있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55)
표 3-1

중국 국유기업 수 및 종업원 수
연도

종업원 수(만 명)

기업 수(만 개)

1990

10,346

10.4

1995

11,261

11.8

1996

11,244

11.4

1997

11,044

9.9

1998

9,058

6.5

1999

8,572

6.1

2000

8,572

6.1

2001

7,640

4.7

2002

7,163

4.1

2003

6,876

3.4

2004

6,710

2.9

2005

6,488

N.A.

2006

6,430

1.6

2007

6,424

1.2

2008

6,447

1,1

2009

6,420

1.1

2010

6,516

1.1

출처: 中国统计年鉴; 孙根志华(2017: 8)

55) 중국 최대의 건설회사인 중국건축 같은 경우 투자하거나 합자한 자회사, 손회사, 증손회사, 고손 회사 등이
너무 많아 상위 2천 개 계열사까지만 그룹에서 관리한다고 한다. 아마도 당시 통계에는 이런 작은 계열사들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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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방소 정책 후의 국유기업 수 변화를 살펴보려면 1990년대에서
2009년까지는 孙根志华(2017)의 데이터, 그리고 그 이후는 중국 국가통
계국의 데이터가 있다(<그림 3-4>).
그림 3-4

최근 8년(좌) 및 25년(우) 국유기업 법인 수 추이

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대방소’ 정책 및 다음 절에서 거론할
‘국유기업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약 10년간 시행되면서 국유기업의
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고 그 후 후진타오(胡锦涛)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속도나 폭은 대폭 줄어들다가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다시한번 소폭
의 국유기업 조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유기업으로서는 10여 년에 거친 ‘조대방소’의 구조 조정과 함께 중
국 정부의 대규모 장기 경기 부양책이 있었던 셈이다. 그것이 일단락된
시점인 2008년에 리먼 사태가 일어난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두 번째 경
제진작 정책이 가동된다. 이 시점부터는 국유기업은 더 이상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국내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공사합영’에 이어 두 번째 ‘국진민퇴’56)로 보는 이도 있다. 이 사회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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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투자는 기본적으로 국유기업들이 독점하는 시장이었다. 이들 대형
국유기업이 수익을 실현할 때 낙수 효과로 인한 민간경제의 자극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성공적으로 이바지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2) 국유기업의 민영화
중국에서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곳은 국자위, 즉 ‘국무원국유자산감
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57)이다. 다시 말해, 국자
위는 국무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국유기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하는
곳이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영역의 업무를 관리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산관리인의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중국
의 통신회사들은 모두 국자위에서 관리하나 통신 업무에 관한 것은 공신부
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이 ‘설립법’
과 ‘사업법’으로 근거법이 나뉘고 양측에서 감독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
앞서 설명한 정부 부처 사업의 국유화의 결과 정부 부처조직이 국유기
업으로 변화하면서 이 국자위의 관할 밑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중 중앙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기에는 규모나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특정 지방정부
와의 연대가 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관리한다. 그리고 국유기
업의 매각에 있어서 발생한 수입은 이 국자위로 들어오게 되며 완전 매각

56) 孙根志华는 국진민퇴의 맹아를 2005년의 “国务院关于2005年深化经济体制改革的意见”과 2006년의 “关
于推进국유资本调整和국유기업重组指导意见”에서 찾는다. 특히, 후자는 161개 중앙 직속의 국유기업들의
향후 전략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이다.
57) 중국의 바이두에 의하면, 국자위는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우리나라의
회사법에 해당) 및 관련 행정법규에 의거 투자자의 직책을 수행하고 국유기업의 개혁과 재조직을 추진하고
지도한다. 보유하고 있는 국유자산 가치 증식의 진행을 감독하고 국유자산의 관리 업무를 강화하며 국유기
업의 현대기업제도의 구축을 추진하고 회사의 관리구조를 개선한다. 국유경제구조와 포석의 전략적 조정
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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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고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역시 해당 지분을 이 국자위
가 관리하게 된다.
그런데 당시 국자위의 시각에서는 국유기업이 국가에 부와 자원을 가
져오는 우량자산이라기보다는 먹여 살려야 하는 부채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대폭적인 국유기업의 감소를 시행하였고 그 수단으로 사
용된 것이 민영화이다. 중국 정부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국영
기업의 민영화, 사실상 매각을 전국적으로 추진하였다. 국유기업 중 국가
전략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제외하고 주로 누적 손실이 크거
나 수익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국유 기업들을 매각해간 것이다.
당연히 이 시기는 민영기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3-5>).
그림 3-5

최근 20년 중국 민영기업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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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영화를 위하여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을 그 규모와 내용에 기반하
여 1급에서 4급으로 구분 평가한 후 매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국유기
업 매각 성과를 관리자들의 인사평가에 반영하기도 한 것이다. 여기서 연
구자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여 당시 국유기업이 어떤 식
으로 매각되었는지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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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랴오닝 진저우(辽宁锦州)의 철강 회사>

이 시기 연구자는 국내 P제철과 협력하는 한 중견 기업의 의뢰에 따
라 희토류 금속을 제련하는 랴오닝의 한 국영 철강회사를 방문하여 교
섭한 적이 있다. 이 철강회사는 일본점령 시절에 당시에는 최첨단 철
강회사로 만들어졌고 신중국 건국과 함께 국가자산으로 편입된 회사
이다. 그리고 중국의 산업화에 따라 대형 철강회사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당시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 회사 또한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랴오닝 정부는 매각 국유기업의 수와 규모로 평가를 받
고 있었고 성 정부는 다시 이 매각 건을 해당 기업 경영진들에게 임무
로 부여한 상태였다.
이 철강 회사는 한쪽으로는 오랜 경험으로 희토류의 제련에 상당한 노
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당시 포항제철이 요구하는 수준의 제련이 가능
한 실력이 있었던 반면58) 설비의 노후화로 원래 주력 제품이었던 철
강류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회사 또한 대부분이 국유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체계
의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이 회사는 전체 종업원 수가 7천 명이 넘는
데 공장 현장에 가보면 일하는 직공이 별로 없다. 이 7천 명 중 약 3
천에 가까운 숫자가 ‘하강직공(下刚职工)’이다. 이들은 회사 사원 아파
트에 살며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또 생산 라인
중에도 수익성이 나지 않는 것이 더 많았다.
이 인력 구조를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원 약 7천, 하강직공 약 3천, 직원이지만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는
사람 약 2천59), 본사 사무직 약 1천, 공장 사무직 약 5백, 라인 관리직

58) P 제철에 의하면 당시 이런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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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백, 실제 근무 노동자 약 3백, 명목상 3교대 근무이어서 1교대 인력
약 1백, 출근율은 대략 70%라서 실제 출근자 70명 정도이다. 즉, 7천
명이 근무하는 회사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70여 명인
것이다. 실로 놀라운 구조이다. 당연히 생산성이나 수익성은 엉망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회사를 팔고 싶어도 파는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연
구자가 방문하였을 때 회사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렇지만 현
재 상태로는 회사 가치가 없다고 하자 잘 이해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을 알려 주었다.
이 회사는 시장에서 수익성을 내는 제품군과 생산 라인, 그리고 해당
인력만을 모아서 이를 자회사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부채,
그리고 퇴직 인력들은 모두 이 자회사에는 관련이 없도록 본사에 남겼
다. 이렇게 해서 불량 부분은 모두 모 회사에 남기고 새로 상품성이
보장되는 회사를 만든 셈이다. 게다가 회사 매각의 경험이 없었던 이
회사는 이렇게 알토란같은 부분만 떼어 내어 시장에 내놓았지만, 회사
를 평가하기 위한 재무적 정보나 기술적 정보는 가공 능력도 축적된
데이터도 없었다. 외부에서는 이 회사를 제대로 평가할 길이 없어 선
뜻 손을 내밀지 않았다. 결국, 이 회사는 당시 협력 관계가 있어 이 회
사의 기술을 평가하던 일본 회사가 헐값에 매입하였다. 중앙정부의 정
책목표와는 달리 가장 가치가 높은 부분만을 매각하고 가장 가치가 없
는 부분은 보유하게 된 셈이다.
랴오닝의 이 회사는 원래 3급이었으나 자회사 형식으로 매각함에 따라
4급 회사로 분류되었다. 중국 전역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국영기업의

59) 당시 중국에서는 행정적으로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나 출근하지 않고 자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도 간혹 아침에 국유기업에 가서 출근부에 도장 찍고 다시 외국 기업으로
출근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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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유사한 과정을 거쳤고 따라서 회사 내용
을 잘 아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 인수되었다. 당시 알토란같은 국유기
업을 인수한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대체로 권력과 가까운 거리
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다수의 국유기업이 매각되고 난 후 핵심 사업 중심으로 정예화되면서
국유기업들은 규모화, 집중화되었고 그 여백을 다수의 민영기업이 채
우는 중국 경제의 현행 구조가 탄생하였다. 이후 중국은 고도 성장기
를 맞이하며 국유기업은 그 숫자의 증가가 억제되는 가운데 규모의 성
장을 이루고 더불어 민영기업이 눈부시게 성장하였다.

3) 자본시장에 의한 민영기업의 본격 성장
개인 사업이 일반화되고 국유기업 민영화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민간
경제에서도 유한공사 등 법인기업이 확대되기 시작한다. 사실, 민영기업
성장 초기에는 많은 사람이 법인기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
나 세수 누락을 우려한 중국 정부의 독려와 자본시장에서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 법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퍼져나가자
곧바로 기업 법인은 민간경제의 기초가 되어 갔다.
민영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국퇴민진’의 초기에는 경영
실적이 열악한 민영기업이 자구책의 목적으로 자사 지분 일부를 대형 국
가기관이나 국유기업에게 매각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하여 무료로
지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해서 국유기업의 독점적 사업에
기대여 민영기업의 생존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실제 초기 중국산 ERP
회사의 하나인 용요우(用友ERP)의 경우 자발적으로 상당한 지분을 국가
세무총국에 헌납하여 자사 제품의 시장 확장의 전략적 수단으로 삼았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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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경영 주체가 민간이라는 점에서 지금 이야기되
고 있는 ‘국진민퇴’와는 차이가 있다. 현재적 의미의 ‘국진민퇴는 “그간
중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민영기업 위주의 경제발전 노선을 변경하여 국
유기업 위주의 경제발전 모델을 채택하겠다”는 국가전략의 변경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그렇긴 하여도 용요우ERP와 같은 기업의 등장은 지금까지 소상공의
범주에서 장사를 해오던 민간경제 내에서 체제를 갖춘 기업이 주도 세력
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스통(四通)과 같이 새
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기업은 사라졌고 렌상(联想)이나
칭화동방(清华同方)처럼 정부의 지원과 새로운 민영기업의 패러다임을
신속하게 접목한 기업들은 성장해 갔다.

그림 3-6

중국 국영기업 및 민영기업 비중 변화 추이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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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용오우ERP의 세무보고서를 세무 당국이 유일하게 인정해 줌으로써 용오우는 일거에 중국 시장을 점령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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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기업들은 주로 그간 외국 기업들이 도입하고 제조하던 제품들을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생산하면서 외국 제품들을 대치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중국산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하는 주체가 되었다. 즉, 전통
사업 중 외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역들을 대체해 나간 것이다. 현
재 중국 국가통계에서 최근 2년간 및 2010년 이전의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쩌민 시대와의 비교 검토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
진민퇴’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2018년 이전까지 민영기업의 증
가세는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국유기업
도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 기업 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었다.
중국 민영기업의 본격적인 성장은 뒤에서 거론한 월 스트리트의 사업
모형과 접목이 되면서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월 스트리트가 IPO를 통한
상장이라는 기적과도 같은 자본시장에 의한 방법을 중국인들에게 보여
주기 시작한 시간이기도 하다. 그때까지 민영기업은 언제나 국가나 국유
기업에 의지하는 사업 모형을 영위하던가 아니면 시장에서 외국 기업이
차지하였던 상품의 개발과 생산을 하는 전통적 사업 모형 위주였다. 이제
새로운 세계, 즉 자본시장의 활용이 펼쳐진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알리바바는 1999년에 창업이 되
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닷컴 버블이 불던 때이다. 중국과
같이 인터넷이 다른 세계와 격리된 섬과 같은 사업 환경에서는 성공이 보
장되는 비즈니스 모형만 있다면 성공은 쉬웠다. 일찍 깨달은 이들은 해외
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형을 중국 내에 접목하면 간단히 큰돈을 벤처 캐
피털들로부터 투자받는 머니 게임이 가능했다. 2000년에서 2010년 정도
에 이르는 시기는 서구 시장의 동향을 알아차린 중국 청년들에게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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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좋은 기회였다. 미국과 서구 세계에서 성공한 모형을 다른 사람들이
시작하기 전에 빨리 창업하는 것만으로도 큰돈을 벌 수 있었으니 말이다.
물론, 이 길을 선택한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중국인들
사이의 경쟁’이란 요소가 강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 정
부, 중국공산당, 그리고 권력의 지원을 받는 것은 성공의 확실한 지름길
로 보였다. 그래서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권력과의 ‘꽌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또 그러한 꽌시는 성공적인 투자유치 및 IPO로 이어지는 듯 보
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쩌민, 쩡칭홍(曾庆红), 리펑 등 여러 권력자
와 가족의 이름이 세간에 퍼졌다. 이런 유형의 정경유착은 자본주의 국가
에서는 자주 보는 모습이었고 중국은 완전한 자본주의의 국가처럼 행동
하기 시작했다고 여겨졌다.
그 결과 민영기업들은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바로 IPO를 통하는 것이
다. 크게 성공하면 미국의 뉴욕 증시로, 제법 성공하면 홍콩 증시로, 그것
도 아니면 상하이 증시나 선전 증시를 노릴 수 있었다. 이렇게 성공한 대
표적 혁신기업인 BAT(Baidu, Alibaba, Tencent를 줄여서 BAT라고 함)
로 대변되는 이런 자본시장을 지렛대로 삼는 모델은 중국의 야심 있는 젊
은이라면 누구나 목표로 삼게 되었다.
과거 전자제품을 판매하던 중소기업의 중심지들도 모두 벤처사업을
일구는 장소로 바뀌었다. 일례를 들면 베이징의 전자상가였던 중관촌(中
关村)의 경우,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특구로 지정을 하였고 이 바닥에서 일

군 벤처기업들은 상당수 상장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들 국내 상장에 성공
한 중관촌 기업들은 현재 ‘중관촌상장사협회’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데 이는 중관촌이라는 중국의 신경제의 대표적 그룹과 접촉하고자 하는
외국 조직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조직은 중국의 주요 대도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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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있다. 이 중관촌상장회사협회의 경우 소속 회원사들을 살펴보면61)
ⅰ) 이사 회원: RENOVO, 바이두, 즈광 등 25개사, ⅱ) 일반 회원: 징동
방(京东方科技集团股份有限公司) 등 39개사, ⅲ) 전문 회원: 공상은행,
스탠다드 차터드 등 13개사, ⅳ) 신삼판62): 베이징하이신(北京海鑫科金
高科技股份有限公司) 등 13개사이다.

이들은 이런 협회를 통해 상호 협력을 구가하고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공동투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즉, 신경제의 주체들이 다시 신경제의
벤처기업들을 발굴하고 있다. 이들의 투자심의회를 관찰해보면 전 세계
벤처기업들이 와서 투자 요청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흥미로웠던 것은 이들의 투자심의회에 다수의 옵서버가 참석하고
있는 점이었다. 이들은 주로 중국의 소규모 펀드들로서 좋은 투자처를 찾
을 기회의 하나로 이런 상장사 투자 클럽들의 투자심의회에 참석한다. 만
일, 그들의 시각에서는 양호한 벤처기업이 투자를 얻지 못하거나 더 많은
투자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에 투자 기회를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전문적인 인큐베이터나 벤처투자 자본들이 왕성하게 지
원을 하고 있다. 중국의 액셀러레이터 중 대표적인 기업 중의 하나인 치
디(启迪控股)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전략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즉,
ⅰ) 풍부한 자금과 과감한 결단에 기초한 신속한 투자 추진, ⅱ) 미국 및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유명 기업과의 네트워크 제공, ⅲ) 세계 최대 시장
인 중국 시장에의 진입 채널 제공, ⅳ) 투자부터, 창업보육, 엑셀러레이
션, 마케팅, 제조 생산까지 전 주기적 지원이다.

61) 中关村上市公司协会. Retrieved from http://www.zlca.org/hyzq(검색일, 2020.5.5).
62) 민영기업이 주로 상장하는 선전 증시 중에서 벤처 기업들의 리스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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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러한 사업을 홍콩, 마카오와 같은 지역은 물론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등으로 확장하고 문자 그대로 세계 시장에서의 major player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은 단기간 내에 중국 전역
에 창업의 바람을 가져 왔다. 많을 때는 하루에 1만 개 기업이 창업하는
창업 붐이 분 것이다. 이는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중국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룻밤 사이에 거부가 되는 일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 여기
에 중국인들이 몰입되는 것을 비난할 수도 없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이러
한 자본시장을 이용한 창업의 물결은 중국 경제에 창의력을 가진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여 투자를 비롯한 많은 지원을 하였다.
이 단계에 오면서 중국 기업의 소유는 합작 또는 합자 기업이 많아지
면서 이미 국유와 민영을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이른다. 중국의
규제 환경에서 소유제에 따른 엄격한 규제의 차이는 결국 창업과 투자의
난이도를 어렵게 한다. 그래서 중국 기업가들이 찾은 방법이 기업 창업과
투자에 개인이 아닌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를 하나 설립하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물론 개인 자격의 지분 참여가 법률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분이 있거나 거래 관계의 지인 등
이 공동 투자할 경우 단지 소유를 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인 여러 개가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 사업 법인에 지분 투자하게 된다. 이는 중국의 법인 수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산업을 제외하고는
지주회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관념적으로 투자와 융자의 구분을 철저히 하지 않
는다. 즉, 투자는 수익을 보증하지 않으며 실적에 따른 배당을 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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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융자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일반 자
본주의 국가의 방식이라면 중국의 경우, 세간에서 왕왕 두 개념이 구별되
지 않고 사용된다. 그래서 투자, 융자라는 말과 함께 ‘투융자’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이 잘 분리되지 않은 관념이 벤처 투자나 창업 투자에 적
용이 되면서 자주 자본시장 방식의 일반적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식들이
적용되는 경향도 있는 것도 짚고 가고자 한다.

3. 신국진민퇴의 맥락
타이완 대학의 밍쥐정63)은 ‘국진민퇴’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이
야기한다. 그러나 ‘국진민퇴’가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등
장과 함께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는 것
이 자연스럽다.
시진핑 주석은 주석에 취임한 후 곧바로 ‘부패척결’에 나섰는데 이는
주로 그의 권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장쩌민 주석이 권좌에 있었던 기간이 길고, 후진
타오 주석 시절에도 실제 권력은 막후의 장쩌민 주석 일파가 장악하고 있
었기 때문에 앞서 기술한 정부부문의 공기업화, 공기업의 민영화, 벤처기
업의 자본 게임 등의 방법을 통한 치부의 기회는 거의 장쩌민 일파, 즉
상해방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시진핑 주석이 권좌에 올랐을 때 말하자면
이권이 남지 않았다는 해석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진핑 주석은 독자적인 권력을 충분히 쌓고 나서 자력으로

63) 明居正, 타이완 인, 1953년생, University of Notre Dame du Lac 대학 박사, 타이완 대학 명예 교수, 반중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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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격대지정(隔代指定)64)을 하는 중국 관행의
과정에서 갑자기 결정된 것도 원인이라는 해석이 있다. 장쩌민 파벌과 후
진타오 파벌이 각각 지지하는 인물들을 상대 파벌에서 상호 거부하였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시진핑이 갑자기 차기 주석으로 지정되었다고 알려졌다.
그렇기에 당시 권력을 이양받을 준비가 부족했던 시진핑 주석 그룹은 권
력 장악도 미흡하였고 세력도 부족하여 전략적으로 태자당65)들과 연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이들에게 제공할 이권이 부족했다는 해석이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진행된 일련의 부패척결 운동은 많
은 공직자가 낙마하는 이유가 되었는데 그 빈자리들을 시진핑 주석과 태
자당 계열의 인사들이 하나씩 차지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운동은 자신의 권력 기반에 위협이 되는 기존 세력을 겨누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앉혀나가면서 권력 강화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자연히 시진핑 정부의 경제정책도 시진핑 그룹 및 태자당
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보게 한다. 태자당들은 주로
국유기업들을 장악했으므로 국유기업에 더욱 많은 혜택을 주는 경제정책
이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 지지 세력이 그들의 신념에 의하여 좌
경화된 경제정책인 국유기업 중시정책을 편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익
을 위하여 국유기업 중시의 상대적으로 좌경화된 경제정책을 가져온 것
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64) 중국공산당은 마오쩌둥 시절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초래한 일인 독재가 다시 오지 않도록 덩샤오핑
지도부 당시 집단지도체계로 전환하고 현 주석은 다음 주석직을 지명하지 못하고 차차기 주석을 지명하는
관행을 정립했다.
65) 太子党은 공산혁명에 앞장섰던 원로와 가족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전통적이고 극단적인 공산당 사상과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권력 기반이 넓고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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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정책은 민중 일반에게는 환영을 받았다.
과거 상해방을 중심으로 지속 진행된 경제정책의 결과 국유기업은 수익
성이 취약해지고 지방정부는 재정 문제로 시달리고 있었다. 반면, 기존
기득권들은 방대한 재산을 국내외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
대 민영기업들을 경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현상에 대한 민중들의 불
만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고 시진핑 주석이 시행한 국유기업 중시 정책
은 과거 전통적 공산주의 정책으로의 회귀로 여겨지며 부패척결과 함께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
현재까지 시진핑 정부가 행하고 있는 방대한 규모의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투자, 수익성이 낮은 고속철도 투자 사업, 일대일로 등은 모두 국유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시진핑 일파를 지
지하고 있는 태자당 세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권 범위는 대체로 국유기
업까지로 한정이 되며 민영기업에 대한 이권은 제공하기가 어렵다. 열거
된 사업들은 모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서 이런 대규모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는 국가운영의 목적과 함께 집권 세력의 이익을 함께 고
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글로벌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한 중국의 민영기업을 백안시 하
는 경향이 이 집권세력 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이들 성
장한 민영 대기업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기존 세력과 연합한 기업들이
어서 적대적 세력으로 분류되었으며, 둘째, 현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으며, 셋째, 이들이 없어도 중국 경제에
는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시진핑 정부 세력이 새로운 민간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많은
경우, 이미 성장한 기득 세력인 이들 민영 대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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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다.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였던 개인 신용정보 사업의 경우가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기업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상
무부 산하의 국유기업을 통하여 관련 회사를 만들고 있지만 개인 신용정
보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새로운 개인 신용정보 회사를
설립하려 하였지만 정작 개인 신용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 소
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당시 이 회사의 설립에 알리바바
와 텐센트도 출자하도록 했었다. 그리고는 이 두 회사에 알리페이와
wechat pay의 고객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 두 회사는 중
국의 개인 전자결제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어 이 두 회사로부터 거래 정
보를 받는다면 간단하게 개인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회사는 이러한 정보는 개인 프라이버시이고 고객 약관상 고
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제공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사실, 당연한
대응이다. 그리고 한번 회사 외부로 이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면 그 후에
는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의사결정에 크게 작용하였다고 한다.
이들 민간 기업으로서는 당연한 대응을 한 것이겠으나 이러한 사례가
알게 모르게 일어나면서 시진핑 정부 내에서는 규모가 커진 민영 대기업
들은 건방지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
라 하더라도 시진핑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보다도 민영기업들이 국민의
정보를 더 깊이 파악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 없다. 이유
가 무엇이든 민영 대기업이 규모의 성장과 함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게다가 이들 기업의 지분에 있어 외국 자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시각에서 볼 때 체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윽고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게 된다. 시진핑 정부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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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페이와 wechat pay의 주 수익 모형을 금지하는 조치를 한 것이다.
PG(Payment Gateway) 사업의 주 수입은 수수료도 있지만 가장 큰 것
은 소비자가 입금한 지급금을 공급 업체에 지급할 때까지 약 3개월 정도
보관하는 동안 자금을 활용하는 이자 등의 수입이다. 2019년 중국의 온
라인 거래 액수는 106,324.2억 위안으로 한화 1,808조에 달하는 규모이
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두 회사의 점유율이 90% 정도이므로 이 두 회사
의 평균 잔고 합계를 135.6조 원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알리바바의
금융상품의 2019년도 수익률이 평균 10% 이상이므로 고객 지급금을 활
용한 수익만 연평균 10조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중국 정부
가 이 돈은 PG 업체의 돈이 아니라 고객의 돈이라는 이유로 이자 지급을
금지한 것이다. 이 시점부터 PG사의 이 막대한 수입은 국유은행의 것이
되었다(머니투데이, 2018.7.4).
이 조치를 전후로 시진핑 정부의 소위 신 ‘국진민퇴’ 정책기조가 분명
하게 대두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하고 싶은 사업의 재원이 부
족할 때 민영 대기업의 자금을 투자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다. 이
를 시진핑 정부의 일방적인 전횡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연구자의 견
해로는 쌍방의 묵계에 가깝다고 본다.
이들 민영 대기업들의 최종 목적인 해외 IPO를 하려면 여러 방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예들 들면, 알리페이 같은 경우
도 원래는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의 일부 기능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법
규상 이러한 PG 기능은 금융 서비스로 분류되어 외국인 지분은 허용하
지 않을 때였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뉴욕증시 상장을 앞두고 이것이 문제
가 되어 상장에 대한 법적 이슈가 일어나자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
독단적으로 PG부분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을 만든 것이다. 엄격히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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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알리바바 법인도 직접 해외에 상장할 수 없다. 그래서 편법이 동원된
다. 알리바바 법인을 소유하지 않으나 내용상 거버넌스가 가능한 계약을
맺은 홍콩 법인을 만들고 이 홍콩 법인을 다시 미국 법인에서 지분소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이 미국 법인을 상장한 것이다.
이렇게 거미줄 같은 과정을 거친 소유 또는 거버넌스는 투자자에게 신
뢰를 주기가 어렵다. 이러한 방식이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가
전 방면의 지원과 협력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해외 상장을 통하여 대량의 외환을 확보하고 싶은 점에 대해 중국
정부와 중국 민영 대기업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영 대기업의 상장 과정과 규제 지원은 중국 정부가 해당 민
영기업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는 인식을 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66) 그
래서 중국 정부는 투자자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민영기업에 출자
를 지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하나의 사례가 중국 통신 사
업체에 대한 이들 민영기업들의 지분참여이다. 최근 통신 업체들의 수지
악화가 계속되어 3대 통신사들이 모두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중국망통이 가장 열악했다. 그러자 원래 통신사들은 민간지
분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들에게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같은 기업들이 통신사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이들 민영 대기업들은
큰 자금을 투자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부 통신 영역으로의 진출을 받았
다. 그러나 이 영역 진출은 실리가 크지 않아 다분 명분용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의 흐름 속에서 집권 세력의 일부가 새로이 ‘국진민퇴’의
발상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 신 ‘국진민퇴’ 경향이 외부로

66) 비공식적으로 실제 중국 정부 또는 대행 기관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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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알려진 것은 2018년도 양회이다. 전인대의 정책토론에서 일부 참
석자들이 주요 민영기업의 총수들에 “이제 너희들의 역할은 끝났으니 민
영기업은 퇴장할 때가 되었다”라고 공격하면서이다. 이 사실은 샹송줘(向
松祚)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67)

이렇게 민영기업에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자 알리바바 마윈 회
장의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접견 같은 일들은 시장의 걱정을 사게 되었
다. 민영기업가의 세력 과시는 중국공산당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에
서이다. 중국 최대의 유리제조 기업 푸회이보리(福耀玻璃)의 오너인 차오
더왕(曹德旺)은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움직임에 대하여 “민영기업은 자산 매
각을 신속하게 할수록 좋다”고 했다. 이런 흐름은 마윈이 알리바바에 대
한 지배권을 포기하고 의문의 은퇴를 한 원인에 대해서 결코 본인이 원하
여 은퇴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실, 중국의 경제발전은 민영기업에 의존한 바 크다. 덩샤오핑에 의
해 시작되고 장쩌민 시대에 계승 확대된 이른바 ‘민진국퇴’의 경제 구조
는 지속적인 민영기업의 증가와 발전을 가져왔다. 이에 대해 류허 부총리
는 민영기업들의 기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다(新浪财政,
2018.8.20).
“민영기업의 중국 경제에 대한 기여는 5, 6, 7, 8, 9로 이야기할 수 있다.
ⅰ) 5: 50% 이상의 세수를 부담, ⅱ) 6: 60% 이상의 GDP, ⅲ) 7: 70%
이상의 혁신, ⅳ) 8: 80% 이상의 향진(乡镇) 취업68), ⅴ) 9: 90% 이상의
기업 수 비중”

67) 샹송줘(向松祚), 1965년 중국 후베이성 출생, 인민대학 교수 겸 국제화폐연구소 부소장. 샹송줘 교수가
2018년 12월 9일 세미나에서 이 사실을 공개했다.
68) 중국 민영기업 1,436만여 개로서 전체 기업의 80%이고 종업원 수는 3억 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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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민영기업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유기업 위주로 경제 기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진핑 정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실
제 신 ‘공사합영’이라는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추진되고 있다. WSJ 10월
1일 보도로는 중국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6월 사이에만 47개 상장 민
영기업의 지분을 인수하였다. 기업인수뿐만 아니라 사업에서도 PPP69)라
는 정책이 도입되었다(Asia Times, 2020.4.15). 이에 대해 중화권에서
는 ‘사회주의 경제로의 회귀’, ‘좌경경제’, ‘국가자본주의’ 등의 이름으로
지적하며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신 ‘국진민퇴’의 그림자가 중국 민영기업들에 드리우면서 ‘공
사합영’은 새로운 버전으로 재등장한다. 신랑차이정에 게재된 내용에 따
르면, 2019년 7월 31일 국자위 주임 하오펑(郝鹏)은 마화텅, 마윈 등을
만나 중앙정부 국유기업과 민간 인터넷 기업이 협력하는 것(‘央企+互联
网’合作)에 대한 논의를 한다. 그는 일부 미디어들이 ‘공사합영’을 ‘국가

주도로의 전환’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시장 주체의 합작
임을 분명히 하였고 미디어들이 말하는 ‘공사합영’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소위 ‘국진민퇴’라는 것에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말하
자면 해명을 한 것이다(新浪财政, 2019.8.6).
이 해명은 역으로 중국의 민영기업과 시장이 시진핑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중국 민간에서 ‘공사합영
2.0’이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절대 ‘국진민
퇴’가 아니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정부가 협력을
요구한 중국의 인터넷 민영 대기업들은 모두 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에

69) public-private partnership, 공공개발 사업에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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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신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당시 국자위가 주로 거론한 대상 민간 인터넷 기업들은 알리바바,
텐센트, 앤트 파이낸스, 징동 등이다.
결국, 이 ‘국진민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제사회 발전의 결과라기
보다는 정권의 변경과 함께 권력층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권력의 경제적
이권 장악 과정의 파생효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사조는 민
간의 ‘기업가정신’에 큰 영향을 주었다. 샹송줘는 오늘날 중국이 당면하
고 있는 경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원인은 어쩌면 이렇게 중
국의 ‘기업가정신’이 위축된 데에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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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 기업의 현황 분석
본 절에서는 중국 기업의 소유 형태별 추이, 기업의 규모, 그리고 경영
실적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분석한다.

1. 기업 소유 형태별 추이
중국 정부에게 있어 기업은 정책 실현의 주요 수단이다. 그리고 중국의
정책은 국가 목표 및 계획의 변화에 따라 중점 경제 목표 및 산업 목표가
변동해 왔고 이에 따라 기업 정책도 움직여 왔다. 말하자면, 중국 국가
경제 목표 - 산업 발전 전략 - 기업정책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에 있어 기본원칙은 잘 알려진 대로 “시장을 주고 기
술과 자본을 들여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국유
제의 근본을 지키고 자국 산업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산
업별로 기업에 대한 정책을 달리하여 왔다.
먼저 중국 기업을 소유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ⅰ) 국유기업(중앙
및 지방정부 소유 기업), 집체기업(농촌마을 공동소유로 만든 기업), ⅱ)
민간이 설립하는 민영기업, ⅲ)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외자기업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전면적인 컨트롤을 확보하고 싶은 분야
또는 산업에 대해서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할당해 왔
다.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빈곤퇴치 또는 경제 저층 수준 향상을 위한 수
단으로는 농민들이 집체 소유하는 집체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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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으로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들의 진입, 특히 여러 가지 진입 행태 중에서도 합자를 장려 또
는 의무화해 왔다.
그리고 국가가 직접 컨트롤할 필요가 없거나 시장 기제에 맡기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는 민영기업들을 장려하는 정책을 사용해 온
것이다. 이렇게 발전해 온 중국의 기업들을 소유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추이를 보인 것이 <표 3-2>이다.

표 3-2

연도

소유 형태별 중국 기업 수 추이

기업법인수

국유통제
기업법인수

집체통제
기업법인수

개인통제
기업법인수

2010

6,517,670

249,622

269,565

5,126,438

2011

7,331,200

261,944

270,139

2012

8,286,654

278,479

271,295

2013

8,208,273

220,508

212,585

2014

10,617,154

263,348

248,221

2015

12,593,254

291,263

253,199

2016

14,618,448

310,992

243,393

12,537,206

2017

18,097,682

325,800

249,946

16,204,143

홍콩, 마카오,
타이완통제기
업법인수

외자통제
기업법인수

기타
기업법인수

89,681

98,412

683,952

5,792,102

95,382

102,989

808,644

6,552,049

101,518

109,103

974,210

7,059,996

83,840

85,896

545,448

9,027,688

98,661

97,793

881,443

10,677,612

101,730

99,693

1,169,757

103,849

99,987

1,323,021

113,103

111,628

1,093,062

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우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양적 증가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법인
수는 지난 10년간 3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법인 수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민영기업이다.
중국 정부에게 있어 민영기업은 개혁개방 이래 일어난 가장 커다란 사
상적·체계적 변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공유제와 집단노동을 위주
로 했던 공산주의 중국에 있어 민영기업, 객체호의 출현은 이슈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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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한 아주머니가 음식 장사로 큰 돈을 벌자 개인이 장사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되는지 자본가 반동이 된 것이 아닌지 촌에서 문제가
되고 다시 중국 전체 사회에 크나큰 반향을 일으킨 ‘부용진(芙蓉镇) 사건’
으로 상징된다.
이는 중국이 지난 기간 동안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중점을 민영기업에
두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 경제의 양적인 발전
을 민영기업에 두고 국가전략 산업은 주로 국영기업을 통해 장악하고 있
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림 3-7

연도별 중국 기업 소유 유형별 비중 추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10年

2011年

2012年

국유기업 소유 기업 수
홍콩, 마카오, 타이완 소유 기업 수

2013年
집체소유 기업 수
외국인 소유 기업 수

2014年

2015年

2016年

2017年

민영소유 기업 수
기타 기업 수

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서를 근거로 작성함

민영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은 <그림 3-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2020년도 시점의 중국 미디어에서 거론하는 중국의 기업
수를 기준으로 보아도 민영기업이 90% 정도를 차지한다는 보도 내용이
많으니 민영기업이 중국의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보겠다.
반면 외국 기업의 수는 소수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외국 기업만 들어오
도록 하는 정책 의지가 지난 기간 동안 작용해 온 것을 짐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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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적인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운영 전략을 이해하고 나서
중국 기업들의 현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2. 중국 기업의 규모 현황
1) 생산액
중국의 국영기업은 중국공산당 및 정부가 경제를 운영하는 핵심 수단
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핵심 경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토지, 수자원, 전
력 등의 산업들을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기업 등을 통해 직접 운영하며 민
간에 맡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국유기업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국유기업은 사업 규모가 민영
기업에 비해 크므로 국유기업 등의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국가 경제 규모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소유 기업별 매출이나 부가가치 총액의 비교이지만 중국 정부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중국의 공업기업 총생산액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업
기업이 가장 산업 경제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고 국가통계가 제공되기 때
문이다.
1차 데이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단계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
선, 중국 공업기업에서 외자기업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내자와 외자
공업기업의 데이터에 기초한 그래프는 <그림 3-8>에서 제시된다. 공업기
업 매출 중에서 내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의 73% 수준에서
완만한 증가를 지속하다가 2016년 78.4%에 다다른 후 2017년에는
78.1%로 소폭 감소한다. 다음 해인 2018년이 되어야 본격적인 미중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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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일어나므로 이 추이는 중국에서의 내자 기업의 비중이 이미 2017년
에 최고조를 지났음을 시사한다.
그림 3-8

중국 공업기업의 내자 외자별 매출 추이

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이러한 경향을 확인한 다음으로 외국계 자본이 섞인 기업들을 제외하
고 내자 공업기업의 매출에서 국유기업, 집체기업,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림 3-9>에서 볼 수 있다.
그림 3-9

중국 공업기업 생산액 추이

국유 공업기업 주력 사업 매출(억 위안)
민영기업 주력 사업 매출(억 위안)

집체 공업기업 주력 사업 매출(억 위안)
공업기업 주력 사업 매출(억 위안)

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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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이겠지만 합계의 추이는 전체 공업기업의 추이와 유사하게
움직이며 2016년에 최고조에 다다르는 것도 유사하다.
만일, 소유제 형태에 따른 노동생산율(1인당 1,000위안)의 차이를 비
교하면, <그림 3-10>과 같다. 과다한 인력을 고용하는 국유기업은 사영
기업과 외자기업에 비해서 평균 노동생산율이 낮다. 그렇지만 국유기업
의 평균 소득은 사영기업과 외자기업에 비해 더 높으며, 여기에다 복리
수준도 높고, 퇴직자에 대한 생활보장도 제공된다. 이는 중국의 사회적
정책부담으로 작용한다(赵昌文·许召文, 2020: 96-98).

그림 3-10

소유제별 노동생산율

1000
800
노
동 600
생
산 400
율
200

국유
기업

사영
기업

외자
기업

0
출처: 赵昌文·许召文(2020: 97)

2) 기업 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유기업과 집체기업들은 그들 간에 다양한 합작,
합자기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국 기업들과 외국
기업 간의 다양한 합작, 합자 기업도 있다. 연구의 편의상 여기서는 순
수한 국유기업, 집체기업, 그리고 민영기업, 외자기업을 주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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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완연하게 증가해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017년에 오면 전체 공업기업의 산출이 다소 감소하고 민영
기업 또한 2016년의 410,188억 위안에서 2017년에는 381,034억 위안
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의 공업기업 산출의 감소 원인
은 대체로 중국의 경기 둔화가 2016년 말에서 2017년 중반 시작된 것을
원인으로 보겠다(박승혁, 2019: 1).
2018년 8월까지, 중국 사영기업과 개체공상호 종업원 수는 3.57억 명
으로, 2016년에 비해 4,700만 명이 증가했다. 인사부의 데이터에 따르
면, 전국 취업인력 중에서, 1차산업 취업인력은 27%를, 2차산업 취업인
력은 28.1%를, 3차산업 취업인력은 44.9%를 차지한다.70)
이와는 상대적으로 국유 공업기업들의 매출은 2012년도를 경과하면
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공업에 있어서의 비중도 낮아지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적어도 공업의 경우, 중국 국유기업의 비
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공업의 경우, 국영기업보다는 민
영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온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이후의 중국 기업 관련 데이터로는 중대형 공업기업 수 월간
데이터가 존재한다(<그림 3-11>). 중국 경제의 중핵인 제조업의 경우, 미
중패권전쟁이 시작된 2019년 초 이래 그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에 상반되게 정부 통계로는 기업의 수는 다소 감
소하다가 연말이 되면 조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 기간의

70) 전국개체노동자협회가 국가공상총국 위탁을 받아 3년간 연속 시행한 11차 전문조사를 보면, 전국 신설 영
세기업 연간 활약도(周年活跃度: 1년간 활약 정도, 즉 특정 기간 내 시장행위와 경영행위를 수행한 기업의
수와 기업 전체 수의 비율임)는 70% 정도이다. 이 중, 2016년 3분기에서 2017년 3분기까지, 신설 영세기업
연간 활약도는 69.7%으로, 호당 종업인원은 6.27인에서 7.42인으로 증가했다. 현재 새롭게 설립된 시장 주
체는, 특히 영세기업이고, 거의 모두가 민영기업이다(庄聪生, 2018: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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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통계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이 있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COVID-19 사태 발생 후인 2020년 2월
부터는 기업 수의 감소와 함께 결손 기업이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3-11

월간 중국 중대형 공업기업 수 변화

월말 기준 중대형 공업기업 수

월말 기준 손실 중대형 공업기업 수

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연구자의 견해로는 이것을 국가통계의 조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근거
가 부족하다. 중국에서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신청을 한 후 1년간 민형사
상, 그리고 세무상의 처리를 위한 ‘폐업 공고 후 대기 기간’이 있는데 이
로 인한 1년이라는 시차가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즉, 2019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폐업 신청을 한 결과가 2020년
2월에서야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이다. 2020년 1월분의 데이터가
없는데 매년 1월은 해당 월간통계가 나오지 않는다.
3차 산업의 경우, 직접적인 규모 데이터는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산업별 기업 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기준하여 분석을 수
행해 보았다. <그림 3-12>에서 연도별 중국 산업별 기업 수 추이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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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산업이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에서 민간
시장 경제가 완전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산업구조
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3-12

연도별 중국 산업별 기업 수 추이

1차 산업 기업 수

2차 산업 기업 수

3차 산업 기업 수

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대부분의 3차 산업은 금융 서비스와 같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기업 수가 적으며 주로 요식업, 도소매업, 배달업 등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
없는 업종 기업이 수가 많아 소득 증대를 꾀하는 저학력 인구에 대량의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농촌에서 도시 지역의 취업 기회를 찾아 도시 지
역으로 와서 일하는 농민공들은 대부분 이 3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13>은 업종별 법인 수를 보여준다. 농업, 어업과 같은 1차 산
업은 그 규모의 변화가 크지 않다. 가장 크게 성장해 온 것은 금융이다.
개혁개방, 그리고 무역의 규모가 커지면서 필연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
용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모두 국유기업이 독점하고 있어서 아무런 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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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지 않고 성장해 온 모습이다.
그림 3-13

연도별 중국 업종별 기업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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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금융만큼은 아니지만 유사한 정도로 성장해 온 것이 정보통신이다. 역
시 기본 통신은 국유기업의 독점 시장이며 기타 시장도 사실상 외국 기업
의 진입이 제한되어있는 산업이다. IT의 발달과 함께 시장도 대폭 성장해
온 것이다.
그리고 거주민 서비스이다. 이 업종에서 가장 주력이 되는 것은 부동
산 거래업이며 그다음은 아파트 등 주민단지의 서비스 업무를 말한다. 그
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한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제조업이나 기술 산업이 아
닌 금융과 부동산에 의한 양적 성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한 단면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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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래 “시장을 주고 기술과 자본을 얻는다”
라는 전략 하에 대외개방을 실시해 왔다. 그리고 개방하는 자국 시장 영
역은 외국 기업들이 우월한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농단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해 왔다.
WTO 가입 이전까지 중국은 자국의 판단에 따라 선진국의 기술과 경
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개방하고 자칫 자국 산업에 외국의 영향력이 과
다해 질 수 있는 분야는 절대 개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시기
개방하지 않는 분야를 보면 교육, 유통, 물류, 미디어, 통신, 전력, 에너지,
금융 등 사회 인프라 성격의 산업들이다.
반면, 중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독자회사 설립도 허
가하는 등 혜택을 주어가며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진입을 독려하였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반도체, 소프트웨어, 정밀기계, 생명공학 등의 첨단 과
학기술 분야와 사회건설을 위한 부동산이다.
그림 3-14

외국 기업 및 하이테크 기업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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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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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으로 외국 기업 수는 593,267개이며 이 중 하이테크 및
부동산 분야는 249,266개로 42%를 차지한다. 이 비율은 그야말로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높은 비율이며 중국의 기술 유인 정책이 잘
반영된 결과이다.
외국 기업은 경험과 기술을 중국 내의 법인에 가져다 응용하였고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중국인 직원들의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현지화되었
고 해외유학, 해외에서 전문 경력을 쌓은 중국인들의 귀국 등의 토양을
조성하면서 이제 전 분야에 걸쳐 전반적인 중국 기술력의 향상을 가져왔
다고 하겠다.

3) 종업원 수
기업의 규모를 파악하는 또 다른 기준이 종업원 수이다. 특히, 중국 정
부 관점에서 취업 문제와 소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이 아닐 수 없다.
그림 3-15

연도별 중국 민영기업 취업자 수 추이

취업자 수(만 명)

도시지역 취업자 수(만 명)

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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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기업 취업자 수(만 명)

<그림 3-15>에서 살펴보듯, 지난 10년간 중국의 취업자 수는 도시 지
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일정하게 늘어 왔고 그 대부분을 민영기업이 흡수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에서 도시 지역 취업자 수
의 증가가 월등하고 이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민영기업 취업자 수가 증가
해 온 것이다.

3. 중국 기업의 경영 수준
1) 신용평가
고도성장을 하는 중국 기업들의 실적과 내용은 얼마나 좋을까? 일반적
으로 미국이나 한국 등의 국가와 비교할 때 이들 중국 기업들의 경영 실
적이나 재무 건전성 등은 궁금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중국 경제와 기업들
의 비약적인 성장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실적을 보였다고 예상할 수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간 외부 감사제도가 잘 정비되지 못했고 국가적인 통계
도 취약해서 정작 고도 성장기의 기업실적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인 자본주의체제의 국가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판단하는 다
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중 수익성 지표, 신용 지표 같은
것은 일반화되어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기업 활동은
폐쇄적이며 기본적인 회계보고조차 공개되는 일은 드물다. 또 회계정보
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국의 기업 또는 기업군과 타국의 기업을 상호 비교하거나 벤
치마킹을 하는 것은 그 수요나 필요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장기업들에 국한해서 규제가 요구하는 최소
한의 정보가 발표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다. 이것은 비단 외국인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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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중국 기업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정부 주도의 기업신용평가를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시 신용평가 개념이 없었던 중국 정
부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무디스나 S&P같은 민영기업의 평가에 따라
서 세계적인 대기업이나 국가들이 영향을 받는 상황에 경악했다. 그들에
게 있어서 일개 민간 기업들이 선진국의 국가 및 기업의 신용을 평가한다
는 것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향후 중국에도 이러한 금융위기는 다시 발생할 가능
성이 있으며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중국 전체 경제 시스템이 서방의
몇몇 기업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에 중국은
서구체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주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운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평가체계를 인위적으로 건설해 나간
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튼,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도해 왔는데 그중 하나
가 상무부 중심의 기업신용등급체계 사업이다. 중국 상무부는 인터넷 경
제가 도래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중국국제전자상무중심(中国国际商务中
心, CIECC)을 만들고 이 기구의 예하에 기업신용평가를 위한 특수법인

국부태신용관리유한공사(国富泰信用管理有限公司)를 설립하였다. 상무부
는 이 특수 법인을 통하여 기업신용평가 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국부태 신용은 외국의 신용평가 회사들을 모방하여 신용평가 서비스를
진행해 왔으나 자발적인 수요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19년 6월 8일 현재
이들이 신용평가를 한 기업의 수는 8만8천여 개다. 2020년 중국의 총 기
업 수가 2천만 개를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니 1%도 되지 않는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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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중국기업 신용등급서, 기업브랜드 신용증서, 성실경영 인증증서

출처: 北京国富太信用管理有限公司. Retrieved from http://gftai.cn/gftaiProduct.html(검색일, 2020.5.5)

단지 상장사들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있고 해외에 상장한 기업
들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파악이 가능하다. 샹송쭤의
2018년 강연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의 순익 합계는
대략 3.3조 위안이었는데 그중 은행 등 41개 금융기관의 이윤이 1.52조
위안으로 47.5%였고 170개 부동산 기업의 이익이 5135억 위안으로서
15.6%였다고 한다.
다시 말해, 순수한 산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들의 비중이
36.9%에 불과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샹송쭤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은 상장사만 해도 1,444개나 되는데 전체 이익 합계가 4천억 위안
정도에 불과하였다. 결국, 상장사 전체의 기업이익 중에서 국유기업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인 것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신용평가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받은 대형 국유기

제3장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실태 분석❙ 203

업들이 재정 악화로 파산에 치닫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신용평가 자체
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신용이 좋은 대형 국유기업의 재무 악화가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3천억 위안을 넘는 규모의 중국의 상징적 기업 베이다팡정(北大方
正)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베이다팡정은 산하에 6개의 상장사를 거느

리고 있었는데 이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문제가 되어 주거래 은행인 베이
징 은행이 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중국의 주요 대형 부동산
기업들도 채무를 갚지 못할 것으로 보여 중국 대형 기업의 회계 신뢰도,
재무 신뢰도, 미래 성장성 전 방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 주가지수
여기까지 공개되거나 제공되는 데이터가 없거나 적은 중국의 기업들의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들 일부분의 사례가
전체 중국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나 수준을 대표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
게 경영 지표는 정확하지도 않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서 우리가 중국 기업들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 방법으로 중국 주
식 시장의 주가지수 변화를 살펴 중국 기업들의 대체적인 이해를 하고자
한다. 주가지수는 주가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뛰었는지 조사한 것이다.
먼저 기준점 또는 비교점으로 지난 10년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미국
의 Dow Jones Industrial Average71)를 참고할 수 있겠다.

71)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지수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여러 종목의 주식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30개의
종목을 평균 내에서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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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최근 10년 다우존스 주가 추이

출처: TRADING ECONOMICS(2020.9)

<그림 3-17>은 지난 10년간의 다우존스 추세이다. 최근의 미중패권전
쟁과 COVID-19의 영향을 제외하면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추세선을 보
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사도가 상당히 커서 미국 기업들의 성장이
대체로 순조로운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18

최근 10년 상하이 주가지수 추이

출처: TRADING ECONOMICS(2020.9)

상하이 주가지수의 경우는 다르다. 비록 2015년 당시 급격한 지수 상
승을 보이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주가 상승은 미국 대비 매우 완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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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변동의 폭
이 매우 심하다. 이것은 중국의 상장 기업들이 미국보다 안정성 측면에서
떨어지거니와 수익성 측면에서도 매우 열악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급성
장하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좋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매우 다
른 결과이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에 돌입한 한국의 경우, 최근의 데이터를 제외하면
미국 증시보다는 완만한 상승선을 그리고 있으나 중국보다는 훨씬 안정
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지수 증가 또한 미국보다는 적지만 중국 상
하이 지수에 비해 훨씬 양호하다.

그림 3-19

최근 10년 KOSPI 지수 추이

출처: TRADING ECONOMICS(2020.9)

주가는 기업 자체의 내용 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한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변화를 기반으로 단정
을 내릴 수는 없다. 단지 이렇게 대국적인 관점에서 10년, 20년의 추이
를 보면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도외시하기 쉬운 장기적인 경향을 확
인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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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 기업 관련 인식 분석
본 절에서는 중국의 기업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72)를 소개하기로 한다.
본 연구와 밀접한 중국 기업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파악한다면, 중국
기업들과 정부의 관계, 사업 추진에서의 제약이나 기업 운영에서의 다양
한 쟁점들에 대한 실태를 직간접적으로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인식조사로는 ⅰ) 중국 기업의 관리에 관한 인
식, ⅱ) 중국에서 기업 비즈니스 이슈에 관한 인식, ⅲ) 중국 14.5계획에
대한 인식을 소개하고 이해하기로 한다.

1. 중국 기업의 관리에 관한 인식
1) 중국의 기업가정신 수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이윤추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비즈니스 벤처를 개발, 조직화,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라 할 수 있다.73)
기업가정신을 비즈니스를 시도할 때 고려해야 관점을 기회 혹은 필요
성이라고 할 경우에, 어느 것에 중시하는가에 대한 서베이74)에서, EU 응
답자의 55%는 기회를 중시하며, 필요성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2) 중국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1차 자료 수집이나 직접적인 연구 수행이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당이나 정부, 기업에 대한 연구나 인식조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다 알다시피 상당한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국 기업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서베이를 소개하면서 중국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접근을 취하기로 한다.
73) Business Dictionary. Retrieved from http://www.businessdictionary.com/definition/entreprenuers
hip.html#ixzz3xv9ci0nt(검색일, 2020.9.9).
74) 2009년 EU, 미국, 크로아티아, 터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무
작위로 15세 이상 26,000명을 대상으로 주로 전화로 수행되었다(The Gallup Organization, 2010: 4). 이
자료가 물론 10년 전 인식조사 내용이지만, 여러 나라와 중국의 인식을 비교한 측면에서 그리고 기회 vs 필
요성, 자율경영 vs 직장인 관련 선호 비교는 지금도 의미가 있는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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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덴마크(81%)와 네덜란드(78%) 응답자들은 비즈니스를 시도할 때
기회를 매우 중요시한다. 반면 그리스는 36~39%만이 기회를 중시한다.
미국(62%)과 스위스(65%)의 경우, 응답자 비율로 보면 EU 평균보다 높게
기회 동인(opportunity-driven)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한다. 필요성 동
인(necessity-driven)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64%에 이르며, 한국
의 기회 동인은 18%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국(50%), 일본(50%)이 필요
성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응답하였다(The Gallup Organization,
2010: 8-9).
그림 3-20

자율경영 선호 대 직장인 선호 비율
being self-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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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The Gallup Organization(2010: 12)을 수정함

같은 서베이에서 자율경영 신분을 선호하는지 혹은 직장인 신분75)이
되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보면, 미국(자율경영 55% vs
직장인 36%), 아이슬란드(52% vs 38%), 터키(51% vs 46%), 한국(51% vs

75) 비즈니스 현실에서 개인에 따라서 자율경영(self-employement) 신분을 선호하는 경우와 직장인
(employee) 신분을 선호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자율경영의 경우, 개인의 독립성, 자기 충만, 흥미 있는 과
제, 업무 장소와 시간 선택의 자유, 더 나은 소득 예상, 비즈니스 기회 실현, 종업원 관련 불확실성 회피 등이
선호된다. 반면, 직장인의 경우, 정규적·고정적 소득, 고용 안정, 고정 업무시간, 사회적 안전 혹은 보험 보
호, 자율경영을 위한 재산 결여, 결정의 엄격성, 실패 시 법적·사회적 결과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직장인 지
위를 선호한다(The Gallup Organization, 20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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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으로 나타나는데, 중국의 경우 자율경영을 선호 비율이 71%로 나타
나서 직장인 신분 28%를 압도한다(The Gallup Organization, 2010: 12).

2) 중국 기업 직원의 업무몰입도 수준76)
기업 직원의 업무몰입도를 유지하는 것은 세계 기업들의 공통 관심사
다. 기업 조직은 업무몰입도만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데이터를 기반
으로 분석한 ADPRI 연구는 업무몰입도가 국가별, 산업별, 직무유형별로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그림 3-21

근로자의 업무몰입도가 가장 낮은 중국

출처: Perry(2019)

76) ADPRI 연구진은 2018년에 전세계 근로자(정규직, 임시직 포함) 19,000여 명을 조사해 보니, 전체 근로자
의 약 16%만이 업무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나머지 근로자들이 불성실하다거나 일
부러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일부 국가, 정
책, 행태에서 업무몰입도가 유독 다른 경우들이 발견됐다. 그리고 기업이 업무 몰입도를 이해하기 위해 관
심을 두는 요인 가운데 나이, 성별, 근무지 등 일부 요인은 그다지 결정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연구진은 모
든 범주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한 가지 요인을 골라낼 수 있었다. 바로 직원의 팀 소속 여부였다(Per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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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에서 대다수 국가의 업무몰입도는 15% 내외다. 아랍에미리트,
인도 등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업무몰입도를 보인다.
중국과 네덜란드는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곳도 있다. 2018년과 2015년(2018년과 비슷한
연구가 실시됨) 모두 조사에 참여한 13개국 가운데 8개 국가에서 업무몰
입도가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인도와 스페인을 제외하면 개선 정도가
1~2%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다.

그림 3-22

업무몰입도 하락이 가장 큰 중국

출처: Perry(2019)

중국의 경우, 업무몰입도가 급격히 하락했다. 이 결과가 확실한지 알
아보기 위해 다른 표본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2015년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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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완전히 몰입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가장 높
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3년 뒤에는 이 비율이 16명 중 한 명꼴로 추
락해, 조사 대상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이 같은 급락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겠지만,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2016년이 1990년 이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은
해였으며, 중국의 급증하는 중산층이(알리바바 회장 마윈이 옹호한) 주 6일
제, 9시 출근 6시 퇴근 시스템보다 더 개선된 업무체계를 기대하기 시작한
점에 주목한다. 이런 요인이 업무몰입도의 급락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그림 3-23

업무에 완전히 몰입하는 근로자의 국가별 비율

출처: Perry(2019)

제3장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실태 분석❙ 211

세계 곳곳에서 팀이 업무몰입을 이끌어내고 있다. 업무몰입도는 팀 소
속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팀에 속한 근로자
가운데 29%가 업무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팀에 소속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는 7%로, 훨씬 밑도는 수치를 보였다. 네덜란드
에서는 이 수치가 각각 11%와 2%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 직원의 업무몰입은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원이 팀에 소속되든,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
든, 모두 최하위 수준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 준다.

3) 중국 기업의 리더와 직장인의 인식77)
글로벌 컨설팅사인 BCG는 직장인이 기술 변화, 인력구조 변화, 업무
형태의 변화,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인식을, 그리고 비즈니스의 리더에게는
기술변화의 촉진, 스킬 요구의 집적화, 노동인구 전환, 비고용인 기대의
변화, 업무 모형의 전이, 비즈니스 환경 진화에 관해 인식조사를 하였다.
이를 소개하는 이유는 중국 기업의 리더와 직장인들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24>에서 보듯, 다른 국가들의 직장인(workers)과 비교하면,
중국 직장인은 전반적으로 낙관성이 낮은 편이다. 5년 전보다 현 고용 상
황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본다. 또한, 미래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 고용에 대한 행복도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77) 2018년 5월 BCG의 Henderson 연구소는 11개국(브라질,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스
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11,000명의 직장인(workers)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어서 미래업무관리에
관한 HBS의 프로젝트와 BCG의 Henderson 연구소는 2018년 8~9월에 전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6.500명
에게 질문지를 보내고 나서 800명이 응답하였다(Fuller et al.,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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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er et al., 2018: 31).

그림 3-24

중국 직장인의 현재 만족도
현 고용 상황 행복도

5년 전보다 현 고용 상황

미래 준비 필요성에 대한 근로자 인지

현 고용 상황 행복도

출처: Fuller et al.(2018: 31)

<그림 3-25>에서 중국 직장인에 대한 요인에 대한 기대를 보면, 직장
인에 대한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는 정부를 가장 중시하고, 업무에 요구되
는 더 많은 훈련, 공식적 교육 수준의 증가, 디지털 자유계약자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의외로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고용, 정부가 높이는 무
역 장벽, 직장인에 대한 정부 보호, 노동에 영향을 주는 기술 등에 대해
선 낮은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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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중국 직장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기대

요인간 평균(중국)
요인간 평균(국가간)

직장인에 대한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는 정부
업무에 요구되는 더 많은 훈련
요구되는 공식적 교육 수준의 증가
부가 소득 원천을 위한 디지털 자유계약자
출국하여 폭넓은 직업 범위
고객 니즈의 갑작스런 전환
유연근무, 자율성, 목적을 위한 기대
자유계약에 주어진 더 많은 과제
아웃소싱 제공자에게 주어진 더 많은 과제
귀국으로 폭넓은 직업 범위
임시직장인에게 주어진 더 많은 과제
노동에 영향을 주는 기술
기술로부터 직장인에 대한 정부 보호
정부가 높이는 무역 장벽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고용

출처: Fuller et al.(2018: 32)

<그림 3-26>은 중국 직장인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여준다.
중국 직장인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 고객 니즈의 갑작스
런 변화, 정부의 새로운 정책 편익, 디지털 자유계약자, 귀국에 따른 직업
범위 등이 주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반면에 아웃소싱 제공자에게 주어진
더 많은 과제, 임시직장인에게 주어진 과제, 정부가 높이는 무역 장벽 등
은 나게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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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중국 직장인 미래 영향 요인의 본질에 대한 기대

요인간 평균(중국)
요인간 평균(국가간)

고객 니즈의 갑작스런 전환
직장인에 대한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는 정부
부가 소득 원천을 위한 디지털 자유계약자
업무에 요구되는 더 많은 훈련
요구되는 공식적 교육 수준의 증가
기술로부터 직장인에 대한 정부 보호
귀국으로 폭넓은 직업 범위
노동에 영향을 주는 기술
유연근무, 자율성, 목적을 위한 기대
출국하여 폭넓은 직업 범위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고용
자유계약에 주어진 더 많은 과제
정부가 높이는 무역 장벽
임시직장인에게 주어진 더 많은 과제
아웃소싱 제공자에게 주어진 더 많은 과제

출처: Fuller et al.(2018: 32)

<그림 3-27>은 중국 직장인의 미래 준비에 대한 책임자 및 직장인의
대응을 막는 장애 인식을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 간 비교와 마찬가
지로 주로 본인 자체가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어서 정부, 기업 순으로
미래 준비에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경력이 충분하다는 생각, 미래 준비에 대한 준비 비용, 임금에 대
한 부정적 효과, 투자할 시간이 없다는 것, 훈련과 교육 실패에 대한 두
려움 등이 장애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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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중국 직장인 미래 준비를 막는 장애 인식

현재 경력은 매우 앞선 것임
제공할 수 없는 즉시 비용
임금에 대한 부정적 효과
투자할 시간이 없음
훈련과 교육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선택 사항을 모름
편익에 대한 부정적 효과
가족으로부터의 불충분한 지원
나의 현재는 중요하지 않음
고용주로부터 불충분한 지원
없음

출처: Fuller et al.(2018: 33)

<그림 3-28>은 각 요인의 중요성 수준에 대한 중국 경영진의 기대를
보여준다.

그림 3-28

각 요인의 중요성 수준에 대한 중국 경영진의 기대

요인간 평균(중국)
요인간 평균(국가간)
요구되는 스킬 및 교육 수준의 증가
고객 니즈의 갑작스런 전환
유연근무에 대한 직장인 기대
목적과 자율성에 대한 직장인 기대
복잡한 파트너 생태계를 통한 업무 다양성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진화하는 직업 스킬을 가진 직장인 부족
노동을 보충하는 기술
보수에 영향을 주는 규제
기술 활용을 통제하는 규제
무역을 막는 규제
원격 근무 증가
경제적ㆍ정치적 변동성
무료 서비스 화폐결제 기회
재능 원천으로서 디지털 자유계약
상황적 업무형태의 성장
취약계층 고용 필요

출처: Fuller et al.(201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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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영진들은 직장인의 스킬 및 교육, 고객 니즈의 갑작스런 전환,
유연근무에 대한 직장인의 기대, 목적과 자율성에 대한 직장인의 기대 등
의 순으로 기대를 많이 한다. 반면 취약 계층 교용, 상황에 따른 업무 형
태의 성장, 디지털 자유계약, 경제적·정치적 변동성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기대하고 있다.
<그림 3-29>는 중국 직장인의 자발적 미래 준비와 준비 능력에 관해
경영진이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림 3-29

자발적 미래 준비(좌) 및 준비 능력(우)에 대한 경영진 인식

출처: Fuller et al.(2018: 34)

<그림 3-29>에서 보듯 중국 직장인의 미래 준비에 대한 적극성은 국
가간 비교를 보면, 적극성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능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30>은 자신의 조직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경영진의 기
대를 보여준다. 이미 조직에 영향을 준 것으로는 고객 니즈의 갑작스런
전환, 새로 필요로 하는 스킬과 교육 수준, 진화하는 업무 스킬을 가진

제3장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실태 분석❙ 217

직장이이 부족한 것 등이 이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한다. 앞으로는 기술
활용을 통제하는 규제, 디지털 자유계약, 경제적·정치적 변동 등이 기업
조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영진은 인식한다.
그림 3-30

자신 조직에의 영향 요인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

요인간 평균(중국)
요인간 평균(국가간)
고객 니즈의 갑작스런 전환
요구되는 스킬 및 교육 수준의 증가
진화하는 직업 스킬을 가진 직장인 부족
보수에 영향을 주는 규제
목적과 자율성에 대한 직장인 기대
무역을 막는 규제
노동을 보충하는 기술
복잡한 파트너 생태계를 통한 업무 다양성
유연근무에 대한 직장인 기대
상황적 업무형태의 성장
원격 근무 증가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무료 서비스 화폐결제 기회
경제적ㆍ정치적 변동성
취약계층 고용 필요
재능 원천으로서 디지털 자유계약
기술 활용을 통제하는 규제

출처: Fuller et al.(2018: 35)

<그림 3-31>은 미래 조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경영
진의 인식을 보여준다. 경영진은 단기적으로는 무료 서비스 화계결제 기
회, 상황적인 업무형태 출현, 유연근무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
인식한다. 중기적으로는 기술을 통제하는 규제, 목적과 자율성을 통제하
는 규제 등이 중기적으로 목적과 자율성에 대한 직장인의 기대, 기술 활
용을 통제하는 규제 순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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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미래조직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

요인간 평균(중국)
요인간 평균(국가간)
무료 서비스 화폐결제 기회
상황적 업무형태의 성장
유연근무에 대한 직장인 기대
진화하는 직업 스킬을 가진 직장인 부족
고객 니즈의 갑작스런 전환
보수에 영향을 주는 규제
요구되는 스킬 및 교육 수준의 증가
재능 원천으로서 디지털 자유계약
무역을 막는 규제
경제적ㆍ정치적 변동성
취약계층 고용 필요
원격 근무 증가
노동을 보충하는 기술
목적과 자율성에 대한 직장인 기대
기술 활용을 통제하는 규제
복잡한 파트너 생태계를 통한 업무 다양성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출처: Fuller et al.(2018: 35)

<그림 3-32>는 솔루션 개발 책임자 및 직장인의 미래준비를 막는 요
인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이다. 중국 경영진은 솔루션을 개발할 책임자는
외국에 비해서 본인 조직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는 견해는 11%로 매우 적다. 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22%에 해
당된다. 또한 직장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즉시 투입
비용, 고용주의 지원 부족, 시간 부족,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현
재에 미래는 중요하지 않음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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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솔루션 개발 책임자(좌) 및 직장인 미래준비 제약(우) 인식

제공할 수 없는 즉시 비용
고용주의 지원 없음
필요한 시간 부족
의미 있는 변화 시대 두려움
현재에 미래는 중요하지 않음
미래 준비를 할 줄 모름

출처: Fuller et al.(2018: 36)

<그림 3-33>은 자신의 미래조직에 영향을 줄 요인에 대해 조직이 준
비하는 정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을 보여준다. 중국 기업은 자신의 미래
조직에 영향을 줄 요인에 대한 준비성으로 상황적 업무 형태의 성장, 복
잡한 파트너를 통한 업무 다양성, 고객 니즈의 갑작스런 전환 등에 잘 준
비하지만,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기술 활용을 통한 통제 규제, 원격근무
증가, 유연근무, 경제적·정치적 변동성, 노동을 보충하는 기술 등에 대해
서는 준비를 하지 않은 정도도 큰 것으로 경영진은 인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 직장인은 다른 나라 직장인보다 미래 대비에 관해서
덜 확신한다. 비즈니스 경영진은 다른 나라의 경영자보다 그리고 정부가
직장인들을 위해서 책임지는 것보다는 자신의 조직을 위해서만 더 신경
을 쓴다. 비즈니스 경영진은 유연성, 목적, 자율성 원격근무 등과 같은 직
장인의 새로운 기대들에 대해 가장 낮게 대비한다. 비즈니스 경영자는 복
잡한 파트너 생태계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신뢰를 갖는다
(Fuller et al., 201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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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미래조직의 영향 요인에 대한 경영진의 조직 준비성 인식

요인간 평균(중국)
요인간 평균(국가간)
상황적 업무형태의 성장
복잡한 파트너 생태계를 통한 업무 다양성
재능 원천으로서 디지털 자유계약
고객 니즈의 갑작스런 전환
무료 서비스 화폐결제 기회
취약계층 고용 필요
노동을 보충하는 기술
경제적ㆍ정치적 변동성
진화하는 직업 스킬을 가진 직장인 부족
보수에 영향을 주는 규제
무역을 막는 규제
요구되는 스킬 및 교육 수준의 증가
기술 활용을 통제하는 규제
유연근무에 대한 직장인 기대
원격 근무 증가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목적과 자율성에 대한 직장인 기대

출처: Fuller et al.(2018: 36)

2. 중국에서 기업 비즈니스의 제약에 관한 인식78)
1) 비즈니스 여건 제약
(1) 규제 환경
중국의 규제 환경에 대한 향후 2년 내의 사업 전망에 관한 질문에 대
해서 소비업, 서비스업, 산업 및 자원 분야의 업계 회원들은 규제 환경을

78) 본 서베이는 2018년 11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이뤄졌으며, AmCham China 회원 기업 대표 771곳에
서베이를 의뢰하여 그중 314개가 회수되었다. 서베이는 글로벌 운영을 하고 있는 광범위한 산업에 속하는
대형 및 중소형 기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다. 분석은 기술 및 R&D 집약적 산업, 자원 및 산업, 소비자(제품
과 서비스) 및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이뤄졌다(AmCham China, 2019: 12). 이 서베이 중에
서 본 연구와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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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 3-34

중국 규제환경에서 사업 전망에 관한 인식

서비스업

2019

소비업

2019

2018

3%

5%

2019

기술 및 기타 R&I

2019

2018

3%
0%

36%

25%

낙관적

30%
비교적 낙관적

22%

40%

50%

보통

14%

25%

34%
20%

12%

17%

34%

21%
10%

11%

27%

26%

5%

10%

24%

37%

7%

13%

31%

38%

21%

14%

27%

31%

20%

4%

27%

34%

25%

8%

2018

37%

21%

3%

2018

산업 및 자원

19%

60%

비교적 비관적

70%

10%

21%
80%

90%

100%

비관적

주: AmCham China(2019: 26)를 근거로 작성함

연구개발(R&I) 부문의 회원 중에서 39% 정도가 중국의 규제 환경에
대해 비판적으로 본다. 이는 전년 대비 8%나 증가한 것이다.

(2) 산업 및 자원 분야에 미치는 영향 요인
그림 3-35

중국 업무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60%

56%
50%
45%

50%

42%

40%

32%

30%
20%
10%
0%
일관되지
않은 법률
규제 해석과
법집행

인건비 상승

주: AmCham China(2019: 27)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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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관계
악화

미국 상품에
대한 중국
관세

산업 과잉

중국 산업 및 자원 분야의 업무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5개의 비즈니스
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법률 규제의 해석 및 집행’,
‘인건비 상승’, ‘중미 갈등’, ‘산업 과잉’ 순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인식하
고 있다.

(3) 중국에서 기업의 인적자원이 직면한 과제
중국에서 기업이 당면한 3대 인적자원 과제에 관한 질문에서 2016부터
2019년까지 거의 변화 없이 ‘지속적인 임금 상승’, ‘사회복지 비용 증가’,
‘직원해고의 어려움’이라고 인식한다.

그림 3-36
80%

중국 기업의 인적자원이 직면한 과제
72%

70%
60%

51%

50%
40%

33%

30%
20%
10%
0%
지속적인 임금 상승

사회 복지 비용 증가

직원 해고 어려움

주: AmCham China(2019: 42)를 근거로 작성함

과거 및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임금상승, 사회복지 비용 증가 및 직원
해고의 어려움은 세 가지 인적자원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 경영진, 용역파견 규정, 상설 리스크 등도 어려움으로 자주 제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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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기업에서 인재 채용 및 유지의 고려 요인
중국에서 인재 채용 및 유지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시장 요소에선 높은
생활비, 국내 경쟁사의 높은 장벽 등이고, 환경 요소로는 열악한 공기질,
식품/물 안전 우려 순을 인식하고 있다.

그림 3-37

중국 기업의 인재 채용 및 유지의 고려 요인
9%

기타
중국 경제 성장 둔화

26%

인터넷/미디어 검열

26%
27%

새로운 개인 소득세 규정

시장요소
34%

국내 경쟁사의 높은 장벽
식품/물 안전 우려

환경요소

36%
50%

높은 생활비
열악한 공기질

57%
0%

10%

20%

30%

40%

50%

60%

주: AmCham China(2019: 46)를 근거로 작성함

즉, 중국에서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할 경우, 어떤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열악한 대기질과 높은 생활비가 여전히 기업
의 인재 채용 및 유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높은 개인소득세,
중국 문화가 내세우는 직업 충성도 그리고 민족주의의 만연이 또 다른 난
제로 꼽힌다.

2) 중국 정부의 정책환경 제약
(1) 정부 정책의 형평성 여부
중국 업계에서 외국 기업은 현지 기업에 비해 정부의 정책집행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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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취급을 받는지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기술 및 기타 R&I 산업 및 자원, 소비업, 서비스업 분야별로 보면 기
술 및 서비스 회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특정 영역에서 더 강력
한 보호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에 비해 소비업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한다.
그림 3-38

2018

2017

2016

정부정책의 형평성 여부
44%

46%

48%

8%

45%

9%

55%

40%

5%

외국기업은 현지 기업에 비해 부당하게 대우
외국기업은 현지 기업에 비해 동등하게 대우
외국기업은 현지 기업에 비해 우대

주: AmCham China(2019: 50)를 근거로 작성함

(2) 외국 기업의 차별 대우 여부
그림 3-39

외국 기업의 차별 대우 여부
14%
12%

융자

9%
12%

세관절차

21%
21%

지적 재산권 보호

24%
24%

소유권/합자기업수요

2017

2018

29%
28%

공공 조달

35%
35%

라이센싱

36%

정부 재정 지원/보조금 (예시: 연구개발지원 등)

45%
52%
53%

규제집행

55%

시장접근
0%

20%

40%

60%

62%
80%

주: AmCham China(2019: 51)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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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 기업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질문
에 대해 시장접근 제한, 법집행 불투명 및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외국 기
업이 말하는 가장 많은 불공정한 대우로 인식하고 있다.
응답 기업의 과반수가 시장 접근 규제와 규제 집행의 불투명성이 불공
정한 대우의 주요 사례라고 말하며, 응답자들은 현지 로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더 많은 우려를 표시한다.

(3) 정책환경 변화
정책환경 변화가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수준을 높이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규제 투명성의 개선이 외자기업
의 투자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림 3-40

정책 환경 변화
10%

기술 이전에 참여할 필요성 감소

6%

13%

다량의 기업인수 허가

7%

15%

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구제

12%

18%

중국내 실무 운영에 대한 통제력 강화 혹은 현지 사업 파트너 또는 합작 투자 감소

10%

16%

현재 제한된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제품 라인에 대한 접근 허용

20%
24%

투자를 방해하는 산업정책 제한

18%

26%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20%

23%

규제 환경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 향상
0%

10%

30%
20%
영향이 큼

30%

40%

50%

60%

영향이 매우 큼

주: AmCham China(2019: 52)를 근거로 작성함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중국 투자를 방해하는 과도한 산업
정책을 피할 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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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기업의 정책개선 여부
중국의 정책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가 투명하지 않다면 과연
관련하여 가장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 외국 기업이 규제 초안 및 시범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개발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인식하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공표된 법률 및 규정만
시행할 수 있다는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
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꼽았다.
그림 3-41

외국 기업의 정책 개선 여부

3위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 정책,
법률 및 규정 충분한 이해 보장

16%

22%

20%
2위 공표된 법규만 시행 할 수
있다는 요구사항 준수

23%

33%
24%

1위 정책, 법률 및 규정에 대한
토론 참여
2017

2018

주: AmCham China(2019: 53)를 근거로 작성함

(5) 중국에서 혁신적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
중국에서 혁신적 투자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서 취약한 지적재산권 보호, 인재 부족, 엄격한 인터넷 보안정책, 모호한
정책 및 세부 구현 지침 부재, 중국 고유의 기준 부합, 엄격한 라이센스
요구 사항, 외국 기업 차별대우 정책, 지적재산권 현지화 요구 등이 여전
히 혁신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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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혁신적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
정부 주도의 수입 대체품
5%

특정 업계 또는 부가가치 부문에 대한 투자 및 시장 접근 제한

8%
8%

2018

12%
11%
12%

불충분한 재원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책의 제한 증가

2019

16%

12%

15%
13%

지적재산권 현지화 수요 및/또는 기술 이전 요구 사항
5%

R&D 개발에 대한 보상 정책 부족

13%

외국기업 차별대우 정책
큰 장애물 없음
12%

엄격한 라이센스 요구 사항

15%
16%
17%
17%
18%
16%

중국 고유의 기준을 부합해야 하는 요구사항/기준 설정 과정의 참여 제한

21%

0%

모호한 정책 및 세부 구현 지침 부재

24%
24%

염격한 사이버 보안 관련 정책

27%

32%
32%

인재 부족
27%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불충분한 보호 정책
0%

5%

10%

15%

20%

25%

35%

30%

35%

40%

주: AmCham China(2019: 57)를 근거로 작성함

3) 지식재산권 관련
(1) 정보기술 관련 중국에서의 경쟁력과 운영
중국에서 정보기술 관련 문제가 기업의 경쟁력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
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느린 인터넷 속도 및 접근 규제가 사
업운영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한다.
그림 3-43

정보기술 관련 기업의 경쟁력과 운영의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정

25%

중요 정보 인프라 및 중요 데이터 보호에 대한 사이버 보안 규칙

25%

60%

15%
19%

56%

인터넷 검열 및 정보 게시/공유 제한

28%

51%

21%

데이터 현지화 요구

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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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mCham China(2019: 59)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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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큰 영향

응답 기업의 약 90%가 국경 간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특정 온라인 도
구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중국에서의 경쟁력과 운영에 해를 끼친다고
한다. 또한,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국경 간 인터넷 접속, 데이터 현지
화 요구사항, 인터넷 검열 및 네트워크 보안 규정을 통한 국경 간 인터넷
엑세스를 확보하는 것도 중국에서 외국 기업이 겪는 어려움으로 꼽힌다.

(2) 지적재산권 법률제정 평가
중국 지적재산권법률 제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상표 및
브랜드 보호 측면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개선되지만, 다른 영역은 악
화된 것으로 인식한다.
그림 3-44

지적재산권 법률제정에 관한 평가

영업기밀

상표/브랜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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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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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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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mCham China(2019: 61)를 근거로 작성함

지적재산권 문제의 핵심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과 비
교했을 때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률집행에 대한 효력
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모르겠다’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추가된 이후 비효과적 보다는 ‘모른다’는 응답자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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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이전 요구 철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환경 변화가 기업의 중국 투자 수준을 높이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
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술이전 요구의 철회,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
호가 기술 및 R&I 부문의 투자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어서 산업
및 자원 확보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3-45

기술이전 요구 철회 및 지식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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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mCham China(2019: 62)를 근거로 작성함

(4) 지식재산권 문제
외국 기업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지적재산권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불충분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침해소송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체 기업 중 1/3이 가장 큰 지적재산권 문제로 불충
분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적재산권 침해 기소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
다. 또한, 많은 회원사들은 직원의 지식재산권 도용, 사이버 절도, 라이센
스 제한을 문제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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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지식재산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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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mCham China(2019: 63)를 근거로 작성함

(5) 관세와 미중무역 갈등의 영향
관세와 미중무역 갈등이 귀사의 비즈니스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관세가 R&I 분야 사업 전략에 가장 큰 영향
을 준다고 인식한다.
그림 3-47

관세와 미중무역 갈등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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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mCham China(2019: 71)를 근거로 작성함

R&I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중 52%가 중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부품이나 조립품을 찾아 공급망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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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14.5계획에 대한 인식
전세계는 산업혁명, 보호무역주의, 반글로벌화, COVID-19라는 엄청
난 변화에 놓여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현대화 경제체계가 진행 중이
고, 경제사회 발전은 새로운 역사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5년마다 제시하는 경제발전계획,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되는 14.5
계획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인식결과를 파악하기로 한다. 1953년부터 시
작된 5개년계획은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
기 때문에 기업의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5개년계획 수립을 주도
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그 역할을 엿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14.5계획(2021~2025)’ 시기의 경제사회발전 전망을 예
측하기 위해,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회, 도전 및 강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中国经济学人编辑部(2020)가 경제학자들에 대해 수
행한 설문조사 결과79)를 소개하면서 중국의 앞으로 5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로 한다.

1) 14.5계획 시기 중국 경제사회발전 기회
새로운 산업혁명을 대표로 하는 기술 인센티브가 중국
경제사회발전에 기회를 주는지 여부와 관련된 인식

79) 본 서베이는 13.5계획 시기 사회경제발전의 성과, 14.5계획 시기의 사회경제적 기회, 도전, 회복력 그리고
정부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이다. 서베이는 2020년 5월에 China Economist 데이터베이스 및 China
Economist WeChat 포털에 등록된 경제학자들에게 질문지를 보내어 172 응답자를 받았다. 응답자로는
대학교수(59.88%), 학생(16.28%), 중국사회과학원 인사, 정부관료, 공공기관, 연구소 모두 11.05%, 이외
에도 재정기관, 기업, 컨설팅 회사 포함 12.79%로 구성된다(中国经济学人编辑部, 202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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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계획 시기 중국은 전면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시기에 직면하여,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
에 놓여 있다.

그림 3-48

14.5계획 시기 중국 경제사회 발전 기회

도시화 인센티브: 확대 내수

구역협동발전 인센티브: 요소 고효율화 배치

개방 인센티브: 일대일로 주창과 자유무역 건설

인재 인센티브: 인력자본 수준 상승

산업혁명에서 기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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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国经济学人编辑部(2020: 77)

<그림 3-48>에서 보듯, 경제학자들의 81.40%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대표로 하는 기술 인센티브를 중국 경제사회발전이 직면하는 가장 큰 기회
라고 보고 있다.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를 핵심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은 계속 발전하여, 글로벌 포용성 발전을 추진하고 인류
복지를 향상하는 동시에, 후발국가의 경쟁과 추월에 얻기 어려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谢伏瞻, 2019). 이에 따라, 중국은 새로운 산업혁명의 역사
적 기회를 잡아,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양자계산기, 5G 등 핵심 영역에서
과학기술혁신 고점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中国经济学人编辑部, 2020: 77).
경제학자들의 39.53%는 인재 인센티브가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서 직
면한 가장 큰 기회라고 본다. 21세기 이래, 중국 고등교육, 특히 이공계
고등교육은 빠르게 발전해서, 일정한 전문지식을 축적한 공정기술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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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규모로 양성했고, 인력자본의 장기적인 축적은 후발 우위를 점하는
토대가 된 것이다(中国社会科学院工业经济研究所课题组, 2020; 中国经
济学人编辑部, 2020: 77에서 재인용). 또한, 경제학자들 중 37.79%는 개

방 인센티브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본다. 높은 수준
의 대외개방은 글로벌 범위 내에서 자원배치를 최적화하여, 중국내 산업
이 전환하고 업그레이드하는데 유리하고, 동시에 국제시장을 확장하여,
국내 관련 산업발전에 강력한 추진 효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인재 인센
티브와 개방 인센티브도 14.5계획 시기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서 직면한
중요한 기회로, 중국 정부가 주목한다(中国经济学人编辑部, 2020: 77).

2) 14.5계획 시기 중국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내부 도전
금융채무 리스크와 ‘반글로벌화’ 사조는 중국 경제사회발전에서
직면한 가장 엄중한 내부 도전 여부에 관한 인식
경제학자들 중 61.63%는 상대적으로 큰 금융 리스크가 14.5계획 시
기에 중국이 직면하는 가장 엄중한 도전이라고 본다. 중국경제 발전이 뉴
노멀에 진입한 이후, 기존 고속성장 시기에 축적된 많은 채무 문제가 드
러나기 시작했다. 2020년 COVID-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중소 및 영세 기업의 재무 취약성 리스크가 확대되었다(朱武祥 等, 2020;
中国经济学人编辑部, 2020: 7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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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14.5계획 시기 중국 사회경제 발전의 내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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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国经济学人编辑部(2020: 79)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금융채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예견적으로
배치하여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소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의 51.16%는 첨
단기술 자구혁신 능력 부족이 중국이 향후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이라고 본
다. 이는 현재 ‘반글로벌화’가 중국 경제가 국제 분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
해하는 현실 배경에서 경제학자들의 보편적인 근심이다. 이밖에, ‘저렴한
노동비용 우위의 점진적 상실’은 경제사회 발전에서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이라고 보는 견해가 48.84%에 이른다. 중국 인구고령화 추세는 날로 뚜
렷해지고, ‘인구 인센티브’가 사라졌다. 노동집약형 산업은 점차 비용우
위를 상실하여, 기타 저임금 발전도상국으로 이전하는 추세다. 이는 정부
가 동부 산업의 서부로의 이전을 맡고(中国社会科学院工业经济研究所课
题组, 2020), ‘개혁 인센티브’를 찾아 ‘인구 인센티브’를 대체하는(陆旸·
蔡昉, 2016) 시각에서 제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中国经济学人编辑部,

202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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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5계획 시기 중국 사회경제 발전에서의 외부 도전
금융채무 리스크와 ‘반글로벌화’ 사조는 중국 경제사회발전에서
직면한 가장 엄중한 외부 도전 여부

그림 3-50

14.5계획 시기 중국 사회경제 발전의 외부 도전

글로벌 기후변화
국제 에너지 안전 위협
노동비용우위 감소 및 노동집약 산업 재배치
국제분쟁 회외리
코로나 글로벌 경제 쇠퇴 가속화
개도국으로 제조업 회귀
중국의 개방노력을 막는 반중정서 증가
목조로는 기술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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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国经济学人编辑部(2020: 81)

국제적으로 보면, <그림 3-50>과 같이, 60%에 가까운 경제학자들은
‘목을 조르는’ 기술봉쇄 강도가 증가한 것이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서 직
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외부 도전이라고 본다. 이밖에, 55.81%,
50.00%의 경제학자들은 각각 ‘고조되는 국제 반중정서가 대외개방을 방해’,
‘선진국 제조업 회귀’를 선택한다. 결국, 이들 도전들 모두 ‘반글로벌화’
사조가 대두하여 초래한 것이다. 이 중 하나는, ‘과학기술 냉전’으로 중국
이 외국 선진기술을 유입하는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국
내 하이테크 기술 자주혁신 능력부족으로, 중국 핵심기술 영역의 자주혁
신을 통해서 이를 돌파해야 한다고 본다. 통계에 따르면, 95%의 첨단 전
문 칩, 70% 이상의 스마트 종단처리기 및 절대다수 저장 칩은 수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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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여, 선진국에서 ‘공급을 중단’하면, 중국 산업사슬 안전에 거대한 리
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中国经济学人编辑部, 2020: 80-81).80)
따라서 중국은 “솥을 부수고 배를 침몰시켜”, 핵심부품, 핵심기술 연구에
속도를 가하는 대체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중국의
발전에 따라, 서구의 반중정서가 고조되어, 중국이 글로벌 분업에 참여하
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 중국은 경계를 해야 한다고 한다. 세 번째로, 국
제금융 위기 발생 이후,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선진국은 다시 외주가 초래
한 산업공동화를 막고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취업을 중시하는 전략을
쓰면서 잇따라 일련의 ‘재산업화’의 정책조치를 취해서, 제조업의 회귀를
추구하고 있다. 이번 COVID-19의 세계적 확산은 일부 업계의 생산 중
단을 가져와서 글로벌 제조업 공급사슬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제조업 공급사슬의 재편을 심화시켜, 선진국들은 제
조업 공급사슬을 강화시키고 있다(中国经济学人编辑部, 2020: 81).

4) 14.5계획 시기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견고성 판단
중국경제의 견고성은 주로 경제 초대형 규모 우위와 신흥 산업에서의
급속한 발전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인식
14.5계획 시기 중국 경제사회 발전은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들 도전에 대응에 필요한 중국 경제발전의 견고성은 주로 어떤 측면에
서 비롯되는가? 70%에 가까운 경제학자들이 중국 경제발전의 견고성은
주로 초대규모 인구, 국토공간, 경제규모와 통일된 시장이 형성한 경제

80) 工信部副部长: 130多种关键基础材料中32%在中国仍空白. Retrieved from https://www.thepaper.cn/
newsDetail_forward_2271086(검색일,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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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규모우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의 하나로, 규모경제 효과, 범위경제
효과, 공간집중 효과, 혁신학습 효과, 발전도출 효과가 모두 대규모라는
특징이다(马建堂·张军扩, 2020; 中国经济学人编辑部, 2020: 81에서 재인용).

그림 3-51

14.5계획 시기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견고성 판단

혁신 능력 지속 증가
신발전 이념
코로나 충격이 디지털 경제 발전 가속화 계기
중국 특색 사회주의제도 우위
공업기초 풍부
신흥산업 가속 발전
초대규모 경제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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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国经济学人编辑部(2020: 83)

이에 따라, 비록 ‘반글로벌화’의 대두로 수출입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
가했지만, 14.5계획 시기, 방대한 국내시장 규모와 끊임없이 향상되는 수
요구조에 의존하여, 중국은 경제성장을 합리적인 구간 내에 유지하는 능력,
조건, 의지가 있다(中国经济学人编辑部, 2020: 81).
또한, 66.86%의 경제학자들은 5G,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신흥산업의
빠른 발전이 중국경제 견고성의 주요 근원이라고 본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중국 하이테크 제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 증가 가치는 각각 전년에
비해 8.8%와 8.4% 증가했고, 증가 속도는 규모 이상 공업보다 각각
3.1%와 2.7% 높았다. 전략적 신흥 서비스업, 과학기술 서비스업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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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기술 서비스업, 기업 영업수입은 각각 12.4%, 12.0%, 12.0%로 증가
했다. 증가 속도는 전체 규모 이상 서비스업보다 각각 3.0%, 2.6%, 2.6%
빨랐다. 비록, 국제 ‘기술냉전’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지만, 중국 신
흥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여, 디지털경제는 이미 중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하이라이트, 새로운 엔진이 되었다. 그리고 글로벌 산업사슬에서 첨단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中国经济学人编辑部, 2020: 81-3).
이밖에, 중국경제 발전 견고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에 관하여,
‘공업기초 견실함’(47.09%),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 우위’(31.98%),
‘COVID-19 충격이 디지털 경제의 빠른 발전에 계기를 제공’(26.74%),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의 새로운 발전이념’(19.77%), ‘혁신 능력의
지속적인 증가’ 등 관점은 일부 경제학자들의 인정을 받았다. 이는 중국
경제 발전의 견고성이 높고, 회전의 여지가 커서, 내부와 외부에 직면한
도전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본다(中国经济学人编辑部, 2020: 83).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향후 5년의 경제발전계획의 목표와 방향을 담
는 14.5계획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인식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이 중국 내
외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산업혁명에서 파괴적 기술혁명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 기업들 역
시 이러한 흐름으로 기업 경영과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14.5계획 시기에 중국 기업이 직면할 도전, 특히 금융리스크, 첨
단기술 자구혁신 능력 등과 관련된 방향으로의 기업의 경영전략은 금융
리스크 대응과 첨단기술 친화적 경영관리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외
부 위협으로 다가오는 기술 봉쇄와 반중정서 등에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기업 전략으로 판단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
구, 일본이나 인도 등 광범위한 반중정서 확산은 앞으로 중국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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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쳐 나아가야할 심각한 도전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위기 극복으로 중국
은 규모경제를 토대로 한 내순환경제전략 등을 모색하겠지만, 글로벌 서플
라이 체인으로 움직이는 경제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는
예단하기가 어렵다.
사실, 중국이 추진하는 14.5계획의 목표와 방향은 비단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정치, 경제, 산업, 기술 등에 더욱 더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와 비즈니스 모두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14.5계획, 15.5계획 등 중장기 중국경제발전계획의 핵심 내용에서 나올
제도와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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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당과 기업 관계 분석
제3절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 분석

제1절 중국의 기업 거버넌스 분석
어떠한 경제활동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기
제가 필요한데, 이를 기업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라 할 수
있다. 자원의 동원과 조달, 생산과 판매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존재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비용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제를 감시 또는 규율하는 조직이나 기구도 필요하다. 기업 버넌
스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의 정당성과도 밀접하다.
정부와 기업 관계는 국가 거버넌스 연구의 범주일 뿐만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 중국 특색 정부와 기업 관계 담론체
계의 구축은 국가 거버넌스와 기업 거버넌스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국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부는 국가대리인으로, 사회 안정과 공
정 실현을 수호하여 자신의 사회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경제성장을
추진하여 자신의 경제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王竹泉·权锡鉴, 2018: 7).
여기서는 중국의 기업 거버넌스를 내부 거버넌스 및 외부 거버넌스로
분석하고 이어서 중국 기업 거버넌스의 특수성을 정치연계로 접근하기로
한다.

1. 중국 기업 거버넌스81)
1) 중국 기업 내부의 거버넌스
중국 기업 내부의 거버넌스는 주주(대)회, 이사회(董事会), 감사회와

81) 李维安 等(2019: 168-178)을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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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经理层) 등 조직경계 내부의 거버넌스 주체 간 권리와 책임 배치
와 상호견제 배치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 기업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이
다. 좁은 의미에서 시회 거버넌스는 종종 곧 회사의 내부 거버넌스를 의
미한다(李维安 等, 2019: 168).
내부 거버넌스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주주 거버넌스, 이사회 거버
넌스, 감사회 거버넌스, 임원 거버넌스, 당조직참여 거버넌스, ‘노삼회(老
三会)’ 및 내부 비공식제도 배치 등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연

구 요소의 다소에 따라 거버넌스의 단일 요소 및 거버넌스의 여러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李维安 等, 2019: 169).
기업 내부 거버넌스는 주주, 이사회, 임원, 감사회 관련 거버넌스를 설
명할 수 있다.

표 4-1

기업 내부 거버넌스의 요소

주주
거버넌스

∙ 상장회사와 그 지주주주 간에는 각종 관련이 있고, 상장회사에 대한 지주주주의 행위는 종종 상장회사
법인의 경계를 초월
∙ 중국 전환 시기 경제의 복잡성은 상장회사 지주주주 행위의 복잡성을 결정했고, 지주주주의 목표 선택은
더 이상 상장회사 수입과 비용통제에 대한 비교에 국한되지 않고, 그룹 전체 이익을 보다 많이 고려
∙ 주주 거버넌스의 연구는 주식구조와 주주 평등대우, 지주주주 행위 부외부성(负外部性) 및 그 제약 기제
(mechanism), 통제권 배치 등 측면을 포함

이사회
거버넌스

∙ 이사회는 기업 거버넌스의 핵심임. 주주와 경영인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이사회는 주주의 대리인이면
서 경영인원의 위탁인과 감독자로, 기업 거버넌스를 완비하고 거버넌스 기제를 최적화하는 관건적인 절점
∙ 어떻게 이사회 구조를 완비하고 이사회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이사회 직무이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이사
회 효과를 활성화하는 것인가가 이사회 거버넌스의 중점

임원
거버넌스

∙ 전통적인 경제학 관점에서, 임원을 자신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인으로 봄
∙ 주주재산의 수탁인으로, 임원이 수탁책임을 이행하면서 반드시 일정한 격려와 제약 배치를 진행해야 함
∙ 임원 행위 배후의 복잡한 행위 특징 및 그 경제결과에 주목할 필요. 중국 행정경제형 거버넌스 모형에서,
국유기업 임원 행정인과 경제인의 이중신분은 “이익을 양측에서 먹고, 틈새를 두 개 파는” 독특한 임원
거버넌스 위험(risk)을 낳음. 이밖에도, 가족기업 전문경영인의 거버넌스 작용도 주목

감사회
거버넌스

∙ 감사회 거버넌스와 내부 비공식제도의 영향에 주목할 수 있음. 감사회 실천에 기반을 두어 질적 시각에서
감사회 운영 및 그 작용을 고려할 수 있음
∙ 王兵 等(2018)은 내부 회계심사임원이 감사회 구성원을 겸임하면 회사 잉여관리 행위를 현저하게 억제할
수 있음을 검증

주: 李维安 等(2019: 169-173)을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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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행위는 종종 회사 기타 측면과 연계가 존재한다. 내부 거버
넌스의 여러 요소는 시스템에서 출발하여, 내부 거버넌스 요소 사이에 존
재하는 다차원과 쌍방 관계의 결합 기제를 강조하여, 회사 거버넌스에 새
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주식구조는 이사회 권력배치와 이사회
전문위원회 운영효율을 직접적으로 제약한다. 이사회와 감사회의 분립은
거버넌스 직능구분 및 감독 협력을 구성 방식의 문제를 가져온다. 내부
거버넌스의 여러 요소는 주주(대)회, 이사회, 감사회와 경영층 간 다양한
조합관계를 포함한다(李维安 等, 2019: 173).

2) 중국 기업 외부의 거버넌스
개혁개방 이래, 중국 현대기업제도 건설은 완비된 내부 거버넌스 구조
를 구축하려 한다. 그러나 성숙한 회사 거버넌스 기제는 정부의 적당하고
충분한 감독관리에서, 내부와 외부 거버넌스 기제는 상호작용의 협조체
계 효과를 형성한다. 중국의 법률체계, 자본시장, 전문경영진 시장과 회
사통제 시장은 보다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외부 거버넌스 기
제 보완의 결여는 거버넌스 체계 실패에서 외부 거버넌스 딜레마를 쉽게
초래한다(李维安 等, 2019: 174).

(1) 이익관련자 거버넌스
기업은 많은 자원 소유자 사이의 계약 연결로, 전통적인 주식이익 최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 거버넌스 기제 설계는 편협성을 갖고 있다.
기업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주주, 채권자, 직원, 소비자, 공급상,
정부, 지역사회 주민, 자연환경의 권익은 기업 경영자의 주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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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거버넌스도 이익관련자의 공동 거버넌스(Blair & Kruse，1999; 李
维安 等, 2019: 174에서 재인용) 모형으로 전환된다. 이익관련자 거버넌

스의 관련 연구는 주로 기업사회책임, 투자자권익보호, 채권자 거버넌스,
기타 이익관련자 거버넌스 참여 등에 집중된다(李维安 等, 2019: 174).

표 4-2

이익관련자 거버넌스

기업
사회책임

∙ 기업 사회책임은 기업이 맡아야 하는 사회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책임
∙ Blair & Kruse(1999)는 회사는 사회책임을 맡아야 하는 조직으로, 회사의 존재는 사회를 위해 부를 창출
하는 것으로 봄

투자자
보호

∙ 투자자는 기업물자 자본의 중요한 근원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투자자의 지지를 얻는데 있음. 투자
자와 기업은 자본요소시장의 공급과 수요 양측을 구성함
∙ 상품시장에서 회사 불공정 경쟁으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받는 것을 막듯, 자본시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자자 보호 기제를 완비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자와 고객은 공동으로 회사의 두 ‘하느님(上帝)’을 구성

채권자
거버넌스

∙ 회사의 융자구조는 회사 거버넌스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갖고 있고, 어떤 수준에서, 거버넌스 구조 모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
∙ 서구는 융자가 큰 비중을 직접 차지지만, 중국 회사 융자구조에서 간접 융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은행을 위주로 하는 채권자는 회사 거버넌스에서 핵심 역할
∙ 중국 금융체제 특징으로 채권자 거버넌스 참여 기제 설계는 채무 위험을 해결하고 채권자 보호를 개선하는
것이 관건

이익
관련자
기타
거버넌스

∙ 현재 회사 거버넌스에서 이익관련자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익관련자가 회사 거버넌스에 적절히
참여하게 격려하는 것이 중요
∙ 이익 관련자 참여 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초기 단순히 이익관련자 권익보호를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이익
관련자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방식과 경계에 주목됨
∙ 이익관련자 거버넌스에 더 고려할 것은 이익관련자 거버넌스 참여, 정부관여 등

주: 李维安 等(2019: 174-6)을 근거로 작성함

(2) 정보공개
정보공개는 공공회사의 중요한 외부 거버넌스 기제이다. 충분한 정보
공개는 투자 전에 투자대상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진행할 수 있고, 투
자자가 투자한 이후 관리층에 대해 감독하는데 유리하다. 투자자가 처하
고 있는 정보 열세 지위로 일반투자자는 회사 내부에 관한 충분하고 진실
한 정보를 장악하기 어렵다. 또한, 이들 정보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불

제4장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행위자 관계 분석❙ 245

할 수 없어 대리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실현하기 어렵다. 투명한
정보공개는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투자자는 증권을 구매할 때 상대적
으로 낮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여, 회사 거버넌스 비용을 낮춘다(李维安
等, 2019: 176).

(3) 매체 거버넌스
매체에 대한 주목은 외부감독관리 역량으로, 회사 거버넌스 행위를 규
범화하고, 회사 내재적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다. 실무계의 많은 사
례는 매체의 감독관리 직능은 회사에 부당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李维安 等, 2019: 177).

(4) 통제권 시장
자본시장이 점차 확립·발전·완비되면서, 투자자의 유형도 끊임없이 풍
부해지고, 규모도 날로 확대된다. 특히, 대형 금융기관을 대표로 하는 기
관투자자의 출현은 시장 통제권 시장을 자극하고 주도한다. 통제권 시장은
외부 거버넌스 중의 접수 기제로 불리기도 한다. 투자자는 통제권 쟁탈
등의 거버넌스 참여 수단으로 관리층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제약하고, 대리
비용을 낮추어, 자본시장의 성공실패 기제를 형성한다(李维安 等, 2019: 177).

(5) 외부감독관리
회사 외부감독관리도 회사 외부 거버넌스의 중요한 내용으로, 특히 상
장회사에 있어, 주로 외부감독관리의 거버넌스 효과에 주목할 수 있다.
감독관리 부서의 입장에서, 회사 거버넌스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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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위탁-대리 문제에 협조하고, 정보비대칭 수준을 낮추는데 유리하다.
감독관리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감독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규정에 적
합한’ 행위는 회사가 정부의 감독관리 규정과 자신 득실을 저울질하는 행
위이다(李维安 等, 2019: 177-8).

(6) 외부 거버넌스 기타 주제
넓은 의미의 외부 거버넌스는 투자자보호, 이익관련자 거버넌스 등을
제외하고도, 편리한 정부서비스, 효율적인 자본시장 및 공평한 법치 환경
등을 필요로 한다. 중국 기업 거버넌스 수준의 향상은 줄곧 상대적으로
지체된 외부 거버넌스의 제한을 받아왔다. 장기적인 계획경제체제에서
형성한 행정 역량에 의존하고 시장과 법제를 소홀히 하는 사고방식의 관
성으로 정부와 기업의 행위 방식은 여전히 ‘행정형 거버넌스’의 경로의존
에 익숙하고 제한되어 있다(李维安 等, 2019: 178).

2. 중국 기업 거버넌스의 특수성: 정치연계
1) 정치연계의 맥락
시장 마찰을 완화하는 정치적 연계(political connections)는 창의적
파괴와 성장을 가로막는 현직자와 진입자 간 왜곡의 비대칭 분포를 낳을
수 있다(Akcigit et al., 2020: 3). 정치연계는 진입금지, 생산요소 할당,
창조적 파괴, 기업 역동성에 영향을 미쳐서 시장 지배력과 비즈니스 역동
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치연계는 기업으로 하여금 규제와 관료적 부
담 그리고 기업에 축적된 레드테이프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Akcigit et
al., 202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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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연계를 통해서 기업은 이질적 자원을 얻을 수 있고 자원 획득 채
널을 확대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기업이 밀집 관계 지역(dense
relationship zone)이든 희소 관계 지역(sparse relationship zone)이
든, 기업과 정부의 정치연계는 효과적으로 기업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
보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할 토대를 지원한다. 그리고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충분한 동력을 제공한다(Zhu, 2016: 338).

그림 4-1

기업의 정치연계 전환
밀집 관계 지역

정부

희소 관계 지역

기업

출처: Zhu(2016: 338)

<그림 4-1>에서 보듯, 기업은 정치연계를 통해서 희소 관계 지역에서
밀집 관계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
경제학 이론으로 볼 때, 기업은 정부가 경제자원의 배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 정부는 기업가치 창출의 필연적인 참여자이다. 기업
에 대한 정부의 참여는 기업이익 관련자를 위해 재산권을 규정·보호하고,
기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장규칙을 확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卢现祥,
2004; 杜媛·王竹泉, 2014: 128에서 재인용).
정부가 기업에 제공한 사회자본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기존 연구는
이러한 자본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를 단지 사회 일반 관리자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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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 소유자를 위해 통용되고 공용되는 각종 법률제도를 제정한다.
또한, 세수 형식으로 제도 실행으로 수익을 얻고, 선수가 아닌 심판 역할을
한다. 심판이나 선수는 정부가 기업에 대한 자본투입의 경로를 이해할 수 있
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이면에서 정부는 여전히 국가를 대리하여
기업에 사회자본을 투입하는 경제적 실체이다(杜媛·王竹泉, 2014: 127).
정치연계는 비즈니스 전망과 밀접하며,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
을 수 있다. 동시에 대규모 그리고 공개적인 네트워크는 정치연계 이상으
로 성공요인이며, 특히 성장 기업에서 상당한 수익과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Burt & Opper, 2020: 26). 다만, 정치연계는 비즈니스 성장과 정
부 지원에서 중요하지만, 정치연계가 기업의 운영적 효율성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의 혼합 경제에서 비즈니스 생존에 전제조건도 아니다.
당원이 되는 것은 정부의 특별한 지원과 연계되지만, 비즈니스 성공, 자
산 수익, 생존과는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Burt & Opper, 2020: 26).
자원배치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기업은 현역
또는 전임 정부관원을 고용함으로써 정치연계를 구축한다(张建君·张志学,
2005; 吴婧洁, 2016: 75에서 재인용). 그러나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주도
지위가 점차 확립되면서, 기업가가 인대 대표인지, 정협위원인지의 여부
를 정치연계의 판정기준으로 본다(胡旭阳, 2013; 吴婧洁, 2016: 75에서
재인용).
정치연계에서 비즈니스 리더는 당원,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당
과 정부에 봉사하는 자문위원회에 구성원이 되려 한다. 특히, 인민대표대
회 및 정치협상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핵심 자원을 통제하는 중요한 관
료와 규제자에 접근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기업가가 긍정적 명
성을 쌓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신뢰를 얻는데 중요하다(L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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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Burt & Opper, 2020: 2에서 재인용).
기존의 정치연계 연구는 주로 기업 임원이나 주주가 공직을 맡는 측면
에만 국한되었지만 그 현상은 훨씬 더 많다. 정치연계의 최종적인 목적은
기업을 도와 ‘위로부터 자원을 요구하는 것(向上要资源)’과 기업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Dittmer는 개혁개방 시기 중국에서 엘리트 정치를 가치
이성관계(value-rational relationship)와 목적이성관계(purpose-rational
relationship)로 간주한다(Dittmer, 1995; 高炜·黄冬娅, 2018: 104에서
재인용).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에서 기업이 정부와 정치연계를 맺는 주요 목
적은 기업이익을 얻고 보호하는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다(高炜·黄冬娅,
2018: 104). 경제체제 전환기의 중국 시장에서는 공직을 맡음으로써 정
치연계를 얻으려는 다수의 사영기업 외에도 정부와 많은 연계를 갖고 있
는 국유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구축 방식, 특징, 영향 측면에서
사영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高炜·黄冬娅, 2018: 105).

2) 정치연계의 관점
중국의 정치경제체제는 서구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이 시장경제로 전
환하는 특수한 배경아래, 기업의 정치연계(political connection)는 자원
배치에서 정부와 기업의 작용에 관해 두 가지 다른 관점이 형성된다.82)
82) 미국체제에서 기업이 개체나 집체행동을 통해 정부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서구가 성숙된 경제체제
에서 현역 또는 전임 의원의 채용, 정치헌금, 자선기부 등 방식을 통해 기업과 정부 고위 관원의 밀접한 관계
를 실현하는 정치연계와는 달리, 중국 기업의 정치연계는 주로 현역 또는 전임 정부관원을 고용하는 것을
통해 실현된다. 시장경제체제가 끊임없이 보완되고 정부정책 제정 등에서 인대와 정협의 작용이 점점 더 뚜
렷하게 됨에 따라, 기업은 임원이 인대와 정협에서의 신분을 통해 일정한 경쟁우위를 얻는다. 비록, 중국과
서방은 정치연계의 정의에서 차이가 있지만, 성숙한 경제체제나 전환경제체제에서 정치연계는 본질적으
로 일종의 특수한 정부와 기업 관계이며, 정부는 정치연계의 구축과 조절을 통해 경쟁에서 지속적인 경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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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자원을 강조하는 자원기초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기업 정치
연계는 기업의 정치전략 수립의 토대이며, 기업정치전략 추진의 경로이
다. 정부기능이 시장의 결함을 보완하면서, 기업 정치연계는 더 이상 기
업 정치전략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경로가 아니다. 기업이 외부 경영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강조하는 제도 기반 관점에서 비공식제도인 기업
정치연계는 공식제도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吴婧洁, 2016: 78).

(1) 자원 기반 관점의 정치연계
기업 정치연계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정부와 기업 관계이며, 정부는 자
원으로 간주되고, 기업은 정치연계라는 특수한 정부와 기업 관계 구축을
통해 정부로부터 희소자원을 얻고, 업계 장벽을 낮출 것을 기대하며, 정
부 정책지원과 정부보조 등 우위를 얻어 기업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吴婧洁, 2016: 77).
기업의 사회자원을 수평적인 기업과의 연계, 사회와의 연계, 수직적인
정부와의 연계로 파악할 수 있다. 그중에서 수직적인 연계는 중국에서 주
로 기업을 도와 ‘상급부터 자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수
직적인 연계는 국유기업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수많은 사영기업에도 존
재한다(边燕杰·丘海熊, 2000; 高炜·黄冬娅, 2018: 104-5에서 재인용).
중국 경제전환의 초기에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기업
의 전략선택 목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과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吴婧洁, 2016: 77).
모든 조직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핵심이듯, 기

위를 얻을 수 있다(吴婧洁, 201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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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역시 역동적 환경에서 생산요소 등 기업이 생존, 발전하기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특히, 시장경제
체제가 미흡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는 유무형의 희소자원 확보에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현역이나 전임 관료 출신을 고용하여 정치연계를 구축하여 다른
기업 간의 경쟁에서 유리한 혜택과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경제전환 초기의 중국에서 기업 정치연계83)는 기업 정치연계의 자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기업 정치전략 실시의 목적의 하나이기도
하다(吴婧洁, 2016: 77). 그러나 경제전환 초기 정부와 기업 관계에 기초
하여 구축된 기업 정치연계에 비해, 기업이 획득한 자원은 더 이상 모방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며, 그 특이성도 점차 약해졌다.84) 아울러 정부
정책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 전략의 실현 경로는 기업 정치
연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업계연맹 등 기업집합체의 발전과 확장에 따
라 업계발전 과정에서의 역할이 점차 커져 정부가 업계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측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기업 정치전략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제공한다(吴婧洁, 2016: 77).

83) 기업과 관원 사이에서 구축된 정치연계는 모방되기 어렵고, 단기간에는 대체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정
치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정부관원에 접근하고 관계를 발전하여 자원을 취득하고, 보호를 얻게 된다. 정부
(관원)와의 관계 형성에서 정치 전략을 실현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로는 기업 정치연계를
구축하는 것이다(吴婧洁, 2016: 77).
84) 자원배치에서 시장 주도 지위의 점차적인 확립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업은 더 이상 정부로
부터 희소자원을 직접 얻기 어려워졌다. 정치연계에 대한 기존의 접근은 더 이상 시장이 점차 주도 지위를
차지하는 중국에 적용되기 어렵고, 서구의 성숙된 시장체제의 정치연계와 정치전략의 정의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서구와 다른 중국의 정치경제체제 특징과 결합하여 기업가가 인대대표, 정협위원인지 여부를 정
치연계의 인정 기준으로 하며, 기업정치 전략은 많은 경우, 기업이 정부정책, 법규제정 및 그 실시과정에 영
향을 시도하려는 전략이다. 기업은 더 이상 정부로부터 직접 기업에 지속적인 경제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
는 자원을 추구할 수 없고, 인대대표, 정협대표 등 신분 추구를 통해 정치참여와 정치 논의를 실현하여 정책
수립과 법규제정에 영향을 미쳐 경쟁우위를 획득하려고 한다(吴婧洁, 201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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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기반 관점의 기업 정치연계
정치연계는 정치 행위자와 경제 행위자 간에 공식제도(formal institutions)
작동이 취약할 경우에 공모(collusion)을 조성하여 상당한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Faccio, 2010; Burt & Opper, 2020: 2에서 재인용).
제도이론에서 보면, 기업은 다양한 맥락(정치적 기관, 법적 시스템, 문화
등)에 깊이 내재되어 있으며, 반응을 해야 하며, 기업의 행태는 제도적 환
경의 기대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Meyer & Rowan, 1977).
신흥 경제체제와 전환기 경제체제가 세계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
할을 함에 따라, 제도 환경의 영향이 날로 뚜렷해지면서 Peng은 공식적
으로 제도 기반 관점을 제기한다. 국제상업전략연구에서 중요한 이론의
하나로, 제도 기반 관점은 제도를 독립변수로 간주하여 제도와 조직 사이의
동적인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전략선택을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있다(Peng, 2003; Peng & Delios, 2006; 吴婧洁, 2016:
77에서 재인용).
제도 기반 관점에서 볼 때, 제도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Scott,
2001; 吴婧洁, 2016: 77에서 재인용), 기업은 제도 프레임에서 공식·비
공식 제도에 기초하여 그 전략적 선택을 한다. 제도 기반 관점은 기업 외
부환경이 기업가치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가 어떻게 기업전략과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강조한다(吴婧洁, 2016: 77).
공식적인 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전환적 경제체제와 신흥 경제체제에
서 기업과 정부가 정치연계를 맺는 현상을 더욱 보편화되어 있다. 기업과
정부관원 사이의 관계에 기초해 구축된 기업 정치연계이든, 기업가가 인
대대표이나 정협위원 신분을 갖고 있는지 여부로 규정되는 정치연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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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제도 기반 관점에서 기업 정치연계는 모두 비공식적인 제도로 간주된
다(吴婧洁, 2016: 77-8).

표 4-3

(비)공식적 제도의 정치연계

∙ 사회주의 국가는 국유기업이 보편적이지만 국유기업의 실제 소유자와 통제자는 정부이며, 정부는 인사관리와 통제
수단을 통해 국유기업에 대한 관여와 통제를 실현하고, 동시에 국유기업은 국자위(国资委)와 部委를 통해 자신의
요구를 반영
∙ 정치연계는 중국 기업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국유기업과 사영기업의 정치연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唐松·孙铮,
2014)
소
유
제

∙ 국유기업과 사영기업의 재산권 성격을 구분하여 정치연계를 연구해야 오류를 피할 수 있음(刘慧龙·张敏, 2010)
∙ 선천적으로 재산권 특징, 임원 임명형식과 정부와의 밀접한 연계를 갖는 국유기업은 융자 측면에서 사영기업보다
더 많은 우위를 가짐(李文洲 等, 2014)
∙ 요컨대, 정치연계는 마땅히 기업이 정치배경이 있는 주주나 임원을 통해 정부와 구축한 연계와 소유제 배치에 기초
한 국유기업과 정부부문이 구축한 연계를 포함
∙ 소유제 요인에 기초하여 산출된 정치관계도 포함됨(예: 관원이 맺은 개인관계, 정부, 정당에서 공직을 맡는 것과
당정부문에서 직접 기업에 대해 인사임명을 통하여 맺어진 정치관계)

비
공
식
적
관
계

∙ 비공식적 관계는 개체가 개인관계를 통해 체제 내의 개체와 가치나 이익 교환을 진행하는 것, 즉 개인적인 정치관계
를 지칭. 비공식적 관계는 주로 기존 정치제도에 대한 초월과 개인관계에 기초한 사회네트워크의 중시로 표현되며,
이는 가장 먼저 중국의 엘리트 정치를 해석하는데 사용됨
∙ Nathan은 중국 개혁개방 이전 엘리트 정치에서의 협력과 충돌을 파벌정치로 설명하고, 그는 이러한 파벌은 영도추종자(leader-follower relationship)를 통해서 유지되는데, 즉 이익과 서비스 교환을 진행하는 개인 네트워크이
며, 개인 관계이지 공식적인 과층제(科层制)는 아님(Nathan, 1973)
∙ Lowell Dittmer는 비공식 정치의 핵심은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는 중국 전통문화에 뿌리를 둔 어떤 종류의 공감에
기초한 특수 공유체계로, 가치에 기초한 관계와 이익에 기초한 관계를 포함하고 있고, 비공식적 관계는 종종 공식적
인 정치에 내재되어 작용함(Ditttmer, 1995)
∙ 풀뿌리 NGO의 연구에서 풀뿌리 NGO가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의 관건적인 요인은 업주연합
회와 인대대표, 정부인원의 개인관계에 좌우(张紧跟·庄文嘉, 2008)

출처: 소유제 관련은 高炜·黄冬娅(2018: 104)를 근거로 작성함

제도 기반 관점의 시작은 처음에는 제도 환경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신규시장의 연구에 토대를 둔다. 전환 초기의 중국은 공식적인 제도가 완
비되지 않아 정치연계를 표현 형식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제도는 기업을
위해 정책 편이와 혜택, 정부보호 등의 이점을 가져다주며, 기업은 정치
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 비공식적인 제도가 가져오는 경쟁우위를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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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치를 창출한다(吴婧洁, 2016: 78).85)
제도 환경의 성숙과 공식적인 제도가 개선86)됨에 따라 비공식적인 제
도의 기능은 점점 줄어들면서, 기업이 정치연계를 구축하는 목적은 정부
정책 지원을 직접 얻는 것에서 업계 내 발언권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환되
고 업계 내 지위를 확고히 하여, 기업 자체 발전에 유리한 정책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吴婧洁, 2016: 78).

(3) 정치연계의 변화
정치적 불안전성과 예측불가능성이 크고, 정부가 해결해야 할 행정수
요와 정책문제, 더 나아가 난제가 급증하는 시대에 기업은 불확실성과 리
스크를 줄여서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유리한 유무형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연계를 모색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정치전략을 구사하여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가능케 하려 한다.
기업의 비시장 영역에 대한 관리학계의 연구에서 초기 학자들이 기업
정치연계와 관련된 문제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후 정치전략, 비시장행위
등의 의제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제도 환경이 변하면서, 기업의 생
존과 발전은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전환경제체제와 신흥

85) 중국 경제전환 초기, 제도체계는 보완되어 공식적인 제도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제도는
기업에 여러 정책 편리와 정책보호 등의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어,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
다. 따라서 기업 정치전략의 수립과 추진의 목적은 정부의 혜택과 보호를 얻어 문제를 벗어나고, 기업 경영
과정에 직면하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다(吴婧洁, 2016: 78).
86) 공식적인 제도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비공식적인 제도가 끊임없이 약화된 이후, 기업과 정부관원 사이의 관
계로 구축된 정치연계가 기업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직접적인 편익은 날로 감소되고, 기업에 제공되는 것은
제한적이다. 시장의 성숙에 따라 기업가의 인대대표나 정협위원의 정치신분이 기업에 직접적인 정책편익
등 이점을 가져다주기 어렵지만, 정치참여와 정치논의의 신분은 기업이 업계 내의 발언권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업계에서 기업의 지위를 확고히 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여러 통로(예: 업계협회 등)
를 통해 요구를 표출할 수 있어, 정부전략에 대한 기업 정치연계의 영향은 전환기 경제 초기의 수준에는 이
루지 못한다(吴婧洁, 201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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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에서 더욱 심하다(吴婧洁, 2016: 78).
국가 및 기역간 정치경제체제가 달라서 기업 정치연계와 정치전략의
규정에는 차이가 있으며, 서로 다른 표현 형식을 나타낸다. 정치연계는
실질적으로 일종의 특수한 정부와 기업 관계이고, 기업 정치전략의 목표
중의 하나가 정부와 기업 관계를 조절하는 것이다(吴婧洁, 2016: 78).
정치연계는 특히 전환경제 시기, 즉 자유시장과 관료 및 정치적 엘리
트가 핵심 자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전통적 요소가 결합된 혼합경제
에서 두드러진다(Li et al., 2006; Peng, 2001; Puffer et al., 2010;
Walder, 2003; Burt & Opper, 2020: 2에서 재인용).
중국은 여전히 경제 전환기에 있고, 중국 시장경제체제의 보완에 따라
시장의 역할이 점점 두드러진다. 반면에, 정부관여의 영향은 점차 줄어들
어 정부와 시장의 기능에 변화가 생기고, 정부와 기업 관계도 지속적으로
변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서로 다른 이론 시각에 입각하여 기업 정치
연계와 정치전략의 규정 기준과 양자의 작용에도 변화가 일어난다(吴婧洁,
2016: 78).
중국은 개혁을 통해서 비즈니스 환경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
는 자본, 토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침투적인 통제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Huang, 2008; Burt & Opper, 2020: 2에서 재인용). 개혁과정에서 지
방정부 관료는 규칙 집행에서 실질적인 재량권을 행사하였다. 만일 비즈
니스 활동이 정부정책이나 이념적 선호와 갈등을 가지면 정부관료는 기
업의 생산기지를 폐쇄하거나 이전시킬 수도 있다(Li et al., 2006; Burt
& Opper, 2020: 2에서 재인용).
지방 여건의 성숙은 그 작용을 약화시켜, 기업 정치연계의 목적은 업
계 내의 지위를 확립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기업 정치전략은 조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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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부관여가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전환 초기에나 시장경제체계가
진전되면서, 기업 정치연계는 경영환경 개선이나 환경변화 적응에서 중
요한 작용을 한다. 따라서 수시로 조정되는 정치연계에 기초하여 정치전
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기업이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데 관
건이다(吴婧洁, 2016: 78).
정치연계는 정치체제나 경제체제의 변화에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변화
될 수밖에 없다.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설계, 결정, 집행, 평가할 수
있는 지배적 우위를 갖고 있는 정부운영의 패러다임도 다양한 요인에 의
해서 변화되듯이, 정부가 기업에 대한 지배적 우위도 강화되든 약화되든
변화될 수밖에 없다.
정치연계에서 기업의 정치적 전략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변화될 것이다. 공격적인 로비도 가능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정부
운영이나 제도와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기업이 영향을 받듯이, 하물며 사
회주의 경제체제인 중국에서 정부운영이나 제도와 정책의 변화는 기업의
경영 생존과 발전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날로그 시대에
디지털 시대로 심화되는 시대에도 중국공산당의 통제와 간섭이 더욱 강
화되는 현 상황에서 기업의 정치적 전략은 더욱 큰 제약을 받을 것이다.
대등하고 상생(win-win)하는 정책연계가 아니라, 국진민퇴 흐름에서
보듯이,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무기대등의 원
칙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에서 기업은 비대칭적 전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모든 환경 여건에서 제약을
강하게 받는 중국 기업들은 자원이든 제도와 정책이든 기업의 생존과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중국기업의 전략은 다양한 제약에서 불투명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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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당과 기업 관계 분석
1. 문제 제기
경제조직으로서 기업은 중국사회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본 연구
는 중국 사회에서 당과 기업87)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런데 이 연구목표는 언뜻 보기에도 복잡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당연히 중국 국내적 요인이며, 둘째는 날로 심각해지는 것으로 국외적인
요소이다. 말하자면, 14억 인구의 단일 규모로서 세계 최대 시장을 가지
고 있는 중국에서 중국 국내외 기업들의 이윤창출의 문제, 국가 간 무역
의 문제, 그리고 과학기술의 안보 문제 등은 단순히 중국 국내 문제에만
국한될 수 없다는 말을 내포할 수 있다. 먼저, 중국 국내적 요인이다. 그
것은 중국사회에서 영도(领导: leadership)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정치
영역’의 핵심적 주체인 ‘당’과 기업의 순이윤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
표로 삼는 ‘경제 영역’의 주체인 ‘기업’이 완벽하게 ‘독립된 주체’라는 전
제 위에서 상호작용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마치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다’는 관계 형식을 통해 생명체의 유기적 통일된
하나의 방향을 향해 ‘정치경제’가 긴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것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가능
한 일이다. 즉, 중국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내수시장이 크기 때문에 가능
한 일이다. 아래의 자료를 검토해보자.
올해 ‘포츈(Fortune)지’의 발표에 따르면,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87) 중국은 ‘공유제’를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당과 기업의 관계의 핵심은 사실상 당과 국유기업과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즉, 당과 국유기업의 관계를 기준으로 당과 민영기업, 외자기업의 관계
또한 파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당과 국유기업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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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순위 안에 진입한 기업 가운데, 중국의 기업(124)이 처음으로 미
국의 기업의 수(121)를 앞지른다.

그림 4-2

세계 500대 기업 중 중국의 기업88)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를 보면, 2000년부터(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한다) 2020년까지, 세계 500대 기업의 증가 추세를 주요 6개 국가
별로 비교할 수 있는데, 2000년에 미국(179), 일본(107), 영국(40), 프랑
스(37), 독일(37), 중국(10)이랬던 것이, 2020년 올해는 중국(124), 미국
(121), 일본(53), 프랑스(31), 독일(27), 영국(22)로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 6개국
가운데 최하위였던 중국이 20년 후인 지금은 미국 또한 근소한 차로 따
돌리면 1등으로 올라선다. 둘째, 또한 이 6개 국가들 가운데 중국을 제외

88) 分析完今年全球500强名单, 对中美竞争应更有信心. Retrieved from https://m.sohu.com/a/4152618
97_115479?scm=1002.b000b.150033d.ARTICLE_REC(검색일, 2020.9.5).

제4장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행위자 관계 분석❙ 259

한 나머지 전통적인 경제대국 5개 국가의 세계 500대 안 기업의 수는 모
두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감소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일본과 영국의
하락폭이 크다. 비유컨대, 한 반에 1~6등까지에서 6등하던 아이가 20년
이 지나서 1등으로 올라선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 그것은 이 결과가
나온 올 2020년은 미중무역전쟁이 사상 최고조로 달한 상황과 전대미문
의 COVID-19 상황으로 세계 경제가 십중팔구 출구를 제대로 못 찾고
있는 매우 침체된 여건 속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혹자는 이것을 중국기업의 약점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대다수 중
국기업의 시장은 거대한 국내시장을 근거로 하여 올린 성과들로, 아직 해
외시장을 개척하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푸단
대학교 중국연구원 원장 장웨이웨이(张维维)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중
국기업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자신의 근거지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강점으로, 이것은 해외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을 제공하
며, 더욱 COVID-19의 상황에는 강점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그는 또 예
를 들어서, “화웨이(华为) 기업은 원래 해외시장을 주로 공략하면서 발전
했는데, 지금은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불리한 조건 속에서, 오히려 중국
국내시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을 확
보한 것이 아닌가?”
그럼 이번에는 중국에서는 ‘정치경제’가 마치 생명체의 생명활동처럼
유기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방향을 향해 긴밀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하였
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면밀하
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당과 기업
의 관계에 대한 가설로서 모형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 당의 공
식적인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당장(党章)을 통해서 접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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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당장에서의 당과 기업 관계

총강

중국공산당은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家의 주인으로 삼으며, 법에 의거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유기적
통일의 방식을 통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걷고, 사회주의 민주를 확대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한다.

제1장
당원

[제2조] 중국공산당원은 영원히 노동인민의 보통의 일원이다. 법률과 정책규정 범위 내의 개인의 이익과 업무직
권 이외에, 모든 공산당원은 어떠한 사적인 이익과 특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당원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四) 스스로 자각하여 당의기율, 우선은 당의 정치기율과 정치규칙을 준수하며, 모범적으로 국가의 법률법규
를 준수하고, 엄격하게 당과 국가의 기밀을 보호하며, 당의 결정을 집행하고, 조직의 분배에 복종하며,
당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성한다.
(六) 확실히 비판과 자아비판을 전개하며, 용감하게 당의 원칙을 위반한 언행과 업무상의 결점과 잘못을 폭로
하고 교정하며, 부정적인 부패현상과 결연히 투쟁한다.
[제6조] 예비당원은 반드시 당기를 향하여 입당선서를 진행한다. 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는 지원하여
중국공산당에 가입하며, 당의 강령을 옹호하며, 당의 장정(章程)을 준수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한다. 당의
결정을 집행하고, 당의기율을 엄수하며, 당의 기밀을 보호하고, 당에 대하여 충성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며,
공산주의를 위하여 평생 분투한다. 수시로 당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영원히
당을 배반하지 않는다.
[제8조] 모든 당원은 직무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당의 하나의 지부나 소조 혹은 기타 특정조직에 편입되어
서,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하고, 당 내외의 군중의 감독을 받는다. 당원 지도자 간부는 또한 반드시 당위원회,
당 조직의 민주생활회에 참가해야 한다. 당의 조직생활과, 당 내외의 군중의 감독을 받지 않는 어떠한 특수당
원도 허락하지 않는다.

[제10조] 당은 자기의 강령과 장정(章程)에 근거하고, 민주집중제에 의거하여 조직된 통일적 정체(整体)이다.
당의 민주집중제의 기본원칙은:
(四) 당의 상급조직은 하급조직과 당원 군중의 의견을 자주 청취해야 하며, 제 때에 그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당의 하급조직은 상급조직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또한 독립적으로 자기직책 범위 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급과 하급조직은 서로 정보를 통보하며, 서로 지지하고 상호 감독한다.
[제11조] 당 지방의 각급 대표대회와 기층의 대표대회의 선거에서, 만약 당장을 위반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
제2장
급 위 당의 위원회가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응당 선거무효와 상응하는 조치를 결정하고, 또한
당의
다시 한 급 위의 상급 당 위원회에 심사 및 승인을 받은 후에 정식으로 집행을 선포한다.
조직제도
[제14조] 당의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위원회는 순시제도(巡视制度)를 실행하는데, 첫 번째 임기 내에, 관리
하는 지방, 부문, 기업 사업단위의 당 조직에 대하여 전부 순시한다. 중앙의 유관 부·위원회와 국가기관 부문의
당 조직(당 위원회)은 업무의 필요에 근거해서, 순시 업무를 전개하며, 당의 시(지地, 주州, 맹盟)와 현(시市,
구区, 기旗) 위원회는 순찰제도(巡察制度)를 건립한다.
[제18조] 당의 중앙, 지방과 기층조직, 모두는 반드시 당의 건설을 중시하며, 당의 홍보업무, 교육업무, 조직업무,
기율검사업무, 군중업무, 통일전선 등을 자주 토론하고 검사한다.
[제20조] 당의 전국대표대회의 직권은:
제3장
(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당의
[제21조] 당의 전국대표회의 직권은: 중대 문제를 토론 결정하며, 중앙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구성원 수를
중앙조직
조정한다.
제4장

당의 지방조직

[제30조] 기업, 농촌, 기관, 학교, 연구기관, 지역사회, 사회조직, 인민해방군(중대)와 기타 기층단위, 모두 정식
당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응당 당의 기층조직을 성립해야한다.
제5장
[제32조] 당의 기층조직은 사회기층조직 가운데 당의 전투보루로서, 그 기본임무는:
당의
(七) 당원 간부와 기타 어떤 직원들에 대하여서도 엄격하게 국가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의 재정 경제법
기층조직
규와 인사제도를 준수하며, 국가, 단체와 군중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를 감독한다.
(八) 당원과 군중이 자각하여 불량한 경향을 억제하도록 교육하고, 각종 기율위반 위법행위에 단호하게 투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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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제6장 [제36조] 당의 각급의 간부는 반드시 신념을 굳건히 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근면하게 일하며, 감히 담당할
당의 간부
수 있어야 하며, 청렴하고 공정해야한다.
제7장

당의 기율

제8장

당의 기율검사기관

제9장
당조
(党组)

[제48조]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 인민단체, 경제조직, 문화조직과 기타 당이 아닌 조직의 지도급기관은 당조
를 성립할 수 있다. 당조(黨組)는 영도에서 핵심작용을 발휘한다. 당조의 주요임무는, 당의 노선, 방침, 정책
을 관철 집행하는 것을 책임지며, 본 단위에서 당의 건설을 강화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의 관리’(全面从严
治党)을 이행한다.
[제49조] 당조(黨組)는 서기(書記), 부서기(副 書記)를 설치할 수 있다. 당조는 반드시 그 성립을 승인한 당조직
의 영도에 복종한다.

제10장

당과 공산주의 청년당의 관계

제11장

당휘와 당기

주: 중국의 19차 당대회에서 수정 통과된 ‘당장’(黨章)과 당원의 ‘윤리(반부패)’와 관련 부분

우선, 총강의 내용을 보면, “당은 영도의 주체로서 인민을 주인으로 삼
고, 법에 의거해서 국가를 유기적인 통일의 방식을 통해서 중국특색 사회
주의의 길을 간다”고 명시하였다.
제1장의 당원과 관련해서는 “모든 공산당원은 어떠한 사적인 이익과
특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부정적인 부패현상과 결연히 투쟁한
다. 당원 직무고하를 막론하고, 특수당원도 허락하지 않는다.”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당장은 반부패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한 것인데, 이
것이 당과 기업의 관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물을 수 있다. 바로, 경
제조직으로 기업 또한 부패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당과 기업이 일차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2장의 당의 조직제도을 보면, 당은 “민주집중제에 의거하여 조직된
통일적 정체”라고 하며, “독립적으로 자기직책 범위 내의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 “기업 사업단위의 당조직에 대하여 전부 순시한다.”고 언급하
고 있다. 즉, 기업 내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적용해 볼 때, 가령 당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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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자기 직책 범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정
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지,
당위원회인지, 아니면 이사회인지 등 민주집중제에 비춰볼 때 의견충돌
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당위원회는 특히 그 과정에서 기업의 각 사업
단위에서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어 사적인 이익을 증가시키는 부패문제가
야기되는가 여부를 ‘순시’와 같은 관리감독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9장 당조에서는 “경제조직 또한, 당조를 두게 되는데, 당조는 영도
를 발휘하는 핵심 작용을 하며, 그 주요 임무는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 집행하는 것을 책임지며, 본 단위에서 당의 건설을 강화하고, ‘전면
적인 엄격한 당의 관리’를 이행한다.”고 언급한다. 즉, 경제조직인 기업에
당조를 두는 것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당과 기업의 관계는, 당조
의 영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기업이 추구하는 발전전략과
목표가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어떤 점에서 일치하는지, 또 그 이윤추구
를 하는 과정에서 부패의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는지 당이 엄격하게 관리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당조에는 서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기업 내부에서는 당위원회의 서기를 대표로 하여, 특히, 기업
내부의 직원들 가운데 당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한 편으로는 기업의 이
윤추구 활동을 강화하고, 또 한 편으로는 그것이 당의 노선, 방침, 정책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5장 당의 기층조직을 보면, “기층조직에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이
속해 있음을 알 수 있고, 정식 당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층조직을
성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중국사회가 유기적 통일체로서 매 조직 단
위가 연결되어 하나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 요소는 당원을 통하여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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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층조직 즉 당조(당조직)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매 단위에 있는
당조(당조직)를 통해서 서로 다른 각 기관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다. 물론 그 연결고리의 핵심적 역할은 서기가 맡는다. 그래서 그를 중심
으로 하여, 당은 본 단위에서 약자인 노동자(직원)등에 발생할 수 있는 어
떠한 불이익도 국가의 법률과 당의 기율을 따라 군중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독하며, 위법행위 등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그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내리게 된다. 당과 기업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기업에
서 일하는 당원 등 노동자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이 당의 노선과 방침, 정책에 부합하는지를 기업내부의 당조직이 전
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사회에서 기업과 기업 외부의 다른 조직과는 또 어떻게 관
계를 맺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이것 또한 당과 기업의 관계로 접근할
수 있다. 2020년 8월 29일, 중국 상해교통대 관방웨이보는 올해 7월
29~31일에, 화웨이 CEO 런정페이(任正非)가 상해교통대학(주요 참석자
로는 런정페이, 상해교통대 서기 양전빈, 상해교통대 총장 린종친 부서기
등), 푸단대학, 동남대학, 남경대학을 방문해서 산학연 협력을 계속 추진
하고, 과학기술 혁신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한 소
식을 공개했다.
런정페이는, “우리는 혁신이 필요하다. 매 순간 하나하나의 기회의 지
점을 포착해야 한다. 만약 영국의 산업혁명을 지수상 100으로 규정한다
면, 오늘의 미국은 150이며, 우리는 70이다. 중국이 부족한 30%가 바로
‘위엔창’(原创) 즉, 원천기술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더 엄격한 지
적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하다.”바로 원천기술과 관련하여 중국 각 대학들
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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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4일, 상해교통대 총장 린중친(林忠钦) 원사(겸 상해교통대
부서기)일행은, 선전의 화웨이 기지를 직접 방문하고, 런정페이와 좌담을
진행한다. 그리고, “상해교통대와 화웨이 양측은 과학기술연구의 혁신사
업, 인재양성과 교류, 학교의 정보화 건설 등의 영역에서 광범위한 협력”
을 위한 협의서를 체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5G의 중국사회의 명운과 중국의 국가전략이
만약 화웨이 기업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기업과 가령 상해교통
대와 같은 중국대학은 어떻게 긴밀하게 연락관계를 가지면서 상호 협력
을 진행을 할 수 있었는가? 어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기업의 CEO와 대학의 총장이 바로 협력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바로 그
들이 당원(党员)이기 때문에, 공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된 ‘당’(党)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상호 친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공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기업과 학교는 각기 당의 조직제도에서 기층조직에 속
하는 것으로, 화웨이와 상해교통대 두 기관은 중국의 국가전략과 당의 노
선, 방침과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서로 ‘당’을 연결고리로 협력을 진
행한다. 기업 밖에 있는 당이 기업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또
한 알려주는 대목이다. 즉, 당과 기업의 관계를 볼 때에도 역시 핵심은
‘서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상해교통대 등 대학과 화웨이 기업과의 최근 밀접한
교류협력의 상황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런 전
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중국 국가적 당중앙의 차원에서 자국 내 중국
의 기업과 밀접하고 심화된 협력적 상호작용이 더욱 중시될 가능성이 크
다. 미국이 국가적 힘을 총동원하여 화웨이와 같은 하나의 기업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재하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로는 화웨이가 5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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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칭화대 옌슈통 교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 미국이 보기에 중국기
업이 5G를 보유했다는 것이 향후 몇 년 후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할
것이며 그것은 국제적으로 미국의 주도적인 지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
단한 것으로 보이며, 둘째는 트럼프 외교책략과 관계된다. 그것은, 미국
의 정력을 집중하여 섬멸전을 펼치는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이 다자주의
가 아닌 일대일 외교를 펼치는 것은 다자주의를 할 때 미국의 힘이 분산
되지만, 일대일로 할 경우에는 미국은 절대적 우세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모든 기업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 개의 기업
만 때리는 것이다. 그 예 가운데 하나가 ZTE이다. 그리고 나면 끝나는
가? 그 다음은 다시 미국의 모든 힘을 합하여 화웨이를 무너뜨린다. 이것
이 지금 트럼프 외교책략의 큰 특징인데, 이 경우 화웨이를 중국이 지켜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중국이 무너진다는 것을 뜻한다. 거꾸로 화웨이
가 생존한다면 중국과 미국의 종합국력의 차이는 그만큼 더 줄어들 것이
다.”89)고 말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중국에서 기업의 생존과 발전이 이제 단순히
중국 국내문제에만 결코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국가의 생존과 직결
되는 문제이며,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뜻한다.
중국 기업의 문제로 보이는 화웨이 한 기업의 문제가 결코 그 한 기업의
생존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89) 清华教授阎学通: 为什么美国要举国家之力遏制华为？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
v=mfAFIvrv5tg(검색일, 20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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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또한 중국기업의 문제를 단순히 중국의 국내적 차원의 시각으
로만 접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다. 중국의 경우, 당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자국 내 중국의 기업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
를 맞이하고 있다. 그럼, 아래는 중국에서의 당과 기업의 관계를 역사적
변천과 추세를 통하여 접근한다.

2. 당과 기업의 관계
1) 중국 당대회에서의 당과 기업 관계 개요
신중국 건국 전부터 18차 당대회까지 당과 기업의 관계 내용의 역사
변천 과정에서 당과 기업 관계를 추출할 할 수 있다.

표 4-5

당대회에서 나타난 당과 기업 관계의 변화

1934.3

∙ 「국가 공장의 관리를 논하다(论国家工厂的管理)」 문건에서 류샤오치(刘少奇)가 발표하길, “공장의 장과,
당지부 서기, 공회의 주임 이렇게 세 명으로 ‘삼인단’을 구성하고, 동시에 공장장(厂长), 즉 공장의 장이 책임
을 지는, 완전한 개인책임제를 실행한다.”

1934.4

∙ 중화 소비에트공화국 인민위원회(中华苏维埃共和国人民委员会)와 중공중앙조직국(中共中央组织局)
의 「소비에트국유공장관리조례(苏维埃国有工厂管理条例)」, 「소비에트국가공장지부업무조례(苏维埃
国家工厂支部工作条例)」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즉, “‘삼인단’의 영도체제를 확립함. 예를 들면, 공장에 정치위원을 설치하며, 그는 반드시 ‘삼인단’ 회의에
참석하고, 또한 최후의 결정권을 갖는다.”

1943.3

∙ ‘샨간닝변구 정부 공영공장 회의’(陕甘宁边区政府召开公营工厂会议)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함. 즉, ‘삼인
단’을 ‘창장(공장의 장)영도하’에 ‘창우회의’로 바꾸고, 즉 삼인단의 삼인에서 공장의 장인 공장장 일인중심
으로 바꾸고, 공장장 중심의 일원화된 영도체제를 실행함
∙ 이 회의에서, 장원티엔(张闻天)은, 「공영공장에 관한 몇 가지 문제(关于公营工厂的几个问题)」의 보고에
서, 강조하길, “공장 내부에서, 공장장은 정부를 대표하고, 공장내부의 일체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1944.5

∙ ‘샨간닝변구 공장의 공장장 및 직공대표회의(陕甘宁边区工厂厂长及职工代表会议)’에서 강조하길, “창
장 즉, 공장의 장 중심의 책임제는 공장장의 독재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공장의 장은 반드시 당지부와
공회와 함께 의존하며 협력할 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1948.1.18

∙ 마오쩌둥이 중공중앙에 관련하여 지시한 내용(초안)에서, “공영기업 가운데, ‘행정방면’과 ‘공회’의 조직을
연합하여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관리업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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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1949년 신중국 건립 후 1978년까지 당과 기업의 관계내용의 역사변천

1951.5

∙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장장의 책임제(厂长负责制) 제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서, 동북국 「당의
국영기업의 영도에 관한 결정(关于党对国营企业领导的决定)」에서 발표하길, “공장과 광산에서 생산한
행정업무는 공장장책임제를 실행하며, 공장장은 국가의 경제기관위원회에서 파견한다.”
∙ 이것은, “공장장책임제와 관리에서 민주화를 결합한 방침을 견지한 것으로, 공장장책임제가 관리 민주화와
대립한다는 것을 극복한다.”

1951.6

∙ 화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당위원회 영도하에서의 공장장의 책임제’(党委领导下的厂长负责制)제도임
∙ 화북국 도시업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당 위원회를 핵심으로 하여 통일된 영도를 실행한다.” “일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후의 결정은 당 위원회에서 한다. 공장장은 동일 계급의 당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954.4

∙ 그런데 화북지역에서는 실제로 당 위원회를 핵심으로 하여 통일된 영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함. “당 위원회 영도 하에서의 공장장책임제에서는, 책임의 불명확성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또 경제건설의 필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온다.” 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의 불명확성과 경제문제에서의 전문성 결여의 문제가 그것임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북국에서는, 「국영 공장 광산기업이 공장장책임제를 실행하는 것에 관한
결정(关于国营工矿企业中实行厂长负责制的决定)」을 발표함

1955.11

∙ 「공장 광산(기업)의 영도 문제에 관한 보고(关于工矿领导问题座谈会的报告)」가 발표되고, 이 중앙 제3
판공실에서의 보고에 중공중앙이 회답을 줄 때 다음과 같이 지적하길, “기업에서의 당조직은, 반드시 기업관
리 방면의 ‘일장제’(일인 수장제)를 자기의 기본적 정치임무를 확립해야 한다. 왜냐면, 기업에서 엄격한 ‘일
장제’를 건립할 때라야만, 각 부문에서 전문적으로 책임제를 확립할 수 있고, 이럴 때에만 유효한 경제질서와
업무질서를 또 확립할 수 있다.”

1956

∙ 이후에, 전국적으로 공장장책임제가 보급되기 시작함. 하지만, 국제 형세의 주된 영향으로 인하여, 중국공산
당은 특별히 ‘집단영도’(集体领导)를 강조함

1956.9

∙ 제8차 당대회에서, “기업은, 당을 핵심으로 하는 ‘집단영도’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서로 결합한 영도제도
를 건립해야 한다”고 발표함

1957.3

∙ 중공중앙은 「파업과 수업거부에 관한 지시(关于处理罢工罢课问题的指示)」에서 강조하길, “반드시 당 위
원회 영도 하에서의 공장장 ‘분공’(업무분담)책임제를 실행하는 동시에, 당 위원회 영도 하에서의 군중감독
을 실행하고 강화한다.”
∙ 또한, 이를 위하여 직공대표대회제도를 건립함. 이로부터, ‘공장장책임제’는 폐지되고, ‘당 위원회 영도 하에
서의 공장장책임제’와 ‘당 위원회 영도 하에서의 직공대표대회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그런데,
‘반우파 운동’ 이후, 한층 더 당의 일원화된 영도를 강조함. 그 결과, 당이 정부를 대신하고, 당이 행정을
대신하는 현상은 날로 심해짐

文革时期
(1966.5~
1976.10)

∙ 문혁시기에 중국은 정치와 경제에서 ‘좌’의 사상이론이 최고도로 발전함. 즉, “당이 일체의 모든 것을 영도한
다”는 것을 강조하며, 당과 정부가 하나가 된 ‘혁명위원회’의 일원화 영도를 실행함
∙ ‘혁명위원회’는 기업의 일체의 모든 것을 영도하는 권력기구가 됨. 이러한 영도체제는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
지 않고, 당과 정부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극단으로 발전한 형태임
11기 3중 전회 이후 당과 기업의 관계 내용의 역사 변천

제1단계:
1978.4

∙ 이때부터, 덩샤오핑은 사상노선을 정돈하고, 개혁개방의 신시대를 개척함. 경제체제의 개혁이 부단히 발전
하고 심화되면서, 기업의 영도체제 개혁에도 심화된 변화를 가져옴
∙ 우선, ‘당 위원회 영도 하에서의 공장장책임제’를 회복하고, 개선함. 중공중앙이 작성한 「공업발전의 속도를
더 내기 위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关于加快工业发展若干问题的决定)」에서 강조한 내용은, 기업은
직무책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각각의 항목별 규정을 수립하고, ‘당위원회 영도 하에서의 공장장분공책임제’
를 회복하여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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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2

∙ 덩샤오핑은 「당의 노선을 견지하고, 업무방법을 개진한다(坚持党的路线, 改进工作方法)」담화에서 말하
길, “당 위원회는 오직 정치적으로 큰 문제와 원칙만을 관리하고, 공장에서의 생산과 행정방면에서의 관리업
무 등은 반드시 ‘공장장’의 책임으로부터 통일적으로 지휘하며, 당 위원회가 업무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모든 일을 담당할 수는 없다.”

제2단계:
1984.10

∙ 중공 제12기 3중전회에서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关于经济体制改革的决定)」에서 지적하길, “현대
기업의 분공(업무분담)은 세밀하고, 생산은 고도의 연속성을 갖고 있다…오직 ‘공장장(경리)책임제’의 실행
만이 이러한 요구에 적응할 수 있다.”

1988.4

∙ 이때 통과한 「기업법(企业法)」에는, ‘공장장(경리)책임제’의 실행에 대하여, 공장장의 ‘법인 지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 이것은 법률의 형식으로 기업 영도체제개혁의 성과를 뒷받침한 것임

∙ 그런데 문제는 소수 공장장(경리)의 경우 가장식의 관리를 실행하면서, 또 어떤 단위에서는 당 조직의 지위와
작용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발생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장장(경리)책임제’의 ‘감독제약 기제’를
제3단계:
개선한다는 것임
1989.8.21 ∙ 즉, 장쩌민(江泽民)은, 전국조직부장회의에서의 담화에서 지적하길, “현재 우리 당중앙은 기업의 당조직이
정치핵심작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장책임제’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 중공중앙 정치국회의에서 토론하고 통과시킨 「당의 건설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党的建设的
通知)」에서 강조하길, “공장장(경리)책임제의 실행은 기층 당조직의 작용을 약화시킬 수 없다. 즉, 당의 영도
1989.8.28
를 약화시킬 수 없다. 기업 당조직은 업무방법과 활동방식을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충분히 당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1990년
12월

∙ 중공 13기 7중전회에서 통과한 「중공중앙의 국민경제 제정과 사회발전 10년의 규획과 ‘8.5’계획에 관한
건의(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十年规划和“八五”计划的建议)」는 기업 영도체제를 개선
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제시함
∙ 즉, “기업 당조직의 정치핵심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공장장책임제를 견지·완비하고, 전심을 다해 노동자
계급에 의존한다.”

1993.11

∙ 중공 14기 3중 전회에서 작성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关于建立社会主义市场
经济体制若干问题的决定)」에는, “국유기업의 경영기제를 전환하여, 현대기업제도를 건립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업 영도체제와 조직관리제도 개혁요구 제시함

1997.9

∙ 제15차 당대회에서는 시장경제의 규율과 중국의 국정에 부합하는 기업영도체제와 조직관리제도를 탐색하
라고 요구하고, 정책의 결정, 집행과 감독체계를 건립, 유효한 인센티브 기제와 제약기제를 건립해서, “기업
영도반 그룹을 잘 건설하고, 기업 당조직의 정치핵심작용을 잘 발휘하고, 전심을 다하여 노동자 계급에 의존
하는 방침”을 요구함

1999.9

∙ 중공 15기 4중전회에서 통과한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에서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关于国有企业改
革和发展若干重大问题的决定)」에서는 15대의 요구를 다시 확인하고, 진일보하게 “당의 정치적 우세를
시장기제와 잘 결합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함. 또한 강조하길, “현대기업제도를 건립하는 것은,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이다.”
∙ 당조직이 어떻게 현대기업제도 가운데 작용을 발휘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중공은 이렇게 지적하길,
“국유독자기업과 국유지주회사의 당 위원회 책임자는 법정 프로세스를 통하여 이사회, 감사회에 진입할
수 있고, 이사회, 감사회, 경리층 및 공회에서의 당원 책임자는 당장 및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당 위원회에
진입한다. 당위원회 서기와 이사장은 1인이 맡을 수 있으며, 이사장과 총경리는 원칙상 분리하여 설치한다.
이사회는, 중대 문제의 통일된 정책결정과 감사회의 유효한 감독에 대한 작용을 충분히 발휘한다.”

2000.10

∙ 중공 15기 5중전회에서 통과한 「국민경제 제정과 사회발전 제15년 계획에 관한 건의(关于制定国民经济和
社会发展第十个五年计划的建议)」는 더욱 강조하길, “국유 대중형 기업은 더욱 심화된 개혁을 통해서,
재산권을 명확하게,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현대기업제도
를 건설하여, 기업 법인 거버넌스 구조를 갖춰서, 시장경쟁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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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

∙ 제9회 전국인민대표회의 4차회의에서 통과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년 계획 요강(国民经济和社会
发展第十个五年计划纲要)」및 주룽지 (총리)의 보고는, 중공 15기 5중전회의 정신을 거듭 천명함
∙ 요컨대, 중공중앙 14기 3중전회 이래로, 국유기업영도체제개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하에서의 새로운
탐색을 시작함

2003

∙ 제 16차 당대회 3중전회에서 첫 번째로 제출한 것, ‘주주제’를 중국공유제의 주요한 표현 형식(使股份制成
为我国公有制的主要表现形式)이 되게 함
∙ 그 내용을 보면, “주주(주식)제를 중국 공유제의 주요 형식이 되게 한다. 90년대 중후기부터 시작하여, 대량
의 국유기업을 주주제로 개조하는 것을 실행하여, 국유지주회사가 되고, 주식회사의 거버넌스 형식을 건립
한다. 즉, 주주총회는 기업의 최고권력기구이며, 이사회는 기업경영정책결정의 중심이고, 총경리는 일상
운영을 책임지며, 감사회는 감독직책을 이행한다. 동시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를
대표하여 출자자 직책을 이행한다. 이사장, 총경리, 부총경리는 상급조직인사부에서 임명한다.”

2010

∙ 「진일보하게 국유기업이 삼중일대 정책결정제도를 관철하여 실현시키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推进
国有企业贯彻落实“三重一大”决策制度的意见)」(약칭 ‘삼중일대’의견(三重一大意见)) 제시됨
∙ 이 규정 가운데에는, “‘삼중일대’의 사항을 연구할 때는, 응당 우선적으로… 당 위원회 당조의 의견을 듣는
다.” 즉, 당조직이 건의권을 가짐. 이전의 「조례」에서 부여한 것은 부분적인 정책결정권임

2013.10

∙ 「중앙기업의 당위원회가 현대기업의 제도 하에서 충분히 정치핵심작용을 발휘하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中
央企业党委在现代企业制度下充分发挥政治核心作用意见)」, 이 문건은 18차 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발
생한 국유기업의 당 건설에 관한 문건임. 확실히 이 문건에서는 정치핵심의 위치를 정립함

2015.6

∙ 이전까지는 국유기업의 거버넌스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없었는데, 첫 번째 변화는 「당조의 업무조례(시행)
党组工作条例(试行)」 문건임
∙ 이 「조례」의 제2조 규정에는, “당조(당그룹)는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 인민단체, 경제조직, 문화조직,
사회조직과 기타 조직 영도기관 중에서 설립한 영도기관으로, 본 단위에서 영도핵심작용을 발휘한다.”
∙ 이「조례」 제15조는 처음으로, 국유기업 당조직의 권한에 대하여 규정을 정함. “국가의 거시적 통제와 조정,
국가발전전략, 국가안전 등 중대한 경영관리사항과 관련해서는 당조가 연구 토론한 후에, 이사회 혹은 경리
층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2015.8

∙ 국유기업개혁 강령 성질의 문건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深化国有企业改革
的指导意见)」(간략히 ‘지도의견’)에서, 국유기업의 당과 관련한 표현은 “기업 당조직의 정치핵심작용을
발휘”함

2015.9

∙ 「若干意见」에서 다시 언급되길, 즉, “충분히 당조의 영도핵심작용, 당위원회의 정치핵심작용, 기층 당조직
의 전투보루 작용과 당원의 선봉 모범작용을 발휘한다.” 말하자면, 당조 영도 핵심 지위를 거듭 천명함

2016.10

∙ 전국 국유기업 당건설 업무회의 「‘전국 국유기업 당의 건설업무 회의정신을 관철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중점
적 임무’를 인쇄 발행한 것에 관한 통지(关于印发<贯彻落实全国国有企业党的建设工作会议精神重点任
务>的通知)」에서 명확히 요구한 것은 “‘삼중일대’의 정책결정의 내용, 규칙과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당조직
의 연구 토론은 이사회, 경리층의 정책결정 중대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에서 ‘전치’할 것을 요구하며
실천한다.”

2017.10

∙ 제19차 당대회 수정 당장 「국유기업 당위원회는 영도 작용을 발휘하며, 방향을 잡고, 대국을 관리하며, 실현
을 보증한다,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의 중대 사항을 토론하고 결정한다(国有企业党委发挥领导作用, 把方
向, 管大局, 保落实, 依照规定讨论和决定企业重大事项)」, 즉 “국유기업 당위원회(당조)는 방향을 잡고,
대국을 관리하며, 실천을 보장하는 영도 작용을 발휘하여,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중대 사항에 대해 토론하
고 결정한다. 국유기업과 집체기업 가운데 당의 기층조직은 기업의 생산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전개한다.”

주: 武力(1996: 110-117); 周一平·朱联平(2001: 29-33); 强舸(2019: 73-74) 등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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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4-5>의 내용을 시기별로 나누어서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면, 우
리는 중국에서 당과 기업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형태로서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는 크게 ⅰ) 신중국 건립 이전의 당과 기업
의 관계, ⅱ) 신중국 건립 및 마오쩌둥 시대의 당과 기업의 관계, ⅲ) 덩샤
오핑 시대의 당과 기업의 관계, ⅳ) 장쩌민 시기의 당과 기업의 관계, ⅴ)
후진타오 시기의 당과 기업의 관계, ⅵ) 시진핑 시대의 당과 기업의 관계
로 재구성하여 검토한다.

2) 역대 정권별 당과 기업의 관계 분석
(1) 신중국 건립 이전의 당과 기업의 관계
말하자면, 공장의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의 최고수장으로서 공장의 어
른인 즉, 공장장 중심의 일인책임제를 통하여 기업의 결정권을 최종 행사
할 것인가? 아니면, 공장장과 당지부 서기, 공회의 주임 이렇게 세 명으
로 ‘삼인단’을 구성하고, 그들 가운데 특히 정치위원을 설치하여 공장(기
업)의 실무적 또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적 결정을 더 우선시할 것인가?
즉, 공장장과 ‘삼인단’을 둘러싼 정치위원, 말하자면 당과 기업의 수장 이
둘 사이에 권력의 투쟁과 견제의 양상을 수반할 수 있는 긴장 관계로 이
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공장장’ 1인중심제로 운영하다가도
‘삼인단’ 중심의 정치위원으로 결정권이 옮겨가다 다시, 공장(기업)의 업
무가 생리상 정치적 결정을 중심으로 하기에는 업무의 전문성과 실제 경
제적 이윤의 창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공장장’ 중심의 일인중
심의 제도로 바뀌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 물론 이 경우에, 그를 감독하고
견제할 방법으로 ‘공장장’ 중심의 일원화가 곧 독재는 아니라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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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 그는 ‘당지부’와 ‘공회’(노동조합)와 함께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2) 신중국 건립 및 마오쩌둥 시대의 당과 기업의 관계
신중국이 건립되면 앞서 말한 그 둘의 관계, 즉 당과 기업(창장: 공장
의 대표)의 관계가 누구를 중심으로 즉, ‘당위원회’냐 아니면 ‘공장장’이
냐?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가 확실하게 정립되는가? 아직
까지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보기 위하여 우선,
중국 정부는 지역별로 동북지역과 화북지역으로 나눠서 시범적으로 실시
한다. 동북지역은 ‘공장장’ 중심으로 책임제를 실시하는 한 편, 화북지역
은 ‘당위원회 영도 아래 공장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공장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소재의 불명확성과 이윤창출이
라는 공장(기업) 본연의 경제건설의 필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경제문제는 전문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후에는 중국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공장장’을 중심으로 한 책임제
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데, 대외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다. 당시
는 냉전의 영향 속에서 국제정세가 안정적이 못하고 혼란과 변화 속에서
가령, 중국이 곧 영국과 미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정치 이념적 목표와
체제 우위의 경쟁구도가 인위적으로 가미되어 중국에서는 곧바로 당과
기업의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 결과, 종전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
던 ‘공장장’ 중심의 책임제가 점차 폐지되고, 정치력을 중시하는 ‘당위원
회’를 중심으로 하는 영도가 중요하게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좌’의 사상으로 경도되어 ‘반우파운동’, ‘인민공사’, ‘대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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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는 한층 더 ‘당의 일원화 영도’를 강화하게 된다. 결국은 ‘문화
대혁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중국 경제에도 상당히 회복하
기 힘든 치명상을 입히는 대참사를 초래한다. 이것 또한, 아직까지 중국
에서 당과 기업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립하지 못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발전의 규율조차도 정치적 논리로 끝까지 밀어 붙인 끝에 되돌리지
못한 ‘후과’라고 진단할 수 있다.

(3) 덩샤오핑 시대의 당과 기업의 관계
문혁 때에 초래된 대참사의 문제를 간파하고 있던 덩샤오핑은 복권 후
에 바로 사상의 노선을 정돈하고, 개혁개방의 신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준
비를 진행한다. 이것은 중국에서 당과 기업의 관계에도 개혁을 통하여 근
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우선, 문혁 이전의 ‘당 위원
회 영도 하에서의 공장장책임제’를 회복하면서 빠른 시간으로 국가의 운
영을 문혁 이전의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하지만, 비록 ‘당 위원회 영도 하에서의 공장장책임제’였지만, 덩샤오
핑은 당 위원회가 실제 업무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둠으로써,
기업의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당 위원회의 무분별한 권력행사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다. 그러한 기초 위에서 후에는 점차 ‘공장장
책임제’를 시범지역을 두어 실행해보면서, 결국에는 ‘공장장책임제’를 법
인의 지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말하자면, 문혁 직후에는 무엇보다도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의
경제 정상화를 위하여 문혁 이전의 당과 기업의 관계로 정상적인 궤도로
돌려놓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기초 위에서 점차 시범지역을 두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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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책임제’를 시행하여, 결국은 ‘공장장’의 법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4) 장쩌민 시기의 당과 기업의 관계
그런데 ‘공장장’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고하게 되니 또 다른 문제가 발
생한다. 그것은 ‘가(부)장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
면서 다시 그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당 위
원회에서 즉 ‘당조직’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정치핵심작용’을 해야 한다
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공장장책임제’와 모순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가 당조직의
‘정치핵심작용’을 발휘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당과 기업의 관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일이
발생한다. 그것은 중국에서 ‘현대적 기업제도’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국영기업의 경영기제를 어떻게 하면 서구식의
‘현대기업제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 시
장경제의 규율을 중국의 국정(国情: 국가의 실제 상황)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의 영도체제와 조직관리제도를 갖출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탐색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전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중국사회에서 당과 기
업의 관계에 대한 중국정부의 문제의식을 포착할 수 있다. 그것은 종전에
는 ‘공장장’인가? 아니면 ‘당 위원회’인가? 그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과연 누구에게 최종 결정권을 부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면, 이때부터는 중국에서의 당과 기업의 관계를 ‘사회주의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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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큰 틀 안에서 중국기업이 현대기업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당 위원회의 ‘정치핵심작용’을 당조직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새롭게 전환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당위원회’라는 말 대신, ‘당조직’이
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새롭
게 탄생하는 기업에게 갑자기 또 무슨 명분으로 ‘당위원회’를 곧바로 투
입할 수 있겠는가? 즉, 새로운 수요의 창출에 의해 출현하는 기업의 탄생
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조직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당조직’
을 접근함으로써, 당의 조직 또한 그 과정에서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 접
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5) 후진타오 시기의 당과 기업의 관계
이 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중국 ‘공유제’ 중심에서 이제 현대적
기업의 형태인 ‘주주제’를 반영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1990년
대 중후반기부터 시작한 작업으로, 중국 국유기업을 주주제로 개조하는
작업을 실행한 것이다.
그래서 국유기업은 국유지주회사가 되고, 주식회사 거버넌스 형식을
갖추게 된다. 즉, 기업의 최고권력기구로서 더 이상 과거처럼 당위원회
혹은 당조직이 중심이냐? 아니면 공장장이 중심이냐? 이것이 아니라, ‘주
주총회’, 기업경영정책 결정의 중심으로서 ‘이사회’, 기업의 일상적 모든
운영을 책임지는 권한으로서 ‘총경리’, 감독직책을 이행하는 ‘감사회’ 등
의 기구들이 나타난다. 단, 이사장, 총경리, 부총경리 등 기업의 최고 결
정권자는 상급의 당 조직인사부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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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중국적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부합하는 현대적 기업
의 모형과 그 내부 거버넌스의 작동 과정에서 당과 기업의 관계를 제도적
으로 정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중
국의 국유기업의 관리 모형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6) 시진핑 시대의 당과 기업의 관계
현대적 기업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국유기업의 관리모
델에 어떠한 ‘특색’이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까? 2013년, 시진핑 주석이
당과 기업의 관계에서 주목한 점은 현대기업의 제도 하에서, 당 위원회의
‘정치핵심작용’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즉, 후진타오 때에 확립한 현대기
업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과거부터 줄곧 중시했던 당과
기업의 관계에서의 당 위원회의 ‘정치핵심작용’을 살려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사실상 표면적으로만 보면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주
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숨은 뜻은 과거에 형성된 당과 기업의 관계를 다시 견
고하게 하면서, 그 기초 위에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토대로 삼겠다는 것
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015년부터 기업과의 관계에서 당 위원회의
‘정치핵심작용’이라는 말과 함께 새롭게, ‘영도작용’이라는 용어가 등장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 동안 ‘정치핵심작용’과 함께 사용되어
오다가, 19차 당대회에 이르면서 점차 그 중요성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도작용’이란 것이 중국의 기업 및 기업의 거버넌스에서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2015년에 ‘영도작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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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등장했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보다 더 또렷한 접근을 위
하여 당과 기업의 관계를 당과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당과 기업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3. 당과 국유기업의 실제 관계 및 작동
당과 기업의 관계 중에서 특히, 당과 국유기업은 실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작동하는가? 당장(党章)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당과 기업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작동하는가를 하나씩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당장의 내용 가운데 기업과 관련한 문제는 일단 당의 조직 가운데,
‘기층조직’에 속한다는 점, 그리고 ‘당의 조직제도’와 ‘당조직’(党组)과 관
련 내용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16차 당대회(후진타오 시기)에서 수정 통과된 당장의 내용을 보면,
2장 당의 조직제도 제10조에서 당은 통일된 정체(整体)라고 규정하고 있
다. 제15조에서 전국적인 성질의 중대한 정책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직
당중앙만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문, 각 지방의 당조(당조
직)은 중앙에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7조에는 당의 중앙,
지방과 기층조직은 모두 반드시 ‘당의 건설’을 중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다.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 29조와 제 32조에서 각각 ‘기업’이란 단어
와 경제조직이란 용어가 등장한다. 이것은 중국에서 당과 기업의 관계에
서, 기업은 경제조직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시에 당의 조직제도에서
기층조직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어서 국유기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제32조). 즉, 국유
기업과 집체기업의 당의 기층조직은 ‘정치핵심작용’을 발휘하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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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경영을 둘러싼 업무를 한다.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이 본 기업에
서 관철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보증 및 감독한다. 즉, ⅰ) 주주회, 이사회,
감사회와 경리(공장장)가 법에 의거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한다.
ⅱ) 전심전력을 다해 직원들에 의거하여, 직원(노동자)대표대회의를 개최
하는 것을 지지한다. ⅲ) 기업의 중대한 문제의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ⅳ)
당조직의 건설, 사상정치업무, 정신문명건설과 공회(노동조합), 공산주의
청년당 등 군중조직을 강화한다.
또한, 제9장 당조(党组)에 보면, 경제조직은 당조(당조직)를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조는 ‘영도의 핵심작용’을 발휘한다. 그 내용
은 무엇인가? 바로, ⅰ) 당조의 임무로 주요한 것은 당의 노선·방침·정책
을 관철하고 집행하는 것에 책임을 가지고, ⅱ) 본 단위의 중대한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한다. ⅲ) 간부의 관리업무를 잘하며, 비당원 간부와 군중
을 단결시켜서, 당과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완성하며, ⅳ) 기관과 직속단
위 당조직의 업무를 지도한다고 규정한다.
이것을 15차 당대회(장쩌민 시기)에서 수정 통과된 내용 가운데 당과
기업의 관계로 비교해보면, 특히 총강에서는 반드시 “생산자료 공유제를
주체로 삼으면서 다양한 경제성분이 병존할 수 있는 소유제 구조를 견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먼저 어느 한 곳이나 지역을 부
유하게 만들고 나서 점진적으로 빈곤을 소멸하며 최종적으로 공동으로
부유해질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한다.
또한, 전 인민의 소유제 기업의 당의 기층조직은 ‘정치핵심작용’을 발
휘하여, 기업의 생산 경영업무를 전개하고,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이 본
기업에 관철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보증 감독한다. 공장장(경리)이 법에
의거하여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공장장(경리)책임제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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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비될 수 있도록 지지한다. 또한, 기업의 중대한 문제의 정책결정에 참
여한다.
16차 당대회에 삽입된 내용과 비교해보면, 15차 당대회 때까지만 해
도, 기업 내부의 사무에서 결정권은 공장장(경리) 즉, 경영권을 중심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며, 상대적으로 당은 기업의 중대한 정책결정에 참여는
하지만, 거시적 방향에서 국가의 방침과 정책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정치
적인 핵심작용’을 발휘하는 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16차 당대회에 비교하여 볼 때, 아직 기업의 거버넌스 구조에
있어서 주주회나 이사회, 감사회 등의 용어가 당장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
로 보아, 현대기업제도가 아직 이 시기에는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
고, 또 하나 당의 기업과의 관계에서의 역할에 있어서 ‘영도적 차원의 핵
심작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정책결정이 시장경
제의 원리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당이 경제건설을 이끌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당과 기업의 관계에 대한 당의 입장은, 신중국이 건설되고 처
음 개최한 제8차 당대회(마오쩌둥 시대)에 통과된 당장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명확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총강에서 자본가 소유제의 잔
여부분을 전 인민의 소유제로 바꿔야 하며, 개체 노동자 소유제의 잔여부
분을 노동자 군중의 집체소유제로 바꿔서 철저하게 착취제도를 소멸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당은 반드시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과 사상적 측
면에서 자본주의의 요소와 영향을 극복해야 하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일
체의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동원하고 단결하여서 위대한 사회주의
사업의 완전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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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이 시기(제8차 당대회)에는 중국에서도 신냉전의 환경 속에
서 사회주의와의 대결구도 속에서 자본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자체를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후에 중국 특색
의 사회주의가 곧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의미한다고 하면, 이 시기에는 사
회주의 계획경제의 시기이며, 따라서 이때는 단지 기업과의 관계뿐만 아
니라, 일체 모든 것이 사실상 당이 중심이 되어 정책결정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와 같이 당장의 내용(8대, 15대, 16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
는, 당과 기업의 관계의 변천의 내용을 다시 16대로 돌아와서 살펴본다.
즉, 당의 기업 혹은 기업 안의 당조직에 대한 역할에서 ‘정치핵심작용’ 이
외에 ‘영도핵심작용’으로 부르는 당의 영도작용의 함축적 의미를, 시진핑
시대 당장의 내용과 연결하여 검토한다.
2013년 10월, 18대 이후 처음으로 국유기업과 관련한 문건이 등장한
다. 그것은 「중앙기업당위원회가 현대기업제도하에서 충분히 정치작용을
발휘하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中央企业党委在现代企业制度下充分发挥政
治作用意见)」이다. 이 문건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당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정치적 작용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장쩌민 그리고 후진타오
때의 당과 기업의 관계와 큰 차이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점이었다. 전임 최고지도자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점차 새로운 모색
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 2015년 6월에는 「당조직업무조례(党组工作条
例(试行))」가 발표된다. 여기 2조에 보면, 당조직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그 정의와 역할에 대하여 규정한다. 즉, 당조직은 경제조직 등에 설립한
영도기구라 명명하고 있으며, 이에 당연히 ‘영도핵심작용’을 발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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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2013년에 이어서 2015년에 출시된 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당의 규정에 대하여, ‘정치적 작용’에서 ‘영도의 작용’을 발휘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전환하고 있음을 규정한다. 또한, 이 조례의 15조에 보면, “涉
及国家宏观调控, 国家发展战略, 国家安全等重大经营管理事项应当经党组
研究讨论后由董事会或经理层作出决定”라고 규정한다. 즉, 국가가 거시적

으로 조정 및 통제하거나, 국가의 발전전략과 관계 되거나 국가의 안보
등 기업의 경영상에 있어서도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당조직에서 연
구와 토론을 거친 후에 이사회 혹은 경영권(관리층)에서 결정한다는 규정
이다. 즉, 기업 내부의 정책결정의 거버넌스로 이사회나 경영권에서 다루
기 이전에 먼저, 당조직에서 중대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왜 하필 2015년에 이 규정이 나왔을까? 그것은 아마도 2015년
에 처음으로 출시된 중국의 국가전략 ‘일대일로행동계획’의 출시와 관련
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즉, 덩샤오핑부터 장쩌민, 후진타오를 거치는 시
기는 개혁개방으로 서구의 자본과 기술 및 경영 모형을 배우고 중국으로
‘유치하는(引进来)’ 데에 중심을 잡았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
의 원리에 따라서 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는,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
하여 이제 시장을 더욱 해외로 개척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이제는 외부로
부터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해외진출(走出去)’ 전략을
과감하게 선보인다. 이것이 바로 ‘중국몽’(中国梦)으로 대변되는 ‘일대일
로’이다. 새로운 시장을 거시적 차원의 국가전략에서 계획을 세우기 위하
여, 기업의 당조직에서의 ‘정치적 작용’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가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그 뒤를 따라 기업들이 핵
심적 Key-player로서 실제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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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에서 자국의 상황에 따라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
기 위하여 눈은 유럽을 향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투기디데스의 함정’
을 얘기한다. 그리고 미중무역전쟁이 발생하고 ZTE, 화웨이, 틱톡, 그리
고 다음은 다쟝(大疆) 등 중국의 기업이 미국의 주요한 공격 타겟(target)
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19차 당대회 당장에서 수정한 내용 가운데 기
업과 당의 관계에 대하여 중요한 대목은 바로 “国有企业党委(党组)发挥
领导作用, 把方向, 管大局, 保落实, 依照规定讨论和决定企业重大事项”

즉, 국유기업의 당위원회(당조직)은 영도작용을 발휘하는데, 방향을 잡
고, 대국을 관리하며, 실현하는 것을 보증한다.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의
중대 사항을 토론하고 결정한다. 이런 사실로부터 점점 명확해지는 점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중대 사항’이란 것은 단지 한 기업의 중대
사항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 전략과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된 사항들이라
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거시적 문제에 대해서 당이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 더욱더 거세지고,
2019년에는 기업에서 당의 영도작용과 관련하여서 ‘조직설치’, ‘주요직
책’, ‘정책결정과정’ 등 점점 더 매우 세밀하게 제시하고 명문화 하는 과
정을 밟고 있다. 이것이 2019년 12월 30일에 중공중앙이 발표한 「중국
공산당 국유기업 기층조직 업무조례(中国共产党国有企业基层组织工作条
例(试行))」이다. 그 내용은 <표 4-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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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제1장
총칙

중국공산당 국유기업 기층조직 업무조례 내용
∙ 제1조 당의 국유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기업 당의 건설수준을 제고하고,
국유기업의 발전을 추동한다. 「중국공산당 장정」과 유관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 제2조 국유기업은 심화된 개혁을 추진하고, 중국특색의 현대기업제도를 완벽하게 하며, 국유기업의 경제경쟁
력, 혁신력, 통제력, 영향력, 리스크 억제능력을 증강하여, 강하게, 우수하게, 크게 국유자본에 굳건한 정치와
조직의 보증을 제공한다.
∙ 제3조 국유기업 당조직 업무는 응당 아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ⅰ) 당의 영도와 회사의 거버넌스 상의 통일을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의 영도를 회사의 거버넌스의 각 부문에 융합한다. ⅱ) 당의 건설업무와 생산경영을 심도
있게 융합하는 것을 견지하여, 기업개혁 발전의 성과로 당조직의 업무효과를 검사한다. ⅲ) 당이 간부를 관리하
고, 당이 인재를 관리하는 것을 견지하며, 높은 소양의 전문적 기업의 지도자 대오와 인재풀을 배양한다. ⅳ)
기층을 잡아서 기초를 잡는 것을 견지하고, 당지부 건설을 두드러지게 하며, 기층의 당조직의 생기와 활력을
증강한다.

∙ 제4조 국유기업 당원 인수가 100인 이상이면, 당의 기층위원회를 설립(당위원회) 당원 인수 50인 이상이고,
100인 이하인 경우면, 당의 종지부위원회를 설립(당종지). 정식 당원 3인 이상인 경우, 당지부를 성립한다.
정식 당원이 7인 이상의 당지부는 지부위원회를 설립한다. 당중앙의 비준을 거쳐서, 중관기업(中管企业)은
일반 당조를 설립하고, 중관금용기업(中管金融企业)을 당조 성질의 당위원회를 설립한다.
∙ 제6조 국유기업 당위원회는 일반 5~9인으로 구성하고, 11인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중 서기 1인, 부서기는 1~2인.
상무위원회를 설립할 때, 당위상무원회 위원은 일반 5~7인, 9인을 초과할 수 없고, 당위위원은 일반 15~21인으
제2장
조직설치 로 구성한다. 당위 위원은 일반 3년 이상의 당령이 있어야 하고, 그중 중앙기업 및 그 직속기업(단위), 성에 속한
국유기업의 당위위원은 응당 5년 이상의 당령이 있어야 한다.
∙ 국유기업 당지부, 즉 당위원회 밑의 구성 조직이 당지부위원회인데, 이를 당종지(党总支)라고도 함. 이는 일반
5~7인으로 구성되고, 9인을 초과하지 않는다. 지부위원회는 3~5인으로 구성되고, 일반 7인을 초과하지 않는
다. 정식당원 7인이 되지 않는 당지부는, 1명의 서기를 두고, 필요할 때 1명의 부서기를 둘 수 있다. 당지부
서기는 일반 1년 이상의 당령이 있어야 한다.
∙ 제11조 국유기업 당위(당조)는 영도작용을 발휘한다, 방향을 잡고, 대국을 관리하며, 실현을 보증하며,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의 중대 사항을 토론하고 결정한다. 주요 직책은: ⅰ) 기업 당의 정치건설을 강화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근본제도, 기본제도, 중요제도를 견지․실현하며, 교육으로 전체 당원의 정치입장, 정치방향, 정치원
칙, 정치노정에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한다. ⅱ) 당의 노선 방침정책의 집행
을 관철하고, 당중앙의 중대 정책결정 부서와 상급 당조직의 본 기업에 대한 결정을 관철․실현하는 것을 감독․보
증한다. ⅲ) 기업의 중대한 경영관리 사항을 연구 토론하며, 주주(대)회, 이사회, 감사회와 경리층(경영층, 관리
층)의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한다. ⅳ) 기업이 인재선발과 인재활용에서의 영도와 관문(지키는
것)을 강화하고, 기업 영도반의 건설과 간부대오, 인재대오 건설을 잘한다. ⅴ) 기업 당의 기풍을 청렴정치건설
제3장
의 주체로서 책임을 이행하고, 내부에 설치한 기율검사조직의 감독과 문책의 직책을 영도하고 지지하며, 전면적
주요직책
인 엄정함으로 당을 다스려 기층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추진한다.
∙ 제12조 국유기업 당지부 및 내설기구 중 설립한 당위는 생산경영을 둘러싸고 업무를 전개하며, 전투보루 작용을
발휘한다. 주요 직책은: ⅰ) 당의 이론과 노선방침 정책을 학습·선전·관철·실현하며, 당중당 상급 당조직과
본조직의 결의를 선전·진행하며, 직원(노동자) 군중의 단결을 통해 본 단위의 각항의 임무를 완성한다. ⅱ) 규정
에 비춰서 본 단위의 중대문제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며, 본 단위의 책임자의 업무전개를 지지한다. ⅲ) 당원,
간부와 기업의 기타 직원들이 엄격하게 국가 법률법규와 기업의 재정(财经) 인사제도를 준수하는지를 감독하
며, 국가, 집체와 군중의 이익을 보호한다. ⅳ) 실사구시로 당의 건설, 당의 업무에 대하여 의견 건의를 제출하며,
상급 당조직에 중요 상황을 보고한다. 규정에 따라서 당원과 군중에게 당의 업무 상황을 통보한다.
제4장 ∙ 제13조 국유기업은 응당 당 건설 업무를 회사 장정에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당조직의 직책권한, 기구설치,
운행기제, 기초보장 등 중요 사항을 분명하게 적고, 당조직의 연구 토론은 이사회, 경리층(경영층/관리층) 중대
당의
영도와
문제 정책결정의 ‘전체 프로세스’이며, 회사 거버넌스의 구조에서 당조직의 법정지위를 실현한다.
회사 ∙ 제14조 “双向进入, 交叉任职(쌍방향으로 진입하고, 교차적으로 보직을 맡다)” 영도체제를 견지하고 완벽하게
거버넌스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당위(당조직)의 구성원은 법정 프로세스를 통하여 이사회, 감사회, 경리층(경영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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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계속

리층)에 들어가고, 이사회, 감사회, 경리층 구성원 가운데 조건이 부합하는 당원은 유관 규정과 프로세스에
따라서 당위(당조직)에 진입할 수 있다.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만 있는 독립법인기업은, 당위원회
허기와 집행이사는 일반적으로 1인이 맡는다. 총경리가 하나이며 당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당위원회 부서기
를 맡는다. 자회사 등 비독립 법인기업은, 당위원회 서기와 총경리를 나눠 설치할 것인가 여부는 실지 상황을
통해서 확정한다. 나눠서 설치한 것은 일반적으로 당위원회 서기로 하여금 부총경리를 맡게 하고, 당원 총경리
는 당위원회 부서기를 맡는다.
제4장
∙ 제15조 국유기업의 중대한 경영관리 사항은 반드시 당위원회(당조직)의 연구토론을 거친 후에, 다시 이사회
당의
혹은 경리층(경영층/관리층)으로 말미암아 결정한다. 연구토론의 사항 가운데 주요한 것은 다음 같은 것을 포함
영도와
한다: ⅰ) 당중앙의 정책결정부서를 관철하고 국가발전전략의 중대한 조치를 실현한다. ⅱ) 기업의 발전전략,
회사
중장기 발전계획, 중요한 개혁방안, ⅲ) 기업의 자산재편, 재산권 이양, 자본운영과 대규모 투자 중의 원칙적
거버넌스
방향성 문제, ⅳ) 기업의 안전 생산, 안정적 관리, 직원(노동자)권익, 사회책임 등의 중대 사항, ⅴ) 기타 당위원회
(당조직) 연구토론을 거쳐야 하는 중요 사항
∙ 제16조 국유기업 당조직은 간부관리 권한에 따라 동의 지명, (현지)조사를 조직하고, 토론 결정 등 프로세스를
규범화하고, 당에 대한 충성, 혁신에 용감하게, 청렴할 것 등의 요구를 실현하고, 기업 지도자를 선발 배치하는
것을 잘하고, 우수하고 젊은 지도자 배양 선발의 힘의 강도를 높이고, 기업 지도자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당의
간부 인사업무에 대한 영도권과 중요 간부에 대한 관리권을 보증한다.

제5장
당원
대오건설

∙ 제21조 총량의 통제, 구조의 우수화, 질량의 제고, 작용의 발휘에 의거한 총 요구와 유관 규정에 따라 당원을
발전시킨다. 정치표준을 첫머리에 두는 것을 견지하고, 생산경영의 일선과 청년 직원(노동자)과 고급인력 그룹
에서 당원을 발전시키고, 모든 반 조직에 당원이 있을 수 있도록 힘쓴다. 생산경영에서의 골간을 배양해서 당원
이 될 수 있도록 중시하고, 당원을 경영의 골간이 되도록 양성한다. 기술능력자, 청년전문가 등 우수인재에 대하
여, 당조직은 응당 연락을 강화하고, 중점적으로 배양한다.

제6장
당의
정치건설

∙ 제23조 국유기업 당조직은 반드시 당의 정치건설을 첫 머리에 두고, 당의 정치건설 책임을 떠맡고, 정치의 위치
를 제고하고, 정치의 영도를 강화하며, 정치능력을 증강하고, 정치생태를 함양하며, 정치 리스크를 방범하고,
당중앙의 정책결정부서를 굳건히 실현하고, 기업의 주된 책임과 업무에 집중하고, 국가발전전략에 복무하며,
전면적으로 경제책임, 정치책임, 사회책임을 이행한다.

제7장
당내
민주와
감독

∙ 제28조 국유기업 당조직은 당원의 알권리, 참여권, 선거권, 감독권을 실현하고, 당원의 당내사무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고, 당무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당원은 정기적으로 당조직 영도반을 평가하는 제도를 건립한다.
당원 대표대회 대표임기제를 실현하고, 당원 군중과 연락하는 제도를 잘 갖추고, 적극적으로 기층 당조직과
당원의 의견과 건의를 반영한다.

제8장
영도와
보장

∙ 제34조 전면적으로 당조직 서기가 기층 당 건설 기술직 평가시험을 추진한다. 시험결과의 운용을 강화하고,
시험결과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보하고, 또한 기업 지도자의 정치자질 조사와 종합적 시험평가의 중요한 근거
로 삼는다. 기업 당조직은 매년 연초에 상급 당조직에 전면적으로 전년도 당 건설 업무 상황을 보고하며, 당조직
영도반 구성원은 정기적으로 본 기업의 당조직에 당 건설 업무 상황을 보고한다.

제9장
부칙

∙ 제41조 본 조례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유관 국유기업 당조직 업무의 규정은, 본 조례와
불일치할 경우, 본 조례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주: 「중국공산당 국유기업 기층조직 업무조례(시행)」(2019.12.30. 공포) 중 주요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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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과 기업의 관계 및 시진핑 시대의 특성90)
王金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이 조직의 형식으로 기업에 진입한 것은

현대기업제도에서도 으뜸가는 ‘중국의 특색’이다. 당연히 ‘중국특색’은
또한 공유제를 중심으로 하고, 노동자계급의 작용이 두드러진다”(王金柱,
2008: 2).
실제로 어떤 형태로 당과 기업의 관계가 작동하는지를 도표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4-3

당의 국유기업 정치관여 전체 틀
당
정부부문

당의 조직부문

업무
감독

당 관리
간부
영도
작용

기업 당조직

출자인
직책

생산경영 전개 업무
초점

국유기업

출처: 强舸(2019: 78)

<그림 4-3>을 적용해서 해석하면, 중국사회에서 특히, 덩샤오핑 이후
기본적으로 당과 기업의 관계는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당위
원회 혹은 당조직과 공장장(기업의 대표) 가운데 누구에게 더 최고 결정
권을 부여할 것인가를 놓고 하나의 고정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

90) 国有企业党委(党组)发挥领导作用”如何改变国有企业公司治理结构?—— 从“个人嵌入”到“组织嵌入.
(2020.1.9). Retrieved from https://www.shangyexinzhi.com/article/430360.html(검색일, 2020.
9.9)을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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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덩샤오핑 이후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중국사회에서 당과 기업
과의 관계의 큰 개념(concept)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업 밖에 있는 당이 국가 전체의 발전 방향, 정책, 법과 제도를
설정하면, 그것을 국유기업 안의 당위원회와 당조직에서 그 방향과 노선,
방침을 그가 속한 본 단위 기업의 실제 상황과 접목하여, 기업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당과 기업의 관계는 작동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덩샤오핑 이후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점차 현대적 기업의 제도
를 끌어안으면서 당과 기업의 관계는 사실 ‘정치’와 ‘경제’의 고유영역을
최대한 인정하되, 당은 기업도 하나의 ‘조직’ 즉, 경제조직의 측면에서 사
회의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접근하고, 경제 고유의 전문성을
어떻게 잘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항상 고려한다.
그리고 당과 기업의 관계에서 하나의 추세로 보이는 부분은, 후대로
올수록 국가전략의 차원과 발전 방향에서 당이 ‘정무’적 역할을 담당한다
면, 기업은 어떤 ‘실무’적 역량을 통해 잘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상호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며, 당은 ‘일대
일로’와 같은 새로운 비전의 제시를 통하여 시장의 개척 및 그것으로 말
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와 이익창출을 통해서 기업들의 이윤
창출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설계로 ‘빅픽쳐’를 그리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각 시대별 당과 기업의 관계의 함축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4>는 당위원회의 영도 아래 행정수장이 책임을 지는 당과 기
업의 관계의 모형인데, 사실 이 모형의 원형은 덩샤오핑에서 시도한 것이
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혁 이후 우선적으로 덩샤오핑은 중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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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스템을 그 전의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는 것에 집중을 하였고, 그
것이 바로 당위원회 영도 하에서의 공장장의 책임제이다.
그림 4-4

당위 영도 아래의 행정수장책임제의 거버넌스 방식 및 절차
관리층

당조직 결정

관리층 집행

당조직이 실행 담보
출처: 强舸(2019: 75)

하지만, 이것은 결국 점진적으로 공장장 중심의 책임제로 가기 위한
과도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고, 당위원회 영도 하에서 공장장의 책임제
를 추진하더라도 당의 역할과 책임을 상당부분 제한함으로써 실제 경영
진이 최대한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정책결정과정의 프로세스
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5

당위 관리감독

당위원회

공장장
노동자
대표회의

노조

출처: 孟浩之(2011: 123)

<그림 4-5>에서 보듯,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 시기(15차 당대회 수정
통과된 당장)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당과 기업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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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기업경영에서 공장장을 중심으로 한 책임제를 운영하고, 당위원회
는 국가의 법률과 정책 등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등을 포괄적으
로 관리·감독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을 국가의 방침과 노선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당위원
회는 기업의 직원(노동자) 대표대회나 공회 등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그들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고 단결을 강화해 필요한 때에 항시 동원할 수 있
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문제가 된 것은, 공장장의 지위를 법인의 지위로 고
정을 시켜주니 가(부)장 형태의 의사결정의 모습이 또 발생하여 이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상 중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당과 기업 관계의 근본 문제는 최고 결정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며, 그것은 곧 당위원회 혹은 당조직이라 불리는
정치적 영역과 ‘공장장’이라 불리는 경영진의 대표, 즉 경제적 영역간의
권력 충돌과 상호 견제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고 하겠다.

그림 4-6

당조직의 핵심 역량 작용
주주총회

참여결정

당위원회
중간간부
인사임면

이사회

감사회

기율위

경영진

출처: 孟浩之(2011: 123)

<그림 4-6>에서 보듯, 장쩌민 시기 이후 후진타오(16차 당대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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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당장)에 이르면, 중국의 당과 기업의 관계에서 특히, 현대기업제
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시점이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주주총회, 이
사회, 감사회 등의 새로운 기구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때에 당과 기
업의 관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특징적인 모습은 당의 정치적 핵심역량 작
용의 발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은 <그림 4-7>에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이어갈 수 있다. 즉, 기업
내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당조직은 관리층(경영진)의 의사결정에
건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림 4-7

정치 핵심에서 국유기업의 당조직 참여 및 거버넌스 방식과 절차
조직 형식: 건의 제출

당조직

관리층 결정

관리층 집행

개인 형식: 참여결정

당조직이 실행 담보
출처: 强舸(2019: 74)

당조직 안의 서기 등 주요 구성원은 조직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법적 자격을 구비한 당원들이 각각 이사회, 감사회 등에 진입하는 방식으
로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당조
직의 정치 핵심역량작용의 발휘는 관리층이 내린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시스템이다.
시진핑(18차, 19차 당대회 수정 통과된 당장)에 이르면, 18대 초기에
는 후진타오 시기의 당과 기업의 관계에서 당의 정치핵심역량의 작용에

제4장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행위자 관계 분석❙ 289

집중을 하면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면서 2015년 일대일로와 같은 국가
전략을 발표하면서 점차 당의 정치핵심역량의 작용과 영도핵심작용을 겸
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당과 기업의 관계에서 당의 영도핵심작용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형태는 <그림 4-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8

영도작용에서 국유기업의 당조직 참여 및 거버넌스 방식 및 절차
관리층 집행

당조직 및 관리층 공동 결정
당조직 실행 담보
출처: 强舸(2019: 75)

<그림 4-8>에서 보듯, 당과 기업의 관계에서 당의 영도작용의 핵심적
역할과 의미는 단순히 관리층에 정책결정에 관한 건의를 제시하는 데에
머무르고, 또, 당의 구성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도작용은 실제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직권을 부여받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과거 마오쩌둥 시대와 같이 당이 영
도력을 발휘하여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얼핏 형식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그림 4-9>에서와 같이 정책결정과정에 진입하기 위전에
당위원회에서 토론을 위한 ‘전치’ 절차를 설정하는 것이다. 즉, 삼중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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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기업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세 가지 중대한 사항과 대량의 금액을
기업에 투자하여 운영을 할 때와 같은 경우는 관리층에서 의사결정을 논
하기 전에 당위원회에서 사전에 미리 철저한 토론을 통하여 그 사업을 해
야 하는가?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림 4-9

사전토론 실시 후의 국유기업 결정 과정도

사전 토론
없음

비삼중일대
당조직
건의권 행사

결정 사항

행정수장 결정 내림

행정수장 우선 책임

영도 분담으로
책임분담

영도 분담으로 우선 책임
행정수장 영도 책임
문책 고리

사전 토론

삼중일대

부결

결정 중지

정치 방면: 당위당조회
‘1인1표’ 집체결정

당조직 및 서기 제1책임인을
문책

통과

경제 방면: 관리층회의
수장이 결정주도하고 책임짐

경제 방면: 관리층회의
수장이 결정주도하고 책임짐

출처: 强舸(2019: 76)

말하자면, 부결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일단 그 해당사업을 하겠다고 결정되면 그것은 관리층(행정수장)에 전달
이 되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삼중일대와 같은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리층
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책결정 프로세스가 전개된다.
또한, 위의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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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당위원회의 기층의 당조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조직의 역할도
분담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림 4-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업 안의 상층부 당조직은 기업의 정책결정에서 정무적 역할을
하며 국가의 전략, 당의 노선과 방침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보다 하위
당조직의 경우는 이와 같은 정책결정의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
라, 상부로부터 하달 받은 결정사항이 실제 업무분장을 통해 기업의 각
부분에서 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관리 감독하면서, 상부 당
조직과 관리층의 결정사항이 실제 실무적 차원의 기업의 각 부문에서 제
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함으로써 해당사업이 실현될 수 있
도록 작동한다.

그림 4-10

국유기업의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 및 운영 과정

당위당조

본부 결정층
영도 작용

명령
발포

당의 기층조직

관리층 결정

방향 설정
책임
임무
하달

하급 집행층 경영업무
개시 초점

관리층 집행
실행 담보

출처: 强舸(2019: 77)

<그림 4-10>에서 보듯,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마오
쩌둥 이후 줄곧 당과 기업의 관계는 당위원회 혹은 당조직과 공장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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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의 각기 정치와 경제 영역을 대표하는 그 둘의 관계로 대변되어
왔는데, 그래서 장쩌민 시기만 하더라도 결국 ‘공장장’책임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후진타오 시기에 현대기업제도가 중국 기업
의 거버넌스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점차 관리층의 대표로서 ‘행정수장’
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그런데, 이것이 갖는 함축적 의미는 이제 기업
의 관리층을 전체 중국 행정부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간주하면서 실무
적 차원에서 각 기업이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기업의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그것을 승인하는 과정을 거
치면서 실제로 기업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라고 하겠다.

그림 4-11

업무관리에서 국유기업 거버넌스 과정

정부부문
상부 보고

기업 결정

심사 허가

기업 집행

출처: 强舸(2019: 79)

요컨대, 중국사회에서 당과 기업의 관계는 무엇인가? 당장의 ‘총강’에
서 본다면, “당의 영도를 견지하며, 인민을 주인으로 삼고, 법에 의거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유기적 통일의 방식을 통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간다는 견지에서 당과 기업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중국사
회에서 기업은 하나의 ‘경제조직’으로서 어떻게 유기적 통일 방식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시스템에 하나의 조직으로서 기업이 편입되어 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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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직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작동하고 있는가? 바로 이 물음으로 환
원해 볼 수 있다.
중국 사회에서 유기적 통일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을 중심으로
어떻게 매 조직단위가 상하좌우로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명령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각 조직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면서 또 본 단위에 부
여되고 본 단위에서 결정된 그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곧 집행하는 일
련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앙정치국 제33차 집체학습에서 말하길, “위에서 아래
를 이끌어야 한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위원회가 하면,
각 지역 각 부문의 당위원회(당조)가 하고, 고급간부로부터 당의 제도에
따라 일을 처리하며, 항상 당과 인민을 위하여 일을 하고, 어떤 때에도
특권을 하지 않고, 당의 제도와 규칙을 파괴하지 않는다”(许烨, 2017: 61).
그리고 그는 국유기업이 아니라, 놀랍게도 민영기업에 대하여 이런 언급
을 한다. “비공유경제 인사 가운데 당원의 조건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람
은 당 안으로 흡수한다. 그들의 영향력을 통하여 기타 다른 사람들이 더
욱 국가를 위하여, 사회복무를 위하여, 전면적인 소강사회의 건설과 중국
몽의 실현을 위하여 중대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당의 비공유제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증강하고, 당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며, 당의 집정의
기초를 공고하며 확대한다”(许烨, 2017: 61).
이를 두고, 앞으로 중국사회에서 당과 기업의 관계에 대하여 혹자는
이렇게도 평가한다. 즉, 다시 마오쩌둥의 당의 정치적 영도력으로 경제까
지 좌지우지했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마오쩌둥 시대의 ‘공사합
영’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비공유경제 인사 가운데 우수한 인재를 당 안으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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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한다는 점이다. 즉, 그와 같이 정치가 아닌 경제 ‘전문가’를 당 안으
로 흡수하여, 그를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하면 어떨까? 마오쩌둥 시
대는 경제를 모르면서 정치적 권위와 군중운동의 힘으로 경제발전의 드
라이브를 억지로 걸던 때였다면, 지금 시진핑 시대는 오히려 경제를 잘
아는 ‘전문가’를 어떻게 하면 당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로 하여금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당을 중심에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마오쩌둥 시대에는 못했고, 지금은 가능한 이유
는 무엇인가? 그 땐 이념적 논리에 따라 중국에서 자본을 적대시했기 때
문이다. 피아를 구분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언감생심 기업인인 자본가를
당 안으로 끌어올 생각을 꿈이나 꿀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본격적으로
장쩌민의 ‘삼개대표’ 이래로 지금의 중국은 그 때와는 분명 질적으로 다
르다. 말하자면 그러한 구상은 곧, 마윈(马云) 같은 인물을 양성하고, 인
재들을 당 안으로 흡수하여, 그로 하여금 중국의 기업을 ‘정무’적 측면에
서 운영하게 하는 정책인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정치와 경제를 대립적으로 보았던 시각에서 탈
피하지 못했다면, 지금 시진핑 시대는 그 둘의 관계에서 정치의 보다 큰
품 안으로 경제를 기꺼이 포옹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를 통해서 정치적
역량을 더욱 확대하려는 당과 기업의 ‘유무상생(有無相生: 있고 없음은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상대적인 관점을 의미)’의 모형이
아닌가 생각한다. 역대 중국에서 당과 기업의 관계에서 볼 때, 이것은 분
명 질적 변화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경제 전문가’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당과 기업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탐색적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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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 분석
중국 기업 거버넌스에서 핵심 행위자는 앞서 다룬 중국공산당이지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협회 등도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서는 중앙정부와 기업 관계, 지방정부와 기업 관계, 이외에 협회와 기업
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1. 중국 중앙정부와 기업 관계
1) 중앙정부의 기업 관련 역할
(1) 중앙정부의 경제적 기능91)
1949년 이래 사회주의 중국에서 중앙정부는 경제적 기능을 주도적으
로 수행해왔다. 예를 들어, 산업부문에서 국가는 오랫동안 중국의 생산기
능을 하는 거의 모든 회사를 완전히 소유했다. 정부가 통제하는 전체 산
업 총수의 비율은 점차 감소했지만 중공업은 대부분 국가소유로 남겨졌
다. 정부의 기능은 주요 상품의 가격을 설정하고, 투자자금의 수준과 일
반 분배를 결정하고, 주요 기업 및 지점에 대한 산출 목표를 규정하고,
에너지 자원을 할당하고, 임금 수준과 고용 목표를 설정하고, 도소매 네
트워크를 운영한 것이다.
통제된 금융정책 및 은행시스템, 대외무역시스템은 1950년대 초에 정
부독점으로 되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농촌의 모든 주요 작물에
대해 작물재배 패턴, 가격 수준, 생산량의 고정 목표까지도 설정했다.

91) The role of the government. Retrieved from https://www.britannica.com/place/China/Agricultureforestry-and-fishing(검색일, 2020.11.24)을 근거로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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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활동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명령계획(mandatory
planning)에 의해 규정된 것, 지표계획(indicative planning)에 따라 수
행되는 것(경제적 성과 관련 중앙계획이 간접적으로 실행), 그리고 시장
의 힘(market forces)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다. 지표계획 및 시장의 힘
은 명령계획을 통해서 성장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상품과 거의 모든
대규모 건설은 명령계획 시스템에 남아 있다. 시장경제는 일반적으로 지
역 시장 내에서만 유통되는 소규모 또는 매우 부패하기 쉬운 품목에서 이
뤄졌다.
중앙정부는 계속해서 국가경제에서 주도적인 기능을 수행해왔다. 경제
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관료집단과 고도로 복잡한 명령체계가 필요하
고, 위에서 아래로 개별 기업 수준까지 그 명령체계는 확장된다. 비록, 중
국공산당은 경제 우선순위와 정책에 대해 광범위한 결정을 내릴 권력이
있지만, 중앙정부인 국무원의 경제 관련 부위(部委, 한국의 부처), 가령,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등이 사실상 경제 전체 기능에 관여한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기능을 관장하던 중앙정부의 역할은 대부분 변화
과정에 있다. 경제 프로젝트에 대한 운영감독은 주로 성 정부, 시 정부
및 향 정부에 위임하고, 기업은 다양한 활동에서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려
고 시도한다. 전반적으로 중국 산업 시스템에는 복잡한 관계가 혼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무원은 전체 경제의 성과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자원
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통제를 행사한다.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세
부적인 결정 및 관리를 하위 수준으로 이관한다. 더욱이 모든 영역에서
서로 다른 관료적 계층에 있는 단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많은
비공식적인 협상과 합의 형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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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
중국은 정부 관여가 과도한 특징을 갖는다. 1956년에 사회주의로의
진입부터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제기할 때까지 오랫동안 계획
경제체제를 운영하였다. 경제발전은 강력한 정부관리를 토대로 추진된
것이며, 정부가 경제의 각 영역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였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개혁도 계획경제체제 기초 위에서 추진된 것이다. 계획경제체제가
강력한 경제체제(정부가 관리하지 않은 것이 없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이익구조를 형성한 것이다(李义平, 2014; 白金亚, 2019: 153에서 재인용).
중국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경제체제개혁을 추진해왔다. 중앙정부는
1980~90년대 지방정부에 대한 ‘권력이양과 이익양도(放权让利)’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촉진시켰다. 정부의 권력은 시장경제의 변동에 따라 반복적
으로 조정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시차가 다르고,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는 시작도 다르고, 민영경제에 대한 태도와 행동도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1980년대 중기의 재정 대분권은 1994년의 재
정개혁으로 추진되었고, 대부분 세목에 대한 省과 市 정부의 징수권은 다시
중앙정부에 집중되었다(李稻葵, 2008; 张田·孙涛, 2015: 25에서 재인용).
贺大兴·姚洋(2011)은 ‘중국 모형’ 시리즈 연구에서 여전히 권력의 총

체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무차별적인 ‘중성정부(中性政府)’이며,
장기적으로 어떤 또는 일부 이익집단에 편향되지 않는 정부로서 자원 활
용의 효과를 더 많이 고려하기에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贺大兴·姚洋, 2011; 张田·孙涛, 2015: 25에서 재인용).
중앙정부는 각종 정치와 정책적 혜택과 ‘선서’를 통해 사영 기업주의
불안[예: ‘비공36조(非公36条)’: 비공유경제에 대한 현실적 의미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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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 제시]을 잠재우려고 한다(吕鹏, 2013; 张田·孙涛, 2015: 26에서
재인용).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항상 경제발전에 ‘초연’하는 것
은 아니다. 그 주도성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부각되었는데,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경제조절과 개입이 지방 및 기업의 프로젝트에 직접
반영되었기 때문이다(张田·孙涛, 2015: 26).
국정운영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비단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
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어떤 유일한 가치가 압도적일 수는 없다.
중국 정부 역시 공공자본을 통해 시장의 자원배치를 조정하고 경제성장
을 촉진하는 동시에 공공재를 적정하게 활용하여 정치적 안정과 사회질
서를 추구한다.
정치체제나 경제체제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과 개입의 범위가 다르겠
지만, 정부는 공공자본(기초시설, 제도 환경, 사회문화 등)을 제공하여 경
제 주체들에게 플랫폼 역할을 한다. 개별 기업들이 이러한 플랫폼 없이
순수하게 경제행위를 수행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정부와 기업 간에 다양
한 형태의 관계가 형성된다. 경제체제 전환기에 정부와 기업은 서로 간에
정치연계 및 정치적 전략을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숱한 권력지대추구와
부패사슬이 얽히면서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낳는다. 이는 국유기업, 민영
기업, 외자기업 등에 따라 그 관계 형성의 다양성이 이뤄진다.

2) 중앙정부의 기업 지배력
(1) 중앙정부의 기업 감독관리
현재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는 중앙집권과 연방제 사이에 있으며, 중
앙정부는 점점 더 발전주의와 감독관리형(regulatory)의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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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의 지방행위에 대해 역사적 분석을 하면, 분세제 실시 이전 지
방정부 행위는 발전주의 성향을 보였지만, 분세제개혁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떨어지면서 지방정부는 약탈형의 성향을 더 많이 드러냈다.
지방정부의 약탈형 성향이 초래한 사회경제 문제로 인하여, 1990년대 말
부터 지방정부는 지방정부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점차 강화하기 시작했
다(刘鹏则, 2009; 张汉, 2014: 160-170에서 재인용).
그러나 刘鹏则(2009)의 연구는 국가기관이 생산성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발전형 국가와 기업가형 국가를 구분한 것이 아
니라, 국가기관이 발전을 지향하여 적극적으로 경제발전 사무에 개입하
는 모형을 모두 발전형 국가의 범주에 포함했다. 이를, 약탈과 지대추구
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약탈형 국가와,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적게 하는 대신, 거시적인 조정조치를 취하는 감독관리형 국가
(regulatory state)와 비교하였다(张汉, 2014: 170).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의미는 주로 국민경제의 혈
맥을 통제하고, 정권안정을 유지하고, 거시경제를 조정하여 국제경제의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의미는 주로 지방
정부 투자 플랫폼과 정책 지렛대로 토지개발과 도시건설을 실시하여 도시
기초시설 건설과 지방 투자구조를 조정하려는 것이다(张汉, 2014: 171).
黄宗智(2012)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국가자본주의’가 ‘사회주의시장

경제’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국유기업이 사회공정을 추진하고, 공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충분한 작용을 여전히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유기업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국가가 그 정치와 경제 의도를 구현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 전체적인 발전 요구에 복종해야 한다. 전
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는 새로운 시기에, 반드시 기득권집단의 방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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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하여, 한편으로 높은 수준으로 국유기업을 경영해야 하며, 다른 한편
으로 국유기업 경영의 성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도
시와 농촌의 통합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수입배분제도와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하고, 사회 거버넌스체계를 혁신해야 한다(张汉, 2014: 171-2).

(2) 중앙정부의 중앙국유기업 내부통제
중앙정부의 중앙국유기업에 대한 내부통제의 품질92)은 관련 당사자 거래
및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중국 맥락에서 중요하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는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Central government
state-owned enterprises: CSOEs), 즉 중앙국유기업은 일상적인 통제
이해관계자로는 정부가 있다.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 중앙국유기업
은 모든 거래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한다(Tong et al., 2014: 1). 중앙국유
기업은 대기업 집단으로 복잡한 집단구조를 갖는다. 대부분 중앙국유기
업은 하나 이상의 산하 기업을 거느린다. 결과적으로 중앙국유기업은 일
반 상장 기업들과 전략, 운영, 내부통제에서 다르다. 정부 규제기관들은
중앙국유기업에 대한 내부통제의 품질에 특히 주목한다(Tong et al.,
2014: 2).
내부통제는 중국 상장기업에서 일련의 규제변화를 통해서 2006년이

92) 효율적인 내부통제는 어느 정도 불완전한 계약에서의 대리인 문제로 드러나는 사익추구 행태(가령, 불공정
한 관련 당사자 거래, 관리적 기회주의, 수익관리 등)를 막을 수 있다(Li et al,, 2004; Meng & Zhang,
2006; Rao et al., 2008; Tong et al., 2014: 2에서 재인용). CSOEs에서 이러한 이해 관계자의 영향력을 고
려하면, 관련 당사자 거래는 비관련 당사자 거래보다 연구 및 규제기관의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공정한
당사자 거래는 적정하며, 정상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기본 경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Gordon et al.
2004; Tong et al., 2014: 2에서 재인용). 그러나 대리인 갈등으로 취약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는 불공정한
당사자 가래는 관련 당사자의 사적 편익으로 이전된다(Chen and Wang 2005; Cheung et al. 2009; Tong
et al., 2014: 2에서 재인용). 내부통제의 품질은 회계정책, 발생품질, 부채비용 및 관리지침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Tong et al.,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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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야 강제적으로 집행되었다.
첫째, 분할지분구조 개혁은 2006년에 시작되었다. 개혁 이후 중국 증
권규제위원회(이하 CSRC)는 ‘공모주식상장관리방안’을 공표하였다. 이
는 처음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 규
정에 따라 초기 기업공개(IPO)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건전
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
과 규제의 준수,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한다. 내부통제의 효
율성은 내부통제에 관한 확인보고를 제출하는 공개인증회계에 의해 평가
된다. 중국증권규제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이 규제는 국유이든 비국유이든
모든 기업공개 기업이 준수해야 한다(Tong et al., 2014: 3).
둘째, 규제 변화는 2006년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가
공표한 ‘중앙국유기업를 위한 포괄적 위험관리’이다. 국자위는 중앙국유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책임을 수행한다. 즉, 규제를 통해 국유자산관리뿐
만 아니라 중앙국유기업의 기업 가치의 보존 및 증분을 감독한다. 중앙국
유기업를 위한 지도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위험관리를 하고, 모든 대형 사
업 과정(전략, 투자, 마케팅, 회계, 생산 등 )을 포함한다(Tong et al.,
2014: 3).
셋째, 재정부, 중국증권규제위원회, 다른 세 위원회는 2008년에 ‘기업
을 위한 기본적인 내부통제 규범’ 그리고 2010년에 ‘기업 내부통제 지침’
을 공표하였다. 상하이 및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2012년부터
이 두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대기업 및 중간 규모의 비상장 기업도 이 지
침을 준수하도록 권장된다. 중국증권규제위원회의 규제에서 내부통제 목
표와 유사하게 5개 항목은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위험평가, 정보통신,
통제활동 및 점검)에 구조화되어야 한다(Tong et al.,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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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된 기업과 중앙국유기업의 내부통제 품질은 위 지도와 지침을 활용
하는 정부에 의해 규제된다. 중앙국유기업의 대다수는 하나 이상의 상장
회사를 갖고 있다. 중앙국유기업은 재정부와 국자위를 위한 위험관리를
준비하는 지도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국유기업의 내부통제 품질
은 다른 일반 상장기업의 내부통제 품질과 다르다. 중앙국유기업의 내부
통제는 다른 상장기업보다 더 효율적이다(Cheng & Wang, 2008; Tong
et al., 2014: 3에서 재인용). 그러나 내부통제의 발견은 중앙국유기업을
포함한 국유기업들이 내부통제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
듯, 국유자산의 비율과 부정적으로 관련된다(Leng & Ding, 2011; Tong
et al., 2014: 3에서 재인용).
비록, 국자위가 여러 기관 간 관계를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내리지
못하지만, 당사자 거래 등 중앙국유기업의 중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국자위가 중앙국유기업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다. 관련
당사자 거래를 통해 조작을 막도록 고안된 우수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채택
하고 공개함으로서 더 나은 평판을 만들 수 있다(Tong et al., 2014: 4).

3) 중국 정부의 기업 개입 수준
중국에서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 각급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입은 압
도적이다. 그러한 단적인 예를 아래와 같이 정부가 기업 인수에 직접적으
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볼 수 있다.
중국과 같은 특수한 체제에서 정부는 사실상 기업인수를 주도한다. 정
부는 기업인수의 준(准) 주체로, 비록 「회사법」으로 기업법인 지위를 부
여받지 못했지만, 소유자 신분으로 상장회사 인수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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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인수대상 기업 선정, 인수가격 등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의 주체적 지위를 보유한다(顾保国, 2018: 192).93)
그렇다면, 이러한 과도한 개입에서 벗어나서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적정 개입 범위는 무엇일까? 이는 결국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와 관련된다.
중국 지방정부는 오랫동안 경제 일선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주요 조직자,
지휘자, 심지어 경영자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迟福林, 2017b: 203).
이러한 현상은 이미 경로의존성이 된 상황이다. 사실, 지방정부가 GDP
성장만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고, 정부가 직접 자원배치를 하게
되면, 권력과 금전 거래에서 상당한 은폐 공간을 낳고 부패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迟福林, 2017b: 203).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迟福林(2017b)은 중국 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정부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개적인 시장경
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수행해서는 안 된다. 기
업 역시 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정책혜택과 저비용 노동력에 의존하여
기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시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직원 등을 분석하여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迟福林,
2017b: 204).
迟福林(2017b)은 또한 다음을 주장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93) 상장회사는 명의상 「회사법」에 의해 법인재산권을 가지며, 주체적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행위 능력은 없으며, 정부 정책결정을 집행하는 지위로 전락한다. 상장회사 이사회(董事会)도
준정부가 되고, 이사회의 구성원도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하여 파견된 사람으로 채워진다. 정부의 행정
급별을 갖고 있는 모든 국유기업 경영진(厂长经理)을 포함하게 되면, 주주총회, 감사회는 기본적으로 유명
무실하게 된다. 또한, 실제로 이사회가 영도아래 놓이면, 이사회의 책임목표는 이윤 또는 시장 점유율을 확
대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사회보장 등 정치적ㆍ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결국, 정부가 기업인수를 주
도하고, 그 주체성은 인수대상, 가격, 방식, 목적, 인력자원의 선택에서 발휘된다(顾保国, 20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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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정부와 기업 분리, 정부와 자본 분리, 정부와 사무 분리, 정부와 사
회 분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고 행정관리체제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
정부가 관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예: 기업경영의 정책결정, 기업투자 방
향 등)은 이양해야 한다.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사항(예: 기본 공공서비스
등)은 책임지고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시장이 자원배치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迟福林, 2017b: 74).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 각급 정부 그리고 기업들은 주어진 각자의 역
할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관건이다.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자원
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지도록 정부 개입의 적정 수준과 정
부 본연의 역할인 제도와 정책의 최적화가 요구된다.

2.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 관계
1) 지방정부와 기업의 경제 모형
지방정부는 시장실패에 대해 구조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요소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시장분할을 제거하고, 통일적인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건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의 방침, 국가의
법률법규를 효과적으로 이행한다. 현지 사회경제 사무에 대한 통합·조정을
강화하고, 양호한 경제발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기본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고, 시장 경쟁질서와 사회안정을 수호해야 한다(迟福林, 2017b: 74).
지방정부와 기업은 지방경제발전 모형을 결정하는 주요한 제도적 역
량이고, 정부와 기업 관계는 지방경제발전 모형과 지방정부 행위를 연구
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지방정부(예: 정부조직기관, 운영 논리와 실적, 간
부선발과 구성 등)나 기업(예: 기업재산권제도, 기업 거버넌스 구조, 기업

제4장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행위자 관계 분석❙ 305

가 성장 기제 등) 자체에 대한 연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상호작용의 동적인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기업의 정책결정 과정, 행위 모
형 선택, 당정간부와 기업가의 상호작용, 이로 형성된 지방발전 모형의
특징과 효과를 고찰해야 한다(张汉, 2014: 159).
중국의 지방정부와 기업 관계에서 나타난 지방정부 행위의 다양성과
변이성을 분석한 Baum & Shevchenko는 지방정부가 경제발전을 추진
한 여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기업 및 개인과 이익관련 여부에 따라 중국
지방정부 행위를 네 가지 유형, 즉 기업가형(entrepreneurial), 발전형
(developmental), 시종형(clientelist), 약탈형(predatory)으로 구분하였
다(Baum & Shevchenko, 1999: 345; 张汉, 2014: 160에서 재인용).

표 4-7

중국 지방정부기관 참여 및 지방경제 활동의 유형 분석
국가기관이 경제 산출 및 생산율 증가를 촉진하는 동기 여부

국가기관과 기업
간 관련 여부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기업가형

시종형

아니다

발전형

약탈형

출처: Baum & Shevchenko(1999: 345)

徐斯俭·吕尔浩(2009)는 ‘지방정부 투자의 자본통로’(예산 내외 수입,

정책대출, 지방정부의 상업대출, 지방정부 공공모금, 지방 국유기업 수입을
포함)와 ‘지방정부 투자 표적’[순공공재, 순상품, 크라우디드(crowded)
공공재, 준공공재 포함] 두 가지 차원에서 정부화 발전형 국가, 정부화 기
업가형 국가, 시장화 발전형 국가, 시장화 기업가형 국가 네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张汉, 2014: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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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중국 지방정부 참여 및 지방경제 활동의 유형 분석
지방정부 투자의 자본 채널

지방정부 투자

예산 내 수입 혹은 국가 대출

자본시장

공공재

정부화 발전형 국가

시장화 발전형 국가

상품

정부화 기업가형 국가

시장화 기업가형 국가

출처: 徐斯俭ㆍ吕尔浩(2009)

<표 4-8>에서 보듯, 1990년대 초기에서 2005년까지 둥관(東莞)과 쑤
저우(苏州)에서 이뤄진 발전 모형에 대한 비교 사례분석을 통해 徐斯俭·
吕尔浩는 ‘시장화 국가자본주의’의 개념을 제기하였다. 중국의 지방정부

행위는 ‘시장화 기업가형 국가’와 고전적의 의미에서 ‘발전형 국가’의 특
징이 혼합적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지방 국유기업 운영을 통해 공공
부문 자신을 위한 운영경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초시설 등 공공재
공급에도 자금을 제공하였다(徐斯俭·吕尔浩, 2009; 张汉, 2014: 160에서
재인용).
Keng(2010)은 기업재산권과 정책결정 권한이란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지방경제발전에 참여하는 기업가형 국가, 서비스형 국가, 발전형 국가 세
가지 모형을 제기했다. 그는 서비스형 국가의 개념을 제기하여 ⅰ) 사영
기업 재산권 규정이 명확하고 유리한 보호를 받고, ⅱ) 지방정부는 외래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여, ⅲ) 정책결정 시 자문과 협상 등 형식을 통해 연
락·조정하고, ⅳ) 기업과 밀접한 연계를 구축하고, ⅴ) 개별적인 투자자의
요구에 대해 종종 빠르고 특혜적인 정책으로 응답한다는 특징을 제시하
였다. Keng(2010)은 쿤산(昆山)을 사례로, 쿤산 정부가 1980~90년대에
취한 것은 서비스형 국가의 모형이고, 2002년 이후부터 토지수익이 지속
적으로 부족하고, 투자 수량이 매우 충족하여, 쿤산 정부는 발전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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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형을 취하기 시작했다. 정책결정시 더 많은 자율성을 보여 개별 투
자자에 좌우되는 경우가 적었고, 산업 업그레이드의 수요에 따라 선택성
이 상대적으로 강한 투자유치를 수행하여, 자본기술 집약형 산업이 노동
집약형 산업을 대체하였다는 것이다(张汉, 2014: 161에서 재인용).
중앙이든 지방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지, 지방정부들은 모두 현저한
기업가형 특질을 나타내며, 생산성과 경영성을 띤 활동을 직접적으로 조
직화하거나 참여한다. 2011년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국유기업 및 그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각종 경제조직은 중국을 위해 비농업 GDP의 40%
를 기여했다. 만약, 국유기업이 주식소유 등의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각종 기업, 집체합작사와 집체기업까지 합치면 이 비율은 약
50%에 이른다(Szamosszegi & Kyle, 2011; 张汉, 2014: 165에서 재인용).
중국의 지방정부가 기업을 경영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면 이
는 마오쩌둥 시대에 지방정부에 지방 기업을 경영·관리하는 권한을 부여
한 제도적 유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기업을 경영하여
얻은 경제수익은 분배 향방에서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기초시설건설, 사
회복지, 정부경비, 간부 개인의 수입 등을 포함한다(张汉, 2014: 165).
1980년대 중국이 진행한 재정청부(财政包干) 개혁으로 인하여 지방정
부는 지방 공공자산과 수익을 처분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제도 환경이
고도로 불확실하고 사영경제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상대적
으로 강한 리스크 대응 능력, 행정조직과 자원에 의존하여 선도적으로 농
촌에서 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기업발전을 지원
하였다. 지방정부는 지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 산업과 기업을 식
별하고, 지원성 정책을 제정하며, 동시에 기업 경영수익에 대한 기업의
지배권은 단순한 세수 추출을 훨씬 뛰어넘었다. 따라서 지방 전체의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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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계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룹 회사와 같고, 지방정부는 이사회의
역할을 하고, ‘진정한’ 기업가는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기업
매니저와 더 비슷한 것이다(Oi, 1992; 张汉, 2014: 168에서 재인용).

2) 지방정부의 기업에 대한 권력지대추구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재정체제개혁을 통하여 전통적인 재정집권제
국가로부터 재정분권제 국가로 전환하려는 과정이다. 재정권한의 상당부
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지배할 수
있는 재력은 지방의 경제발전 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경제발전 수준 또한
각급 지방정부 지도자를 평가하고 승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김윤권 외, 2018: 426).
국가재정과 세수체제 개혁은 중앙-지방 분권을 추진하는 중요한 동력
기제다.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 중앙은 재정청부제도(财政包干制度)
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장려할 권한을 주었다. 지
방정부는 정부혁신의 주체가 되었고, 사회이익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갈
등을 해소하는 등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권화와 같은 제
도설계에서 그 총체적인 목표는 여전히 국가 능력과 권위를 강화하려는
것이고, 전체 과정은 시종 중앙의 효과적인 통제 아래 있다(唐艳文,
2004; 张汉, 2014: 158에서 재인용).
개혁개방 이래 중국 시장화개혁의 중대한 정책결정은 중앙에서 제정
했지만, 개혁의 구체적인 경로는 많은 경우, 지방의 시험적 탐색 및 지방 간
경제경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중앙은 행정과 재정의 일부 중요한 권한을
지방에 이관하여, 지방정부가 발전계획을 시행하고, 지방정부가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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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수입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지방정부 관원에 정치실적 심사에 기초한
직위승진 기회를 제공하여, 중앙의 권위에 대한 지방의 인정과 정책집행
을 교환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기제를 ‘행정청부제(行政发包制)’,
‘정치챔피언십(政治锦标赛)’, ‘대리형(代理型) 지방발전주의’라고 지칭한다
(周黎安, 2008; 彭勃, 2009; 周飞舟, 2009; 张汉, 2014: 158에서 재인용).
1994년부터 시행된 분세제는 중앙정부의 재정능력과 거시경제의 조
정능력을 확대시켜, 중앙정부는 인플레를 억제하고, 전국적인 기초 시설
을 제공하고, 재정이전지출을 통해 지역발전 불균형 등에서 두드러진 역
할을 하기 시작했다(张汉, 2014: 158).94)
국가재정과 세수체계 개혁과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특히 지방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지방정부는
현행 국가재정과 세수체계의 배치에 따라 지방재정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부행위 모형을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세수수입이 주로 지방정부
에 들어오는 업계에 대해 강한 발전 의지와 명확한 지원 입장을 보였다.
분세제개혁 이래, 중앙정부에서 공업 관련 대부분의 세수수입, 예를 들어
소비세, 부가가치세와 기업소득세를 통제하였고, 지방정부는 주로 농업
과 3차 산업 관련 조세 유형, 예를 들어 영업세에 의존했기 때문에, 분세
제개혁 이래 중국의 지방정부는 업무의 무게 중심을 공업에서 3차 산업
및 특작농업으로 전환하였다(罗湘衡, 2008; 张汉, 2014: 158).

94) 지방정부가 발전 취향을 갖더라도, 서로 다른 역사 시기와 지리적 특성으로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기업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지방정부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세제개혁 이후, 향진 정부는 보편적으로 향진기업 경영에 개입했고, 각종 당과 정부기관, 사업단위와 군
대단위가 ‘경제체제를 운영하는(办经济实体)’ 현상이 흔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기 이후, 이런 현상은 점차
사라졌다(张汉, 2014: 159). 기층 정부, 특히 향진 정부의 재정능력은 떨어지고 심지어 악화되는 상황이 나
타나서, 이로 인하여 일부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은 저하되고 취약계층이 증가되었다(张汉, 2014: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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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개혁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의 변화, 권한 이양
이나 다양한 제도개혁은 결국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에 다양한 변화
를 초래한다. 이는 결국 지방정부의 기업에 대한 권한과 권력지대 추구의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분권적 경제개혁 이래, 지방관료는 더 많은 권한과 인센티브를 통해
정치적 단계를 상승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였다. 따라서 지방
최고 리더십은 지방 경제정책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현재의 경제
적 발전의 불안전성과 비일관성은 불가피하게 지방 기업들에게 운영상
위험을 초래한다(Luo et al., 2017: 86).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지방정부 간의 지나친 경쟁은 대다수 좀비 기업
을 야기하고 있다. 지방정부 간 경쟁은 서로 다른 행정구역 내의 각 지방
정부들 간에 투자를 유치하고, 더 빠른 GDP 성장이나 더 많은 재정수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지방정책, 투자환경과 제도 여건 등에
서 치열한 경쟁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에 상응하는 체계와 기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정부 간 경쟁행위는 상당한 갈등을 초래한다
(张日旭, 2012; 赵昌文 等, 2020: 95에서 재인용).
지방정부들이 기업 유치나 육성 과정에 우르르 몰려들어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가 쇠퇴하여 수요가 부족
하게 되어 각 지방정부가 현지 기업에게 각종 혜택, 보조금 등의 정책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경쟁 기업은 도산하게 된다. 죄수 딜레마처럼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면 전체 산업은 어렵게 되고 기존 성장 기업도 이익이 감소
되고 부채에 시달려 좀비 기업으로 전락하게 된다(赵昌文 等, 2020: 94).
중국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 지방의 당 통제 수준은 과
도하여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Chang & Wong, 2004; L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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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7: 86에서 재인용). 지방정부는 기업을 활용하여 정치적·사회
적 목적을 추구하며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에 지방정부
는 기업이 희소자원에 접근케 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Qian, 1996; Luo et al., 2017: 86에서 재인용).
지방정부, 예를 들어, 市 정부는 지방경제 자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재
량적인 통제권을 갖는다. 중국에서 재정분권화는 지방정부가 예산 지출
과 세입을 중앙정부와 공유(share)하게 한다. 시 정부는 지방 기업에게
토지사용을 결정하고, 비즈니스 규칙을 설정하고, 강령과 규제를 만들고,
투자기회 및 재정신용을 부여한다. 이러한 지방정책의 상당수는, 가령 업
무안전검사, 투자계획승인 등의 일상적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된다
(Gordon & Li, 2012; Luo et al., 2017: 86에서 재인용). 따라서 시 정
부는 지방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Luo et al., 2017: 86).
중국경제 전환 과정에서 미시적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권력의 광범위한
개입은 권력에 의해 ‘임대료’, 즉 ‘비직접 생산성 이윤(非直接生产性利润)’
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낳는다(钱颖一, 1988: 17-8; 张田·孙涛,
2015: 26에서 재인용). 이런 ‘권력 화폐화’ 혹은 ‘권력 자본화’라는 제도
배치는 광범위한 지대추구 환경을 조성한다. 권력지대추구는 권력과 시
장 주체 모두를 통해서 완성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개인 혹은 기관 형식
을 끌어들여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다(张田·孙涛, 2015: 26).
시 정부 관료의 경력평가 및 승진은 직접적으로 지방경제 성과와 연계
된다(Wu et al., 2013; Deng et al., 2015; Luo et al., 2017: 86에서
재인용). 시 정부 관료는 성 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지방경제 성과에 기반
을 두어 평가되며, 이는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조세수입에 의해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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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된다. 따라서 지방 기업의 성과는 직접적으로 시 정부 관료의 정치
앞날과 직결된다(Luo et al., 2017: 86-7).95)
계층적으로 보면, 시 정부 수준에서 경제정책과 재정예산은 성장이나
성 서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성 리더와 시 관료 간의 유착
(bonding) 관계 혹은 정치적 연대(tie)는 명백히 지방 지출배정과 성장을
선호할 것이다. Persson & Zhuravskaya(2012)는 지방관료와 밀접히
연계된 성(省) 리더는 지방발전을 위하여 전형적으로 교육, 건강보호 지
출과 같은 공공재를 더 많이 제공한다. 유사하게, 시 정부 관료가 성장이
나 당서기로 승진할 때, 그는 시 정부 수준에서 새로운 당서기 혹은 시장
같은 승계자와 더 밀접하고 강력한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연계는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성장은 지방 수준에서 자신의 영
향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충성스런 후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로 신임 지방관료도 省 리더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기대한다. 두 정부 리
더 간에 이러한 암묵적 계약은 성 정부로부터 시정부로의 추가적인 지원
을 받을 것이다(Luo et al., 2017: 87).

3)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전략
지방정부 환경의 변화는 지방 기업에게 정책 불확실성과 행정 불확실
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Guthrie, 1997; Zhang & Zhang, 2005). 이

95) 지형, 인구, 자원, 경제발전, 조세수입, 재정부담 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지방정부 관료는 자신의 구
역에서 상당한 권한과 신축성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시 정부의 시장과 당서기는 지방경제 성장에서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시 정부 최고위직은 정치적ㆍ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상적으
로 잠재적 사회경제적 프로젝트를 선호할 권력을 행사하며, 이는 미래 승진을 담보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이 승진하건 교체되건 일부 추진 중인 정책과 프로젝트는 중단될 위험이 있다. 이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
될 때까지 지방 기업은 투자결정을 지연시킬 것이다(Luo et al., 2017: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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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불확실성은 기업운영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risk)을 초래한다. 지방의
정치적 환경이 변하면, 기업은 새로 임명된 관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행
정절차나 정부기관을 잘 알게 되며, 기업의 요구는 쉽게 정부에 의해 받
아들여진다. 새로 임명된 관료와 원활하게 사회화가 됨에 따라 지방 기업
이 직면한 정책 위험은 감소될 수 있다. 정치연계(political connection)
는 기업이 더 유용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접근이며, 이는 관계에
기반을 둔 발전 과정을 띤다. 도시 지역의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지방정부
는 지방자원을 배정할 권한이 막강하다. 정치연계 관점에서 지방 기업은
새로 임명된 관료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치연계를 구축할 유인을 갖는다
(Zhao & Li, 2013: 79).
정치연계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신흥 시장국가에서
특히 심하다(Faccio, 2006; 江远山·郝宇青, 2018: 124에서 재인용). 정
부라는 강력한 협력 상대에 직면하며 기업은 종종 ‘비규범적으로(剑走偏
锋)’ 유연한 ‘간접적인(曲线救国)’ 전략을 취하여 ‘유연한 방법으로 강한

적을 제압하여(以柔克刚)’ 양호한 정부와 기업 관계를 구축하여 지방정부
의 인정과 지원을 얻는다(江远山·郝宇青, 2018: 124).
첫째, 전략으로 승리를 얻어(以巧取胜) 지방정부의 ‘관계 마케팅’을 잘
한다. 일반적으로 궤도전환 경제에서 기업은 정부부문이나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개인 간에 특수한 관계를 구축하여 자원의 독점권을 얻을 수
있거나 잠재적인 계약(隐性契约)을 형성한다(Choi et al., 1999; 江远山·
郝宇青, 2018: 124에서 재인용).

공식적 제도의 결여가 초래할 손해를 보완할 수 있다. 수십 년간 발전
과정에서 중국 기업은 각종 ‘관계전략(公关策略)’을 고안하였는데, 예를
들어 기업가가 ‘빨간 모자를 쓰고(头戴红帽)’ 지방정치에 참여하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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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통해 지방관원과 ‘감성적 연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의 사회
적 부담(예: 취업문제 해결) 등을 분담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정
치연계 구축을 통하여 기업을 위해 경제이익과 정치비호를 가져올 수 있
다(张建君·张志学, 2005; 江远山·郝宇青, 2018: 124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상업기회, 핵심자원, 일부 규칙의 완화, 정
부가 기타 관련 부문(예: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얻을 수 있다(江远山·郝
宇青, 2018: 124).

둘째, 기업은 부패를 매개로, 지방정부 권력의 빈틈을 파고든다. 만약
정치연계를 중국 기업이 은밀한 지대추구의 공식적인 경로로 본다면(杜
兴强 等, 2010; 江远山·郝宇青, 2018: 124에서 재인용), 지대추구는 기

업이 정부와 기업 관계를 구축함에 있어 비공식적인 중요한 수단 중의 하
나이다. 부패는 인류생활에서 일종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모든 경제체제
에 불리한 것도 아니고, 모든 기업에 불리한 것도 아니라, 선택적인 파급
력을 갖는다. 제도가 정체되고 법치의 정도가 낮고 행정효율이 저하된 경
제체제 전환기에 부패는 관료절차를 가속화하고 효율적인 기업이 희소자
원을 얻게 하는 경제 바퀴의 ‘윤활유’이다(江远山·郝宇青, 2018: 124).
개혁개방은 바로 법규 미흡 등 제도의 전환이란 방향에서, “돌을 만지며
강을 넘는” 같은 신중한 접근을 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접대’, ‘시찰적
관광’, ‘선물주기’ 등의 부정한 방식이 기업과 지방정부 간 거리를 좁히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심지어 정부 혹은 관원이 기업과 강력한 ‘유대’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와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런 과
정에서 중국 기업의 지대추구행위는 종종 ‘부정거래(灰色交易)’의 특징을
띤다(陆铭·李爽, 2008; 江远山·郝宇青, 2018: 124에서 재인용).
셋째, 정부와 기업 경합에서 기업은 ‘주객이 전도된’ 주도권을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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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이 커지고 강해져서 정부가 ‘기업을 새롭게 주목’하게 되면 정부
와의 경합에서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지방정부 및 관원들의 ‘정치실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기업은 지방정부에서 ‘인기(香饽饽)’를
받아 지방정부는 주도적으로 “오동나무를 심어 봉황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주한다(江远山·郝宇青, 2018: 124). 예를 들어, ‘삼일중공업’에 대한
후난성(湖南省)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허난성(河南省)이 폭스콘(Foxconn)을
‘갈구하는’ 사례96)도 자주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성격은 지방정부와의 정치연계 방식을 차별화시키고, 기
업이 지방정부와 ‘흥정’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유기업은 ‘적출’
로서 지방에서 흔들릴 수 없는 정치적 우위를 누린다. 외자기업은 막대한
자본과 현대적인 관리 방식을 갖춘 ‘먼 곳의 친구’로 지방정부의 정책혜
택의 ‘초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민영기업은 비록 ‘토박’이지만 경쟁에
서 규모가 작아 열세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제도 환경에서
정부와 기업 양측에 있어서 최적화된 균형전략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연맹관계를 맺게 된다(聂辉华·李金波, 2007; 江远山·郝宇青, 2018: 125
에서 재인용).
그리하여 정부와 기업 간에 종종 ‘합작경합’ 관계로, 경합과 합작은 실
제에서 동시에 존재하지만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그중에서 경합이 가장

96) 폭스콘이 허난성 정저우(郑州)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폭스콘의 창시자인 궈타이밍(郭台铭)이 허난을 시찰
하러 왔을 때, 郭庚茂 당시 허난성 성장이 특별히 공항으로 가서 영접했다. 정저우로서는 “폭스콘의 일은 이
미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저우 시 각 부서, 각 구와 현은 모두
일인자가 직접 찾고, 도처에서 청신호를 켜줬다”(陈中小路, 2010; 江远山·郝宇青, 2018: 124-5에서 재인
용). 폭스콘이 정저우에 정착하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시작했고, 불과 한달
만에 정저우에서 폭스콘의 첫 프로젝트는 이미 생산에 들어갔고, 이 ‘정저우 속도’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놀
라게 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대기업이나 외자기업에서만 채택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이렇게 정부와 흥
정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江远山·郝宇青, 2018: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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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것은, 예를 들어 기업과 서로 다른 층급 정부 간 수직 이익분배 혹
은 기업과 단일 층급 정부의 수평적 이익분배 등 ‘케익분배’ 관련 문제이
지만, 이익합작은 항상 최종적인 결과이다(郭鹏飞, 2015; 董江爱·徐朝卫,
2015; 江远山·郝宇青, 2018: 125에서 재인용).

3. 정부와 기업 간의 연계: 협회
비즈니스 협회는 기업과 국가를 연계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하다. 기업
이 소규모이고 원거리에 있을 경우, 대안적 기제를 하고, 국가가 다른 수단
으로 기업 소유주에 접근하려 할 때, 기업협회가 더 유용한 연계를 제공하고
기업 관련 국가의 목적과 정책을 조정하는데 활용된다(Lei & Nugent,
2018: 2).
서구에서는 NGO, 업계조직, 상회 등이 각자의 사회역량을 통해서 시
장 감독관리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도 물론 “상업에는 상회가
있고, 업계에는 길드가 있어온” 오랜 전통이 있다. 즉, 업계협회와 상회는
과거 기업신용, 업계 자율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맡았다(迟
福林, 2017a: 343).

그러나 현행 감독관리체계를 분석한다면, 업계협회와 상회의 행정화의
경향이 매우 심각하다. 감독관리 과정에서 정부가 “혼자 모든 일을 도맡
아 처리하는(独角戏)” 현상이 보편적이다. 반면에, 업계협회와 상회는 공
신력이 매우 부족하고, 업계 자율성도 결여되어 있어서 전통적인 ‘업계협
회’의 역할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迟福林, 2017a: 343).
풀뿌리부터 구축된 소규모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종종 국가의 정책을
변경하도록 유도할 수 있듯이, 이러한 변화는 특수 네트워크 밖의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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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반대 결과를 가져오고 국가와 기업 전체에 향상된 조정을 가져오
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통제하는 비즈니스 협회, 가령 전중국산
업상업연합회(ACFIC)가 기업과 국가 간에 더 나은 교량 역할을 할 필요
가 있다(Lei & Nugent, 2018: 2).

그림 4-12

경제정책 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모형
중앙정부

비즈니스 협회

지방정부

당과 인민대표

민영기업

근로자

상호 인센티브
일방향 인센티브
약한 인센티브

출처: Lei & Nugent(2018: 4)

전중국산업상업연합회의 핵심 역할은 ⅰ) 정부와 민간경제 간 소통 증
진, ⅱ) 정부의 민간경제 관리에 협조, ⅲ) 정책, 경제사회 문제 관련 국가
정책 및 전략 수립에서 정치적 자문참여, ⅳ) 경쟁력 증가 및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해 협회구성원의 기술혁신, 관리, 문화에 도움, ⅴ) 협회의
정당한 권리를 대표하고 정부에 제안 및 요구 확대, ⅵ) 협회에 훈련, 재
정, 기술, 법적 자문 정보를 제공하며 협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 ⅶ) 외국
상업 및 산업체와의 관계형성, ⅷ) 중국 경제개혁의 기회 및 공헌을 위한
해외파견을 지원한다(Weil, 2016).
민영기업, 국가, 지방정부, ACFIC 그리고 당과 인민대표대회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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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업의 대안적 수단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그림 4-11>). 상층부에는
중앙정부가 그리고 아래에는 당지부, 인민대표,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통
제 비즈니스 협회(ACFIC)들과 가능한 기제를 형성하는 민영기업과 그들
직원들이 위치하고 있다. 비스니스 협회에서 기업들은 그리고 당 혹은 인
민대표는 자발적이지만, 그러나 연계한 조직들은 가입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이 연계는 호혜적 인센티브로 양방향 화살표로 나타난다.
민영기업들은 비즈니스 협회활동에 회비를 내고, 시간을 들이지만 반대
로 이로부터 편익을 기대한다. 가령, 협회로부터 중요한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재정우대 방법 등을 얻는다(Lei & Nugent, 2018: 3-4).
당과 인민대표대회도 기업 소유자로부터 시간과 노력을 얻는 역할을
하면서, 또한 기업들에게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로부터 허가나 재정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정부의 경우, 조세면세
나 하부구조 혹은 지방재정에 접근하여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대로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증가된 경제적 활동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세 기반을 개선하고, 상위 정부 혹은 중앙정부로의 승
진을 정당화할 수 있다(Lei & Nugent, 2018: 4).
중국에서 ACFIC는 정부에 의해 수립되고 통제된다. 이는 195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신중국이 민영기업의 소유주를 결합시켜 국유화
하기 위해 설득시킨 것이다. 당시 민영기업은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
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9년 개혁개방과 더불어 ACFIC가 회복
되고, 실질적으로 팽창하여 1990년대 말에 민영기업의 소유권 방어에 상
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사실 ACFIC는 중국 정부가 헌법을 수정하여 “국
가는 민간부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를 선언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Asian Development Bank, 2003; Lei & Nu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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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에서 재인용). 이러한 흐름에서 ACFIC 멤버는 2015년 말 기준
회원이 4,385,000명이 넘는다(Lei & Nugent, 2018: 4).
그러나 ACFIC가 성과를 내었지만 수출 및 외자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러한 효과는 미흡하고 심지어 부정적이다. 비록 ACFIC 회비가 주로
기업에서 나오지만 그 임원은 주로 정부가 임명한다. 이러한 정부 통제
비즈니스 협회는 두 가지 원칙, 즉 회원 기업이 대부분의 재정예산에 기
여하고, 정부는 협회 임원을 정치적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책 조
정이 잘 되면, 협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고, 정부는 정책집행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Lei & Nugent, 2018: 4).
또한, 중국공산당 혹은 인민대표대회 각각은 역시 국가와 민영기업에
서 중개자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치적 협회는 정부관료에 접근하여 로비
할 수 있지만 이들 회원은 민영기업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치적 조직은 ⅰ) 비즈니스 지향 서비스(가령, 비즈니스 기회에 관한 정
보제공, 정부정책 관련 정보제공, 비즈니스 갈등 조율 등), ⅱ) 세입 소득
을 위해 민영기업에 거의 의존하지 않아서 결국 유일한 주인은 정부이며,
ⅲ) 비즈니스 또는 민간경제 넘어서 회원이 개방되어 있어서 이들 조직이
ACFIC로서 조정기능에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편익을 강하게 얻지만, 당과 인민대표 그리고 정부 간에
는 약한 관계이다(Lei & Nugent,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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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1절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2절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3절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본 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각각의 관련 제도
와 정책을 분석하기로 한다. 제도란 행위자에게 기회와 제약을 가하는 것
으로 공식적 제도(법령, 규제, 조직, 이념 등)와 비공식 제도(문화, 규범,
인식 등)가 있다. 정책은 해당 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공식적·권위적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중앙 및 지방)와 기업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면 정부와 기업 관계의 맥락, 행위자, 역할과 기제, 내용,
성과, 추세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제1절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도는 중앙국유기업의 관리와 통제구조,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관리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국유기업에 관한 정책
으로는 정부와 국유기업 관계의 기제 및 산업정책을 다루기로 한다.

1. 국유기업 관련 제도
제도는 기업의 전략, 행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刘启亮 等(2008)은
유리한 외부 제도 환경이 기업 내부통제의 질, 연구개발 투입·실적 수준
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Boubakri et al.(2012)은 한 국가의 정
치적 약탈 위험(risk)이 크고, 국유주식 구조의 비중이 높을수록 리스크
감당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李文贵·余明桂
(2012)는 시장화 과정이 상대적으로 빠른 지역에서, 중소규모의 국유기
업과 민영기업 간 위험감당 수준에서 그 격차가 더 크다고 한다(이상 모두
汤颖梅·佘亚云, 2020: 15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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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각 성(省)별 제도 환경의 격차가 크고, 시장화 과정에서도 그
차이가 존재한다. 제도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법치구조가 미비하고, 금융
체계와 투자자 보호제도도 미흡하다(樊纲 等, 2010; 李露, 2017). 기업
의 시장행위는 이로 인해 제약을 받고, 리스크를 감수할 수준이 낮아진
다. 반면, 제도 환경이 완비된 지역일수록 통상적으로 더 좋은 재산권 보
호와 더 완비된 시장 기제를 갖게 되고, 정부가 국유기업에 가하는 정치
압력도 현저히 낮아진다(马连福 等, 2015; 이상 모두 汤颖梅·畲亚云,
2020: 151에서 재인용).

1) 국유기업 관리 및 통제구조
중국 국유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을
관리하는 방식과 기업 거버넌스에서 나타나는 관리 및 통제구조를 분석
할 필요가 있다. 기업 거버넌스는 기업의 내외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해 집행하는 정책, 절차, 지침의 틀이라 할
수 있다.
기업 거버넌스는 주주와 관리자들 간의 수직적 거버넌스, 그리고 주주
의 통제력 강약에 따른 수평적 거버넌스로 구분된다. 수직적 및 수평적
거버넌스는 기업의 관할권에서 나타나지만, 국가마다 그 초점은 다르다.
보통 수직적 거버넌스는 분산 소유권(diffuse ownership)을 가진 국가
에서 지배적이며, 통제자 기제가 잘 해결된다. 반면에 수평적 거버넌스는
집권적 지분(concentrated shareholding)을 가진 관할권에서 나타난다
(Roe, 2005: 372; Miao, 2012: 8에서 재인용). 집권적 지분을 갖는 국
유기업의 수평적 문제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주주로서 국가의 특수성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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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수직적 거버넌스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국유기업의 전반
적 거버넌스 문제는 심각하며, 전통적 거버넌스 기능은 많은 제약을 받는
다(Miao, 2012: 8).
중앙국유기업 관리와 통제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王凤彬
等(2014)의 연구를 소개하여 정리97)한다. 중국 대기업 그룹은 수직적이

고 수평적인 교차관계로 복수법인 구조여서 매우 특이하다. 따라서 그룹
전략을 단일한 결정요소로 해석할 수가 없다.98)
기업전략과 조직구조의 협동적 변혁은 선진국 기업들이 100년 전부터
시작한 관리 실천으로, 챈들러(Chandler, 1962)가 ‘구조추종전략’의 관
점99)에서 정리하여 각계에 널리 인정되고 보편적으로 응용되었다. 중국
은 1980년대 이래, ‘수평경제연합’, ‘대형기업그룹시행’, ‘주식제개조’, ‘현
대기업제도수립’, ‘대기업, 대그룹’ 등 개혁조치가 이뤄지면서 국유기업
경영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업무구성도 더욱 복잡해졌다(王凤彬
等, 2014: 92).

많은 대형 국유기업이 복수법인(多法人) 연합체 형식의 기업그룹으로
재편된 이후, 기업의 전략과 경계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대형 복
잡한 조직관리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들 기업은 탐색과 모방 과정에서
관리 및 통제구조를 변화시켰고, 그룹전략과 관리 및 통제구조의 정합성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관리와 통제구조를 조정한 결과를 보면, 여전히 ‘챈

97) 王凤彬 等(2014: 92-111)을 근거로 작성함
98) 기존 문헌은 기업그룹 외부 시장 환경과 제도요인의 영향에 치중한 반면에, 주식권 구조, 그룹전략, 내부의
중요한 영향요인 등에 관한 분석 시각을 대기업 그룹 조직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王凤彬 等, 2014: 93).
99) 챈들러의 구조추종전략(Chandler’s Structure Follows Strategy)은 기업 조직구조가 경영전략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략 요소가 독립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룹통제 구조적합관계를 챈틀러식
명제, 전략과 보완 요소가 공동으로 해석되는 구조적합관계를 준챈들러식 명제, 대체가능한 기타 요소로
해석되는 구조적합관계를 비챈들러식의 명제라 한다(王凤彬 等, 201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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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식’ 정합 명제의 고전적인 예측과 차이가 많다(王凤彬 等, 2014: 92).
중국 대형기업 그룹에서, H형100) 구조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며,
다계층 법인안착(法人嵌套)(nest)의 구조도 점차 확산되었다. 刘斌(2012)
은 중국에서 11개 업계 중 36개 기업그룹의 조직구조 유형과 그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국 기업그룹의 주도적인 조직 형식이 재산권 연결형이고,
‘다계층 그룹형’ 구조라는 특징을 발견했다. 이 ‘다종 업무를 갖고, 다양
한 업무 그룹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구성한 구조’는 ‘보다 복잡하고 다
양한 업무를 관리하는데’ 유리하고 중요한 조직변화 추세라 할 수 있다.
다계층 법인이 안착된 구조는 이미 중국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에서 보편적
으로 존재한다(王力军, 2008; 罗党论·唐清泉, 2008; 王凤彬 等, 2014: 96
에서 재인용).
이는 1980년대 후기, 미국에서 등장한 MLSF(multi-layered subsidiary
form)형 구조보다 더 복잡하다. 전반적으로 중국 대기업에서 그룹의 핵
심 기업소유권 성격은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자회사 편제가 보편
적이다. 그룹의 제1계층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서로 다른 계층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복잡한 재산권 사슬과 다계층 법인안착을 포함한 H형
구조를 형성한다(王凤彬 等, 2014: 96).
그룹 구성방식을 보면, 초기 투자권의 과도한 이양으로 인해 그룹 재

100) H형 또는 H형 지주는 지주회사조직(控股公司组织, Holding Company Organization)을 말한다(刘斌,
2012: 214). H형 구조는 지주회사구조로, 엄격히 말하자만 기업의 조직구조 형태가 아니라, 기업 그룹의
조직 형식이다. H형 회사는 자회사 또는 분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 지분을 소지하고, 소속 각 자회사는 독
립적인 법인 자격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이윤 중심이다. H형 구조는 많은 경우, 수평 합병으로 형성된
기업에서 출현한다. H형 구조의 현저한 특징은 고도의 분권으로, 각 자회사는 상당한 독립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모든 회사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모회사는 주로 자회사에 대해 계획관리, 재무관리와 인사관리
를 진행한다. H型结构.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item/H%E5%9E%8B%E7%BB%93%
E6%9E%84/12747517(검색일, 20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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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 계층은 복잡하다. 모(母)기업 재산권 성격, 국가제도 등의 제도적 요
인이 작용하여 전환기에 있는 중국 대형 그룹화 중앙기업은 실제로 ‘챈들
러식’ 전략과 구조적합관계에 놓여서 관리와 통제구조를 선택·조정하는
경우는 적다(王凤彬 等, 2014: 110).
모든 그룹전략을 결정하는 ‘챈들러식’ 통합은 5개 구조 형태를 갖는
비관련 다원화 중앙국유기업 그룹에서 존재한다. 15개 구조 형태의 전문화
중앙그룹 및 4개 구조 형태의 관련 다원화 중앙국유기업 그룹은 관리와
통제구조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룹전략과 기타 상호보완을 하기 위해서
‘준챈들러식’ 통합을 따른다. 세 가지 구조 형태의 전문화된 중앙국유기
업 그룹 및 13개 구조 형태와 관련된 다원화 중앙국유기업의 관리와 통
제구조 선택은 그룹전략과 서로 배치되고, 기타 대체 요인으로 해석되는
‘비챈들러식’ 통합을 띤다. 마지막 유형의 통합에서 그 관리 및 통제구조
의 조정은 일반적인 관리 및 통제구조 변화의 경로에서 지체 혹은 돌파
여부에 따라서 경로의존형과 선택변이형으로 더 세분화된다(王凤彬 等,
2014: 110).
‘챈들러식’, ‘준책들러식’, ‘비챈들러식’ 정합에서 모든 인과구성(casual
configuration)을 비교할 수 있다.101)

101) 첫째, 비관련 다원화 전략은 ‘챈들러식’ 통합을 독립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건이고, 기타 유형
의 발전 전략은 고전적인 이론이 예측하는 통합성 관리 및 통제구조 선택에 충분하고 필요한 조건을 구성
할 수 없다. 둘째, ‘준챈들러식’ 통합으로 볼 때, 실적과 혁신 지향의 문화와 국가제도 요구에 대한 주목은
전문화 전략과 서로 보완된다. 해당 전략을 추진·실행하는 중앙국유기업 그룹은 비업무 분야 관리와 통제
구조를 선택하는 인과관계를 띤다. 역사적 궤적에서 국자개혁은 전부 상장이 아닌 다자회사(多子公司)를
선호하는 체제 및 이념 요소는 존재하지도 않고, 이를 고려할 필요도 없었다. 또한, 이를 고려하는 그룹은
이미 내부에서 실적과 혁신 지향의 문화를 형성하여, 관련 다원화 전략과 상호 보완을 한다. 이러한 전략
을 실행하는 중앙국유기업은 업무 분야별 관리와 통제구조에 대한 선택을 연계한다. 셋째, ‘비챈들러식’
통합에서는 일부 상장으로 인한 관리와 통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회사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국
유독자의 그룹회사 그리고 실적과 혁신을 지향하지 않은 그룹의 기업문화는 전문화 전략을 대체한다. 이
를 통해 이들 중앙국유기업 그룹은 다양한 산업에 걸치지 않는다(王凤彬 等, 2014: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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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전략요소를 대체한 것으로, 일부 관련 다양한 중앙국유기업
그룹은 관리와 통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모회사가 회사제도를 개선하거나
‘선자후모102)’ 방식을 구성하지 않은 그룹에는 내부 자산재편 문제가 존
재한다. 선택 변이에서 고전적 이론이 예측한 M형 구조가 아니라, 관련
업무와 협동 수요가 적합하지 않는 H형 관리와 통제구조를 선택한다(王
凤彬 等, 2014: 110).

또한, 중앙국유기업에는 고전적인 예측에서 위반되는 다른 한 가지로
‘비챈들러식’ 통합이 있다. 즉, 업무 분야 구조를 취해야할 그룹이 뒤늦게
F형 구조를 취한 것이다. 그 원인은 관리와 통제의 복잡성을 고려한 그룹
의 모회사가, 비록 재산권 의미에서 회사제도를 개선하였지만, 그룹 범위
에서 실적과 혁신 지향 문화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王凤彬 等,
2014: 110).
또한 ‘선자후모’는 전환 시기 다양한 규모를 가진 자회사들이 ‘행정조
정(行政捏合)’을 통해 모회사가 되는 그룹구성 방식이다. 모두 관련 다원
화 전략을 분명하게 대체한 것이다. 업무 영역에서 다원화 추세를 보이는
중앙국유기업을 직능형 관리와 통제구조에 가두기 때문에 그 전략은 관
리와 통제구조 추진을 발휘할 수 없는 경로의존적 특징을 띤다(王凤彬
等, 2014: 110).

102) 선자후모(先子后母)는 그룹 구성에서 먼저 자회사가 있고, 다음 모회사가 있는 방식으로 구성된 경우이
다. 즉, 여러 규모를 이룬 자회사들이 행정적으로 모으는 식으로 모회사를 구성하는 방식이다(王凤彬 等,
2014: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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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그룹
전략

전문화
(36개)

중국 중앙 국유기업의 관리와 통제
관리와
통제구조 및
사례 수(1)
F형
(31개)

비관련
다원화
(6개)

준챈들러식

차이성 해석에서
중요한 공동조건

포함 합계 포함
사례 수 사례 수(2)

실적과 혁신 지향 문화

18

국가제도 요구

17

M형 또는 H형 비 책 들 러 식 기업법 등록, 실적과 혁신 지향 문화가 부족
(5개)
및 선택변이형 하고 관리와 통제 복잡성 고려가 없음

3

국가제도 요구 및 기업법 등록 또는 관리와
통제 복잡성 고려 없음

22

비 책 들 러 식 회사제도개선을 통한 모회사에 관리와 통제
및 경로의존형 복잡성을 고려하지만 그룹 범위에서 실적과
혁신 지향 문화를 형성하지 못함

5

F형
(46개)
관련
다원화
(62개)

통합
유형

선자후모 방식을 통해 그룹 구성

10

관리와 통제 복잡성을 고려하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관리와 통제 어려움에 직면

3

해석
수준
(2)/(1)

28

90.3%

3

60%

32

69.6%

4

66.7%

M형
(6개)

준챈들러식

관리와 통제 복잡성을 고려하고 실적과 혁신
지향 문화를 가짐

1

H형
(10개)

관리와 통제 복잡성을 고려하고, 모회사는
비챈들러식
회사제도개선을 거치지 않았거나 선자후모
및 선택변이형
그룹 내부에 자산재편 문제가 존재함

7

7

70%

H형
(6개)

챈들러식

전략이 절대 충분한 조건(관리와 통제 복잡
성은 단지 그 주요한 경계 조건)

6

6

100%

출처: 王凤彬 等(2014: 111)

위 <표 5-1>은 통합 유형 및 각 유형 통합의 차이성에 관한 해석으로
공통의 중요한 인과구조(causal configuration)를 간략히 총괄하고 있
다.103) 중국 상황에선 전반적으로 고전적인 ‘챈들러식’ 통합의 비중이
‘준챈들러식’과 ‘비챈들러식’ 통합보다 훨씬 낮다. 비관련 다원화 중앙국

103) 중앙기업그룹 관련 심도 있는 연구가 드물지만 전환기 중국 대형 기업에 있어 매우 대표성을 갖고 있는 특
수 기업 그룹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여 연구한 것이다. 중앙국유기업 관리 및 통제구조 변환의 과정은 상
대적으로 길고 복잡하고, 관련 정보 투명성이 낮고, 확실하고 믿을 만한 체계적 자료를 얻는 것은 쉽지 않
다. 여기서 소개된 연구는 국자위 중앙국유기업 그룹 관리와 통제 과제연구에 참여하는 기회에 현지인터
뷰, 설문지조사, 2차 데이터 수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데이터의 삼각 검증을 통해 중국 그룹 관리와 통
제를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王凤彬 等, 20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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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업 그룹(6/6)의 관리와 통제구조 선택은 모두 ‘챈들러식’ 통합의 예
측에 부합한다. 또한, 대다수 전문화 중앙국유기업 그룹(28/36)의 관리
와 통제구조 선택은 모두 ‘준챈들러식’ 통합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비챈
들러식’ 통합은 관련 다원화 중앙국유기업 그룹 관리와 통제구조 선택에
서 주류를 형성한다([32+7]/62). ‘준챈들러식’과 ‘비챈들러식’ 통합에서,
전통적인 국유기업의 재산권 성격(회사법 등록 여부) 및 소유제개혁의 역
사적 궤적(그룹 ‘선자후모’ 구성방식, 분할상장이 가져온 관리와 통제 복
잡성 등을 포함)은 중앙국유기업 그룹관리와 통제구조의 개선 또는 퇴행
에서의 전략요소에 비해 더 강하다. 이는 전환경제체제라는 중국 특유의
조직변화 특징을 보여준다(王凤彬 等, 2014: 110).
‘선자후모(先子后母)’의 그룹 구성방식은 재산권 성격상 회사법이 아니
라 기업법에 따라 등록한 그룹 모회사이다. 그룹 내부에서 여러 지주 자
회사가 독립적으로 상장하는 등 중국 특유의 상황적 요인을 그룹 관리통
제구조 형성의 원인분석에 포함한다. 중국 대형 국유기업 그룹은 보편적
으로, ‘강한 제후, 약한 천자’에 집중되어 있다(王凤彬 等, 2014: 111).
그렇지만 단결하지 않고, 관리하지만 통제하지 않고, 산업사슬이 과도
하게 널리 분포하고, 그룹 내부 업무가 중복적인 문제가 있다. 일시적으
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요소의 전략과 구조 내재화의 통합 역할
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룹관리와 통제 관련 인과
기제를 파악하여 얻은 결론을 통해 국자위는 국유기업 통합과 구조조정
을 확실히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王凤彬 等, 2014: 111).
현재 일부 ‘선자후모’ 방식으로 구성되거나 외생적 경로를 통해 발전
된 중앙국유기업 그룹에서, 그들의 임원은 흔히 ‘집중되어 있지만 단결하
지 않는’ 문제가 있다. ‘약한 천자, 강한 제후’를 역사적 요인의 방해 탓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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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리며, 어떻게 그룹본부의 적극성을 발휘하여 경로개선, 심지어 경로
돌파를 실현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는다(王凤彬 等, 2014: 111).
실제로, ‘약한 천자’의 등장은 단지 그룹구성 초기에 형성된 모회사 특
성과 관련되어 있을 뿐, ‘강한 제후’와 필연적으로 관련되지는 않는다. 만
일, 양자의 단순한 관련을 배제하고, 동일한 관리통제 구조를 갖는 중앙
국유기업 그룹들의 서로 다른 형성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면, 관리통제 구
조의 최적화를 막는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파악할 수
있다(王凤彬 等, 2014: 111).
‘강한 제후’ 상황에서 산업사슬 계층을 줄이고, 전체 상장을 추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그룹은 업무 분야별 관리와 통제구조로의 전환을 추
진할 수 있다. ‘약한 천자’ 상황에서, 실적을 높이고 혁신을 지향하는 그
룹의 기업문화를 통해, 관련 다원화 전략과 M형 구조의 ‘준챈들러식’ 통
합을 실현할 수 있다. 요컨대, 중앙국유기업 그룹 특징과 관련된 세 가지
통합 방안에서 출발하여, 특정 인과구조 및 그 조합관계 성격(보완이나
대체)을 분석함으로써 서로 다른 요인의 구체적인 영향과 협동 기제를 명
확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약한 천자, 강한 제후’형 중앙국유기업 그
룹은 관리와 통제구조를 선택할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을 찾아낼 수
있다(王凤彬 等, 2014: 111).

2)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관리
(1) 국유기업 관리 관점
정부 자체가 기업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학계에선 정부의 기업화
(corporatism)라고 한다. 중국 전통에 정부기업이 존재했지만,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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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오늘날처럼 대규모로 역할을 한 적이 없었고, 지방
에선 더욱 그렇다. 1980년대 이래, 중국의 현(县) 정부 자체가 기업가이고,
적어도 초기에 경제성장은 상당수 지방정부 간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지,
기업 간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즉, 중국이 말하는 “시장경제”(市
场经济)가 아니라 “시장경제”(市长经济)인 것이다(郑永年, 2020: 272).

그러나 국유기업, 특히 중앙국유기업은 정부가 직무를 수행하는 상징
으로, 국유기업이 정부 편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 관리자는 기업가의 신
분이 아닌 관원의 신분으로 간주된다. 비록, 오늘날 국유기업은 경제의
절반만 차지하지만, 국민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독점 및 주도적 지위를 누
린다. 서구는 이를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른다(郑永年, 2020: 272).
시장경제(市长经济) 혹은 국가자본주의로 성격 지어지는 중국의 국유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리는 어디에 초점을 둘까?
국유기업과 정부의 관계에 관한 국유자산관리체계에서 OECD 국가
어디에도 ‘자본관리를 위주로’하며, 기업을 관리하지 않고, 자산을 관리
하지 않고, 사무를 관리하지 않는 “네 가지 비관리형” 정부와 기업 관계
가 있었는가? 당중앙에서 말한 “자본관리를 위주로”하여, 기업관리, 자산
관리, 인사관리, 사무관리를 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이는 “자본관리”를
허무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夏小林, 2015: 12).
“자본관리를 위주로 하는 것”에는 잘못이 없고, 기업관리, 자산관리,
인사관리, 업무관리를 하는 것은 모두 자본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자본관리를 위주로 하지 않는다면, 기업관리, 자산관리, 인사관리, 업무
관리를 하는 것은 목표와 방향을 잃게 된다. 기업관리, 자산관리, 인사관리,
업무관리를 하는 것과 자본을 관리하는 것을 위법하게 철저히 분리하고,
효과적으로 자본을 관리할 수 있는가? 자본관리, 기업관리, 자산관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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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리, 업무관리를 하는 것 간의 관계는 대립하면서도 동질적이다. 인위적
으로 그들의 내재적인 연결을 ‘단절’하고, “자산을 관리하고, 인사를 관리
하고, 업무를 관리하는” 기제를 모두 경시하고 부정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형이상적인 관점이다(夏小林, 2015: 12).
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기업국유자산법」,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은 “모든 기업관리, 자산관리, 인사관리, 업무관리를 하는 것과 자본을 관
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과 통일적이고 불가분한 것으로, 상호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원칙에 따라, 각종
현실 문제를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夏小林, 2015: 12).

(2) 국무원의 국유기업관리
「중화인민공화국기업국유자산법」은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관리기
관과 지방의 국유자산관리감독기관이 본급 인민정부의 권한 부여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국가가 출자한 기업에 출자인 직책을 수행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직책은 바로 “출자인 직책을 수행하는
기관은 본급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국가가 출자한 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자산수익, 중대한 정책결정과 관리자 선출에 참여하는 등 출자인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출자인 직책을 수행하는 기관은 기업
이 시장 주체로서 법을 누릴 권리를 수호하고, 법에 따라 출자인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분리와 통합이 있는 정부와 기업 관계로 볼 수 있다
(夏小林, 2015: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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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총칙에서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 주식유
한회사의 주주(국유주주 포함)는 “법에 따라 자산수익, 중대한 정책결정
과 관리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정부나 국유기업이 어느 회사의 주주이면, 그들은 법에 따라 자본,
기업, 자산, 인사, 사무를 관리하는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아닌가? 일부
특별한 것은 “국유독자회사는 주주회의를 설치하지 않고, 국유자산감독
관리기관에서 주주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은 회사
이사회에 주주회의 일부 직권을 행사하고, 회사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
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등록 자본의
증가나 감소, 회사채의 발행은 반드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서 결정하고,
그중 중요한 국유독자 기업의 합병, 분립, 해산, 파산 신청은 마땅히 국유
자산감독관리기관에서 심사한 이후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
아야 한다.” 이런 독자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서
위임하여 파견하고, ...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 구
성원은 사장을 겸임할 수 있고, ... 감사회 구성원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
관에서 위임하여 파견한다.” 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도 자본, 기업,
자산, 인사, 업무를 관리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해당
「회사법」은 총칙에서 “회사에서 중국공산당 「장정」의 규정에 따라 중국
공산당의 조직을 설립하고, 당의 활동을 전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는 당과 기업 관계를 ‘분할’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불법임을 보여 준다
(夏小林, 2015: 13).
또한, 당중앙에서 “자본관리를 위주로 하는 것”을 단일한 ‘자본관리’로
왜곡하고, 다시 이 “자본관리를 일반적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권이 없고, 주주가 주식을 뺄 수 없는 ‘우선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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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주로 돈을 받는 것과 국
유자산을 매매하는 것을 주로 관리한다. 이 또한 현행 국자(国资) 국유기
업관리의 관련 법률을 무시한 표현으로, 당중앙의 국자 국유기업개혁의
정책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또한, OECD 국가의 국유자산관리
체계 기제와도 크게 상반된다(国务院, 2013; 夏小林, 2015: 13에서 재인용).
그림 5-1

자본위주의 국유기업 분류 감독관리체계 틀
인대 입법
국무원

재정부

국유자
본수권

국자위

감독관리층

자본감독관리

출자층

정부자본분리

국유자본운영공사, 국유자본투자공사 …Ⅹ家국유자본출자기구

출자층

정부기업분리

경영층

자본기업분리

국유자본예산감독

공익류 국유기업

경영효율 평가

상업류 국유기업

상업 기능류
국유기업

상업 경쟁류
국유기업

업적 및 기능 지향

경영업적 지향

출처: 刘现伟(2017: 36)

자본을 관리하는 것을 주로 하여 국유자산 감독관리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반드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시장화 개혁
방향을 견지하고, 국유기업의 집중도와 배치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핵
심으로 해야 한다. 기업 활력과 시장 경쟁력을 촉진하여, 국유자산 감독
관리 직능과 기업출자인 직능분리에 속도를 낸다. 정부 국유자산부서와

33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재정부서의 감독관리 직능을 강화하고, 전문적으로 국유자산 출자인 직
능을 관리하는 여러 국유자본 투자운영회사를 설립하여, 정부와 기업 분
리, 정부와 자본 분리,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더 한층 추진하고, “2+X’
의 국유자본 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刘现伟, 2017: 35-6).
국무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국유자산 소유권을 행사하고, 국유자산 감
독관리 부서104)와 재정부서가 법에 따라 국유자산 감독관리 직능을 이행
하는 것을 감독·지도하는 것을 책임진다. 국유자본 투자운영계획, 국유자
본 투자경영 예산을 심사한다. 국유자본 투자운영회사가 출자인 대표 직
책을 이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국유자본 투자운영회사 주요 책임자
를 임명·해임하고, 국유자본 감독관리부서, 국유자본 투자운영회사 및 그
주요 책임자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정기적으로 전국인대에 국유자본 투
자운영과 국유자본 경영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한다(刘现伟, 2017: 36).
재정부서는 국유자본 예산정책, 예산편성과 예산정보의 공개를 책임지
고, 국유자본 수입배분과 투자구조를 최적화하고, 국무원과 전국인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재정부서는 국유자본 투자운영회사의 국유
자본 경영예산 편성을 지도하고,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자본예산 집행 상
황에 관해 정기적으로 전문 회계를 수행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국무원
과 전국인대에 국유자본 경영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국유자본 경영

104) 국유자산 감독관리 부서는 국유자본 감독관리 직능을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국유자산 감독관리 관련 법률,
법규와 제도 초안 작성 및 수립을 책임지고, 상응한 감독관리를 수행한다. 국유자본 투자운영계획을 수립
하고, 국유자본 투자 방향과 투자운영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국무원에 보고․비준을 받고 실현을 조직화한
다. 또한, 국유자본 경영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서로 다른 국유기업 기능을 정확히 규정하고, 국유자본 투
자운영회사가 수행하는 관할 국유자본 투자운영의 계획수립을 지도하고, 투자운영회사의 계획 이행을 감
독한다. 정기적으로 국무원에 국유자본 투자운영 상황을 보고하고, 국무원이 수행하는 국유자본 투자운
영회사 및 그 주요 책임자의 경영실적 심사에 협조하여, 국유자본 투자경영이 국가전략 목표 달성이 도움
이 되도록 한다(刘现伟, 201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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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刘现伟, 2017: 36).

(3) 중국 국유기업의 관리감독체계
중국의 국유기업 관리감독체계는 비금융계 국유기업 관리체계와 금융
계 국유기업 관리체계로 구분된다. 비금융계 국유기업은 주로 국유자산
관리감독위원회(국자위)에서 관리감독을 한다. 국자위는 중앙, 성, 시(현급)
등 3단계 조직체계로 구성된다.
국무원 국자위는 주로 중앙국유기업 및 그 국유자산을 관리감독하고
성, 시(현급) 지방 국자위는 주로 관할 지역 내 국유기업 및 그 국유자산
을 관리감독한다. 국무원 국자위와 지방 국자위는 상하 직속 행정관계는
아니다. 지방 국자위는 지방정부 직속의 특설기구로서 국유자산 관리감
독사업에서만 국무원 국자위의 업무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한편, 금융계
국유기업은 주로 재정부와 지방 재정청이 관리감독을 한다(건홍리서치앤
컨설팅, 2010: 51).

그림 5-2

중국의 국유기업 관리감독기구
국무원

지방정부

직속특설기구

소속 기구

직속특설기구

국무원 국자위

재정부 지방 재정청

각 지방 국자위

비금융계 중앙국유기업 및
자산국유지분 우위기업 및 자산

중앙 및 지방 금융계 국유기업 및
자산

비금융계 지방국유기업/ 국유지분
우위기업 및 자산

출처: 건홍리서치앤컨설팅(201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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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에 대한 관리는 중국의 중앙행정기관인 국무원 직속기구로
2003년에 설립된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가 담당한다. 국자위 설립 이
전 각 국유기업은 해당 정부 部委(우리나라 중앙부처)에서 관리하였으나
2003년 기업의 국유자산감독관리에 관한 잠정규정을 발표하고, 국유기
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국자위에서는 군수, 철강, 에
너지, 통신, 항공운수 등 대부분의 기간산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은행 및
보험 등 금융 관련 국유기업은 업무 특수성에 따라 재정부에서 담당한다
(박진우, 2017: 4).
<그림 5-3>에서 보듯, 등록된 자회사(subsidiary)는 두 가지 선택권을
갖는데, 하나는 주주(shareholders)의 재정적 편익을 제공하고, 또 다른
하나는 국무원이 정의한 국가이익의 편익이다. 기업관리는 이를 선택해
야 한다. 비국유 주주에 대한 국가이익을 선택할 것인가에 인센티브가 좌
우될 것이다. 국유기업 소유권의 집행부는 중앙조직부나 국유자산감독관
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며 집행부의 보수와 경력관리가 결정된다. 이들
의 경력과 재정적 성공은 그들이 얼마나 당의 우선순위와 정부 명령을 준
수하는가에 좌우된다.

그림 5-3

등록된 국유기업의 소유권 및 통제구조
중앙조직부 및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비국유 주주

다른 국유 주주

등록된 자회사들

중앙국유기업

비등록 자회사들

출처: Szamosszegi & Kyle(2011: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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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에 대해 감독관리를 하지만, 그 감독관리는 일정한 법률적
인 틀 속에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 목적은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경영하면, 감독관리자는 기
업의 경영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즉, 감독관리의 범위와 강도는 제한적
인 것이다. 감독관리의 스펙트럼의 다른 한 측은 계획경제로 정부계획부
문을 극단적인 권리를 갖는 감독관리자로 간주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자
주권은 전부 정부 계획부서에 있고, 감독관리의 범위와 강도는 극에 달한
다(齐震 等, 2017: 121).
계획경제에서 경쟁 기제의 결여로 국유기업의 실적은 비교·측정될 수
없다(Lin & Tan, 1999; 齐震 等, 2017: 121에서 재인용). 기업 실적을
측정하는 기준이 없으면, 감독관리자의 업무효과를 반영할 수 없고, 감독
관리자에 대해 장려를 촉진할 수도 없다. 중국과 같은 점진적 전환경제에
서, 국유와 비국유 기업이 동시에 존재하며, 이 중 비국유기업의 감독관
리는 시장경제 국가의 감독관리와 유사하다. 국유기업에 대해, 그 특색은
정부의 영향력과 비국유기업의 경쟁에서 구현된다. 계획경제에서 탈퇴하
여, 전환경제에서 국유기업 감독관리자는 여전히 심층적으로 국유기업의
운영에 참여한다.105) 감독관리부서가 기업경영에 대해 심층적으로 참여

105) 전환경제에서, 국유기업 감독관리자는 매우 큰 권리를 갖고 있고, 국유기업의 운영에 심층적으로 참여하
고 있다. 중국에서, 국유기업 감독관리자의 업무는 국유기업 경영의 여러 측면과 관련되어 있는데, 투자
계획 심사, 경영진 선택, 실적평가, 국유기업의 개혁방안 심사 등을 포함한다. 시장경제 감독관리자에 비해,
전환경제 과정에서 국유기업 감독관리자는 감독관리 권한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전환경제에서,
국유기업 감독관리자의 위탁대리 관계에 기반을 둔 감독관리권은 국유기업 소유자가 부여한 것이다. 이
로 인하여 감독관리자는 일정 수준에서 소유자를 대표하여 국유기업의 경영에 대해 전면적인 통제를 수
행할 수 있다. 시장경제 감독관리에서, 감독관리자와 피감독관리 기업은 일반적으로 위탁대리 관계를 갖
고 있지 않는데, 이는 감독관리 권한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의미다. 둘째, 전환경제
의 시장경제에서 독점기업에 대한 감독관리와는 달리, 피감독관리 대상이 반드시 독점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기업의 협상 능력은 취약하다. 감독관리자가 기업경영에 심층적으로 참여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감독관리자에 대한 장려와 제약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효과적인 장려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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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감독관리자에 대한 장려와 제약을 하는 것은 감독관리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그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행위와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기업에 대한 감독관리자의 영향력을 고려
하면, 감독관리자를 장려하거나 제약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계획
경제와는 달리, 비국유부문으로부터 비롯된 경쟁을 통해서 국유기업의
실적은 비교·측정될 수 있다. 이로써 국유기업 감독관리자에 대한 장려
와 제약이 가능하게 된다(齐震 等, 2017: 121).
현실에서, 국유기업 감독관리자는 국유기업의 운영에 참여한다. 그 업
무는 국유기업의 행위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국유기업
감독관리자인 관원도 감독관리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전환기에 국유기업
감독관리체계를 설계할 때, 효과적으로 감독관리자의 역할을 격려하는
것과 감독관리자가 포획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간에 적절한 균형이 요구
된다. 감독관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분산된 체계에서, 감독관리자 간
‘무임승차’ 문제가 존재하여, 감독관리자 역할을 적절히 담보할 수 없다.
그렇지만, 감독관리자에 대한 상호제약은 감독관리자가 국유기업에 포획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감독관리자 포획’으로 지칭)(齐震 等,
2017: 121).
반대로, 감독관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체계에서 무임승차 문
제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감독관리자들 간 상호제약이
결여되어, 감독관리자가 포획되는 가능성이 크다. 시장경쟁에서 감독관
리체계106)의 설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시장경쟁 수준의 향상에 따라,

약을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는 감독관리체계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齐震 等, 2017: 123).
106) 감독관리체계 설계의 핵심은 권한의 배분에 있고, 구체적으로 감독관리 권한의 집중도에서 구현되며, 이에
따라 집중된 감독관리체계와 분산된 감독관리체계로 구분된다. 감독관리 주체가 많고, 감독관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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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인은 분산된 감독관리에서 집중된 관리로의 전환에서 더 많은 이익
을 획득할 수 있어, 집중된 감독관리체계를 선택하는 것을 선호한다(齐震
等, 2017: 121).

집권적 지분구조를 가진 국가에서 규제의 초점은 통제력을 가진 주주
가 소수 주주를 착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증권거래규제위원회
(CSRC)의 취지는 타당하고 활동이 공격적이지만,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
하고, 업무도 많고, 자원 역량에서 제약적·제한적인 정치적 공간을 지닌다
(Liebman & Milhaupt, 2008: 977; Miao, 2012: 14에서 재인용). 법
집행력이 기본적으로 취약하고(Pistor & Xu, 2005), 중국증권거래규제위
원회가 내린 제재는 완화되고, 제도적·정치적 제약도 미약하다(Liebman
& Milhaupt, 2008: 929, 942). 특히, 중국증권거래규제위원회가 정치적
으로 연계된 국유기업에게는 규율을 적용하는 것을 꺼린다. 왜냐하면 통
제자는 정부기관 혹은 최상위 국유기업 집단이고, 이들이 중국의 정치경
제체제에서 상당히 높은 직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Miao, 2012: 14).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법적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여전히 취약하다(Liebman & Milhaupt, 2008: 945; Miao, 2012: 14).

이 분산된 것은 분산 감독관리체계로 지칭되고, 감독관리 주체가 적고, 감독관리 권한이 집중된 것은 집중
감독관리체계로 지칭된다. 시장화 개혁을 실행한 이래, 중국의 국유기업 감독관리체계는 많은 변화를 거
쳤다. 중앙국유기업 감독관리자를 예로 들면, 2003년을 경계로 1982년 이후 전체 역사 시기를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982〜2003년 국유기업의 감독관리자는 주로 6가지 유형이 있다. 경제무역위원회는 국유
기업 개혁 및 재편을 감독관리하고, 재정부는 국유기업의 자산관리와 재무 감독관리를 책임졌다. 조직부
는 국유기업 임원의 선발과 임명을 책임졌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중대한 프로그램의 심사와 비준을 책임
졌다. 1998년에 설립한 중앙 대형 기업노동위원회(企业工委)는 당의 정책집행을 이행하고, 10여 개의 전
문적인 공업관리 部委, 예를 들어 방직부, 기계부, 석탄부 등은 상응한 산업의 계획 협조와 감독관리를 책
임졌다. 이 시기에서, 감독관리는 많은 감독관리부서에서 공유하고, 각 부서는 단지 소량의 감독관리권을
가져서 분산된 감독관리 시기로 지칭된다. 2003년 국자위의 설립은 국유기업 집중 감독관리체계의 확립을
상징한다. 국자위는 이전 국가경무위, 재정부, 중앙 대형 기업노동위원회, 중공조직부 등의 각종 감독관리 권
한을 집권시켰다. 국자위는 국유기업의 거의 모든 감독관리 권한을 독점했다. 따라서 감독관리 권한의 집중
도를 기준으로, 2003년 국자위 설립 이후의 체제는 집중 감독관리체계라고 지칭된다(齐震 等, 2017: 123).

340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2. 국유기업 관련 정책
1) 정부와 국유기업 관계의 기제
(1) 정부지원과 정치전략
정부지원(중국식 표현은 정부지지), 즉 정부가 국유기업 발전에 제공
한 재정과 정책지원은 국유기업 자원의 기초를 확대시켜 국유기업의 관
리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즉, 정부지원은 국유기업 관리혁신의 강한 추
진력이 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 동안, 중국공산당은 점차 시장이 자원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시도하였지만, 일반적 경제 여건에서는 여전히 문
제가 복잡하다.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은 내수소비를 토대로 투자주도
경제에서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중이다. 국유기업은 정부개혁에서도 지원
을 받았고, 혁신주도 경제에서 국유기업은 더욱 중요해졌다. 그렇지만 새
로운 소비 지향 경제에서 국유기업은 여전히 신축성과 반응성이 결여되
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
여 더욱 크게, 더욱 강하게,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Guluzade, 2019).
정부지원은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일정한 자원배정으로, 기업자원
재편의 실현에 유리하고, 관리혁신을 촉진한다(韩晨·高山行, 2018: 24).
관리혁신을 통해서 국유기업은 외부시장과 정책환경에서 적정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관리혁신은 기술혁신에 비해, 그 결과가 모호
하고 불확실하며, 그 과정은 더욱 길고 힘들다. 관리혁신은 기업 내외의
자원을 재편·재배치하므로 자원 소모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기업 내
부에는 많은 경우, 자원이 부족하고, 특히 중국의 경제전환 시기에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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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더욱 더 부각된다.
정부지원을 얻음으로써, 국유기업은 경쟁자에 비해 더 유리한 정부의
산업정책의 발전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Zuniga-Vicente, 2014; 韩晨·
高山行, 2018: 24에서 재인용). 정부지원은 국유기업의 기술혁신을 제고

시키고(康志勇, 2013), 기술혁신은 관리혁신을 추진하는 강한 동인이 될
수 있다(张小娣 等, 2011; 韩晨·高山行, 2018: 24에서 재인용). 따라서
정부지원은 기술혁신을 자극하여 국유기업 관리체계의 변혁과 혁신을 촉
진한다(韩晨·高山行, 2018: 24).
정치전략을 통해 국유기업은 더 많은 정부지원을 얻는데 유리하다. 경제
전환 시기에 기업발전에 유리한 상당한 희소자원은 여전히 정부기관이
통제한다. 정치전략은 기업과 정부 간 양호한 정치관계에서 나타난다. 기업
은 이러한 정치관계에 의존하여 정부가 희소자원을 배분할 경우에, 적시에
유리한 명성과 이미지를 높여 정부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얻
을 수 있다(Ozer et al., 2013; 韩晨·高山行, 2018: 25에서 재인용).
정부지원을 얻는 국유기업들은 더 많은 정치전략 행위를 취하는 경향
이 있다. 기업이 정부기구와의 유리한 정치연계를 통해 희소자원 배분에
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이후, 획득한 제도이익을 통해서 역으로 기업은
정치전략을 강하게 추진한다(Bonardi, 2005). 국유기업은 후속 전략행
동에서 더 확실한 정치전략을 취하려 하고, 더 특혜적인 제도환경을 조성
하여 경쟁우위를 유지하려 한다.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책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립할 수 있고,
기업발전에 타당한 지원을 위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
부의 제도설계의 적실성을 높일 수 있다. 즉,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와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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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구조개혁이나 관리체계 등 관리혁신을 요구하고 촉진할 수 있다.

(2) 전략적 유연성의 기능
국유기업은 민영기업에 비해서 정책이 과도하게 적용되며,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국유기업은 선호적 접근을 통해 대부(loan)를 남용하고 규
제를 위한 로비를 하여 민영기업을 구축(crowing out)한다고 비난을 받
는다. 만약, 국유기업이 현재 누리는 특혜가 없다면, 혁신주도 시장경제
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Guluzade, 2019).
전략적 유연성이란, 기업이 역동적인 환경에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결정의 민감성을 강화하
여, 그 경쟁력의 특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张红兵, 2015). 정부지원을
얻은 기업은 경제활동에서 더 유리한 ‘게임규칙’을 획득하는 것과 마찬가
지여서 기업은 외부 변화에 대해 보다 신속히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다
(Li & Atuahene-Gima, 2001; 韩晨·高山行, 2018: 26에서 재인용).
중국 경제전환 과정에서 요소시장과 공식적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며,
정부는 재원을 배분하는 핵심 기관이다. 만일, 국유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얻는다면, 더 많은 자원, 예를 들어 내부정보, 재정보조, 우대정책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들 전략을 통해서 전략자원이 중요해지는 환경에서 민
감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 전략 유연성을 높이는데 유리하다(Hitt et
al., 1998; 韩晨·高山行, 2018: 26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국유기업에 제공한 내부정보는 국유기업의
정책결정 관련 주도권을 확대시켜, 국유기업의 정책결정과 반응의 속도
를 향상시킬 수 있다(Li & Atuahene-Gima, 2001; 韩晨·高山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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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에서 재인용). 또한, 재정보조와 자금지원은 국유기업의 자금 기초를
증가시켜, 국유기업이 더 많은 잠재적인 선택 기회를 얻게 하여 국유기업
이 전략선택의 시기를 파악하는데 유리하게 한다(Amit & Schoemaker,
1993; 韩晨·高山行, 2018: 26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정부지원은 전략
유연성 제고에 유리한 외부 제도환경 및 건실한 자원의 기초를 제공한다
(韩晨·高山行, 2018: 26).
전략의 유연성은 기업에 윤활유를 주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관리혁신
을 촉진시킬 수 있다. ⅰ) 전략의 유연성으로 기업은 외부 변화에 대해 적
극적·신축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구조와 규칙 및 이념에 존재하는
조직의 관성과 경직성을 해소하고(Sanchez, 1995), 관리혁신을 높일 수
있다. ⅱ) 전략의 유연성은 윤활유처럼 적극적인 조직문화와 조직분위기
의 개선에 유리하고(Castellucci & Podolny, 2017), 기업의 적응 능력
을 향상시켜(Marabelli & Newell, 2014), 간접적으로 관리혁신을 촉진
한다. ⅲ) 기업은 자원을 공유하고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기술과
관리 영역에서의 자원배분 갈등을 조정하여(Klingebiel & Rammer,
2014), 관리혁신에 더 많은 잠재적인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이상 韩晨·
高山行, 2018: 25에서 재인용).

(3) 정치연계가 국유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 정부의 과도한 국유기업에 대한 정책적 활용은 국유기업 자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와 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 국유기업은 전략수립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경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유리하게 해주고,
관리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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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을 구축(crowding out)하거나 자체 경영혁신이나 자구책을 강
구하려는 선제적·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유기업은 정치연계를 통해 정부로부터 부성애주의와 같은 배려를
받아서 더 편리하게 정부융자와 은행대출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업경
영이 어려울 때 정부는 연성예산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도를 막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정치연계는 기업의 경영행위를 왜곡시킬 수 있다. 국유기업은
사회주의 특유의 경제조직 형식이다.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경제조직으로
생산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목표를 갖는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제도 아래 특수한 경제조직으로서 국유기업은 정치제도 수호,
정부의 정치목표 실현, 사회건설 임무를 맡는다. 이러한 다중목표는 국유
기업의 경영행위를 일정 수준 왜곡시킬 수 있다. 정치연계가 국유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여러 논쟁이 있다(高炜·黄冬娅, 2018: 107).
표 5-2

정치연계가 국유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치연계가 층급별 국유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치연계로 보면,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은 지방 국유기업에서 더 뚜렷하고, 중앙국유기업과 성 소속 국유기업에서는
그 작용이 미약함
∙ 중앙국유기업과 성 소속 기업들의 규모가 보편적으로 크고 경영 상황이 좋아서 시장과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음. 자신의
상업신용을 통해 은행융자가 가능하고, 관리를 통해 기업경영 상황 개선이 가능(代光伦 等, 2012; 方明月, 2014)
∙ 반면, 지방 국유기업은 규모와 경영 상황 모두 중앙국유기업 비해 열악하고, 더 큰 시장경쟁 압력에 직면하여, 정부지원에
좌우되어 융자와 구조를 얻어서 정치연계의 보호 역할은 지방 국유기업이 중앙국유기업보다 강함
∙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정치연계의 지원은 주로 정치연계의 강도에 의존함. 즉, 상위 급별 국유기업은 하위 급별 지방 국유기
업보다 더 많은 혜택 얻음. 이는 국유기업의 급별이 높을수록 정부지원을 더 많이 얻어 기업의 융자와 생산효율성 제고에
기여(代光伦 等, 2012; 方明月, 2014)
∙ 국유기업과 정부의 정치연계로 국유기업은 일상 경영에서 더욱 쉽게 정부관여를 받고, 기업은 정치와 사회목표를 실현을
위해 경영행위를 변경하여 국유기업 경영행위 왜곡 가능
∙ 정치연계는 지방 국유기업의 경영행위를 더 왜곡 가능. 재정 및 승직 압력은 지방 국유기업의 과도한 투자를 초래하고,
관원의 임기가 국유기업의 과도한 투자에 대한 영향은 거꾸로 된 U형으로 나타나며, 관원은 주로 기업 장기대출에 대한
영향을 통해 기업투자에 영향 줌. 또한, 재정과 관원 승진의 압력에 시현급 국유기업의 과도한 투자 영향은 성급 국유기업의
두 배나 됨(曹春方 等, 2014)
∙ 그러나 逯东의 연구는 행정계층이 낮을수록 지방정부와 지방 국유기업의 이익은 더욱 일치해지며 이러한 정치연계는 기업
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여 해치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얻음. 2004~2010년 지방에 상장된 국유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정부가 국유기업을 통제하는 주요 목표와 요구는 경제성장과 재정흑자이며, 행정계층이 낮을수록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목표와 요구는 더 일치해지고, 기업이익에 대한 정부통제의 손해는 점차 축소됨(逯东 等,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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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정치연계가 국유기업 임원 격려에 미치는 영향

∙ 국유기업 책임자와 임원은 일반 기업 임원과 비교하면 격려 유형, 즉 정치격려와 급여격려이 서로 다름. 국유기업 임원은
국자위에서 임명하거나 지명한 기업임원으로서 목표에 관한 실적심사를 만족시킬 경우, 정치승진 및 더 좋은 국유기업이나
정부부서에서 근무 가능
∙ 동시에 국유기업 임원도 실적심사에서 더 높은 급여 가능. 서로 다른 층급 정부와의 정치연계는 국유기업 임원에 서로 다른
직업발전 기회와 급여 상승 가능성을 높여, 국유기업 임원의 격려조치 선택에 영향을 줌. 정치격려와 급여격려는 국유기업
의 급별에 따라 임원에게도 다름
∙ 일각에서는 중앙국유기업 임원이 더 쉽게 정치격려를 통해 급여격려를 대체한다고 지적. 2002~2006년 중국 상하이와
선전 A급 보통주 상장회사에 대한 연구에서, 국유기업의 행정직급이 높을수록 대리 비용이 적게 들고, 국유기업의 행정직급
이 높을수록 잠재적인 승진격려가 급여격려를 더 많은 대체 가능(黄福广 等, 2011)
∙ 그러나 刘静의 연구는 정치 직급이 낮을수록 국유기업 책임자는 기업을 위해 정치연계를 모색하기보다는 정부를 지지해
정치승진을 얻는 것을 더 바란다는 정반대 결론 내림. 2008~2009년 국유상장 기업의 정치연계와 기업 세금부담 관계 연구
를 통해, 국유기업 책임자의 정치 직급이 높을수록 세금혜택을 얻을 수 있고, 중앙 국유기업과 성 소속 국유기업이 더 뚜렷함.
그 원인은 사회책임을 더 져서 국유기업이 정부로부터 더 많은 정책혜택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임. 국유기업 책임자의 정치
직급이 낮을수록 그의 정치승진 의욕은 더 강하고, 기업의 세금혜택을 얻기보다는 정치격려에 비용지출함(刘静, 2012)
∙ 또 다른 시각에서 정치격려가 급여격려에 대한 대체는 임원이 정치업무 배경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서 나타나는데, 정치업무
배경이 있는 국유기업 임원은 정치격려를 더 선호. 2003~2010년 상장한 회사에 대한 연구에서, 국유기업 관리자와 일반
직원의 급여 차이는 회사의 혁신 능력에 영향을 줌. 만약 관리자가 정부의 업무경력이 있다면, 이러한 급여가 혁신을 격려하
는 효과가 살아지고, 잠재적인 정치승진 격려는 국유기업 임원의 급여격려를 어느 정도 대체(李文贵·邵毅平, 2017)
주: 위 출처는 高炜·黄冬娅(2018: 107-108)에서 재인용하고 이를 근거로 작성함

이와 같이 정치연계의 효과는 중앙이나 지방 소속 기업에 따라 다르
다. 정치연계를 통해서 신속한 정보를 활용하여 편익을 얻을 수 있지만,
지대추구라는 비용을 초래한다. 정치연계 기업에 선호된 대출을 제공하
여 자원배분을 왜곡하거나 투자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즉, 정치연
계가 과연 국유기업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국유기업의 경영에 제도적 보
호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국유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지는 정치연계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 국유기업 관련 산업정책
(1) 산업정책의 취지
일반적으로 산업정책은 핵심 산업의 성장을 추구하며, 이는 기술 획득
과 경쟁우위를 높여준다. 기업은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면세, 양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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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대출 등)를 제공받는다. 이는 추가 유동성 및 위험공유, 전반적인 보
조금화 된 제품 및 투자와 일치된다(Harris & Li, 2019: 5).
그러나 Haley & Haley(2013: 31-2)가 지적하듯, 관료 정보로는 지원
이 어느 정도 제공되는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정
보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책은 일반적으로 공표가 되지만, 외부인은
보조금이 의미하는 진정한 정책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다
(Harris & Li, 2019: 5에서 재인용).
산업정책107)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업계재편의 효율성, 주주자산 및 기
업혁신 등에 치중하지만, 산업정책 추진의 경제효과는 여전히 논쟁적이
다. 산업정책의 긍정적 효과로는 업계자본 재배치 효율성(宋凌云·王贤彬,
2013), 기업 주주의 초과수익(韩乾·洪永淼, 2014), 기업혁신 활력 장려
(余明桂 等, 2016), 지역 산업구조의 합리화 추진(韩永辉 等, 2017) 등이다.
반면, 다른 일부 연구들은 산업정책이 시장배치 효율성을 왜곡하고
(Rodrik et al.,, 2004), 기업의 실질적 혁신 수준 제고는 제한적이다(黎
文靖·郑曼妮, 2016). 또한, 정책의 편향성이 경제 비효율성을 낳고(张天华·
张少华, 2016), 산업과잉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寇宗来·
刘学悦, 2017; 王中超 等, 2020: 111에서 재인용).

(2) 국유기업에 대한 산업정책의 효과
중국은 산업정책을 통한 기업에 대한 개입의 규모와 본질이 압도적이

107) 산업정책은 산업성장을 추진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정부 주도 행위로, 1980년대에 일본에서 성공을
얻었다. 그 이후 중국 정부가 이를 중시하고 벤치마킹하게 된다. 비록, 산업정책의 강한 행정관여, 선택적
지지 등의 특징으로 일정한 논쟁을 야기했지만(江飞涛·李晓萍, 2010), 자원 총량이 제한적인 조건에서,
일부 특정 산업을 선택하여 격려했는데, 이는 공업발전을 촉진하고, 선진국을 추격하는 전략을 실현하여
중국 경제에 대해 일정한 합리성을 갖고 있다(张莉 等, 2019)(이상 王中超 等, 2020: 1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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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례가 없다. 중국은 경제 분야(가령, 집적회로, 전기자동차 등)에서
중국 기업에게 수백만 달러를 직접 지원한다. 즉, 직접적인 국가보조금,
대출, 세금감면, 정부구매계약 등을 중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제공한 것이
다(Shell & Shirk, 2019: 16).
중국은 명시적 혹은 불투명한 정책도구를 사용하여 중국 내 기업에 편
익을 주고 외국 경쟁자들에 상당한 불이익을 준다. 분야별 수많은 벤처
자격과 자기자본을 통해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을 엄격히 제약한다. 국가
재정기관의 보조금 신용은 국유기업 및 민영기업 모두에게 국가대표를
만들 수 있다. 조달, 조세, 기술표준 등을 통해 역시 외국기업을 차별화한
다. 국가와 국가통제를 받는 행위자들은 외국기업이 지정된 핵심 기술이
전을 하도록 강한 압박을 한다. 결국, 중국의 산업정책은 외국기업이 중
국 내에서 경쟁을 활 능력을 제약하여, 점차 중국 밖에서도 역시 외국기
업이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방해를 한다(Shell & Shirk, 2019: 16).
산업정책이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
결과로는 산업정책이 전반적으로 상응한 업계 내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장화 수준이 높은 지역과 상업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기제 검증에서 산업정책
은 장려를 받는 업계의 진입장벽을 높여서 비국유자본 진입 문턱을 높이
고, 혼합소유제 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王中超 等, 2020: 111).
신호전달이론에 따르면, 산업정책을 통해서 정부는 업계발전 전망과
미래정책 지향의 신호를 전달하고, 투자자는 정보를 획득한 이후에 업계
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王中超 等, 2020: 113). 이처럼 개혁추진
과정에서 산업정책은 업계발전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신호가 된다. 특히,
‘정책 격차’가 존재할 때, 비국유자본은 종종 소유제 신분 차별을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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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빨간 모자’를 먼저 쓰려고 한다(张雨潇·方明月, 2016). 이 때 국유
기업 개혁에 참여하려는 소망은 더 강하고, 적극성이 더 높아진다(王中超 等,
2020: 113).

(3) ‘중국제조 2025’
중국 정부가 국가전략 목표로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를 통해서 정
부의 개입 과정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시진핑 시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던 ‘중국제조 2025’는 첨단기술 산
업의 핵심 기술, 부품, 소재의 자급도를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서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중국제조 2025’는 ‘기술굴기’가 아닌 ‘기술침탈’로 간주된 것이다.
중국이 국유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기술이
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시장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미중무역전
쟁의 중요한 배경의 하나라 할 수 있다(Zenglein & Holzmann, 2019: 29).
2015년 중국제조 2025가 도입되면서 이 전략은 정책설계에서 정책집
행으로 진전되었다. 이는 중국 산업의 현대화 및 전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제조강국건설영도소조는 ‘1+X’로 알려진 핵심 문서를 2017년
에 제시하였다. 이는 1로 언급되는 초기 중국제조 2025로 구성되며, X로
언급되는 구체화된 계획인 11개 보조 문서로 구성된다(Wübbeke et al.,
2016; Zenglein & Holzmann, 2019: 2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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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중국 정책설계에서 집행으로: 중국제도 2025 단계

출처: Zenglein & Holzmann(2019: 29)

‘중국제조 2025’가 시작되면서 중국 리더는 중국을 글로벌 기술 리더
로 전환할 것이라는 야심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세계적인 비평과 반발
등의 역풍을 맞이하였다. 이를 계기로 2018년 중국 정부는 글로벌 리더
를 위한 중국의 야심을 낮추고 이 전략에 대한 외국의 관심을 진정시키려
하였다(Martina et al., 2018). 베이징 지시에 따라 이 전략에 관해 미디
어의 주목과 공식적 언급이 누그러졌다(萧强, 2018). 또한, 2019년 지방
에서 집행될 이 전략계획이 중앙 정책의 최우선 항목에서도 제외되고
(Caixin Global, 2018), 당국가 리더 어느 누구도, 그리고 2019년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전략을 언급하지 않았다(吴啸浪, 2018). 심지어 중국
제조 2025는 폐지된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Wei & Davis, 2018)(이상
모두 Zenglein & Holzmann, 2019: 29-30에서 재인용).
심지어 ‘중국제조 2025’가 비현실적인 목적과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
란 종전 Lou Jiwei 재정부장(2013~2016년)도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하
였다(Lo, 2019; Issaku, 2019; Zenglein & Holzmann, 2019: 30에서
재인용). 그러나 정치적 수사의 완화나 명칭 변경 등이 중국의 전반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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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목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2018년
시진핑 발표한 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를 고수하고 있다(Liang, 2018;
Zenglein & Holzmann, 2019: 30에서 재인용). 진행 중인 미중무역 분
쟁과 장기적인 기술경쟁은 국가역량 개발, 내부혁신, 기술독립이란 정해
진 야심을 촉진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제조 2025’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Zenglein & Holzmann, 201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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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관한 제도로는 대안제도인 국유주식권, 민영
경제 관련 입법, 제도개혁 및 관리를 다룬다. 민영기업 관련 정책으로는
정치연계, 민영기업을 위한 정책(세수혜택, 보조금, R&D, 융자플랫폼)을
다룬다. 이를 통해서 중국 정부와 민영기업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민영기업 관련 제도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혁은 시장제도의 도입과 학습에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들이다.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 동안 중국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시장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缑倩雯·蔡宁(2015)은 시장제도의 토대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행정과 재정체계에 대한 개혁을 통해 기업의 각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점차 제거한다. 둘째, 적당한 제도와 규칙을 구축하여 시장
운행 질서를 수호한다.108) 셋째, 시장경쟁 기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신속한 경제발전을 추진한다(缑倩雯·蔡宁, 2015: 127).
공유제가 지배하던 상황은 이미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병존하는 구도
로 변하였다. 비록 철도, 전신, 금융 등 일부 영역의 국유독점 성격은 여
전히 뚜렷하지만, 경쟁시장 기제는 이미 농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산

108) 예를 들어 1993년 말,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반포하여, 자본 경영에 유리한 재산권제도가 도입되었
다. 기업은 규범적인 비용회계와 재무회계 제도에 따라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국유기업의
주식제개혁도 추진되었고, 점차 많은 국유기업이 상장하여 자본시장의 관련 요구에 따라 운영되기 시작
하였다(渠敬东 等, 2009; 缑倩雯·蔡宁, 2015: 12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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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马骏, 2010).
정부지원의 혜택이나 특혜를 많이 받는 국유기업에 비해 민영기업은
적자생존의 시장 법칙에 강하게 종속된다. 민영기업의 주요 고객의 경험
과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사적인 혁신을 하
던지, 아니면 정치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자원(정보, 자금 등)의 비교우위
를 통해 적자생존을 해야 하는 강한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민영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약을 가하는 제도로서 대
안제도인 국유주식권, 민영경제 관련 입법, 제도개혁 및 관리로 접근하기
로 한다.

1) 대안제도: 국유주식권
대안제도(alternative institutions) 이론은 국가와 지역 경제가 빠르
게 발전하는 시기에 법률과 기타 공식적인 제도의 역할과 효과는 매우 제
한적이다. 결국, 현지 정치와 사회구조에 배태된 일부 비공식적인 규칙이
그들을 대신한다는 것이다(Allen et al., 2011; 姚梅洁 等, 2019: 158에
서 재인용).
대안제도는 참여자의 평판, 사회적 지위 및 제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대안제도를 통해 발전도상국의
제도 당위성과 실질성(实然性)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대안제도는 일
상 경제운영의 비용을 낮추어, 중국 경제에 큰 활력을 가져와서 시장 불
완전성과 거버넌스 구조 간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돌파구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이들 대안제도 거버넌스와 공식적인 제도 거버넌스 간에 도대
체 어떤 관계가 있고, 제도 환경의 좋고 나쁨이 어떻게 시장 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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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왜 일부 영역은 완비된 공식적인
제도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비공식적인 제도운영이 주도적인 지위에 있
는 것인지?(姚梅洁 等, 2019: 159).
중국 경제전환 및 경제 고속발전기(1980∼2010년)에 법률체계는 경
제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현실이
초래한 ‘대안제도’는 중국 경제 발전 및 효율적인 시장 작동의 주요 동력
이 되었고, 상업거래를 촉진시켜 일부 특정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姚梅洁 等, 2019: 159).
국유주식권은 국가에서 권한을 부여한 투자 주체를 주주로 하고, 그
국유재산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회사에서 조성한 상응한 주식이 갖는 권
익을 지칭한다(姚梅洁 等, 2019: 163-4). 현대기업제도에서 국가소유권
과 회사법인 재산권을 분리하여 국가소유권은 국유기업 중에서 민사(民
事) 전환, 즉 주식권화를 실현한다. 그러나 회사법인이 시장경제에서 민

사 주체이고, 국유주식권은 민사권리의 일반적인 형식 특징을 갖고 있지
만, 본질적으로, 국유주식권은 여전히 국가 공권의 범주에 속한다. 국유
주식은 일반적으로 국무원에서 권한을 부여한 부서 또는 기구에서 소지
하거나, 또는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권한을 부여한 부서
또는 기구에서 소지한다. 국유주식권과 정부는 이러한 자연스런 연계를
갖고 있기에, 업계확장, 자원획득, 재산권보호 등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
지한다(李亚·郝臣, 2015; 姚梅洁 等, 2019: 164에서 재인용).
따라서 국유주식권을 갖는 것은 민영기업이 불리한 제도 환경에 대응
하는 일종의 대안제도가 된다. 중국의 경제 및 사회전환 과정에서, 민영
기업이 융자를 확보하는 난이도는 국유기업에 비해 훨씬 높고, 그 융자비
용도 더 높다(李广子·刘力, 2009; 姚梅洁 等, 2019: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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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기업 투자규모가 커지면서, 그 발전은 외부융자에 점점 더 의존하
게 되지만, 중국에서 현재 실행하는 것은 간접금융을 주로 하는 금융 모
형이고, 이러한 금융 모형에서 선전, 상하이 두 거래소 및 회사채권발행
은 모두 엄격한 진입절차와 제한 조건이 설정되었다. 민영기업에게 상업
성의 금융기관도 상대적으로 융자 문턱이 높다. 공식적인 통로가 막힌 상
황에서, 민영기업은 기타 통로를 통해 융자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치
연계를 형성하여 양질의 자금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금융
시장이 불완전한 발전도상국에서 민영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다
(Johnson & Mitton, 2003; 姚梅洁 等, 2019: 164에서 재인용).
Fan et al.(2007)은 중국 23개 성(省)의 성부급 간부 부패 사례에 대
한 연구를 통해서 부패와 관련된 민영기업은 해당 관원이 낙마한 뒤 자산
부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채무기한 구조도 뚜렷하게 축소된 것을 발
견했다. Li et al.(2008)은 중국 2,324개 사영기업을 표본으로 당원 신분
을 갖고 있는 기업가는 당원 신분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가보다 국유은행
대출을 더 쉽게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이상 姚梅洁 等, 2019: 164에서
재인용).
최근 몇 년 중국은 대규모의 금융체계개혁을 추진하여 은행의 신용대
출 자원배정이 보다 시장화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배태된 경제
(embedded economy)’의 중요한 특징은 시장과 경제조직이 기존의 정
치와 사회구조에 배태되어 정부가 경제와 금융자원의 배치에 여전히 주
도적인 역할을 한다(王永钦, 2014; 姚梅洁 等, 2019: 164에서 재인용).
사실, 정부의 ‘가부장주의(父爱主义)’로 국유기업은 상대적으로 쉽게
더 많은 융자와 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민영지주회사는 국유
주식권을 확보함으로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융자경로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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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姚梅洁 等, 2019: 164).
첫째, 신호전달이다. 중국은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를
공동으로 발전하는 경제체제여서 국유기업은 시장에서 소유제 우위를 갖
는다. 반면, 민영기업은 이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유주식권을 확보
함으로서 시장에 정부와 관계가 ‘밀접’하다는 적극적인 신호를 드러내어
더 쉽게 금융기관의 선호를 얻을 수 있다(姚梅洁 等, 2019: 164).
둘째, 신용담보이다. 국유주식권은 정부와 ‘자연적인’ 연계를 갖게 됨
에 따라 국유주신권을 포함한 민영기업은 시장에서 일종의 제도 측면의
신용담보를 얻는다. 즉, 회사가 경영난에 직면할 때, 정부기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에서 실행하는 시장 진입제도는 행정허
가 모형으로 특히 석유, 정보, 통신, 금융 등 업계와 관련된다. 따라서 전
문적인 법률법규가 진입을 제한·규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한은 소유제 형식에 대한 강제적인 규정이다. 장벽이 높은 업계109)에
민영기업이 진입하려면, 시장경쟁 압력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서
가 가하는 특정 업계에 대한 규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
유주식권을 포함하는 것은 민영기업이 소유제로 인한 ‘열세’를 극복하고,
기본적으로 국유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지위 가능성을 높
일 수 있다(姚梅洁 等, 2019: 164).

109) 陈斌 等(2008)은 각 업계 구분에 따라, 민영기업이 직면하는 진입장벽을 지수로 나타냈다. 그들은 상장회
사가 처해 있는 업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유형은 진입장벽이 높은 업계(진입장벽 지수
가 7~10 사이)로, 건축과 공정, 에너지 설비와 서비스, 금속, 비금속과 채굴, 자동차, 자본시장, 전력, 천연
가스, 복합 공용사무 및 수도, 도로와 철로운수, 매체, 해운, 항공 및 항공물류와 화물 및 다원 통신 서비스,
이들 업계는 통상적으로 국유독점에 속하거나 강한 독점이란 특징을 갖는다. 두 번째 유형은 진입장벽이
중등인 업계(진입장벽 지수가 4~6 사이)로, 건축 상품, 종합류, 자동차 부품 등이다. 세 번째 유형은 진입
장벽이 낮은 업계(진입장벽 지수가 1~3 사이), 예를 들어 방직업, 복장과 사치품, 호텔 음식과 여가, 용기
와 포장, 식품과 주요 용품 등이다(姚梅洁 等, 2019: 16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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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에서 ‘서로 연합된 계약’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관계형 계
약으로 전환되어 진입장벽을 설치하여, 고유한 기득권 집단의 임대료를
보증함으로써 이러한 계약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계약 구조에서, 성
장·발전하려는 민영기업들은 정부와 정치연계를 구축해야 할 동기를 갖
게 되고, 정부관원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가의
정치참여에 비해서 주식권 구조의 국유주식 확보 및 명성 담보가 더욱 의
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이고 지역을 초월하여 신임도를 얻게 된다. 이는
일종의 안정적인 제도로 간주되어 안정적인 이익으로 연결된다(姚梅洁
等, 2019: 164).

다른 형식의 정치연계, 예를 들어 기업가가 인대대표 또는 정협위원
등의 표면적인 정치연계나 명성을 갖는 방식의 신호는 국유주식권이 갖
는 잠재적인 담보 효과와는 견줄 수 없다. 국유주식권 대신에 민영기업의
기업가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민영기업이 자원획득이나 진입장벽 업계
에 진입하는 데에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민영
기업 주식권 구조에 국유주식권을 확보한다면 이 대안제도가 가져오는
제도 인센티브는 민영기업가의 정치참여에 따른 회사에 대한 작용보다
강하다. 이렇게 되면 민영기업의 기업가가 정치참여에 대한 의존도는 낮
아질 것이다(姚梅洁 等, 2019: 164).
민영기업이 갖고 있는 국유주식권을 일종의 대안제도로 간주하여서
국유주식권을 갖고 있는 것이, 민영기업에 불리한 시장 조건에서 일종의
대안제도로 작동되어 현 정치경제체제와 시장 여건에서 민영기업은 확실
한 제도 인센티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姚梅洁 等, 201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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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영경제 관련 입법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행위를 수행한다. 경제행위
는 경제 주체들 간에 치열한 경쟁과 제휴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이는
정부규제나 공공정책 등의 커다란 틀에서 작동될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압도적이고 다양한 권력이나 권한을 통해서 민영기업의
경제행위에 다양한 제약과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 정부가 설정하는 법이
나 제도 그리고 정책은 기업의 거버넌스 구조를 변경시키고, 자원배분,
진입과 퇴출 등의 다양한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민영경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많은 법률규정과 정책을 수립하
였지만, 민영경제 발전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국민경제의
법치 환경이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대책을 세워야만 민영경제 발전의
원천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민영경제의 전체적인 입법과정을 기점으
로 입법과정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중국 민영경제 관련
입법과정 및 정책문건의 상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马思源, 2019: 62).
표 5-3

민영경제의 입법조례

법률과 법규

내용 개요

1988년 「헌법수정안」 헌법의 형식을 통해(1982년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11조), 처음으로 개인경제의 법률 지위 인정
「회사법」

회사법은 네 차례 수정을 거쳐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의 조건, 등록자본과 발동방식을 규정했고,
2018년 회사의 주식제도,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중점적으로 수정함

「합작기업법」

합작기업의 설립과 재산, 해산과 정산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규정하여, 합작기업경제 형식의 이익보호

「형법」

공민재산을 침범하고 비공유제경제를 파괴하는 각종 범위와 형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그러나 국유
기업 인원과 비국유기업 인원의 처벌 수준이 달라서 민영기업의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1999년 「헌법」

비공유제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주요 구성부분임(1999년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11조)

「개인독자법」

개인독자기업의 설립방식, 투자자, 해산, 정산과 법률 책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개인독자기업의
행위를 규정함

「중소기업추진법」

「중소기업추진법」은 중소기업 관련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ⅰ) 중소기업 설립의 재정과 세수
항목, ⅱ) 중소기업의 융자 환경 개선, ⅲ)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창업인원에 서비스 제공, ⅳ) 중소기업을
지지하는 기술, ⅴ) 시장체계를 보완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장 환경 조성, ⅵ) 중소기업의 서비스 체계 구축,
ⅶ)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중점적으로 보호, ⅷ) 정기적으로 기업의 업무를 검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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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계속

법률과 법규

내용 개요

「행정허가법」

지방적 제한 요인을 취소하고, 지방정부의 제한을 강화시키고,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추진함

2004년 「헌법」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장려·지원·유도하는”(2004년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11조)

「반독점법」

입법으로 시장 독점을 줄여, 민영 오일 기업에 발전 공간을 제공하고, 민영기업이 직면한 문제 개선
기틀 마련

「물권법」

ⅰ) 중국의 기본경제제도를 명확히 하고, ⅱ) 개인소유권, 국가소유권과 집단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각종 소유제경제의 우위를 확보케 하며, ⅲ) 서로 다른 소유제 경제를 평등하게 다루는 역할 부여

「계약법」

「계약법」의 몇 가지 원칙(평등원칙, 공정원칙)은 시장경제의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하고, 비공유제
경제의 지위를 더 한층 공정하게 상대함

「민법총칙」

ⅰ) 자영업자와 농촌 청부경제호의 재산권을 규정, ⅱ) 사영기업 법인(회사법인)의 내용을 규정, ⅲ)
개인독자기업과 합작기업의 법률 주체 자격을 규정

출처: 马思源(2019: 62)

한편, 당의 16대 보고에서는 비공유경제의 발전을 국유경제의 발전과
동등하게 중요한 지위에 놓았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4

민영경제의 문건
문건

16대 보고

내용 개요
당의 16대 보고에서 처음으로 비공유경제의 발전을 국유경제발전과 동등하게 중
요한 지위에 놓임

ⅰ) 중국의 경제제도 완비, ⅱ) 비공유제 기업이 투자, 융자, 세수, 토지사용과 대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비하는
무역 등 분야에서 기타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하고, 비공유제 중소기업의 발전
여러 문제에 관한 결정」
지원
지방 진입을 확대하고, 재정과 세수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를 완비하고, 직
「개인사영 등 비공유제경제발전의 격려,
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가고, 정부의 감독·관리를 개선하고 비공유제 경제를
지지, 유도에 관한 여러 의견」
발전하는 지도와 정책협조를 강화하는 등 측면을 구체적으로 규정
중소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융자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정과 세수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진보에 속도를 가하고, 기업의 시장을 개척하고, 기업의 서비스를
「중소기업의 발전 심화에 관한 여러 의견」
개선하고, 기업의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업 업무에 대한 영도를 강화하는 등
측면을 구체적으로 규정
「민간투자의 건강한 발전 격려 및 유도에 민간투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민간투자의 국유기업개혁, 국제경쟁 참여 격려 등을
관한 여러 의견」
규정
ⅰ) 통신업을 민간자본에 더 한층 개방할 것을 장려하고, ⅱ) 민간자본을 유도하여
「중점 영역의 융자투자 기제 혁신 및 사회
정보기초시설에 대한 투자 강도를 확대하고, ⅲ) 민간자본이 국용 기초시설에 참
투자 격려에 관한 지도의견」
여하는 것을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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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계속
문건

내용 개요

「민간투자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는 ⅰ) 시장진입 개방, ⅱ) 민영기업의 금융서비스 개선, ⅲ) 재정과 세수 정책 실현,
여러 정책 조치」110)
ⅳ) 민영기업 비용 낮춤
「기업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기업가의 성장 모형을 격려하고, 기업가의 환경을 보완하여, 비공유제경제의 발전
조성, 기업가 정신 발휘, 기업가 역할 발 에 보탬이 됨
휘에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
출처: 马思源(2019: 62)

위의 <표 5-3>과 <표 5-4>를 보면, 중국의 민영경제 발전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马思源, 2019: 62). 첫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
1988년 이전, 중국은 국유경제가 시장을 ‘독점’하는 국가이며, 입법상 민
영기업 등에 사유경제의 주체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1988년 이후,
개혁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시장경제에서 민영경제 등 사유경제 주체의 역
할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우선 「헌법」에서 민영기업 등 사유경
제 주체의 법적 지위를 확립했다.
둘째, 민영경제에 대한 규칙은 “굵은 선에서 가는 선이 되었다(粗线条
走向细线条).” 1999년 이전 중국에서 민영경제에 관한 규정은 「회사법」과

「합작기업법」일 뿐 개인사영을 규정하는 등 규범적인 내용이 없었다.
1999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민영경제의 입법 환경
은 이미 당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1999년 「헌법」에서 민영경제의
최종적인 지위를 규정하였다. 이어 「개인독자법」, 「중소기업법」 등 서로
다른 경제 형식의 법률, 법규와 정책이 시행되면서 재정, 융자, 서비스 체계와
기술혁신 등 민영기업의 서로 다른 측면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었다.

110) 发展改革委印发促进民间投资健康发展若干政策措施. Retrieved from http://www.gov.cn/xinwen/
2016-10/13/content_5118440.htm(검색일,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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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민영기업 규제에 대한 법률체계는 보다 완비되었다. 2004년 이
전, 중국 민영기업의 법률체계는 비교적 단일하게 되어서 「헌법」을 중심
으로 개체경영, 합작독자 등 서로 다른 경제 형식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4년 이후,「민법총칙」과 민영경제를 촉진시킬 관련된 정책과 여러 규
정이 잇따라 제정되어 “시장경제는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고, 비공유경
제도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다”(龚晓菊, 2005: 52; 马思源, 2019: 62에서
재인용). 이렇듯, 중국 민영기업의 법률체계는 보다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법규의 제정과 정책의 발표에서 지방의 집행까지는 여전히 미
흡하다. 민영경제의 입법과정과 정책문건에서 민영경제 발전과정은 부족
과 어려움이 있다. 첫째, 민영경제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추진법」에는 중소기업 기준의 구분이 결여되어 있고, 법률의
효과적인 실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민영기업 입법과정에서
제정은 중요시되고 집행은 결여되었다. 법률규정과 정책은 상대성과 연
결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법」을 제정한 이후 잇따라 중소기
업 관련 여러 의견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법」은 중소기업을 통할하는 법
률과 법규이고, 부족한 점은 중소기업을 분류할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책의 제정은 같은 내용의 중복적인 제정이 아니라, 법률규정
의 결여를 보완해야 한다(马思源, 2019: 62-3). 셋째, 민영경제 입법설계
에서 실행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2003년 국무원이 발표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비하는 여러 문제에 관한 결정」은 대부분 시장진입,
재정과 세수지원과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규정이고, 2005년 「개체 경영
등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장려·유도하는 것에 관한 여러 의견」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했다. 두 정책은 관련 기관의 위법책임 부담의 규정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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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도 없어서 ‘민영경제 입법의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马思源,
2019: 63).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서구 시장경제 제도에 순조롭게 탑승하여 상
당한 경제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민영기업의 시장 환경은 급속히 변하고
있다. 단지 중국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상황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패권경쟁으로 시장 환경은 경험해보지 못
한 상황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글로벌 경제 환경, 거세지는 미중패권전쟁
등은 종전과 상당히 다른 경제 환경이 형성되는 중이다. 중국 민영기업
관련 법령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단지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까지
고려한 법령의 실효성과 타당성, 법적 예측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민영기업의 제도 및 관리
(1) 재산권제도
재산권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모든 국민, 즉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그 주체가 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국제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장
범위가 결정된다. 재산권 보장과 보호는 경제 행위와 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중국에서 기업 관련 재산권은 어떤 의미일까?
제도변천의 시각에서 개혁개방이 가져온 정부와 기업 관계의 조절은
중국의 ‘경제 기적’을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화 개혁과 제도 개혁의
중요한 가치는 계획경제 시기에 정부와 기업의 정체된 구조를 타파하고,
기업의 창업 활력을 불어넣은 것인데, 이는 중국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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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요인이라 할 수 있다(王小鲁, 2000; 江远山·郝宇青, 2018: 119에서
재인용).
중국의 재산권개혁은 비록 농촌의 가정연산도급책임제(家庭联产承包
责任制)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가장 큰 영향은 도시 정부와 기업 관계에

대한 재구축이다.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의 재산권은 불명확하고 ‘위탁대리 사슬이 너무 길어’ 비효율적이었다. 이후 일부 또는 전면 민영화, 주
식제 등의 개혁을 통해 국가부담을 줄이고 시장 활력을 촉진한 것이다
(Megginson & Netter, 2001; 江远山·郝宇青, 2018: 119에서 재인용).111)
그렇지만, 현재 중국의 재산권은 서로 다른 소유제 경제의 재산권 보
호가 충분히 동등하지 않고,112) 사적 재산권에 대한 공권력의 보호도 부
족하다.113) 또한, 국유자산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적재산권을 침범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완비하
는 요구에 비해 여전히 거리가 멀다.
민영기업 재산권보호는 앞으로 민영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된 핵심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만약 임의로 민영기업 재

111) 1980년대 중후반에 부흥한 향진기업이 도급제에서 주식합작제로 전환된 이후 지방정부가 기업을 관여하
는 정도가 줄어들고, 향진기업의 생산 효율성은 효과적으로 향상되었다(李周炯, 2000; 江远山·郝宇青,
2018: 119에서 재인용).
112) 첫째, 재산권에 대한 공권력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정부가 위약하고 정책이 안정적이지 않
고, 기업 특히 민영기업 및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권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 둘째, 서로 다른 소유제 재산권
보호가 불평등하고, 비공유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공유, 특히 국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보다 취약하다. 셋
째, 공유재산권 보호제도가 여전히 완비하지 않고, 국유기업 내부인 통제와 국유자산 유실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농촌 집단재산 재산권 보호가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지적재산권을 침범하는 행
위가 쉽게 많이 발생하고, 권리침해 위법 비용이 낮은데 권력수호 비용은 높다(程勤, 2018: 137).
113) 현재 민영경제는 국진민퇴(国进民退)의 압력으로 기본적으로 적극성이 없어, 이민가려는 추세는 더욱 많
아졌다. 이민의 원인은 富의 안전에 대한 근심이다. 한 민영기업가가 묻기를 “당신들이 반부패를 통해서,
우선 정부인사를 손보고, 다음으로 다시 중앙국유기업을 손보고, 이후는 우리 민영기업을 손 볼 차례가 아
닌가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민영기업가들은 재산의 안전을 매우 근심하여, 결국 이민을 선택한다. 이러
한 상황에서 민영기업가들의 믿음을 끌어올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영기업가들의 재산안전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魏杰, 2019: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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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그 위해성은 매우
크게 될 것이다. 이는 민영기업을 “좋을 때 그만두게” 하여, 즉 정부를 더
이상 신임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투자를 회수하여, 외국으로 이전하게
만들 것이다(厉以宁, 2017: 6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산권보호제도를 완비할 필
요가 있다. 법에 따라 각종 소유제 경제조직과 공민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인민군중의 재산과 부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신뢰를 강화하
여, 예측 가능한 기대를 형성하고, 각 유형의 경제 주체 창업과 혁신 동
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
전과 국가의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程勤, 2018: 136).

(2) 민영기업 관리
기업혁신, 현대기업제도, 기업 거버넌스체계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국유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사실 국제적으로는 일반적인 기업
을 대상으로 하듯, 중국의 민영기업도 기업 거버넌스체계를 개혁해야 한
다. 민영기업이 성장·발전하는 과정에서 더욱 규범화되어야 하고, 전문
경영인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직면하듯이, 기업 내부 거버
넌스체계 등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张竞强·包月阳, 2019: 6).
민영기업 관리 문제를 다룬 중국 내외 연구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된다. ⅰ) 대리인이론(Agency Theory), ⅱ) 경로의존이론(Path Dependence
Theory), ⅲ)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의 연구다
(黄速建 等, 2008: 7; 김윤권 외, 2011: 55에서 재인용). 이 세 가지 연
구114) 경로는 정태적인 것에서 동태적인 것까지, 경제학에서부터 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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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중국 민영기업의 관리변화 문제의 기본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대리인이론은 소유자와 경영자 사이의 이익 불일치 문제를 제기하고, 경
로의존이론은 외부 환경이 관리 변화에 주는 영향과 관리 변화의 내생 기
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자원의존이론은 전략관리의 관점, 즉 외부
환경과 내부자원의 ‘적절한 배치’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관리의 변화를 분
석한다. 또한, 기업관리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
한다는 것이다(黄速建 等, 2008: 9-10; 김윤권 외, 2011: 55에서 재인용).
계획경제체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일련의 경제체
제의 조정, 산업조직 형태의 변화, 시장과 금융시장의 변화가 이뤄졌다
(黄速建 等, 2008: 9-10; 김윤권 외, 2011: 55에서 재인용). 이러한 기업
경영의 외부 환경은 기업이 관리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중국의 경우,
정치연계를 통해 이러한 외부 환경에 적응하거나 위험관리를 모색한다.
경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민영기업은 정치연계를 통해서 전략적 우
위를 모색하려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접근은 일부 기업에 해당된다. 상
당수 민영기업은 적자생존이란 냉혹한 현실에서 자원의 서플라이 체인을
안정화시켜 위험관리와 성장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즉, 기업의 내생적 적
응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내부자원 요인이 중국 민영기업의 관리 변화에 주는 영향을 보면, 자

114) 대리인이론이란 기업관리의 본질은 소유자와 경영자 간 상호 제약하여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즉, 기업
통제권과 잉여소득권의 정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 기초한 연구는 대부분 ‘정적인 분석’의 관점
에서 주주권 구조의 다원화를 강조하는 전제 하에서 ‘제약과 균형’ 관계를 수립한다(Peng, 2004). 경로의
존이론은 기업관리는 일종의 제도로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강화’, ‘제도확정’의 특징을 가지고, 구조
및 제도 촉진의 경로의존성의 공동 작용을 받는다(Bechuk & Roe, 1999). 자원의존이론은 기업관리 구조
자체도 기업의 핵심 경쟁 자원임을 강조하고, 기업관리의 개선과정은 기업이 각종 경쟁 자원을 얻고 이용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Boyd, 1990). 이 연구의 관점은 더 ‘관리학’적이며, 집행 측면에서 민영기업에서
기업관리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하다(黄速建 等, 2008: 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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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요인이 나타내는 ‘내재적 수요 촉진성’은 일반적인 특징을 갖는다. 특
정한 소유권 요인, 통제권 요인과 인센티브 제약 기제 등에 기초한 내재
적 자원요인은 민영기업이 현재의 자원 조건에서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내재적 수요’를 최대로 만족시킬 수 있다(黄速建 等, 2008: 9-10; 김윤권
외, 2011: 56에서 재인용).
기업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의 외재적 여건의 변화에 대
응하면서, 그리고 내부자원의 형성과 혁신을 통해서 민영기업은 매출, 시
장점유율,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집중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외적 자원
확보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출
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욱 강한 외부 통
제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민영기업의 관리는 적응적 선택
을 더욱 더 강요받는다.

(3) 민영기업의 내부관리 규제
① 내부관리형 규제 의미
史蒂芬·布雷耶(2008: 157)는 방법론 기준에 따라 규제를 ‘설계기준

규제(design or technology-based regulation)’와 ‘실적기준 규제
(performance or outcome-based regulation)’로 고전적으로 분류하
였다. 설계기준 규제는 생산 단계부터 기업이 취해야 하는, 혹은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술 기준이나 조치를 규정하는 통제이다.115) 실적기준

115) 예를 들어 「폭죽생산경영안전규정」 제8조는 생산기업이 국가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거나 도태하는 생산공
예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제44조는 “기업은 중점 오염물배출총량
지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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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산출 단계부터 기업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결과목표를 규정하여,
말단 통제에 속한다. 양자는 규칙이 명확하고 법집행이 수월하다는 점에
서 현대 정부규제의 초석을 놓았다. 그렇지만, 기업조직은 규제 결함을
‘법 개입을 필요하지 않은 블랙박스’로 간주하여, 결국 기업 내부관리에
대한 규제 효과를 소홀히 했다(Coglianese & Nash, 2005: 1; 谭冰霖,
2019: 74에서 재인용).
규제자들은 기업 내부 활동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했고, 나아가 일종의
신형 ‘내부관리형 규제(management-based regulation)’를 만들어냈
다. 내부관리형 규제는 특정한 기술 요건이나 실적 결과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행정목표에 따라 자신에 적절한 내부경영계획, 관리절차
및 정책결정 규칙을 설정하여, 사회가치를 내부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Coglianese & Lazer, 2003: 692; 谭冰霖, 2019: 75). 내부관리형 규제
의 적용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고 중국에서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谭
冰霖, 2019: 75).

일반적인 규제에 비교해서 내부 관리형 규제는 기업의 혁신과 자율적인
혁신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 기업에서 내부관리형 규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그 규범과 법리의 합리성과 체계화 수준도 비
교적 낮다. 민영기업 관련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내부 관리형 규제의 적정
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과연 이를 준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는 더욱 더 촘촘해지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강
조되면서 한층 더 엄격해지는 추세이다. 국진민퇴의 거대한 흐름에서 민
영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
다. 오히려 민영기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규제를 적용하면서 민영기업
의 기업적 자율성은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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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내부관리형 규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되는 자가 자율적으
로 규제집행을 촉진하여, 정부자원을 절약하는데 유리하다(谭冰霖,
2019: 77-8). 첫째, 내부관리형 규제는 일부 규제책임을 기업에 이전하
여, 협력적 규제를 강조한다. 기업의 전문적인 정보우위에 유리하고, 정
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전통적인 규제는 일종의 의례적인 통상
적 법집행 행위이지만, 기업의 생산경영은 일상적인 지속적인 행위이다.
경제비용을 감안하지 않아도, 규제자는 사실상 기업에 대한 전천후 밀접
감시를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회질서이든, 모든 상상할 수 있
는 위험에 대해 규제를 제정할 수 없고, 검사인원도 항상 개개인에 대해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통제는 모두 필수적인 요소이다”(宋华琳 等
译, 2018: 183; 谭冰霖, 2019: 78에서 재인용). 이에 대해, 내부관리형

규제는 기업의 관리절차에 개입하여 ‘규제받는 자기규제’를 구성하여, 동
적·지속적인 규제 효과를 낳는데 도움이 된다.
② 내부관리형 규제의 법리기초: 규범이성
규범이성116)은 헌법상의 정책 조항이다. 현대 사회에서, 회사 자치는
기업 경영자주권의 핵심이고, 기업의 적극성을 발휘하고, 주주이익을 충
분히 수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유주의와 공법의 일반적인 이론에 따
르면, 국가는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사회복지에 위협이 될 때에만 기업경
영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반면, 중국에서 기업의 자주경영권은 「헌법」

116) 하버마스의 법에 대한 이성적인 분석 틀에 따르면, 규범이성, 내재이성, 체계이성 세 가지 척도에서 내부
관리형 규제의 법리 기초를 분석할 수 있다. 규범이성은 법의 정당화 기초를 지칭하고, 내부이성은 법의
논리 기제를 포함하고, 체계이성은 법의 사회기능을 강조한다(贡塔·托依布纳, 2012: 277-278; 谭冰霖,
2019: 78에서 재인용). 세 가지 척도는 공동으로 ‘규범-구조-기능’의 자율체계(自洽体系)를 구성한다(谭
冰霖, 201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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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해석결과일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112조에서 명확히
보장하는 상대인 권리이기도 하다(谭冰霖, 2019: 78).
「헌법」 총강 제11조는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지지·유
도하며, 비공유제 경제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관리한다.”고 규정한다.
제14조에서 “국가는 … 경제관리체제와 기업경영관리제도를 완비하고,
각종 형식의 사회주의 책임제를 실행한다.”고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은 중국 경제 헌법의 기본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정책성 조항은
국가가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규범적인 서술로, 현대 헌법질
서의 중요한 내용이며, 국가기관과 기본권리 외의 ‘세 번째 구조’라고 불
리기도 한다(陈新民, 2005: 865; 谭冰霖, 2019: 78에서 재인용).
내부관리형 규제 관련, 정책성 조항은 ‘방침조항’과 ‘헌법위임’이란 이
중 효력을 갖는다(刘东亮·郑春燕, 2000: 102; 谭冰霖, 2019: 78에서 재
인용). 방침조항으로 「헌법」 제11조는 국가가 비공유제 기업을 유도·감
독하는 관여 의무를 제시하여, 목표제시 기능을 보유하고, 국가가 기업
내부관리 활동에 개입하는 데 정당화 근거를 제공한다. 헌법위임으로
「헌법」 제14조는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이 기업의 경영관리제도를 구축·
완비하는 방식을 통해 비공유제 경제에 대해 감독관리할 것을 제시한다.
이는 관련 입법과 행정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기관의 직책
과 의무를 규정하여, 국가행위를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陈新民, 2010:
198-212; 谭冰霖, 2019: 78에서 재인용).
이 헌법위임에 기반을 둔 중국 「식품안전법」, 「환경보호법」, 「안전생산
법」, 「인터넷안전법」 등의 법률은 관련 분야 기업의 내부관리제도 개선을 요
구하고, 행정기관은 이에 근거하여 결정명령, 기술기준, 규범적 문건을 발
표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규제를 전개할 토대를 제공한다(谭冰霖, 201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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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부관리형 규제의 법률통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서 정부의 법률이나 규제는 기업행위를 제약한
다. 이는 보편적인 법적용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내부관리형 규제는 정
부의 법률 테두리에서 관리·통제될 수밖에 없다.
표 5-5

내부관리형 규제의 법률통제

∙ 규제 근거로 내부관리형 규제는, 우선 법률보유 원칙의 제약을 받음. 내부관리 활동은 기업 자주경영권의
범주에 속하며, 그 법률 제한은 우선 「회사법」 제5조에서 규정한 “회사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한다.”에 있음
∙ 이는 법정관리 기준의 설정에서 정부규제가 기업 내부관리에 개입하는 것은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부여한
규제 근거의 권한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지방성 법규, 규장 및 기타 규범적 문건은 기업에 대해 내부관리의 의무와 요구를
법률통제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없음
∙ 중국 내부관리형 규제의 설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예를 들어 HACCP, GMP, 환경책임제도, 기업 내부
통제기본규범, 인터넷안전등급 보호제도 등은 대부분 「식품안전법」, 「약품관리법」, 「환경보호법」, 「회계법」,
「인터넷 안전법」 등 법률에서 제기한 원칙적인 요구임
∙ 따라서 거시적인 법률 틀에서 보면, 현재의 내부관리형 규제는 튼실한 법률 근거를 가짐
∙ 설계기준 규제와 실적기준 규제의 정확하고 세부화한 구성요건 모형과는 달리, 내부관리형 규제의 구성요
건은 일반적이고 상대적으로 원칙화한 관리요소나 도식화한 업무절차로 구현됨
∙ 상황은 구성요건의 소전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과 작용을 갖는 법정 구성사실 이외의 각종
주·객관적인 사실 상황을 지칭함
∙ 상황 세부화의 임무는 이들 사실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유형화하여 자의적 판단을
상황
방지하기 위함(周佑勇, 2014: 1145-1153)
세부화
∙ 「인터넷 안전법」 제47조 “인터넷 운영자는 그 사용자가 발표하는 정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情节细化)
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관련 규정에는 정부관리 의무 판단은 명확한 기준이 결여되어, 규제자
가 위법판단에서 결과주의로 흐를 가능성. 즉, 단순히 위법 내용이 나타난 결과로 인터넷 서비
위법 판단의
법률통제
스 제공자가 타당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해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임(姚志伟, 2019: 31-42)

적법한
절차

∙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초보적으로 판단한 이후, 규제자는 기업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
고지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내부관리의 결함과 약점을 명시하여, 후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기업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고 진술과 해명을 청취해야 함
∙ 또한, 제3자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실인정 절차의 공정성과 과학성을 보강할 필요. 제3자
심사는 외부의 제3자 기관에서 피규제자가 규제기준 준수 여부 검사를 진행하고, 규제자에
처리를 건의함
∙ 내부관리형 규제의 법률적용 절차에서 제3자 심사를 도입하는 것은 판단여지 운용의 전문성,
독립성, 문책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도움(高秦伟, 2016: 24-33)

∙ 내부관리형 규제는 각종 집행조치에 의존해서 일정 수준 기업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법에
따른 행정 원칙의 규제를 받는 것이 시급함
집행 조치의
법률통제

행정처벌

∙ 내부관리형 규제집행에서 처벌조치는 두 형식이 존재
∙ 첫째, 만약 기업이 내부관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행정처벌의 구성요건으로 하면, 사실상 행
정처벌을 신설한 것으로, 「행정처벌법」 제9조~제14조의 법률을 준수하여 규칙을 보류하면 됨
∙ 내부관리는 주로 일종의 조직과 절차 의무로, 운영에서 일부 기업은 단지 형식을 구비한 관리
기제를 구축한 것임. 산출된 준법효과(예: 오염물질 배출량)는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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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집행 조치의
법률통제

계속

행정처벌

∙ 반대로, 일부 실제로 준법실적(예: 에너지 절약과 배출감소, 재활용과 자원화)을 향상시킨 기
업은 단지 법정 내부관리제도 절차 미준수로 처벌 가능(Coglianese, 2008)
∙ 내부관리에 결함이 있지만 준법 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 감면 또는 가볍게 처벌하는 규칙을
구축하여, 과오와 처벌을 담당해야 함
∙ 둘째, 만약 기업의 내부관리 표현을 행정처벌 재량요인으로 한다면, 「행정처벌법」에서, 이른
바 상위법의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와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법률의 보류
단계는 규정 이상 필요

행정허가

∙ 만약 내부관리 기제를 구축하고 실시하는 것을 관련 허가증 발급의 조건으로 한다면, 「행정허
가법」 제16조 중의 “행정허가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최저 법정 위계는 규장으로,
규장 이하의 기타 규범적 문건은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없음
∙ 기업의 내부관리 수준을 행정허가의 절차재량 요인이나 연장혜택 조건으로 하는 것은 수익성
을 갖고, 원칙적으로 규제자가 직권 범위 내에서 융통하게 결정하면, 엄격한 법률통제를 받지
않아도 됨

행정인증

∙ 이는 일종의 격려 기제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형태의
행정허가가 되어 상대인의 부담을 가중
∙ 동시에, 만약 내부관리의 요구가 이미 행정허가의 조건으로 규정되었다면, 인증의 요구는 적
당히 향상되어, 적어도 행정허가의 조건과 같아서는 안 됨. 기업 준법 부담을 가중하는 중복적
인 규제방식은 피해야 함

행정검사

∙ 입법은 열거의 방식으로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행정검사 진행을 규정할 수 없음(宋华琳,
2019: 145). 기타 행정행위에 비해 더 큰 편이성을 가짐
∙ 그러나 행정검사 방식의 조정도 마찬가지로 기업에 준비와 협조의 법률부담을 초래하여 반드
시 법률이 부여한 절차재량권이 필요함. 만약 법률에서 행정검사의 방식과 빈도에 대해 이미
규제적 규정을 했다면, 임의로 조절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식품안전법」 제110조에서는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와 질량감독부서는 생
산경영자의 준법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할 권한을 규정함. 개괄적인 절차재량 권한부여에
속함. 이 규제에 따라 기업 내부관리 기제 검사 빈도를 조정 가능
∙ 그러나 「상품질량법」 제15조는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의 상품질량감독부서는 상품질량에
대해 추출검사를 주로 하는 감독검사제도 실시를 규정함. 행정검사를 평등한 추출검사로 한정
하여, ‘두 가지 무작위’ 검사규칙을 평등하게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117). 기업이 내부관리에서
표현의 우열로 서로 다른 검사 빈도를 취해서는 안 됨

주: 谭冰霖(2019: 85-87)을 근거로 작성함

2. 민영기업 관련 정책
1) 민영기업의 정치연계
중국 민영기업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사회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

117)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全国深化“放管服”改革转变政府职能电视电话会议重点任务分工方案的通知」
(国办发〔2018〕79号) 第17条 (谭冰霖, 2019: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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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쟁의 반복과 이 과정에서 민영기업의 재산권 보호의 문제는 기업발
전의 리스크로 작동한다. 사실, 1988년에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수정안
에서 국가는 사영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함으로
서 비로소 민영경제는 헌법 차원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호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영기업은 정치연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맥락을 갖고 있다.

(1) 민영기업의 정치연계 형식
외국에서 기업 정치연계의 중요한 형식은 정치인물 또는 정부관원이
기업의 주주가 되거나, 정부 중요 정치인물의 자녀가 기업의 주주나 임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 환경에선 이러한 유형의 정치연계는 점
점 어려워진다. 이는 중공중앙기율검찰위원회가 2001년 2월 8일에 발표
한 「성급 및 지(地)급 당위, 정부 주요 영도간부 배우자, 자녀 개인의 경영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시행)」에서 정부 영도간부 및 그 가족의 상업
관련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胡旭阳, 2010: 75)
이러한 정치 감독체제에서, 정부관원 본인 및 그 가족이 기업주주 또
는 임원 형식으로 구축된 정치연계는 중국에서 중요한 정치연계 형식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정치체제 변혁에 따라 기업
고위층의 정치 배경과 민영기업가의 정치참여는 중국 민영기업의 주요한
정치연계 형식이 된다(胡旭阳, 2010: 75).
① 기업 고위층의 정부 배경과 민영기업의 정치연계
중국 특색의 경제체제 전화과정에서 민영기업 고위층의 정부 배경은
기업 정치연계의 주요 형식이고, 민영기업 고위층의 정치 배경은 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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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경로에서 비롯된다(胡旭阳, 2010: 75).
첫째, 정부관원이 ‘직업을 바꿔 사업에 뛰어들어(下海)’ 기업을 운영하
여 형성한 정치연계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여러 차례 정부기구개혁
을 추진하였고, 많은 정부관원은 정부 부서를 떠나 ‘사업에 뛰어들어’ 기
업을 운영하였다(吴文锋 等, 2008). ‘사업에 뛰어들어’ 기업을 운영하는
민영기업에게 종전 정부관원의 특수한 신분과 정부 임직 기간에 축적한
상당한 ‘인맥관계’는 기업이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여 정치연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胡旭阳, 2010: 75).
둘째, 종전 정부관원이 기업 임원 또는 고문을 맡는 것도 민영기업이
정치연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비록, 일부 정부관원은 이미 정년
퇴임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업이 정부와 연계하는 ‘교량’과 ‘유대’가
될 수 있다. 이는 현임 관원이 정년퇴임에 의해 양성되거나 증진될 수 있
어서, 정년퇴임 관원도 이에 의존하여 ‘네 가지 보루(四余)’인 ‘남은 열
정’, ‘남은 권리’, ‘남은 권위’, ‘남은 네트워크’를 발휘할 수 있다(张建君·
张志学, 2005; 胡旭阳, 2010: 75에서 재인용).

② 민영기업가의 정치참여 및 민영기업의 정치연계
민영기업 고위층의 정부 배경 외에도, 많은 민영기업가는 인대대표 또
는 정협위원에 당선되는 방식을 통해 정치에 참여한다. 민영기업가의 정
치참여는 민영기업 정치연계의 중요한 형식이다(Li et al., 2006). 민영기
업가의 정치참여는 중국 민영기업의 정치연계의 중요한 형식이 된다. 이
는 중국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민영경제가 정치적으로 인정을 받고, 점
차 중요해지고 보편적인 정치연계 형식이 된다(胡旭阳, 2010: 75).
정치연계는 일종의 특수한 정부와 기업 관계로, 국가의 정치체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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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서로 다른 형식을 보인다. 중국 특색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전환 과
정에서, 민영기업의 정치연계는 주로 기업 고위층의 정부 배경과 민영기
업가의 정치참여로 나타난다(胡旭阳, 2010: 75).

표 5-6

민영기업의 정치연계 기능
재산권보호 관련 민영기업 성장 역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시각에서, 중국 사회와 경제전환 개혁은 기본적으로 정치 집권과 경제 분권의 사고방식에 진행됨
∙ 1994년의 분세제개혁은 지방정부가 지배 가능한 수입을 낮추고 지방정부의 상응한 재정지출을 증가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압력은 더욱 커짐. 이는 지방정부가 예산 밖, 제도 밖의 수입을 증가시켜 예산균형을 이루는 것을 초래. 따라서 지방정부의
부당 요금과 범칙금 행위를 초래하여, 지방정부 ‘약탈의 손’이 부각되기 시작(陈抗 等, 2002; 胡旭阳, 2010: 76에서 재인용)
∙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민영기업의 재산권인 헌법 보호를 받지만, 지방정부의 ‘약탈의 손’ 때문에 법률 실시 측면에서 민영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불충분함
정치연계와 재산권보호의 법률대체 기제

∙ 일종의 사회자본으로서 정치연계는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과 정부와 정부관원 간 특정 관례를 형성하여, 정부로부터의
침해행위를 줄일 수 있음
∙ 결국, 민영기업은 정치연계를 통해 정부관원과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여, 지방정부 ‘약탈의 손’의 침해를 피할 수 있음. 따라
서 민영기업 재산권에 대한 법률제도의 충분한 보호가 결여된 상황에서, 민영기업의 정치연계는 기능적으로 민영기업
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능
∙ 또한, 민영기업의 정치연계는 정부를 감독하는 작용을 하며, 더 나아가 민영기업 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침해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됨
민영기업의 정치연계와 민영기업의 융자편리

∙ 중국 경제체제 전환 과정에서, 금융체계는 여전히 국유 대은행이 주도하는 간접 금융체계임. 국유은행은 주로 대중형 국유
기업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며, 민영기업은 정규적인 금융체계에서 채무융자를 획득하기 어려움. 이러한 국유은행이 주도
하는 금융체계가 산출한 소유제 차별은 민영기업이 국유은행체계로부터 채무융자를 획득하는 능력과 규모를 제한함(林毅
夫·李永军, 2001; 胡旭阳, 2010: 76에서 재인용)
∙ 결국, 민영기업의 정치연계는 금융유출 효과, 지방정부가 통제하는 금융자원, 정보전달 효과를 통해 관련 기업이 신용대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일부 민영기업 발전과정에서 직면하는 자금 제약을 완화
민영기업의 정치연계와 업계 규제 장벽 극복

∙ 민생은행의 설립과 상장 이전의 주식권 변경에서, 민영기업의 정치연계는 민영기업이 금융업에 진입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줌
∙ 민영기업이 정부통제 업계에 진입하는데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며, 민영기업의 정치연계는 강할수록, 기업은 정부통제
업계에 진입 가능성이 더 크고, 민영기업의 경제 실적을 향상 가능(罗党论·刘晓龙, 2009; 胡旭阳, 2010: 78에서 재인용)
∙ 외국 선진 경제체제의 기업정치 전략 모형에 비해 전환경제서의 중국 기업, 특히 민영기업의 정치전략은 기업과 정부 관원
관계의 구축과 유지에 더 주목됨. 보다 직접적·효과적으로 기업 자신에 유리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지속적이 경쟁우위를
얻거나 최대한 기업이익을 보호(吴婧洁, 2016: 76; 胡旭阳, 2010: 78에서 재인용)
주: 胡旭阳(2010: 76-8)을 근거로 작성함

개혁개방 이래 고속 경제성장에서 민영기업의 규모와 고용 규모는 상
당하다. 그렇지만 민영기업을 제약하는 많은 규제들은 민영기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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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민영기업의 규제는 주로 경쟁적 업계에 치
중되었고, 시장독점과 행정독점 분야의 독점적 산업에는 적게 이뤄졌다.
사실, 이 분야는 국유기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민영기업은 진입 자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독점과 행정독점 분야에서의 제약뿐만 아니라, 앞서 보듯, 법령을
통한 민영기업의 재산권이나 경제활동 보호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려는 민영기업은, 결국 네트워크와 유리한 정치연
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민영기업을 위한 정책
중국의 민영경제118)는 무슨 의미일까? 崔红(2019: 93)에서 보듯, 민
영경제는 비공유제 경제의 범주에 속한다.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장려·지
지·유도하고,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민영경제
발전 기회에 유리한 정책을 보다 많이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로 정부
의 책임이다
중국에서 정부가 대규모 기업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논거는 주로 모든
기업이 정치적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즉, 예속관계로서 가령 허가, 도메
인, 대형 프로젝트, 핵심 운영결정(이윤분배 및 투자 등) 그리고 기업구조
이다(Tan et al, 2007: 788; Harris & Li, 2019: 3에서 재인용).

118) 민영경제는 재산권이 명백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여, 기업은 자주경영,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고, 스
스로 제약하고, 스스로 발전하는 시장 주체가 된다. 기업은 고도로 자주적인 정책결정권, 독립적이고 자
주적인 경영권, 인재를 선발하여 채용하는 인사권, 이익과 연결된 배분권을 갖는다. 경영목표와 시장변화
에 따라, 각종 생산요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생산과정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예, 새로운 생산 모형을 취하여 시장에 적합한 상품을 생산하여, 생산품질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한다
(庄聪生, 2018: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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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목적을 충족시켜야 한다. 통제뿐만 아니라 예속
관계는 또한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과 보조(subsidies)(가령,
재정접근, 유리한 조세대우, 계약부여, 천연자원 및 희소자원 접근 등)에
서 드러난다.119) 이러한 관계는, 특히 공적 소유기업(가령 국유기업, 집
체소유기업)에서 훨씬 강하다. 그리고 정치인에 의해 설정된 사회적 목적
(가령, 고용목표)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정치연계의 강약으로
혹은 정부개입으로 인해서 여전히 민간소유 혹은 외국소유 기업에도 적
용된다. 공적 통제와 사적 통제 기업 간 예속관계의 본질적 차이를 보면,
공적 통제는 보조금과 같은 유리한 대우나 재정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
책목적(가령, 고용)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Wu et al., 2012; Harris
& Li, 2019: 3).
기업에 대한 지원의 유형을 보면, ⅰ) 폭넓은 분야에서 발생하고 전형
적으로 기업을 둘러싼 하부구조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포함하는 수평적
지원, ⅱ) 구체적 기업과 영역에 초점을 둔 수직적 지원으로 구분된다. 수
평적 지원은 최근에 상당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경쟁 없이 선정하여 경쟁
력에는 작은 영향을 주며, 반면에 수직적 정책은 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지원한다(Harris & Li, 2019: 4).
그동안 중국은 정부, 산업, 연구 결합의 추격형 체제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기업은 저렴한 비용우위로 경쟁하고
시장 점유율에 몰두하였다. 사실, 기업은 혁신의 주체여야 하지만, 중국의
민영기업의 혁신은 모방적이고, 추적하고 도입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119) 정부와 연계되면 비즈니스가 소유권을 확보하고 계약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장과 국가 실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Li et al., 2008; Zhou, 2013; Harris & Li, 2019: 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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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민영기업이 새로운 기술혁명에 부합하는 경로이고, 중국 내 시
장에서 업그레이드 기회를 잡는 선택의 기회이다. 기술발전, 소비자 수
요,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하기 위해서 민영기업은 혁신을 추구
해야 한다.
혁신은 5대 발전 이념의 선두로, 발전을 이끄는 제1동력이고, 당의 19대
보고에서 강조한 문제로,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 혁신으로 이끄는
것을 지속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기업은 혁신 이념을 이행하고, 국가혁신
전략배치를 실천하는 중견 역량으로 국가혁신계획에서 중요하다. 기업혁
신은 긍정적인 외부적 특징을 갖고 있고, 융자 등의 곤경에 직면할 때,
종종 시장실패를 초래하여, 혁신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는 정부정책의
거시적인 조정과 유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업혁
신을 추진할 것인가가 정부가 보조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문제가 된다(邢会 等, 2019: 130).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역할은 기업혁신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적
재산권의 보호, 인재유치, 기술제공 등과 같이 민영기업 혁신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표 5-7>와 같이 기업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일련의 중요한 정책을 제시해왔다.

표 5-7

시기

정부가 기업혁신을 지지하는 관련 주요 정책
정책 명칭

정책 주요 내용

2007년

「창업투자기업 발전 추진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 정부보조, 세수혜택, 금융지원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 강화
국의 관련 세수정책 통지」(재세[2007]31호)

2008년

「2008년 국가 과학기술 장려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기업혁신에 대한 투입 강도와 장려 금액을 강화
(국발[2008]38호)

2009년

「중소기업 발전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한 국무원의 여 중소기업 정책법률체계를 완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러 의견」(국발[2009]36호)
금융서비스를 강화·개선하고, 중소기업 융자통로를 한층
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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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계속

시기

정책 명칭

정책 주요 내용

2010년

「전략적 신흥 산업 양성·발전 속도에 관한 국무원의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을 확정하고, 정부지원 강도를 확
결정」(국발[2010]32호)
대하고, 재정과 세수 정책으로 기업 혁신 유도

2011년

과학기술부, 국자위가 「중앙기업 혁신발전을 한층 더 재정과 세수정책 지원 강도를 강화하고, 영역 간 혁신
추진하기 위한 의견」을 인쇄하고 발급하는 통지(국과 협력을 강화
발[2011]19호)

2012년

중공중앙, 국무원에서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심화하 연구개발 비용 세전 가산공제, 기업 연구개발 비용 회계
고 국가혁신체계 구축에 속도를 가하기 위한 의견」을 방법 개진, 기업이 연구개발 투입을 증가하게 장려
인쇄하고 발급

2013년

「기업 기술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전면적으로 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혁신투자 유도기금을 실시하고,
업혁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 기업이 중대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
(국판발[2013]8호)

2014년

타이저우 시(泰州市) 정부 「기업, 사업 단위에서 인재 전문자금 설립, 기업 연구개발 비용세수혜택 실현, 과학
를 모아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고 높은 질 발전을 이 기술 성과 전화 추진
끄는 것을 더 한층 장려하기 위한 여러 정책」

2015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혁신발전을 한층 더 추진하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기관 설립을 지원하
위한 과학기술부의 여러 의견」(국과발고[2015]3호) 고, 정책구매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 강화

2016년

「대중창업, 만민혁신 시범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국무 재정과 세수지원 강도를 강화하고, 정부 유도를 고수하
원의 실시의견」(국판발[2016]35호)
고, 정책협동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성과 전환에 속도를
가하는 등

2017년

「혁신 관련 개혁조치를 보급하기 위한 국무원 판공청 과학기술금융혁신 투입을 증가하고, 혁신과 창업정책
의 통지」(국판발[2017]80호)
환경을 구성하고, 외부 인재를 유입하는 등

2018년

「혁신창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혁신과 창업’ 업 재정과 세부 정책지원 강도를 높이고, 혁신과 창업 상품
그레이드 버전 구성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 과 서비스 정부구매 등 정책조치를 완비하고, 지적재산
권관리 서비스체계를 구축·완비하고, 중대 기술장비 시
[2018]32호)
범응용의 추진에 속도를 가함

출처: 邢会 等(2019: 131)

또한, 2019년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에서 제시한 「중소기업
건강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은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생산비용 증가,
융자 문제와 비용과다, 혁신발전 능력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으로
추진할 조치를 제기하여, 중소기업 혁신 활력과 발전 동력을 자극하려는
것이다(张竞强·包月阳, 2019: 13-4).
이처럼 중국 정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비즈니스 경영환경, 융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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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건설, 재산세지원 등 여러 시각에서 중소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뒷받
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경영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은 창업부터 정착까지 프로젝트 생산투
입의 주기가 길고, 프로그램이 많고, 수속이 번잡하고, 융자가 어렵고, 부
담이 크고, 인재부족 등의 난제가 상당하다. 기업 프로그램 정착은 일반
적으로 대량의 자금배정을 필요로 하고, 지방정부가 융자 플랫폼을 지원
해주길 바란다(阮艺亮, 2019: 43).
프로그램 계획과 건설 단계에서, 복잡한 수속과 세금과 비용 등 부담이
크며, 정부가 통일적인 협조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프로그램 초기 경
영 단계에서, 인재채용과 정책은 지방정부가 채용, 호구이전, 주거, 교육,
의료 등 서비스를 보완하여 제공해야 한다. 프로그램 생산투입과 시장개
척 측면에서, 정부가 관련 세수혜택과 지방구매의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阮艺亮, 2019: 43).

표 5-8

기업발전을 위한 정책도구

기업운영
지원

인재유입
지원

프로그램
건설지원

자질자원
지원

연구개발
지원

재정세수 전문
지원

투자융자
지원

본부 설립
장려

개인소득세,
사회보험
보조금

토지구매

산업투자
진입

자질신청
협조

연구개발 비용
세전공제

집적 투자

내부 혁신
프로그램 지원

채용 배치

기초시설

생산자질

연구개발
비용지원

연구개발
자문업무 면세

은행대출

설비구매
보조금

임금복지

공장임대

입수출 자질

기관자질
장려

관세,
소비세

재무비용
지원

상품생산투입
장려

안심주택

관련 구역
계획

싱크탱크
유지

과학기술
연구성과 장려

증치세

보증담보

시장 주문 협조

자녀교육

장기 토지 보유

우회상장
(上市壳) 자원

토지 보장과
혜택

기업소득세

투자융자
플랫폼

경영활동
보조

훈련 승진

공장건설

출처: 阮艺亮(201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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赵筱媛·苏竣(2007)은 혁신정책을 ⅰ) 공급형(정부는 인재, 기술, 자금,

공공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해 기술공급을 직접적으로 확대), ⅱ) 환경형
(정부는 목표계획, 금용지원, 법규규범, 재산권보험, 세수혜택 등의 기술
활동을 통해 영향), ⅲ) 수요형(정부구매, 무역정책, 사용자 보조, 가격지
도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감소)으로 구분한다(白旭云 等,
2019: 10).

(1) 세수혜택
정부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세수부담120)은 기업으로서 당연한 의무이
지만, 징수세율을 과도하게 높이면, 기업의 경영은 제약을 받고 투자 마
인드를 제약할 것이다.
최근 몇 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감세와 요금조정을 시행121)하여,
실물경제 비용을 낮추고, 감세와 요금조정 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张
竞强·包月阳, 2019: 159-160).

그러나 중국의 세수와 요금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다. 기업이 직면한

120)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담당하고 관리하는 연 납세액은 3억 위안 이상의 1062호 대기업그룹 상황으로 볼
때, 이 중 312개 민영기업의 2016년 세수수입과 영업수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1%와 12.5% 증가하
여, 국유기업과 외자기업보다 모두 크게 높았다. 순이익은 15.1% 증가했고, 이 중 1/3을 초과한 기업 순이
익 증가폭은 30%를 초과했다. 전국 납세 500강 기업으로 볼 때, 이 중 42호는 민영기업으로, 2016년 납세
세액, 영업수입과 순이익은 각각 24.4%, 38.7%와 44.4%로 증가했다. 모두 기타 납세 500강 기업보다 훨
씬 높았다(庄聪生, 2018: ⅰ).
121) 재정부, 세무총국의 추산 또는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1년 누적 감세는 7,000억 위안에 달했고,
2017년 감세와 요금 하락은 1만억 위안을 초과했고, 2018년 감세와 요금하락 규모는 약 1.3만억 위안으
로, 3년 합계로 3만억 위안에 이른다. 2019년, 정부는 이미 시행한 감세와 요금 하락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영세기업에 대해 보편적으로 혜택적인 세수감면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제조업 등
기업의 현행 16%의 세율을 13%로 낮추고, 교통운송업, 건축업 등 업계의 현행 10%의 세율을 9%로 낮추
어, 주요 업계 세수부담을 가시적으로 낮추려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는 행정사무성 요금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규범화하고, 정부에서 경영서비스성 요금의 가격을 정하여, 요금의 규범성과 투명도를 강화할
것이다(张竞强·包月阳, 2019: 160).

380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세수 관련 문제로, ⅰ) 종합적인 세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세계은행
경영환경보고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종합세수부담은 67%로, 세계에서
2위로 높고, 이 중에 세수부담은 19%이고, “5대보험, 1금(五险一金: 养老保
险, 医疗保险, 失业保险, 工伤保险和生育保险 및 住房公积金)” 부담은

48% 수준이다. 세계은행 평가모형에 따르면, 그 주요 원인은 사회보장
납부비용 부담의 과중에 따른 것이다. ⅱ) 일부 기업의 실제 세수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일부 기업은 세수 정보화 능력 증가와 엄격 징수 및 관리
의 정책으로 정책혜택 공간과 세수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수부담은 가중되었다. ⅲ) 기업 관련 경영서비스의 비용 종류
가 다양하고, 가격이 높다. “2017년 전국기업부담조사평가조사”에서
42%의 기업은 자원요소 관련 독점요금이 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
여 상대적으로 과중한 것으로 인식한다. ⅳ) 기업 세금과 요금 부담에 차이
가 크다. 기업이윤에 비해, 금융부문 세금과 요금 부담이 낮고, 생산부문
세금과 요금 부담이 무겁다. 독점적 생산기업, 부동산기업 부담이 낮고,
제조업, 하이테크 기업의 세금과 요금 부담이 낮다. 대기업 부담이 낮고,
중소와 영세기업 부담이 과중하다(张竞强·包月阳, 2019: 160).
세수혜택은 국가가 현행 세제의 기본구조에 위반하는 세수제도를 취
하여 납세자에 각종 우대적인 세수대우를 부여하여, 간접적인 보조의 목
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李维安 等, 2016). 일종의 사후 장려로 세수혜택
정책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크다. 기업운영을 통해서만 세수감면
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혜택은 일종의 기업의 기대수익이다. 따
라서 세수혜택의 지대추구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고, 세수혜택 방식을
통한 혁신은 시장 외부성을 보상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白旭云 等,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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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수혜택 정책은 일종의 사후 장려로, 기업을 강하게 통제한다.
기업은 지속적인 고품질 연구개발 활동과 이로 인한 혁신 실적을 통해 일
정한 세수혜택의 근원을 보장하고, 세수혜택은 더 나아가 기업의 경영자
금을 보충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입을 유지한다(白旭云 等, 2019: 10).
그러나 기타 행정수단에 비해, 세수혜택 방식을 정부가 주도하는 기능
은 뚜렷하지 않고, 기업이 세수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시장 기제
에서 자발적으로 형성한 기업혁신 실적에 달려 있다. 따라서 기업은 혁신
실적의 향상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경영 동기를 가지고, 고품질의 혁신
도출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 정책혜택을 얻는 방향인 것이다(白旭
云 等, 2019: 11).

국가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줄이고, 기업 감세와 요금
하락을 위해서 더 큰 공간과 범위를 제공하는 세수 개선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 ⅰ) 사회보장 납부비용 부담을 줄이고, ⅱ) 감세 강도를 지속적
으로 증가시키고, ⅲ) 비용청구 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규범화하고,
ⅳ) 정부구매 및 기한 초과 관련 청산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张竞
强·包月阳, 2019: 160-1).

(2) 보조금 정책
① 보조금
개혁개방 이래 민영기업이 성장·발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지
적재산권보호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리고 5개년 규획(계획) 목표 달
성을 위한 과정에서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은 민영기업의 성
장과 발전 그리고 정부지도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는 여러 수단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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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었다.
위험분담이론은 혁신 활동에 직면할 높은 위험성으로부터 정부보조금
의 제공은 기업혁신 활동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혁신의 위험성을 분
담한다는 것이다. 소유제 구분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혁신 보조와 세수
혜택 등의 정책이 민영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童锦治 等,
2018; 王健·袁瀚坤, 2019: 49에서 재인용).
국유기업과 정부의 정치연계는 더 밀접하여, 국유기업은 종종 정부와
은행 간 연성(soft)예산제약을 이용하여, 그 외부융자 비용을 줄일 수 있
다. 국유기업 경영이 어려울 경우, 정부와 은행은 연성보조와 연성신용대
출을 통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한다. 반면에 민영기업은
국유기업과 달리 더 높은 융자제약에 직면한다(蒋灵多·陆毅, 2018; 王
健·袁瀚坤, 2019: 49).

정부의 행정관여 혹은 상이한 형태의 보조금 사용은 최종 수요, 특히
산업 격차에 의해 좌우된다(Wu, 2016: 7). 간접 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사
용하여 반제품 및 최종제품을 만드는 수출지향 제조업 육성에 사용한다.
이러한 하위 산업부문(downstream)(수송, 정제, 판매 등)의 대다수는 노
동집약적이어서 중국이 적시에 인구의 배당금을 뛰어 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직접적으로 상위 산업부문(upstream)(가령,
에너지)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하위 산업부문을 지원하는데 전략
적으로 중요해 보이는 주요 투입원료에 개입하려 한다(Wu,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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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중국 산업에서 교차 보조금

주: 세입은 기업이 낸 세금이며, 보조금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입의 사용이다. 화살표의 폭은 세입을 제공하고 보조금을 받을
때 산업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개념적으로 보여준다.
출처: Wu(2016: 7)

정부보조금, R&D 투입, 그리고 기업 성과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모두 존재한다(Liu et al., 2019: 2). 정부는 정부보조금을
통해서 시장을 자극하고 시장에서 수요공급 간에 새로운 균형을 모색할
수 있다(Bergson, 1938; Liu et al., 2019: 2에서 재인용). 만일, 정부가
재정보조금을 통해서 개입하면, 합리적 자원배분과 시장실패를 교정하여
기업의 R&D를 위한 기업의 열정과 혁신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Liu et
al., 2019: 2).
반면에 기업 R&D 활동은 거대 자금이 필요하며, 이는 기업으로 하여
금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에 직면하게 한다. 따라서 R&D는 공공재와
유사하여 기업은 그 편익을 단독으로 누리를 수 없다. 이는 R&D 활동을
수행할 기업의 열정을 줄인다(Liu et al.,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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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정부보조금이 과도하면, 기업은 그 인센티브 구조를 빠르게 바
꾸며, 많은 기업은 기술경쟁에서 정책 지대추구형으로 전환한다. 정부보
조금이 적정 이상으로 제공되면, 기업이 과연 기술경쟁력을 추구할 수 있
을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 보조금 경쟁을 하는 중소기업이 더 많아져서,
정부의 금용지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인재도 정부보조금을 얻은 기업에 의해 뺏길 수 있다(郑永年,
2020: 275).
② 연구개발보조
연구개발(R&D)보조는 재정의 직접보조에 해당하는 혁신정책의 일환
이다. 재정의 직접보조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재정정책을 사용하여 일부
특정 대상, 집단 또는 조직기관에 대해 재정원조, 수입, 가치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다(王军·黄凌云, 2017; 白旭云 等, 2019: 11에서 재인용). 연
구개발보조는 사전 장려에 해당되며, 정부가 미시적인 시장 주체에 직접
적으로 자금을 제공하여 기업의 수입과 이윤을 증가시킨다(柳光强,
2016; 白旭云 等, 2019: 11에서 재인용).
따라서 정부의 연구개발보조를 획득하는 것은 기업에 직접적인 경제
유인을 준다. 그러나 정부는 종종 미시적인 주체의 혁신 방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정보비대칭이 존재하여, ‘보조를 받는 것’과 ‘보조를 주는
것’ 사이의 부조화가(mismatching) 있다. 따라서 기업은 정부의 수요에
주도적으로 영합하여, 기업 자신의 혁신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정부의 직접적인 연구개발보조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
을 수 있다(白旭云 等, 2019: 11).
첫째, 정부 연구개발보조의 진입은 혁신 투입요소의 가격을 왜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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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일부 기업은 보조프로그램을 수입창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지
대추구를 모색한다(Blanes & Busom, 2004). 중국의 지적재산권보호제
도가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지대추구는 일종의 ‘관계자본’으로 활용되
고, 공식적 제도보호라는 결함을 부분적으로 대체한다(余明桂 等, 2010;
白旭云 等, 2019: 11에서 재인용). 기업은 정부 연구개발보조를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줄로 간주하여 지대추구를 포함한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이 안정적인 자금줄을 확보하려는데 몰두하여, 결국 연구개발 자원을 흡
수한다(白旭云 等, 2019: 11).
둘째, 정부의 연구개발보조는 연구지출에 구축효과(crowding out)를
초래할 수 있다. 기술시장에서, 정부와 기업 간에 종종 정보왜곡이 생겨
서, 정부는 기업의 기술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정부의 연구개
발보조는 사전 장려의 기능을 띠며, 일종의 안정적인 자금지원으로, 기업
은 정부의 수요에 영합하여, ‘인기’ 프로그램에 몰두한다. 결국, 기업은
진정한 기초연구개발 활동을 소홀히 하고, 기업의 혁신 노력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白旭云 等, 2019: 11).
셋째, 정부의 연구개발보조는 기업에게 의존 심리를 낳을 수 있다. 기
업이 보조에 의존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끌어올리거나 자극하여, 생산
과 혁신의 적극성을 낮추어 지대추구나 보조금 사기 등 행위를 낳는다.
그리고 기업 내부의 자원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기업의 진정한 기술
능력을 높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연구개발보조는 기업의
기술능력을 약화시키고, 고품질 혁신 도출이든 저품질 혁신 도출이든 모
두 정부 연구개발보조를 구축할 수 있다(白旭云 等, 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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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자플랫폼
① 취지
국무원이 공표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회사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
지」(국발[2010]19호)에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개념을 규정했다. 이는
지방정부 및 부서와 기관 등이 재정교부금이나 투자, 지분 등의 자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항목에 투자하고 융자하는 기능을 맡고,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갖는 경제 실체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은 설립
이래 오랜 기간 지역경제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도시화건설 과정에
서도 상당한 기능을 수행하였다(苏捷, 2019: 49).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특수한 성격과 역할 때문에 각급 지방정부는
잇달아 규모가 서로 다른 융자플랫폼 회사를 설립하여 도시화건설자금
부족 문제를 완화하였다. 각급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수량과 채무 규모
는 지속적으로 팽창하였고, 채무 리스크도 높아졌다. 그리고 채무상환 능
력이 약해져서 자금부족, 지속가능성 등 문제가 점차 부각되어, 전통적인
운영 모형은 의문시되고 도전을 받았다. 특히, 일부 지방 플랫폼 회사는
리스크 평가와 자기규제 의식이 결여되어 과도하게 빚을 내고, 심지어 규
정을 어기며 빚을 내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와 지방경제에 심각한 채무
부담을 안기고, 지방의 금융 리스크를 확대시킨다.
이처럼 기존 채무부담으로 자금 유동성의 리스크가 커졌고, 플랫폼 회
사의 채무 리스크 문제도 부각되면서, 최근에 지방정부는 융자플랫폼의
운영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경제시스템을 개혁하고 새로운 규정을 수립하
고, 구조적으로 부채에 근거한 투자를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감독관리는 더욱 엄격해야 하고, 정책시스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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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에서 전통적인 운영 모형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고,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맞는 전환이 요구된다.
②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추진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발생은 중국 경제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
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추진되었다.

표 5-9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추진과정

∙ (1990년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은 도시화 건설과정에서 각 지방정부의 건설 업무가 과중되고, 자금수요가 커짐. 분세제
개혁으로 지방재정 수입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상당한 자금 부족으로 융자수요는 급증함
∙ 기존의 「예산법」, 「대출총칙」, 「담보법」 등 법규 규정이 제한되어 있고, 지방정부는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대출받을 수
없고, 대출을 위해 담보할 수도 없었음. 결국, 급증하는 융자수요 때문에 지방정부는 융자플랫폼을 통해 융자를 확보
∙ 상당 기간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은 지방 기초 도시화건설에 자금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와 사회 역할을 수행함
∙ (2008년) 각 지방 융자플랫폼 기업이 널리 퍼졌고, 개별 주요 도시의 플랫폼 기업도 모형을 조정하고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
였지만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발전은 상당히 더딤
∙ (2009~2012년)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은 빠른 발전 단계. 국가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조 투자계획을 수립했고,
경제 활성화 계획의 배경으로 각 지방정부의 융자플랫폼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현지 투자업무에 협조하는 중요 역할을
하였지만, 성장 배후에는 많은 리스크 존재
∙ (2013~2016년) 정부는 관련 정책문건을 빈번하게 수립하여 플랫폼 회사의 운영을 규범화했고, 이 단계 또한 관건적인
규범과 조정의 단계로, 각 지방정부는 중앙의 호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잇따라 상응한 지도의견을 제출함. 시장화
방향에서 은행과 정부협력 융자 모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 이와 함께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채무구성과 리스크는
더욱 은폐되고, 플랫폼 회사의 수량, 채무 규모는 더 확대
∙ (2017년 이래) 변칙 융자가 정부에 가져다줄 부채 리스크를 통제하고, 지방정부의 융자담보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국가는 일련의 감독관리 정책을 수립함. 정부채무와 플랫폼 회사의 관계는 보다 명확해지고,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융자
경로는 경색됨
∙ 융자 규모도 서로 다른 정도로 제한을 받았고, 채무 리스크 문제는 더욱 부각됨. 부채기반 투자 금지, 리스크 제거가 더
한층 개선되면서 지방정부는 잇따라 조치를 취하여, 플랫폼 회사 규칙을 어기고 빚을 내는 행위를 억제함
∙ 일부 지역은 통폐합되고, 취소하고 합치는 등 방안을 제시하여 시장화 전환의 수요에 적응하고,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은
점차 규범화 지향
∙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서로 다른 발전 단계를 보면,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은 지방정부가 투자, 융자 직능을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정부를 도와 거시적인 경제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
∙ 최근 지방정부 채무관리에 관한 일련의 법률과 법규가 잇따라 제정하여,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발전에 기회와 도전을
가져옴
∙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까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수는 이미 1만 1천여 개에 달함. 이 중 지급 시 플랫폼 회사가
많고, 주로 건축공사, 교통 기초시설 등 업계에 관련됨. 이들 플랫폼 회사의 지역 분포는 불균형하고, 자산과 부채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팽창함
∙ 아울러 각지 융자플랫폼의 채무위험은 계속 높고, 채무상환 능력은 약하고, 전략적인 위치 설정이 불명확한 문제 발생
∙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이 어떻게 시대에 맞게 자체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지방정부가 직능을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
주: 苏捷(2019: 49-50)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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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방정부의 기업에 대한 융자플랫폼은 몇 가지 특징을 띤다.
첫째, 융자 규모로 보면, 정부와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罗党论·唐清泉,
2009; 李四海 等, 2012). 둘째, 정부와 기업 관계는 기업이 획득한 은행
차관의 차관비용을 줄일 수 있다(张敦力·李四海, 2011; 张圣利 等, 2018).
셋째, 서로 다른 차원의 정부와 기업 관계는 기업대출에 대한 영향이 서로 다
르고, 보다 상위 정부보다 지방정부 상황에서 기업대출을 확보하기가 더
유리하다(Khwaja, 2005; 郝项超·张宏亮, 2011; 罗斌元 等, 2019: 93-4
에서 재인용).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를 통해서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기업
은 융자대출 규모, 대출 총비용(이자와 수수료),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절차, 시간 등에서도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서 우대 조건이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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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로는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국제직접투자유치제도, 중국 외자유체제도 보완 과정을 다룬다. 이어서
외자기업 관련 정책으로는 외자유치의 동인(지대추구)과 외자촉진정책을
다룬다. 이를 통해 정부와 외자기업 간의 관계의 맥락, 역할,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1. 외자기업 관련 제도
1)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
개혁개방 이래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의 하나로는 WTO 가입과 더불
어 글로벌 기업들의 유치를 통한 성장과 발전을 이끈 외자유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WTO에 가입 조건에 따라, 중국은 무역자유화와 무역투자 편리성을
추진하고, 대외무역 법률과 법규체계를 완비하고, 무역장벽과 행정관여
를 줄이고, 대외무역 관리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정부행위가 보다
공개·공정·투명하도록 추진해왔다. 당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
역법」에 따르면, 2004년 7월부터, 중국에서 기업에 대한 대외무역 경영
권은 심사비준제에서 신고등록제로 바뀌었고, 모든 대외무역 경영자는
모두 법에 따라 대외무역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纪念改革开放40周年
系列选题研究中心, 2016: 47).

2015년 2월 12일, 국무원은 「대외무역 경쟁을 위한 새로운 우위 강화
에 관한 여러 의견」을 발표하여, 대외무역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대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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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일대일로’ 관련 국가와의 경제와 무역 수준을
높이고, 서로 이득을 얻는 국제협력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법치화·
국제화 지향 경영환경을 만들고,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관련 조직을 강
화하는 방안 등 상응한 조치를 내렸다(纪念改革开放40周年系列选题研究
中心, 2016: 47).

중국 경제의 고속발전과 대외개방의 발전전략은 밀접히 연계되기 때
문에 글로벌 시장참여는 중요하다. 대외개방정책에서 기업은 수출지향
전략으로 효과적으로 국제시장을 이용하여 경제발전 초기 국내시장의 결
핍된 수요를 해소하고, 생산량과 취업 기회의 발판을 만들었다(尹敬东,
2007; 江远山·郝宇青, 2018: 119에서 재인용).
중국 정부는 관세장벽을 낮추어 대량의 외자유입을 끌어들여 중국 경
제발전 과정에서 자본 부족을 완화시키고, 중국 기업, 특히 외자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시켰다(罗长远·张军, 2008; 江远山·郝宇青, 2018:
119에서 재인용). 중국 기업은 수출지향 전략으로 글로벌 생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중국은 1990년 이후, 고속 경제성장을 견지할 수 있었다
(Zweig, 2002; 江远山·郝宇青, 2018: 119에서 재인용).
발전형 국가이론으로 중국의 실천 논리를 해석할 때, 시장화 개혁의
중대한 정책결정은 중앙에서 결정하지만, 지방정부는 경제발전을 이끄는
주역이며,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추진력이다. 1980년대 경제 분권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관리체계 개혁으로 지방정부는 지방 재산권을 확보하던
기존의 ‘충성·명령’식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방정부는 새로운 장려 기제,
즉 ‘충성과 정치실적을 중시하는 기제’를 운영하였다(杨雪冬, 2015; 江远
山·郝宇青, 2018: 120에서 재인용).

각 지방정부는 적극성을 자극하여 지방 경제발전을 위하여 실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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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추진했다. 지방정부는 이익 지향 경제활동을 통해서 강력한 ‘경제
적 체질’을 형성하였다. 지방정부가 ‘제조형 정부(厂商型政府)’ 역할을 수
행한 것이다(Walder, 1995; 江远山·郝宇青, 2018: 120에서 재인용)
지방정부는 정책, 자본, 토지, 물자, 경영관리, 시장개척 등에서 기업
경연진의 확대를 통해 지방 국유기업, 향진기업, 외자기업에 다수의 정책
지원을 하였다. 동시에 GDP를 핵심으로 하는 실적평가 기제를 통해서
‘정치승진 챔피언십’을 띄우고, 지방정부 관원은 승진의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지방경제 발전에 노력하여 현지에서 경쟁을 벌이도록 한 것이다(周
黎安, 2008; 江远山·郝宇青, 2018: 120에서 재인용).

바로 ‘경제 장려’와 ‘정치 장려’의 이중 작용으로 지방정부는 온갖 수
단을 동원하여 외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유리한 기초시설, 저렴한 노동
력 비용 등을 조성하여 ‘발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FDI(외국인직접
투자)를 유치한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중국에 출현한 ‘외자기업’의
활성화를 가져왔다(Cheng & Kwan, 2000; 江远山·郝宇青, 2018: 120
에서 재인용).
중국의 경제 기적 이면에 있는 ‘유사한 발전 딜레마’를 단순히 시장실
패나 정부실패에 돌릴 수는 없다. 환경 문제의 경우, 이 ‘공유지의 비극’
현상은 시장논리를 벗어날 수 없지만, 지방정부의 부작위나 정부와 기업
의 공모도 분명히 연관되어 나타난다(龙硕·胡军, 2014; 江远山·郝宇青,
2018: 120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은 바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치 역량(지방정부)과 경
제 역량(기업)’이란 공생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역설적’ 현상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江远山·郝宇青, 2018: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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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직접투자유치제도122)
발전도상국의 국제직접투자유입에 대해선 여러 이론적 해석이 있다.
Chenery & Strout(1966)의 외환과 저축 ‘두 가지 결여’ 이론은 외자를
이용하면 발전도상국이 자원제약을 돌파하고, 외환과 저축 부족을 보완
할 수 있다고 한다(田素华 等, 2020: 175). 개혁개방에서 시작된 국제직
접투자 유입은 상대적으로 강한 정책 지향성을 갖는다. 기존 외자 관련
정책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범위 내의 외자정책 변동 규칙에 관한 내용이다. 예를 들
어, 曹更生·杨民(2006)은 글로벌 범위 내의 외자정책을 ‘외채 장려 외자
제한, 제한적인 외자장려, 적극적인 외자장려, 외자 초국민대우’로 유형
화 할 수 있다. 冼国明·葛顺奇(2002)는 유치국에서 국제직접투자 유입을
유치하는 정책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즉, 제1단계는 장려를 주로
하고, 제2단계는 규제를 주로 하고, 제3단계는 유치국 본국 기업과 다국
적 기업 관련성을 중시한다(이상 田素华 等, 2020: 175에서 재인용)
둘째, 외자정책 시행 효과에 관한 내용을 보면, Ng & Tuan(2010)은
중국 외자장려 정책이 외자유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고, 세수혜택 정
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임을 규명하였다. Reiter & Steensma(2010)는
외국투자자를 일부 경제부서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내 투자자에
비해 외국투자를 차별하는 것이 외국 직접투자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고한다고 규명하였다. Arbatli(2011)는 기업세율과 무역관세를 낮추
고, 고정된 또는 관리된 외환정책을 취하고, 외국 직접투자 관련 자본규
제를 취소하면 국제직접투자유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규명하
122) 田素华 等(2020: 175-6)을 근거로 작성함

제5장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 393

였다. 徐子福·洪昊(2006)은 저장성 데이터를 통해 국제직접투자항목에서
외환관리는 투자성 자본이 국내시장에 대한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이상 田素华 等, 2020: 175에서 재인용).
李宗卉·曹小春(2007)은 1996년 외상투자 기업 수입관계와 부가가치

세 혜택을 취소한 것이 중국의 전반적인 외자유치 수준을 낮추지는 못했
지만, 기존 수입관계혜택을 시행하는 도시의 외자유입 성장 폭을 낮춘 것
을 밝혀냈다. 章文光 等(2014)은 중국 외자정책이 산업구조 합리화를 추
진하는 동시에, 산업 내부의 발전 불균형과 산업구조 편차의 확대라는 문
제를 발견했다(이상 田素华 等, 2020: 175-6에서 재인용).
셋째,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기반을 둔 외자정책 시행의 국
제직접투자 유입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殷华方 等(2006)은 중국 외자산
업정책이 국제직접투자 진입의 업계 흐름 방향에 영향을 미친 것을 발견
했다. 侯欣裕 等(2018)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이용하여 중국 224
개 4분위 서비스업의 규제 수준을 계산하여, 투입산출 데이터에 따라 제
조업 업계 상류(上游) 서비스업의 개방 수준을 계산하고, 상류 서비스업
규제완화가 제조업 국제직접투자 진입에 대한 추진 작용을 한 점을 검증
하였다. 이 외에도 孙浦阳 等(2018)은 서비스업 개방은 하류 제조업 수
출의 경향 및 양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杨光·孙浦阳(2017)은 외자진입
규제완화의 중국 내 생산능력 과잉에 대한 영향을, 蒋灵多 等(2018)은
외자진입 규제완화가 국내 좀비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각각 연구하였다(이상
田素华 等, 2020: 176에서 재인용).

한편, 외자산업정책 시행의 역방향 낙수효과(溢出效应)를 연구한 Lu
et al.(2017)은 2002년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반포·시행을 정
책 충격으로 삼고, 외자 진입이 중국 현지 기업 생산율에 대한 낙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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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증하였다. 즉, 외자 진입이 더 많은 업계에선 중국 현지 기업 생산
율이 더 낮아서 외자 진입이 현지 기업 생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을 발견하였다(田素华 等, 2020: 176에서 재인용).

3) 중국 외자유치제도 보완 과정
개혁개방 초기에 낙후된 경제 여건을 혁신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외
자관리제도와 법률체계를 혁신하여 개방을 순조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전세계 화교를 핵심 대상으로 시작된 외자유치는 취약한 산업기술 수준
을 끌어올리고, 산업화 수준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张广婷·王陈无忌(2019: 7)는 외자정책의 설계과정은 세 가지 목표와

연계시킨다. 즉, ⅰ) 외부자금, 기술과 관리경험 등의 이용을 강화시켜 중
국 경제발전을 이끌었고, ⅱ) 중국 경영에 과도한 외자가 산업안전에 진
입하는 것을 예방하고, ⅲ) 외자정책을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조정을 수
행하여, 외자투자의 업계, 지역과 외자기업의 합리적인 요구를 균형화 하
여 외자정책을 강화·완비하는 것이다.
이들 제도설계는 경제건설 단계성 목표와 밀접히 관련되었을 뿐만 아
니라, 모든 단계의 경제발전 규칙과 수요에서도 보다 주목된다. 전반적으
로, 중국 대외개방 전략을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중국 외자유입 정책설계
는 주로 “자금유치-기술유치-전면개방”의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张
广婷·王陈无忌,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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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중국 외자유치 제도 변화

자금
유치

쇄국
정책
에서
개방
주도

제
도
설
계
초
점

∙ 국민경제발전 과정에서 역사 및 국정 관련 중국은 자금부족에 주목하여 정책설계의 주요 목표는
각종 제한을 없애 외부자금 유치에 초점
∙ 발전도상국인 중국의 기본 국정은 인구가 많고, 기초가 빈약하고, 자금이 결핍하고, 생산력 수준
이 낮아서 중국 현대화 경제건설을 심각히 제약
∙ 특히, 개혁개방 초기, 방치되거나 지체된 각종 현안, 가령 농촌경제, 기초공업과 과학시술업계
등 모두 대대적인 발전을 위한 대규모 자금수요
∙ 국내 축적과 투자에만 의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대외개방을 통해, 외부자금 유치를 해야만
국내자본 결여를 메울 수 있었음
∙ 결국, 대외개방의 지도지침을 전환하여, 기존 외자 배척에서 외자유치 및 이용으로 전환될 필요성
제기
∙ 비록, 건국초기 중국인 일부 외부자금의 중국 진입이 있었지만, 주요 목표는 중공업 발전이고,
자금 회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개혁개방 이후, 중앙은 국가발전전략 전환, 경제건설 주도, 국제 경제무역거래 추진을 결정하여
외자정책수립이 경제정책의 중요한 축이 됨

∙ 외자투자유치전략 시행으로 투자유치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여, ‘초국민대우’의 세수혜택정
책과 심사권한의 완화를 통해, 수출지향형 외자진입 촉진, 국내 경제발전에서의 자금부족을 보완
∙ 1979년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3년의 「중국중외합자기업법실시조례」, 1986년의 「외
자기업법」, 1986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외상투자 작려에 관한 규정」, 1988년의 「중외합작경영
기업법」, 1991년의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및 「시행세칙」 등 외자이용 일련의 법
규체계 형성
투자유
∙ 외자 관련 보편적 혜택정책을 실시하고, 동시에 외상 관련 직접투자의 분급관리체계를 구축함.
치 관련
예를 들어, 정책규정에 따라, 외자기업의 기본 세율과 두 가지 혜택 세율은 각각 30%, 23%와
법령
15%로, 이 중 연해 경제특구와 기술개발구 등에서 외자기업은 15%의 혜택세율을 적용받고,
운영기간 10년을 초과한 생산성 외자기업에 대해 ‘양면일감(两免一减)’의 혜택대우를 적용함
∙ 덩샤오핑 남순강화 이후, 중국은 외자정책 조정 논의를 시작으로, 외자에 대한 일부 투자 제한을
낮추고, 개혁개방을 더 확대하여, 더 많은 외부자금을 유치하려 함
∙ 외자를 적극 이용하려는 사상이념으로 전환하여, 외자정책 촉진은 외상직접투자로 기울어, 외자
에 대한 각종 제한을 계속 풀어서, 외자투자 규모와 영역을 확대
∙ 그러나 자금유입 규모에 치중하여 자금사용 효율을 소홀히 한 결과 외자유치정책은 수립과정에
서 많은 문제 발생
∙ ⅰ) 양을 중시하되 질을 소홀히 하여 외자기술 수준이 낮아서 중국 산업발전에 불리하여, 산업
‘저급 앵커링(低端锁定)’을 초래함. Wind 데이터에 따르면, 1992년 중국 외상직접투자는 주로
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에서 온 것이고, 실제 외자금액의 81.42%를 차지함. 이 중에서 홍콩의
자금이 70.01%를 차지하고, 중소 자본이 주를 이룸. 또한, 기술유입은 선진기술이 아니라, 실용
형 기술로, 기술 유출(外溢) 효과도 없음(熊琼, 2007). 외자유입의 목적은 수출지향으로, 주목된
것은 중국의 저렴한 생산비용임.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외자우위는 선진 생산기술에서 구현되며
불균형
(Luo, 1999),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효율과 기술연구개발 수준을 갖고, 과학 수준도 상대적으로
및
높음. 그러나 유입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
불공정 ∙ ⅱ) 외자진출 산업과 지역분포가 불균형하여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심화. 외자진출의 산업분포로
볼 때, 주로 부동산, 무역가공산업 등 자금흐름 비율이 상대적으로 빠른 부서이고, 동시에 일정한
투기성을 가짐. 외자진출 지역은 주로 동부 연해지역에 유입됨. 즉 광둥, 장쑤와 푸젠 등 지역을
위주로, 1992년 이 세 지역이 흡수한 외자는 전체 비중의 60.28%에 달함. 이는 외자가 동부 연해
지역에 집중되어 산업발전에 독점우위가 생겨서 동부와 서부 지역 경제발전 불균형 문제 격화됨
∙ ⅲ) ‘초국민혜택대우’는 시장경쟁의 불공정 심화. 외자기업에 예를 들어 세수와 관계, 외환 및
심사권 완화 등 각종 내국 자본 기업을 초월하는 정책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외자유치를
하고, 국내 발전자금의 부족을 보완함. 그러나 이러한 혜택정책과 공정경쟁 간 시장경제 규칙은
서로 어긋났고, 무분별한 외자유치는 대다수 고품질 부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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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실험적
개방
에서
계획
개방
으로

계속

기술
도입

∙ 외자가 유입됨에 따라 자금과 저축 부족은 점차 해소되었지만, 기술, 관리, 인재 부족이 점차 심화
됨. ‘시장으로 기술을 교환하는 것’은 종전 자본유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제도혁신 초래
∙ 중국 연구개발혁신 능력이 여전히 낮아 자신의 방대한 시장규모 우위를 통해, 중국에 투자한 외자
기업과의 충분하고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선진국의 선진기술을 학습함
∙ 전통적인 노동집약형 가공조립은 경제발전 초기에 경제성장과 취업 증대, 주민 1인당 수입 향상
등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지속 가능성은 낮음
∙ 중국의 인구 규모로, 저급 주문자생산 산업에만 만족하는 것은 인민의 풍족한 생활 요구를 만족시
킬 수 없음. 따라서 중국은 경제발전 중의 기술, 관리, 인재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을 취함
∙ 중국정부는 ‘시장으로 기술을 교환하는’ 투자유치 전략을 제기함. 글로벌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
에 따라, ‘시장으로 기술을 교환하는’ 제도를 통해, 외자의 기술유출 효과를 이용하여 중국 기술의
기술함량을 향상시킴
∙ 연구개발혁신의 경험과 교훈을 점차 축적하여,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게 되어,
경제전환과 기술촉진의 내포식 증가에 기초를 마련함. 이 또한 현재 많은 발전도상국, 심지어
일부 선진국의 발전수단 중의 하나임

시장으로
기술을
교환하는
정책지향

<정책설계 측면>
∙ 산업정책설계에서, 외자진입을 장려하는 업계가 있고, 진입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업계도 있음
∙ 개방 초기 장려정책에서 장려와 제한 정책이 병행되고, 이후엔 제한적 정책이 주도하고, 마지막에
제한정책을 취소함. 예를 들어, 1992년 당의 14대 보고에서 “산업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외상
투자를 유치하고, 외자를 기초시설, 기초산업과 기업의 기술개조에 주로 투입됨. 자금 및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투입되고, 금융, 상업, 관광, 부동산 등 영역에 적당히 투입·유도한다.”고 지적(巫云仙, 2009)
∙ 1994년, 외자에 대해 세수제도를 내외자 기업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33% 기업소득세 세율과
17% 부가가치세 세율로 변경하여 외자혜택정책을 제한
∙ 1995년, 「외상투자방향지도임시규정」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여 장려·허락·제
한·금지하는 산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처음 외상투자가 목표산업에 유입되는 것을 국가 법률
법규로 정하여, 외자가 현재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
∙ 1997년 중국은 다시 1995년의 「외상투자방향지도임시규정」을 수정하여, 외자 진입을 허용·장려
하는 항목 범위 확대
∙ 1998년 국무원은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외자이용 수준 향상에 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여
기술개발과 혁신 측면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시켜, 북미,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
및 지역의 외자기업 유치 가속화
∙ WTO 가입 이후, 국제법규에 부합하기 위해, 외상투자법률을 전면 수정·완비함, 예를 들면 2002
년 새로운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은 외자 장려·제한·금지하는 네 가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구
분하여, 개방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무역 분야의 외자에 대해 규범화 시도
∙ 이후, 외자정책설계는 ‘초국민혜택대우’에서 점차 내외자 통일체제로 전환함. 2008년의 「중화
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을 통해 외자기업의 세수혜택을 삭감하고, 내외자 기업의 세율을 통일
적으로 25%로 설정함
∙ 이후, 중국의 외자유치정책은 점차 세수혜택이 아닌, 경영환경 변화에 주목함
<산업구조와 지역발전의 최적화 조정 측면>
∙ 외자정책설계는 노동집약형 외자유치에서 기술집약형 외자유치로 전환함. 외자가 중국 중서부
지역에 진입·유도하여,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경제발전 균형 모색
∙ (제조업 영역) 응용 유형의 하이테크 기술, 선진기술과 기업을 위해 경제효과를 가져올 제조업
중심으로 장려하고, 혜택정책 대우를 제공
∙ (서비스 영역) 금융, 대외무역과 상업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외상투자정책도 점차 외자의 중국
제3산업 진입제한을 줄이고, 외자의 민용항공, 상업소매, 자문, 의료 등에 투입 촉진하고, 선진
제조업과 생산성 서비스업의 외자 유치 및 산업구조 최적화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관련 시행을
지속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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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대개발 전략에 따라 외자가 중서부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진입할 유도정책을 발표·완비.
2000년 「외상투자기업 역내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발표, 2000, 2008, 2013, 2017년 각각 「중
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목록」을 수정·완비
∙ 중서부지역의 자원, 자질, 생산기술 수준 등 비교우위에 따라, 적합한 혜택정책을 제공하고, 외자
를 집적회로 제조, 테블릿 PC와 스마트폰 및 바이오 의약 등 하이테크 기술산업에 유치
∙ 서부지역의 세수혜택정책 연장(예: 서부지역 장려 유형 항목의 15%의 소득세 세율을 2020년까
지 연장), 외자기업 생산비용을 낮추어 중국 중서부 지역에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활성화

∙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외부 환경의 점진적인 변화에 따라, 중국의 외자정책은 혁신이 요구됨
∙ ⅰ) ‘시장으로 기술을 바꾸는’ 외자정책이 얻은 효과가 기대보다 낮았고, 중국 일부 산업은 외국
선진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초래. 외자유치 문제의 원인 파악 후, 기술유입 지향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경쟁력 및 종합국력과 결합해야 하고, 국내 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변화와 문제를 점검
하여 적시에 투자유치정책의 초점을 전환
∙ ⅱ) 외자유치와 동시에, 중국의 대외투자도 지속 확대됨. 외자정책은 외자유치 중심에서 내자의
외자유치
외부 투자, 고품질 외자유치라는 쌍방적인 흐름으로 전환됨. 이는 중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
방식
난 새로운 특징으로, 경제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함을 의미
∙ ⅲ) 중국 경영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고, 외자의 중국투자비용 과다로, 고품질 외자유치에 불리(예:
외자의 중국투자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가 취약하고, 중국측 합자 비용 과다 등의 문제). 따라서
중국 외자유치 정책설계 접근방식의 전환이 시급함. 국민경제발전의 현실수요에 따라 투자유치
정책을 수정·완비할 필요.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외자기업에 대해, 내자기업과 점차
수렴하는 관리정책을 시행하여, 내외자 공정경쟁의 투자환경 조성
∙ (정책혁신) 주로 외자심사절차 간소화, 관리권한 완화, ‘진입전 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시행, 세제의 규범화·안정화·투명화, 예상가능하고 공정경쟁하는 경영환경 조성
∙ 2016년 「외자기업법」은 “국가에서 규정한 진입허가특별관리조치 시행 및 비관련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을 심사에서 등록관리하고 변경한다”고 규정함. 또한,
등록관리방법123)을 마련함
∙ 2017년 등록관리 관련 “외국투자자의 ‘인수형식’ 투자조건에 부합하는 역내외 외상투자기업도
역시 등록관리제도에 적용된다”고 규정. 외상투자 등록관리 범위 확대
심사절차
∙ 2019년 인대는 새로 「외상투자법(2019년)」을 제정하여 기존 ‘외자3법’을 대체함.
등
‘진입허가 전 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124)’의 관리모형 추진
관리제도
∙ 이는 외자관리의 혁신이며, 이 규칙은 국제적으로 양자 또는 다자 지역무역협정을 준수함. 기존
혁신
장려, 허락, 제한, 금지 네 가지 지도 유형을 단순한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어, 행정심사의 투명성
정도를 향상시키고 시장을 더욱 개방
∙ 동시에, 특정 산업의 정책유도 방향을 보다 명확화(예: 외자의 중국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 진입
을 양성·유도). 또한, 환경보호에 보다 주목하여, 경제의 양호한 발전을 보증(예: 신에너지산업,
환경보호 등 양성을 확대하여, 외자를 이들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업계와 영역에 유도)
∙ 진입허가 전 국민대우 + 네거티브 리스트의 관리 모형 개방으로 중국 내 개혁을 역으로 압박하여,
중국의 고품질 발전에 유리한 공간 마련

123) 2016년 10월 8일, 상무부는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관리 임시방법」을 발표하여, 등록관리제도
를 구체화하였다(张广婷·王陈无忌, 2019: 10).
124) 2019년 3월 15일에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2019년)」에서 “진입 전국민대우는 투자진입허
가 단계에서 외국 투자자 및 그 투자에 본국 투자자 및 그 투자자보나 낮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지
칭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가가 특정 영역에서 외상투자에 대해 실시한 진입허가특별관리조치를 규정
하는 것을 지칭한다. 국가는 네거티브 리스트 밖의 외상투자에 대해 국민대우를 제공한다”고 제기하였다
(张广婷·王陈无忌, 2019: 10).

398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표 5-10

중점
개방
에서
전면
개방
으로

제
도
설
계
초
점

계속
∙ 쌍방투자 협력을 강조하여 ‘유입’과 ‘유출’을 함께 추진하여 고수준 개방으로 경제에 전면 개혁
유도. 기술집약형과 자본집약형으로 국제경쟁력 향상
∙ 국민경제발전의 비교우위 역동적 변화에 따라, 단일 외자유치개방전략은 중국 산업구조전환 수
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기존 혜택정책에 의존하여 특정 외자진입의 투자유치 모형에서 서로 이득
을 얻고 상생하는 쌍방 투자전략으로 전환
∙ 이는 경제 글로벌화 추세에 부합하고, 공동발전을 추진할 수 있어 다음 같이 수준 높은 개방전략임
∙ ⅰ) 자유무역실험구는 새로운 시대 중국이 외자를 흡인하는 적극적인 탐색이고, 개방 확대와 국내
체제 기제 개혁을 서로 결합하고, 기능개선과 정책결정 혁신을 서로 보완하는 국가전략임
∙ 자유무역구 시행의 지도사상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대외개방을 더 확대하고, 국내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중국 경제 전반을 외향화하는 것임
∙ 외자기업이 보다 편이하게 중국시장 경제건설에 참여하여, 국내외 시장, 다양한 생산요소의 국제
적 고효율 연결과 교류 추진
∙ 제도혁신은 주로 투자관리의 혁신, 무역감독관리의 혁신, 금융혁신과 정부관리의 혁신에서 구현됨
∙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형을 제기하여, 국제통용의 외상
투자관리 방법과 연결함
∙ 2018년까지, 자유무역구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이미 2013년의 190항에서 45항으로 대폭적으
로 축소됨
쌍방
∙ 동시에, 2018년 국가에서 「외상투자진입허가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판)」와
투자협력
「자유무역실험구외상투자진입허가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8년)」를 발표하여 개
강화
방 범위 확대
∙ 자유무역구의 제도혁신도 외자유치와 상품입국의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단순한 사전 진
입절차 감독관리를 전후 전과정 관리로 확대하여, 행정관리를 보다 효율화·투명화
∙ ⅱ) 글로벌 산업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고품질 외자를 합리적으로 유입하고, 고급 생산요소자원을
유입하여, 새로운 고수준 개방 추진
∙ 예를 들어, 2017년 1월 국무원은 「대외개방 확대 및 적극적 외자이용을 위한 여러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서비스업, 제조업, 채광업 등 영역에 외자진입제한을 확대함. 내외자가 동등
하게 ‘중국제조2025’전략에 참여케 함
∙ 2017년 8월에 발표한 「외자 증가를 촉진하는 여러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외자진입 제한
을 더 축소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선박설계, 국제해상운수, 은행보험업 등 12개 영역의 대외개방
을 지속 추진함
∙ 2018년 6월에 발표한 「외자를 적극적·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경제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여러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시장진입을 대폭 완화하고, 투자유화 수준 향상시킴
∙ ⅲ) ‘일대일로’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중국 우위산업(예: 고속철도, 핵에너지 등)이 ‘걸어
나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제 생산능력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자본 기업과 외자
기업이 기술연구개발과 혁신, 중점 프로그램 등의 협력 장려, 국내자본이 해외업무를 탐색하는 능력
과 범위를 확대함. 이는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과 산업사슬에서 업그레이드하게 하는 주요 경로

금융
개방

∙ 투자유치정책은 금융개방에 보다 더 주목하여, 국제자본을 유치하고, 중국 자본시장의 규칙과
체계를 완비해야 함
∙ 최근 3년의 투자유치정책은 금융업 개방을 안정적 확대에 초점을 두어 서비스업에서 은행업,
증권업과 보험업 등 금융류 기관의 외자진입 제한 완화함. 회계 업그레이드, 평가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 영역의 외자진입 제한 등 완화
∙ 한편, 중국 자본시장 쌍방개방 수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내지 주식시장과 글로벌 주요 자본시
장 간 상호연결 기제를 모색함
∙ ‘후강퉁(沪港通)’, ‘선강퉁(深港通)’에서 ‘후룬퉁(沪伦通)’으로, 내지 주식시장의 국제화 수준을
계속 향상시켜, 해외투자자와 내지투자자의 쌍방투자 유인
∙ 다른 한편, 중국에서, 과학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의 핵심 구동력이 되어, 하이테크 기술기업에 대
한 지원은 현재 경제 내포적 성장을 실현하는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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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중점
개방
에서
전면
개방
으로

제
도
설
계
초
점

계속

금융
개방

∙ 하이테크 기업은 초기에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고, 미래 전망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은 상업적 고려에서 출발하여 지원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오랫동안, 영향력이 큰 과학기술혁신 기업들은 많은 경우 홍콩지역,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상장하
여 융자
∙ 현재, 국가는 자본 항목의 대외개방을 통해, 외국자본이 중국 시장에 진입·유인하고, 간접적인
융자수단으로 주식시장에서 양질의 기업에 자금지원 제공
∙ 국내시장, 특히 서비스업, 금융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공정경쟁의 시장 환경 조성, 외국자본이
중국 실물경제를 지원하게 하여, 과학기술혁신 기업 발전에 필요한 금융지원 제공함
∙ 미래 외자유치 구조는 외상이 중국에 와서 공장을 설치하는 직접투자에서 직접투자와 주식시장
에서 중국에 간접 투자하는 양자 모두 중시하는 방향

주: 张广婷·王陈无忌(2019: 7-11)를 근거로 작성함

2. 외자기업 관련 정책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외자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각급 정부는 외상투자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영역별 제약을 줄이고, 법제화 등 경영환경 개선을 중시한다. 중국은 다
자 및 양자 무역관계를 구축하여 국제 다자무역체제와 더욱 연계시키려
한다(张竞强·包月阳, 2019: 9).

1) 외자유치 동인: 지대추구
(1) 외자유치의 동인
1979년에 인구 30만 명의 농촌과 어촌이었던 선전(深圳)은 개혁개방
의 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젠 중국 도시 전체에서 최상위 소득 수준
을 갖는 대도시가 되었다. 선전이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이 된 것처럼, 중
국은 지금 GDP 기준 미국에 이은 세계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였다. 그
렇다면 중국이 어떻게 이와 같은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다양한 요
인이 있겠지만, 바로 ‘가뭄으로 갈라진 논밭에 물을 대는 것’과 같은 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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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어떻게 경제 성장기에 성공적으로
대규모의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을까?

그림 5-6

중국의 FDI 유입

출처: Zhang(2018)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 정책은
지난 40여 년간 경제발전과 함께 진화해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그림
5-6>에서 보듯, 중국의 실질적인 FDI 활용은 1983년 이후 60배가 증가
하였으며, 2017년 기준 136.3 billion $에 이르러 세계 FDI 유입의 9.5%
를 차지한다(Zhang, 2018).
여기서는 耿曙·陈玮(2015)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중국 외자기업 유치
정책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로 한다.
중국이 유치한 제조업 외국자본에서 매우 큰 비중은 정부혜택 정책으로
유입된 것으로 중앙과 지방관계와 정부와 기업의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다(Li & Zhou, 2005; 张军·周黎安 编, 2008; Xu, 2011; 耿曙·陈玮,
2015: 14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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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중앙과 지방 분권구조에서 정부의 승진평가체제가 구체
적인 투자유치 과정에 적용되면서, 지방정부와 외국자본기업의 쌍방 지대
추구 활동이 유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기업은 정부에 영합
한 것이다(Buchanan et al., 1980). 정부는 ‘지대추구자(rent-seekers)’
의 역할을 하고, 외국자본은 ‘지대설정자(rent-setters)’에 유사한 역할을
하여, 정부가 기업에 영합하는 반대 방향으로의 지대추구행위도 나타난
다(耿曙·陈玮, 2015: 142).
이러한 역지대추구가, 한편으론 전통적인 지대추구의 과잉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론 정부보조를 통해 기업이 현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더 나아가, 지방정부가 서로 경쟁하여 외국자본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외국자본 기업은 투자협상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보조
금을 지급할 것을 압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바로 쌍방 지대추구 방식으로
정부와 기업의 상호작용, 특히 반대 방향으로의 지대추구로 하여금 지방
정부는 보조금을 제공하여, 막대한 외국자본을 유치하게끔 유도한 것이
다(耿曙·陈玮, 2015: 142).
<표 5-11>에서 보듯, 중국의 외자유치 과정은 시장 동인(self-directed,
market driven)과 정부 유치(government-attracted, state-led)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리고 미시적 차원의 정부와 기업 상호 작용을 검토할 수 있다.

표 5-11

외자유입의 동인: 시장 역할 vs 정부 역할

시장 동인 규제완화

∙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 변천은 국가의 점진적인 퇴출에서, 시장 작동으로 전환됨(杨开忠 等, 2003).
그는 외국자본이 중국에 유입되는 이유는 요소와 시장우위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 외국자본은 자연적으로 지속될 것임
∙ 世界银行东亚与太平洋減贫与经济管理局(2007: 58-59)은 외국자본을 유인하는 관건은 투자환경,
지방정부(세수감면 위주)의 혜택정책임. 그러나 ‘대량의 외국상인 직접투자를 많이 유입하지 못했
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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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계속
∙ 중국의 개혁과정에서 시장의 공간은 모두 정부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모두 정부에서 창출한 것임
∙ ‘의도적으로 창출한 것(刻意创造)’을 강조하는 林毅夫 等(1999)은 중국 경제의 고속발전의 관건은
정부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시장에 순응하고, 상대적인 우세(저렴한 노동력)을 개발한
것으로 외국자본도 이익추구로 온 것임(张军, 2008: 188-194)
∙ ‘비의도적 결과(无意后果)’를 중시하는 견해로 黄亚生(Huang, 2005)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국유
기업을 보호하고, 민영기업을 약화시켜 일단 문호를 개방하면, 양자는 모두 경쟁하기 어렵고 외국자
본은 가파르게 들어와 중국에 투자함
정부의도

∙ (한계) ⅰ) 규제완화를 해도, 규제는 여전히 중국 곳곳에 있음. 중국의 자율시장은 여전히 기타 국가보
다 상당히 취약한데, 왜 외국자본의 주목을 받았을까? ⅱ) 만약 중국 내부 자본이 보편적으로 빈약하
여, 외국자본이 잇따라 투입된다면, 그들은 우선 국내 시장을 점령하지, 제조업 대외수출을 확장하지
않을 것임(제조업은 줄곧 외국자본 투입의 주요 대상이고, 일반적으로 7할 이상의 비율을 차지함.
제품도 많은 경우 수출을 지향함), 수출확장에 있어 내부 자본과 외국자본 사이에는 경쟁관계가 없음,
ⅲ)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종종 외국자본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 조력자 역할임. 따라서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재정연방은 전형적인 관점에서 비록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이를 시장대리(agent)를 간주
하며, 행위는 시장구조에 유사한 재정분권에 따라 좌우됨. 대표적 연구로는 Montinda et al.(1995)
∙ 중앙정부는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지방정부는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경쟁에 유사한 지역
경쟁에 참여함. 스스로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경제발전(특히, 비국유부문)을 유도할 ‘중국식 재정
연방제’ 강조
∙ 관련 두 가지 연구로 ⅰ) (내부 거버넌스 강조) Oi(1992)는 정부가 재정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지방발
전국가(local developmental state)’를 구성하여, 대외적 투자유치, 대내적 산업촉진을 강조, ⅱ)
(환경적응 강조) 陶然 等(2009)은 중앙과 지방 상호작용 프레임인 ‘분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
부는 토지개발과 대외투자유치를 결합하여, ‘수입 최대화’의 방안을 도출

시장 동인

재정연방
관점

한계

∙ 지방정부는 재정연방 프레임에서 ‘행위자’로, 그 행위는 민영기업 및 사영기업과 유사하여, 모두 비용
-수입을 반영하고, 외국 자본과 경쟁하는 것도 “밑천을 들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재정연방 관점
은 본질적으로 시장적 해석임
∙ 질문 ⅰ) 만약 투자유치의 목적이 재정수입을 증가하는 것이라면, 왜 ‘세수부담 감면’을 투자유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설령, 오늘의 감면은 미래의 회수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도 아니
고, 또 수단이 목적을 해칠 수 있어 의심됨. ⅱ) 지방에서 만약 재정수입에 뜻이 있다면, 외국자본은
각종 혜택을 향유하고, 이윤과 세수 기여가 제한적이고, 함부로 요구하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반드시
외국자본에 의존할 필요 없음.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내부 자본을 모집하는 것은 확실히 보기 드물어,
투자유치는 재정수입 외에도 외국자본 지표 자체가 정치실적임. ⅲ) 지방정부의 투자유치는 경제적
목적 아니면 정치적 고려에 기초한 것인가? 만약 전자라면, 얼마를 유치하는 것은 자신의 수요에 따라
결정되며, 투자유치에는 상한이 있어야 하고, 만약 후자라면, 투자유치는 정치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수량은 수요와 무관하고, 동료보다 뛰어나야 하며, 지방정부 간에 종종 결과를 불문하고,
갈수록 판돈을 올려, 서로 격렬하게 경쟁함. 후자가 바로 ‘투자유치’의 특징임
∙ “외국자본 유동은 경제수요에 좌우된다.”에 관해 동부와 서부 성의 외국자본 유입을 비교할 수 있음.
투자 환경이 더 좋고, 평균 이윤이 더 큰 동부의 성에 비해, 서부의 외국자본 증가속도는 더 빠르고,
교차점은 지역균형전략에 착수한 16기 3중전회 이후임125)
∙ 또한, 경제발전이 완만해진 2007~2008년, 서부 증가 속도는 보다 뚜렷함. 미시적으로 보면, 2000년
이후, 적지 않은 타이완 자본은 서부환경이 좋지 않아도, 각종 혜택에 유입되어, 잇따라 내지로 이전함
(耿曙 等, 2013). 즉, 이러한 유형의 외국자본의 흐름은 주로 정부정책 추진에 영향을 받음

125) 中共中央关于完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若干问题的决定. Retrieved from http://www.gov.cn/test/
2008-08/13/content_1071062.htm(검색일, 2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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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계속
∙ 정부 시각에서 외국자본이 중국으로 유입시키는 관건은 시장 이익 확보가 아닌 투자유치 정책이며,
투자유치의 주체는 중국의 지방정부126)임
∙ 그러나 지방정부는 왜 이토록 중요한가? 가장 완전한 해석은 승진경쟁 관점으로,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장려는 국가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지, 실제 발전 수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님
∙ 주로 중앙 및 상급이 ‘상대적 정치실적’ 평가 및 ‘직무 승진’이 동기로 강조됨. 투자유치가 정치실적
평가의 중점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전력으로 투자유치하려 함(가령, KM시에서 ‘투자유치는 첫 번
째 정치실적’을 기준으로 전개한 업무배치임)

정부의
투자유치 ∙ 모든 市 간부는 “업무에는 경중이 있는데 투자유치가 가장 중요하고, 업무에는 완급이 있는데 투자유
치가 가장 급하고, 실적에는 크고 작음이 있는데 투자유치가 가장 크다”는 업무 이념을 확고히 수립함.
정책
… 투자유치는 쿤밍(昆明) 경제발전의 1등대사로, 정부 산하 각 부서는 투자유치국을 설립하고, 모두
상응한 투자유치 임무 지표를 할당하여 전원 투자유치의 태세를 형성함. … “투자유치와 관련 없는
영도간부는 없고, 투자유치와 관련 없는 부서도 없고, 투자유치와 관련 없는 직위도 없다”는 인식이
정부의
확립됨(沈荣华, 2013: 137-145)
역할
∙ 현, 시, 구 위원회 서기는 1/3 심지어 1/2의 시간과 정력으로 투자유치를 학습하고, 현, 시, 구장은
반년 심지어 2/3의 시간과 정력으로 투자유치를 잡고, 상무부 현, 시, 구장은 전력으로 투자유치에
전념해야 함(沈荣华, 2013: 137-145)

∙ 현 시스템에서 지방정부의 ‘투자유치’의 강력한 동인이 설명됨. 정부 해석의 분석에 맞물려, 일부
문헌은 정부 투자유치의 수단을 언급함
∙ ‘간접수단’, 즉 기초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자본을 흡인하는 것임(张
军 等, 2007)
투자유치
∙ 刘震涛 等(2006)은 서비스와 혜택 등 ‘직접 수단’을 강조하고, 특히 지방정부가 다투어 혜택을 약속해,
수단
지역 간 세수경쟁을 형성함(张晏, 2007)
∙ 기초시설 투입이나 정책혜택이든 모두 ‘재정보조’에 의존하여 외국자본을 흡인하는 것이고, 보조금
을 얼마나 주는지는 경제 이성이 아닌 정치 논리에 좌우
∙ 인터뷰를 통한 미시적 차원의 증거127)를 볼 수 있음

126) 학술적으로 제기된 분석 및 논증(예: 黄宗智, 2010), 일선에서 투자유치 자문에 참여한 사례보고(예: 赵民
等, 2010)는 모두 투자유치의 축이 지방정부에 있음을 설명한다(耿曙·陈玮, 2015: 145).
127) 이 진(镇)에서 혜택을 향유하지 않는 타이완 상인은 없고, 절대다수 타이완 상인은 각종 혜택을 받았다. 예
를 들어, 외국상인 투자의 세수감면, 제품수출의 감세와 환급, 토지사용료의 감면, 토지양도금의 할인양
도(협의 지가), 공단에 들어오면 전기 각종 보조금, 또한 각종 지방정부와의 협상에 의존한 탁자 아래 보조
금, “2면3감반”(两免三减半)을 “5면5감반”, 심지어 “10면10감반”으로 흥정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은 끝까
지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고 … 이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은 지가 할인양도로, 일찍 온 기업은 거의 돈을 안
쓰고 토지를 획득하고, 현재 이전하거나 양도하여도 1헥타르에 5, 6백만으로, 양도하면 몇 억으로, 생산
매출로는 100년으로도 벌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하이테크 기업은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얻을 수 있고, 정
부는 한편에선 돈으로 토지를 회수하고, 또 다른 한편에선 바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들(외국자본)에 양도
하며, 이는 물론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실적 지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 투자혜택이 매우 크니,
타이완 상인들은 당연히 우르르 몰려들게 된다(2006.8, DG시, 타이완 상인 인터뷰). 여기서 2면3감반이
란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익 연도부터 2년간 면제하고, 3년간 절반으로 기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우
를 의미한다. 중서부 지역에 설립된 국가에서 장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의 소득세 감면
기간 만료된 후에 소득세 반액 징수를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선진 기술형 기업은
3년간의 면세, 6년간의 소득세 반액 징수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수출형 기업은 2면3감 소득세 혜택을 향
유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업 연 수출액이 기업 전체 매출 70% 이상을 차지하면, 모두 기업 소득세 반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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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계속
∙ 인터뷰에 따라, 시장 역할 관점을 검토하면, ⅰ) 규제를 해제하는 관점은 잘못 인도할 가능성 있음.
지방정부는 절대 투자유치의 저력이 아니라, 반대로 가장 큰 조력일 수 있음. ⅱ) 재정연방 해석은
비록 합리적이지만, 충분히 완전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으며, 정부 투자유치가 반드시 발전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수입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님
∙ 반대로, 승진경쟁은 지방정부의 핵심 역할을 부각시켜 혜택이 그의 주요 수단인 것을 설명하고, 아울
러 그 배후에는 정치적 이성이 있음. 따라서 중국의 천문학적 외국자본이 어디서 왔는지를 가장 잘
해석할 수 있음

미시적
차원의
정부 와
기업
상호작용

∙ 그러나 승진경쟁 해석에도 문제가 존재 있음. ⅰ) 정부가 혜택을 약속할 수 있다면, 기업은 반드시
지대추구에 투입할 것이고(Krueger, 1974; Bhagwati, 1982), 만일 외자가 투입에 어렵다면, 아마
뒤로 물러날 것임(Habib & Zurawicki, 2002). 이것은 분명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음
∙ 조사에 따르면, 국내자본 기업에 비해, 외국 상인은 관원에 접대하는 것이 극히 드물었고, 관원이
자원을 추출하는 것도 어렵고, 언어가 상통하는 타이완 상인, 홍콩 상인도 마찬가지임
시장 역할 ∙ 정부관여에 연계되는 지대추구 부채는 왜 억제되었을까? 어떤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가? 정부 해석은
비판적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 못함
검토
∙ 승진경쟁 해석은 중앙 및 상급을 모든 동력의 근원으로 간주하여 지방, 기업의 능동성을 간과함
∙ 비록, 중앙은 투자유치의 방향을 설정하지만, 각급 정부는 운용수단, 혜택 크기 등 측면에서 현저히
다르고, 전후임에 따라 차이도 매우 큼
∙ 지방의 일부 방법,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부여하는 혜택이나, 악성 경쟁은 중앙에서 누차 금지하였지만
근절되지 않음. 지방정부가 외국자본을 경쟁하는 동력은 전적으로 중앙과 상급에서 조성한 것은 아님
∙ 이밖에, 승진경쟁은 기업의 역할을 간과하여, 마치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기만 하면 기업들은 수궁할
수밖에 없다고 봄. 그러나 투자유치 관련 정부와 기업 경합에서, 기업은 반복적으로 정부혜택을 압박
하는 것을 물론, 지역경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결코 수동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됨
∙ 승진경쟁은 여전히 구조 측면이고, 미시적인 행위자는 다루지 않고, 상호작용 과정도 논의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정부와 기업 상호작용에 기초한 해석을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 분권, 승진경쟁의 구조에
서, 정부와 기업 양측의 행위 장려, 상호작용 과정 및 그 결과를 논의함. 즉, 하나의 미시적인 제도적
분석을 제공하여, 중국이 어떻게 외국자본 기적을 창출한지를 설명할 필요

주: 위 인용들은 耿曙·陈玮(2015: 143-7)에서 재인용하고 이를 포함하여 작성함

외국자본이 중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양측의 상호작용
에는 (전통적인) 지대추구가 존재하고, ‘반대방향 지대추구’도 존재한다.
중국처럼 정부능력이 강하고, 또 경제에 심층적으로 개입된 사회에서, 전
통적인 지대추구가 필연적으로 성행한 것이다.128)

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 총액 내에서 국내설비를 구입하고, 해당 유형 수입설
비가 수입면세 목록 범위에 속할 경우, 규정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다. 3면2감반은 3년 동안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 동안 기업소득세를 반액 징수한다는 것이다(耿曙·陈玮, 2015: 146-7).
128) 여기서 기업이 정부를 통해, 독점을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주도적인 지대추구’ 외에도,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장 질서를 수호하는 (타인의 독점을 예방)하는 것을 요구하여, 임의적인 관여나 요구를 면
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수동적인 지대추구’자이다(耿曙·陈玮, 201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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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분권, 승진경쟁의 배경으로, ‘반대방향 지대추
구’식의 정부와 기업 간 상호작용이 파생된다. 반대방향 지대추구는 투자
선택과 투자이전을 통해, 부분적으로 정부와 기업 간 불평등을 균등하게
하여, 정부의 시정 정무유기, 임의 관여나 무절제한 요구를 억제하고(周
雪光, 2005a; 耿曙·陈玮, 2015: 150에서 재인용), 전통적인 지대추구를

일정 수준으로 통제한다. 외국자본은 국내 기업처럼 매일 관원에 영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의향이 줄어들지 않는다. 다른 한편, ‘반대방향
지대추구’는 정부 간 경쟁압력을 초래하고, 외국자본에 상당한 보조를 제공
한다.129) 한편으론 시장에서 이익을 얻고, 또 한편으론 정부혜택을 받아,
중국에 투자하는 거대한 유인을 형성하였다. 외국자본이 유입되면서 정
부와 기업 모두 이득을 보며 더욱 집중되어, 결국 중국은 ‘외국자본 천국
(heaven of FDI)’이 되어서 자본은 끊임없이 유입된 것이다(耿曙·陈玮,
2015: 150).
‘반대방향 지대추구’가 영향이 미치는 곳까지, 지방의 기초 건설과 무형
서비스관리와 시장건설 등을 포함한 투자환경을 개선했다(Shirk, 1994).
동시에, ⅰ) 대외무역성장, ⅱ) 경제성장, ⅲ) 경제체제전환 등이 이뤄져서
소위 ‘중국기적’을 낳은 것이다(Cheng & Kwan, 2000; 耿曙·陈玮, 2015:
150에서 재인용).

129) ‘보조’(광의로 ‘혜택’)는 대체로 세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ⅰ) 자원 저가 양도(예: 토지양도금의 할인), ⅱ)
생산과 매출의 각종 보조(요소 또는 제품), ⅲ) 전용자산의 투입, 가령 외국자본이 공장을 설치하기 전의
‘칠통일평(七通一平)’: 시간, 노력, 업무투입, 자원소모, 고찰, 토지정리, 도로와 가로등 건설 등을 단번에
협의하여 사전에 투입하는 등이다. 상술한 ‘혜택’은 반드시 기존의 조건(예: 환경투자)을 초월해야 하며,
정부가 작동해야(예: 자금투자) 창출할 수 있다(耿曙·陈玮, 201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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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방향 지대추구의 기제와 과정
전통적인 지대추구의 상황에서 시장진입을 통제할 수 있고, 초과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부가 독점지위를 추구한다. 기업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경쟁을 한다(耿曙·陈玮, 2015: 150). 그러나 중국 연해에서 다른 지역의
참여 기회를 배제하고, 단지 정부실적에 기여하는 기업들만이 대량 투자
를 하며, 정치실적과 재정세수를 쟁탈하는 정부를 상대한다.130) 외국자
본기업(특히, 하이테크, 대기업, 신흥 핵심 쟁탈 대상에 속하는 외국자본
기업)은 지방정부 및 관원에게 ‘경쟁우위’를 가져와서 ‘초과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임대료’와 비교하여).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지방정부와 관
원은 ‘독점을 추구하고’, ‘초과 이익을 추구하는’ 지대추구자로 간주된다.
또한, 핵심 외국자본 기업은 ‘독점을 창출’하고, ‘지대추구자 수익’을 취
하는 ‘지대설정자’로 간주된다. 즉, 고전적인 지대추구가 ‘지대를 창출하는
정부에 여러 지대추구’를 하는 기업으로 본다면, 반대 방향 지대추구는
‘지대를 창출하는 기업에 여러 지대추구’를 하는 정부라 할 수 있다. 즉,
정부와 기업의 지위가 바뀐 것이다(耿曙·陈玮, 2015: 151).
이런 ‘반대방향 지대추구’는 어떻게 일어날까? 이는 물론 중국식 분권
체제, 즉 ‘재정분권, 정치집권’에서 가능한 것이다(Montinola et al.,
1995; Blanchard & Sleifer, 2001; Xu, 2011; 耿曙·陈玮, 2015: 151
에서 재인용).
우선, 재정분권체제로 인해, 한편에서 중앙은 지방에 권력을 이양하고,
밥그릇을 나누어 밥을 먹고, 재정세수 동기를 자극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130) 소위 ‘단일기업’은 단일적인 외국자본 투자 사례에 관한 것이다. 매번 투자 배정을 시동하는 것은 모두 하
나의 외국자본 투자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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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지방 각급 정부(复数政府)’를 형성한다. 다른 한편, 지방정부는 심사,
토지, 대출, 세수 등 권력을 통제하여, 각종 지대추구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는다(耿曙·陈玮, 2015: 151).
다음으로, ‘정치집권’ 때문에 중앙은 외국자본을 장려하고, 지방은 외
국자본을 가지고 경쟁한다(Shirk, 1994; Huang, 2008; 耿曙·陈玮, 2015:
151에서 재인용). 물론, 재정세수에 대한 장려로 관원이 지대추구를 하지만,
‘승진 고려’는 최소한 요건이고, 직무승진은 각종 장려에서 가장 중요하
다.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관원의 관심은 그 투자의 ‘실제 혜택’에만 주
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외국자본이 유치되어 창출할 ‘정치
실적’이다. 특히, 소위 하이테크, 대기업, 신흥기업은 눈앞에 ‘한 개의 기
업이 만 개의 기업에 해당’ 할 수 있고, 특히 지방정부의 주목을 받는다.
승진 인센티브에 힘입어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한다. 제도환경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기업 관계는 거꾸로 되고, ‘반대방향 지대추구’가 나타난다
(耿曙·陈玮, 2015: 151).
‘반대방향 지대추구’에 대한 이론적인 유추는 반드시 두 가지 차원에
서 고전적인 지대추구의 가설을 완화한다. 우선, 고전적인 지대추구 이론
은 단일 정부, 계층적 정부와 기업 관계를 추정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민
족국가를 단위로, 중앙정부를 초점으로 하는’ 단일제 국가를 분석하면,
당연히 합리적인 추정이 된다(耿曙·陈玮, 2015: 151).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식 분권체제’를 보면, 각급 지방정부가
존재하고, 정부 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张军·周黎安 编, 2008;
刘亚平, 2007; 周黎安, 2008; Montinola et al., 1995; 耿曙·陈玮, 2015:

151-2에서 재인용).
또한, 해외투자자는 거대 중국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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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고, 지방 각급 정부들을 협상 대상으로 할 수 있다(张晏,
2005: 47-83; 傅勇, 2010; Keng, 2010). 따라서 중국의 외국자본 문제
를 분석할 때, 고전적인 지대추구인 ‘하나의 정부, 다수의 기업’의 추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耿曙·陈玮, 2015: 152).

(3) 반대방향 지대추구 행위자의 인센티브 및 그 행위
‘반대방향 지대추구’는 지방정부와 외국자본 기업의 상호작용 과정에
서 형성된다. 분권구조(‘재정연방’), 중앙평가(‘승진경쟁’), 또는 두 가지
역량의 결합(Xu, 2011)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다. 주요 행위자인 지방정
부와 외국자본 기업은 모두 각자의 인센티브와 행위 논리가 있다(耿曙·
陈玮, 2015: 153).

지방정부의 인센티브와 행위를 분석하면, ⅰ)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은
지방 영도에서 비롯되는데, 통상적으로 지방정부 1인자나 2인자이다. 정
책결정은 중하층에서 참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대중과는 더욱
더 관련이 없다. ⅱ) 중국 재정분권, 승진경쟁, 그리고 부패 기회라는 맥
락에서, 관원의 인센티브는 대체로 지방발전, 재세수입, 개인 정치실적,
개인소득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郭广珍, 2009; 耿曙·陈玮,
2015: 153에서 재인용).
정책결정을 하는 영도를 보면, ⅰ) 공공적인 것, ⅱ) 반공공적인 것, ⅲ)
사적인 것이 있다. 재산권이론에 따르면, 이성적인 개체는 공공이익을 희
생하여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투자유치의 협상과정
에서 지방정부는 몇 가지 ‘정책편향(policy biases)’을 자주 드러낸다(耿
曙·陈玮, 2015: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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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과정에서 ‘반대 방향 지대추구’는 지방정부와 외국자본의 상
호 수요에 기초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외자유치를 취해서 상급 리더의 눈
에 띄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 외국자본은 생산과
매출 외에 추가적인 이득을 교환하기 위해, 정부혜택을 얻고, 이에 따라
대거 투자를 한다. 양측은 모두 강한 동기가 서로 부합되어 외국자본은
이에 따라 빠르게 중국에 유입된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방 각급 정부가
유치한 외국자본은 지방 실제 수요를 초과할 수 있고, 중국에 유입한 외
국자본도 기업의 기존 투자계획보다 높을 수 있다.131) 중국 정부의 보조
를 통해서 양측은 기존의 ‘투자수요’와 더불어 적지 않은 외국상인 투자
를 유발할 수 있다. 중국의 외국자본 기업은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耿曙·
陈玮, 2015: 156).

장기적으로 보면, ‘반대 방향 지대추구’가 부각되어, 정부의 ‘과도 보
조’ 또는 ‘과도 약속’ 문제로, 외국 상인이 중국에 투자하는 문턱을 아주
낮게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종종 ‘과도 진입’의 문제가 존재하며, 이 중
에서 특히 중국계(华人) 자본이 가장 뚜렷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영 효
율성에서 보면, 진입한 이들 자본은 모두 중국의 경제 환경에서 적응하기
가 쉽지 않다. 지방정부는 정치실적을 매우 중시하여 이들 ‘반대 방향 지
대추구’에 유치된 기업은, 중복적인 건설과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된다. 반
면, 순조롭게 퇴출하지 못한 많은 외국자본 기업은 유명무실해지고, 후속
자금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낳는다(耿曙·陈玮, 2015: 158).

131) 유입된 외국자본 중에, 동시에 ‘이윤창출’과 ‘혜택추구’ 두 가지 유형이 섞여 있다. 전자는 ‘투자조건’의 유
인을 받고, 후자는 ‘정부혜택’에 끌린다. 이러한 시각에서, 만약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없으면, 후자 유형
의 외국자본은 있을 수 없다. 물론, 여기에 ‘초과 또는 과량 투자유치’의 문제가 존재하며, 이론적인 측면
에서, 이러한 문제는 논증되기 어려우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 추세는 또 실제 존재한다. 이와 유효한 것
은 ‘생산능력 과잉’, ‘과잉경쟁’ 등의 개념이 있다(耿曙·陈玮, 2015: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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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자촉진 정책
중국은 외상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개혁개방 초기 매년 100억 달러 미
만에서 2010~2018년 연 평균 1,000억 달러를 초과했다. 지속적으로 발
전도상국 국제직접투자 유입 1위, 글로벌 모든 경제체제에서 국제직접투
자 연 유입의 상위 3위로, 중국 국제직접투자 유입의 세계 대국 지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외상직접투자를 이용하여 개혁개방 초기의 자금부족,
외환부족, 기술부족 등의 목표를 보완하였고, 더 나아가 중국 경제의 양과
질 모든 분야의 수준을 높였다. 외상직접투자 이용은 규모관리에서 양과 질
모두를 중요시하는 관리 단계로 전환된 것이다(田素华 等, 2020: 174).

표 5-12

외자유치 정책 변천

∙ (1980년대 초) 중국은 ‘외자를 이용해야 할지 여부’, ‘시장으로 기술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 시작함. 1980년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 네 곳의 경제특구를 설립
∙ (1984년) 첫 연해개방 도시를 설치하여 1980년대 국제집적투자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함
∙ (1992년) 남순강화에서 덩샤오핑은 외자이용정책에 관한 명확한 해결책 제시함. 그 해 10월 당의 14대 보고는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 네 경제특구를 신설한 것은 대외개방의 중대한 조치이고, 외국자본, 기술, 관리 경험을 이용하여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실험으로, 큰 성과를 얻음
∙ (1995년 6월) 중국에서 제정된 첫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지도외상투자방향임시규정」은 외상투자가 기초시설, 하
이테크 등 영역에 진입 유도함. 외자정책은 산업 지향성에 보다 주목
∙ (2001년 말) WTO 가입으로 대외로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동시에, 국제와 연결된 외상투자체계를 적극 구축하여, 외자
초국민대우를 점차 줄임. 「‘15’계획 요강」에서 “외자를 보다 잘 이용하여 발전에 속도를 내어, 외자이용 질을 향상시킬
것”을 제시함
∙ (2008년) ‘종합소득세(兩稅合一)’ 개혁은 세수 측면에서 외상투자기업의 초국민대우를 취소함
∙ (2013년) 중국 경제는 뉴노멀(新常态)에 돌입하여, 외자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경영환경 최적화, 및 외자 가치사슬 제고에
주목함
∙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구, 2015년 광둥, 텐진, 푸젠은 잇따라 자유무역구, 2018년 4월 하이난 자유무역실험구, 2019년
8월 장쑤, 산둥, 허베이, 헤이룽장, 윈난, 광시 등 여섯 자유무역실험구를 설치함. 자유무역실험구를 이용하여 외자를 흡수
하고 외자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중국 외자정책 추진의 핵심이 됨
∙ 2008년 내외자 기업 소득세 통합부터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 설립, 2018년 외상투자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실함. 2019년 3월 「외상투자법」이 공식적으로 통과되기 까지, 중국의 외상직접투자 흡수 정책은 ‘외자초국민대우’
에서 ‘내외자동일대우’로 전환됨. 모든 유형의 기업에 대해 보편적인 정책 혜택을 실시하는 것이 공동의 인식이 됨
∙ 외자정책을 통한 국제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면 중국 외자경제발전 규칙을 해석할 수 있음. 중국 정부는 외자
정책을 지속적으로 완비·조정하려는 실천 의지 보임
∙ 1995년에서 2009년까지, 중국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모두 9차례 발표함. 기존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
자진입 업계를 장려, 제한, 금지 등으로 유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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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계속

∙ 1995년 처음 발표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시작으로 중국은 계속해서 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 2017년, 2018년과 2019년에 해당 목록에 대해 수정함
∙ 2002년과 2007년 두 차례 조정된 이후, 장려류에 속하는 조목은 큰 폭으로 늘어남. 2017년은 2015년에 비해 제조업
금지류 항목은 큰 폭으로 줄어듦
∙ 2018년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기함.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 중의 제한 업계를 계속 줄임. 2018년 6월 2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상투자진입허가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판)을 공동으로 공표함. 해
당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8년 7월 28일부터 실시함. 2017년 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의 63조 제한과 금지류 조목은
48조 특별관리조례로 감축되고, 외상투자의 심사 범위를 축소함
∙ 2019년 6월 30일에 발표한 「외상투자진입허가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 판)과 「격려외상투자산업목록」
(2019년 판)은 더 나아가 채굴업, 제도업 등 업계의 진입 제한을 줄임
주: 田素华 等(2020: 174-8)을 근거로 작성함

위와 같이 외자유치정책을 통해서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지만, 정작 중국은 미국이나 EU에 비해서 FDI에 강한 규제를 가하고 있
다. 가령, 중국은 시장접근에 제한을 두고 불충분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개방성, 비차별성, 공정
경쟁, 호혜를 기반으로 한 경쟁 수준과 투명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132)

132) China's restrictions on FDI are much stronger than in the EU and US.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jrc/en/facts4eufuture/china-report-challenges-and-prospects/strongerfdi-restrictions(검색일,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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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약 분석
제1절 국유기업 관련 제약 분석
제2절 민영기업 관련 제약 분석
제3절 외자기업 관련 제약 분석

중국의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은 형태를 띨
것이다. 본 장에서는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역할, 관리, 통제, 제도와
정책, 개혁 등)에서 드러나거나 내재된 다양한 제약(어려운 문제, 한계,
장애, 비협조, 갈등 등)이란 관점에서 분석한다. 제약을 파악함으로써 중
국 기업의 본질과 그 미래를 전망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Mahoney & Snyder(1999)133)가 제시한 제도변화의 논
리를 응용하여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약을 크게 거시맥락적 제약, 제도적
제약, 행위적 제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제1절 국유기업 관련 제약 분석
1. 거시맥락적 제약
1) 정치적 여건 제약
(1) 정치관여
정치관여는 중국 전환기 경제의 중요한 제도 특징이 되었고, 많은 경우
경제 전체의 운영과 기업경영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黎文靖, 2012:
82-3).
첫째, 분권개혁과 재정연방주의로 정부는 경제발전의 권리를 갖게 되
었고, 지방정부는 경제에서 거의 모든 핵심 생산요소(예: 자금, 토지, 항목
심사와 비준, 정부보조금, 세수 감면, 노동력 정책)를 통제하여 기업과 현지

133) Mahoney & Snyder는 제도(공식적인 조직·규칙·절차, 정당체제, 군부조직, 관료제, 헌법·법령 등) 수준
을 중심으로, 위로는 구조(또는 맥락)(세계체제, 국가체제, 경제발전, 문화유형, 정치·사회·경제적 위치
등), 아래로는 행위(집단의 상호작용, 리더십, 인식, 이익추구 등)로 분석 수준을 계층화하고 있다(김윤권,
2005: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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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周黎安, 2008134); 黎文靖, 2012:
82-3에서 재인용).
둘째, 행정위임(行政发包)과 승진 격려(incentive)가 가져온 지방정부
간 과도한 경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발전에 관여하는 동력을 갖게
되어, 높은 GDP를 추구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상당히 추진하고, 상당한
정치실적을 낼 수 있다.
셋째, 중앙정부는 공유제 경제에서 핵심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핵심 영역과 업계에 대해 진입장벽을 설치해 대형 국유기업이 업계와 영
역을 장악하게 한다. 장기적으로 축적된 시장우위는 독점을 형성하고, 사
회복지를 추진한다(예: 전력, 석유, 정보통신, 강철 등 업계).135)
넷째, 공유제경제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136),
정부는 주주권리를 행사하여 기업경영의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다. 중국 상장회사를 예로 들면, 대략 60%의 상장회사는 정부가 최종 통
제자이고, 세계적으로 기타 나라와 지역에서 이 비중이 가장 높은 싱가포
르는 23.5%이고, 가장 낮은 영역은 0.08%에 불과하다(Li & Zhang,
2010; 黎文靖, 2012: 83에서 재인용).

134) 즉, (지방)정부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측면의 중요한 권력을 갖고 있다. ⅰ) 현지 경제발전의 연도계획과
장기계획, 장기발전전략과 산업정책을 제정하고, ⅱ) 재정자금의 지배권과 정부 담보를 통해 은행신용대
출에 대한 영향력 및 지방금융기관(도시상업은행)에 대한 큰 영향력, ⅲ) 각종 혜택 정책을 제정하고 제공
하는 것으로 투자유치, ⅳ) 항목의 심사와 비준권, ⅴ) 토지양도와 사용, ⅵ) 계약실시와 분쟁협조 등이다
(黎文靖, 2012: 83).
135) 통신(电网)업계는 국가전망과 남방전망 두 개의 대형 기업이 있고, 석유화학 업계는 중석화, 중석유, 중해
유 세 개의 기업이 있고, 통신업계의 3G 허가증은 3개만 있고, 각각 중국전신, 중국이동과 중국연통 세 개
기업에서 획득했다(黎文靖, 2012: 83).
136) 국가통계국 전 국장 李成瑞는 중국 현재 공사 경제 비중에 관한 단순 계산으로 2005년 중국 경제의 공사
경제자본 비중이 53:47이라고 언급했다(黎文靖, 201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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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지배구조 문제
현재 대부분의 국유기업이 「회사법」이 요구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했지
만, 형식만 갖추었을 뿐 아직 미흡한 문제가 많고 심각하며 거버넌스 실
효성을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첫째, 혼합소유제 기업에서 국유자본과 비국유자본의 지분협력 방식은
여전히 모색 중에 있다. 국유기업 분류개혁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통제지
분을 보유해야 하며, 어떤 기업이 주주로만 참여하며, 지분을 어떻게 나
누며 어떤 방법으로 퇴출할 것인지 등 문제에 대해 여전히 연구되고 있다.
둘째, 실제 운영에서 혼합소유제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생긴다. 일
부 혼합소유제 국유기업에서 국유지분은 여전히 ‘단일 대주주’이므로 여
러 이해관계자가 서로 견제하는 균형을 유지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일부는 국유자본의 지배지분을 포기하지만, 혼합소유제 개혁을
기회로 국유자본이 침식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셋째, 혼합소유제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는 완벽하지 않다. 이사회 구성,
감사회의 역할, 경영진의 인센티브 및 제약 등에 관한 문제는 아직 불확
실한 요소가 많다. 기존 기업의 당조직과 국유자본 감독기구, 국유자본
대표, 외부 투자자, 이사회, 경영진 간의 관계와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일부 민영자본은 국유기업이 혼합소유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만약, 국유기업이 여전히 ‘단일 대주주’이고 권력
균형 기제가 결여되면, 참여한 민영기업들은 주주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그리고 이사장과 사장 및 감사를 맡는 국유기업 임원들은 일반적으로
행정관료 직급이 있어 역할과 직책이 비대칭적이고 감시가 어렵고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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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넷째, 국유기업의 경영 리스크의 비대칭적 분포와 경영자의 경영 실패에
대한 무책임(朱华雄 等, 2001: 46)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경영자의 위험은 실패 시 부담해야 하는 재산 책임의 규모가 작고, 직위
상실의 가능성과 기회비용, 실직과 부패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는 확
률과 강도이다. ⅰ) 국유기업은 현재 진정한 위험을 감수하는 대리인이
없다. 이익을 내고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흔한 현상이다. 그
이유는 아직 경영자에 대한 통제 효과가 있는 개인재산 공개제도와 책임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도박장에서 작은 것을 걸고
큰 것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하면
기업을 이용하여 자기이익을 실현하고 싶어 한다. ⅱ) 기업 경영자의 선발
기제가 건전하지 못하며, 경영자는 일반적으로 정부관직에 있는 고위 공
무원이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에 경영자와 공무원은 한 팀이 된다. 이러한
‘팀플레이’ 기제는 경영자가 자기 직위를 잃는 기회비용을 크게 줄여주므로
자기 직위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강하지 않으며, 재직기간 동안 최대한
자기 이익극대화를 실현하려고 한다. ⅲ) 기업의 불완전한 법률 시스템과
불완전한 내부 거버넌스 구조는 경영자의 과실과 부패행위에 대해 감독
하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확률을 확 줄인다. 위의 세 가지 사항은
일반기업에 비해 국유기업 경영자의 위험부담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위험구조에서 경영자는 사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고 이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인센티브 혹은 참여
동기를 높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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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국가체제의 안정 위주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의 안정적인 정치운영에는 3가지 무기가 있다.
ⅰ) 언론통제이다.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중국공산당에 반감을 갖거나 부
패 사례 등 부정적인 뉴스나 소식을 통제한다. 중국의 언론에는 늘 중국
공상당 영도에 대한 찬양과 높은 성과에 대한 내용만 실리게 한다. 이로
써 중국 국민들의 부정적인 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공
산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진다. ⅱ) 군대이다. 중국의 군대는 ‘당군’이라
고 할 정도로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을 위한 조직
이라고 사명에 적혀있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는 ‘국군’이라
고 불리우며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위해 존재한다. ⅲ) 국유기업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확보와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중
국의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산업은(예: 통신, 인테넷, 언론, 교육, 문화, 스
포츠, 부동산 등) 거의 국유기업이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영기업의
진출을 막고 외자기업은 더욱 투자하지 못한다. 경쟁을 막고 국유기업만
경영하게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높은 독점이윤을 벌어드린다. 이는 모
두 당정국가체제에서 국정운영에 쓰이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자원
분배를 늘 국유기업에게 유리하도록 분배한다. 국유은행을 통해 저금리
로 융자를 받게 하고, 싼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하게 하며, 국유기업에 종
사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을 국가에서 관리함으로써 최대한 낮은 월급 수
준을 유지하게 된다. 싼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 및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
하여 독점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중국 국유
기업은 파산할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국유기업의 부채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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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높아지고 기존 직원들 퇴직비 지급 부담 때문에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돈을 찍어서라도 이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 중국공산당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한 국유기업 주도의 경제
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중국공산당의 집권 안정성
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국가통치를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있어야 한다. 중국공산당에게는 국유기업이 바로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찾아갈 수 있는 재원을 공급하는 기관이다.

2) 기업경영 여건 제약
(1) 중국 경영 여건 악화
① 경영 위험성
경영이익이 현저히 향상되었지만 경영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의 결과는 국유기업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통제력과 영향력이 증대되는 과정이었다. 대기업과 대형 기업집
단의 구성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눈에 띄게 높아졌으며
국가경제 전략배치와 산업구조조정 요구에도 부응했다(黄茂兴·唐杰,
2019: 24).
<표 6-1>에서 보듯, 지난 40년 동안 중국 국유기업의 전체 규모는 계속
확대되었다.137) 그러나 중앙기업은 국유기업의 경영이익 대부분을 기여
137) 국유기업의 고정자산 가치는 1978년의 3,193.4억 위안에서 2016년 293,838.5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연
평균 12.1% 성장했다. 공업 총생산액은 초기의 3,289.18억 위안에서 2014년의 251,430.48억 위안으로
연평균 13.3% 증가했다. 규모가 계속 커지는 동안 중국의 국유기업의 수는 처음에는 증가하고 감소하는
과정을 거쳤다. 1995년에는 11.8만 개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 국유기업의 수가 매년 감소했으며, 2016년
에는 1.9만 개만 남았다. 동시에 국유기업의 자산과 공업 총 생산가치의 성장 속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
는 지금의 국유기업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대기업 그룹이 점차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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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부채와 부실은 거의 통제 가능하지만 일부 중앙기업과 2급과 3급
중앙기업과 지방 국유기업은 부채 비율이 높고 부실이 개혁개방 이후 장
기간 지속되면서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표 6-1

지난 40년 중국 국유기업 발전 현황
1978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6

국유기업 수량(만 개)

8.37

9.37

10.44

11.8

5.35

2.75

2.03

1.9

고정자산
(억 위안)

3193.4

5956.2

11610.3

165601

293838.5

공업부가가치
(억 위안)

3289.18

6302.12 13063.75

185861

227532.6

이익총액
(억 위안)

508.8

738.2

388.1

665.6

2408.3

6519.8

14737.7 12324.34

적자규모
(억 위안)

42.1

32.4

348.8

639.6

704.3

1071.8

1133.5

30935.7 57294.96 83515.49
31220

40554.37 83749.92

4962.7

출처: 「중국공업통계연감」, 2000년 이후 국유기업지주회사 포함

<표 6-1>에서 보듯, 1978년 이후 국유기업의 총 손실액은 해마다 증
가하고 있다(黄茂兴·唐杰, 2019: 25). 특히,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서 국유기업의 부실이 더욱 확대되었고, 1998년에 국유기업의 손실액은
사상 최고점을 기록했다. 1998년 이후 적자폭이 점차 줄어들었지만 30%
이상을 유지 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국유기업의 경영은 점차 시장과 연
계되어 적자생존(优胜劣汰)의 특징을 보인다. 경영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부실국면이 호전되기 시작했고, 2011년까지 국유기업의 부실화가 역사
상 가장 낮은 수준(<표 6-2>)까지 억제되었다(黄茂兴·唐杰, 2019: 25).
하지만 그 이후 시장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국유자산관리체계 개혁
을 보여주고 있다. 1995년 이후 국유기업의 이익은 빠르게 향상되었고, 2016년 국유공업기업의 이익 총
액은 12,324.34억 위안에 이르지만, 현재 효율성과 비용관리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중앙기업은 국유기업
의 경영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채와 손실은 기본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黄茂兴·唐杰, 201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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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자산유실, 책임불명, 부채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일부 국
유기업은 다시 부실화되었다. 이에 2015년 국유기업의 손실규모는 사상
가장 높은 5,134.39억 위안을 기록했다. 현재 국유기업들은 공급측 구조
개혁을 시행하여 레버리지 비율을 인하시키고 부채를 줄여 위험예방에
치중하고 있지만 경영 위험은 여전히 심각하다(黄茂兴·唐杰, 2019: 25).

표 6-2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국유기업 적자금액 및 비중
(단위: 억 위안)

연도

국유기업
적자규모(1)

전국 공업기업
적자금액(2)

(1) /(2)
(%)

국유 적자기업
비중(%)

1978

42． 1

45． 1

93． 35%

－

1982

47． 6

55． 8

85． 30%

－
－

1986

54． 5

72． 4

75． 28%

1990

348． 8

453． 7

76． 88%

－

1994

482． 6

772． 5

62． 47%

24． 1%

1998

1150． 7

1736． 9

66． 25%

41． 4%

2002

668． 5

1131． 6

59． 08%

36． 1%

2006

1175． 8

2272． 3

51． 74%

31． 9%

2010

1133． 5

2359． 2

48． 05%

21． 4%

2011

2285． 3

3913． 2

58． 40%

20． 6%

2012

3011． 97

5672． 66

53． 10%

24． 0%

2013

2792． 46

5571． 32

50． 12%

24． 7%

2014

3678． 8

7035． 43

52． 29%

26． 7%

2015

5134． 39

9366． 84

54． 81%

28． 9%

2016

4962． 7

8289． 55

59． 87%

25． 6%

주: 1998년 이후 국유공업기업(国有工业企业)의 적자액은 국유지주공업기업 포함(年后亏损额包括国有控股工业企业); 국유공업기
업적자비중(国有工业企业亏损面) = 국유기업 공업기업 적자기업 수(国有工业企业亏损数) / 국유기업공업기업 기업수(国有工业
企业数,包括国有控股工业企业数)
출처: 黄茂兴·唐杰(2019: 25)

② 글로벌 경쟁력 취약
글로벌 영향력은 계속 증가하지만 경쟁력 수준은 여전히 낮다. 중국
국유기업의 수익성이 낮은 단점도 분명하다. 2018년 세계 500대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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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한 83개의 중국 국유기업의 평균 이익률은 3.5%에 불과하며, 이는
세계 500대 기업의 평균 4.6%보다 낮을 뿐더러, 함께 500대 기업에 진
입한 중국 본토의 민영기업의 평균 이익률 7.2%보다도 훨씬 낮다. 더욱
이 이익률이 높은 국유금융회사를 제거한 나머지 69개 국유기업의 평균
이익률은 1.6%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가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민영기업
은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 할 수 있다. 반면, 경쟁 분야에서 국유기업의
경영 수익성은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黄茂兴·唐杰, 2019: 25).
중국 국유기업은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직전에 갈 정도로 이익이
악화되어도 정부의 각종 ‘수혈성’ 보조금에 의해 이익을 높여 다시 생존
하곤 한다. 이런 기업은 일단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감소되면
바로 적자기업으로 전락한다.138) 안타깝게도 많은 정부보조금이 실제로
기업을 강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오히려 일부 산업에서 과잉생산 능력과
무질서한 확장을 낳았고 결국 기업은 부실한 성적표를 제출하게 된다.
과거 신흥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보조금의 중심이 된 녹색산업이
대표적인 예다. 태양광 산업은 보조금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보조금을
받는 수십 개의 태양광 회사 중 하론솔라(海润光伏)가 대표적이다. 2012
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손익에 포함된 정부보조금은 4.538억 위안이고,
2010년과 2011년에 받은 보조금은 각각 1,100만 위안과 1.7476억 위안
이다. 보조금 증가에 따라 2012년 하론솔라의 영업이익은 49억 66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으며 순이익은 207.6만 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수억의 순이익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第一财经日
报, 2013.3.21).

138) 政府补贴约七成流向国企. Retrieved from https://m.sohu.com/n/398252325/(검색일,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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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재정적 지원은 태양광 산업에서 심각한 과잉생산 능력을 가져
왔다. 녹색 환경보호 산업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장비구입 보조금을 제공
하기 때문에 기업은 정부보조금을 받고 재무보고서를 미화하여 주식시장
에서 다시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또 장비를 구매하여 더 많은
정부보조금을 받곤 하였다. 이처럼 정부보조금은 업계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신흥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산업육
성을 위한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였지만 오히려 악용되어 기업이 장비 추
가구입을 통한 확대재생산에만 열중하게 하여 정작 해야 되는 기술개발
과 질적 성장에는 소홀하게 함으로써 과잉생산과 경쟁력이 하락하는 결
과로 이어졌다. 공급과 수요의 균형파괴는 보조금 정책에 있으며 보조금
을 받는 생산은 과잉생산 능력의 중요한 원흉이 되었다. 정부가 연구개발
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산과 수요에 대한
보조금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하며 개념만 갖고 추진하면 안 된다.
평균적으로 각 상장 회사가 4천만 위안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았
다.139) 이것은 매우 많은 액수이며 매년 막대한 보조금이 발생한다. 기업
은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목적인 투자를 하게 되며 시장수요
와 상관없이 생산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많은 양의 과잉생산과 막대한
낭비가 발생한다. 보조금이 많을수록 낭비가 심해진다. 상장기업은 생존
을 위해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결국 경쟁력이 약화된다. 정부는 과
잉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비난받게 된다. 이는 정부의 경제활동 참여 방식
과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
식으로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기업은 온실의 화초처럼 보호를

139) 政府补贴约七成流向国企. Retrieved from https://m.sohu.com/n/398252325/(검색일,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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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며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생존이 보장되어서 기술개발을 통
한 경쟁력 제고에 소홀하게 된다. 이는 국유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
는 주요 원인이다. 정부보조금의 또 다른 나쁜 결과는 기업의 실적을 왜
곡하고 공정경쟁의 시장 환경을 방해하며, 시장조절 기제를 무력화시킨
다. 지방정부는 지자체에 있는 상장회사들이 지방경제에 중요하다는 이
유로 매년 수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실패해도 보조금을 받는다.
상장회사들은 오히려 이런 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투자하고, 지역에서의
절대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급업체들에게 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주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펼치지 못하게 한다.

(2) 국제정세에 따른 국유기업 경영 여건 악화
일대일로의 투자 주체는 국유기업이다. 일대일로 지역의 국가들은 신
용이 없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대일로에 투자했던 국유기업
의 대부분 프로젝트는 손실이 대부분이다. 이는 국유기업의 수익성을 악
화시키고 부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유기업은 교량 및 도로 수리부
터 부동산 개발에 이르기까지 매우 낮은 자본비용에 의존하여 확장해왔
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국유기업이 누리는 자금, 토지 및 많은 혜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유기업이 실제로 적자라는 것으로 나타난다.140)
COVID-19는 중국 무한에서 시작되면서 한달도 안 되어 중국 전역에
퍼졌다. 팬더믹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1분기에 -6.8%, 2분기에 3.2% 성
장률을 기록했다. 현재 서비스업과 소비형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파

140) 国有企业该垄断经营吗? Retrieved from http://finance.sina.com.cn/zl/china/20141013/230220
525700.shtml(검색일, 20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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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이들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소비지원과 금융지원으로 국유기업의 수익성을
돌리기는 힘들다. COVID-19는 언택(untact) 산업의 호황을 불러왔다.
그러나 언택 산업에 중국 국유기업의 분포는 많이 없고 통신이나 인프라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국유기업도 온라인 근무가 많아지기 시
작하면서 국유기업의 운영비용 절감과 효율성에 대한 이슈가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언택 기
술의 적용·확대가 기대된다.
미중패권전쟁의 국유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개발과 해외자산에 대
한 몰수 위험이다. 우선, 기술개발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 국유기업은 정
부의 저렴한 자본융자지원으로 해외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기업을 인
수하고 에너지 자원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갔다. 따라서 국내
에서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해외기업 인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미국의 견제와 저지로 앞으로 힘들게 되었다. 또한, 미국 정부의 해외 중
국공산당 정부 인사들의 해외자산과 국유기업의 해외자산에 대한 관리감
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
획득을 위한 중국 국유기업의 인수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3) 문화적 제약
문화적 측면에서 국유기업의 제약은 꽌시 문화로 볼 수 있다. 국유기
업에서의 상사와 아래 직원의 관계는 상하수직 관계라기보다 가족 같은
관계이다. 이들은 서로간의 친목을 중요시하고 명절과 생일 등 같은 날에
서로 선물을 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이어가는 문화적 성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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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다녀올 때에도 두툼한 선물을 서로에게 주는 것이 꽌시가 되었다.
이러한 관계로 지속되어 온 꽌시이기에 진급이나 업무상 착오할 발생
할 경우 서로 감싸주는 경우가 많다. 상사의 입장에서 자신한테 눈치 있
게 관계를 평시에 잘해두던 직원을 진급하게 할 것이고 부하직원의 입장
에서 자신과 관계가 돈독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
을 다 해준다. 이들은 서로 한 팀을 구성하여 자기들의 판단에 한 팀이
아닌, 어쩌면 경쟁 상대자가 되는 상대방 팀에게 온갖 방법과 수단을 사
용해가면서 공격하고 제어한다.
따라서 중국내 국유기업은 부서내 팀 혹은 그룹을 형성하여 치열하게
경쟁하여 제한된 자리에 가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관리직
에 가는 사람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꽌시를
잘하고 줄을 잘 서는 사람들이 간다고 보면 된다. 이는 당연히 국유기업
의 경영성과와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날 국유기업, 특
히 지방에 있는 국유기업들의 경영성과가 점점 내리막길을 가고 부채가
늘어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문화적 이유가 있다.

2. 제도적 제약
1) 국유기업 기능과 책임의 모호성
현재 국유기업은 아직도 많은 정책적 부담들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고용제공과 사회운영(학교, 병원, 주택 등)과 같은 부담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각 지방정부가 부여한 각급 관료의 정치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가 있다. 지자체의 여러 가지 행정적 개입이 있으며, 심지어 다양한 측면
에 이르러 부당한 부담이 부과된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자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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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조건)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국가가 운영
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업무수행의 저하가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합리적인 비용인지 운영자에 의한 손실인지는 구별
하기 더 어렵고 궁극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정책 부담’이
많을수록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정부 이유로 돌리기가 더 쉬워지고 예산제
약이 완화되고 경영자에 대한 감독이 어려워지며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견될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朱华雄 等, 2001: 46).
중국 국유기업의 기능에 관한 정의 및 사회적 책임이 불명확하다. 중
국의 특수한 국정의 영향으로 국유기업은 ‘장남(家中长子)’으로 간주되
며, 여러 사회적 책임을 진다. 국유기업의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근본적
으로 정의해야만 비로소 적절한 지배구조와 경영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다. 金碚(2010: 48)는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은 사실상 일반기업과
구별되어 차별화된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며, 또한 독특한 관리제
도와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王子军 등은 국유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며, 먼저 수익창출을 목표로 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부 등의 측면에서 중국 국유기업
은 다른 소유제 성격의 기업과 거의 차이가 없다(王子军 等, 2012: 158).
그러나 국유기업의 전국민소유 속성상 일반 기업보다 훨씬 큰 기능과
책임을 질 수 있다. 국유기업의 기능과 책임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
대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기능과 책임에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특히,
정부의 ‘부애주의’는 경영자의 책임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며, 동시에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은폐할 수 있게 한다. 이
때 회사의 사업성과도 경영자의 행동을 통해 설명할 수 없게 되며, 경영자를
평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보도 얻기 힘들어진다. ‘부애주의’란 국유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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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부의 특별한 배려(예: 국유기업이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를 말한다(朱华雄 等, 2001: 46).
Yang(2010)은 국유기업이 정치화되어서는 안 되며,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국유기
업은 사회 안정과 진보, 고용 및 경제에서 거시적 조정기능을 담당해왔
다. 중범위 측면에서 보면, 국유기업은 일반적인 기업의 속성을 가진 조
직으로서 이익을 추구하고, 법에 따라 경영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품질
을 보장하며, 기업윤리 유지, 소비자 요구 충족 및 사회복지 달성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직원은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며, 해고 및 직원 복지에 대한 국유
기업의 책임도 현대 기업과 일치하다(Yang, 2010: 46).

2) 시장진입 규제
독점 및 경쟁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40년의 발전을 거쳐 국유자본과
대형 국유기업 집단은 주로 중국 경제의 명맥과 국가경제의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집중되었다. 현재 중앙기업 자산의 80% 이상이 석유와
석유화학, 전력, 국방, 통신, 운송, 야금, 기계 등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전기와 통신 및 전력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대부분의
석유화학공업제품과 90% 이상의 민간항공 및 철도운수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1990년대부터 중국은 전기통신, 항공, 전력, 철도, 은행
및 보험과 같은 전통적인 독점산업에서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영기
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개혁의 목적은 독점산업에서 국유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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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2000년 이후 중앙정부의 ‘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풀어주는(抓大放小)’ 전략과 국유기업의 ‘가치보존과 증가(保
值增值)’라는 목표에 따라 경쟁 영역에서 국유기업은 물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마련은, 한편으로는 국유자산의 일부 유실을 초래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쟁적인 영역에서 빠져나감에 따라 객관적으로 국유기업이
독점산업의 경영에 더 전념하게 하였으며, 기업의 이익은 오히려 크게 증가
하였다. 2017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순이익은 8,354억 9,500만 위
안으로, 국가전력망(国家电网, State Grid Corporation) 한 개 국유기업의
순이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中华全国工商业联合会网, 2018.1.25).
현재의 개혁은 일부 민영기업들이 전력, 전기통신, 철도, 민간항공 등
독점산업에 진입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동안 형성되어온 독
점의 양상은 전체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인 시장경쟁 상황
은 여전히 형성되지 않았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유기업
의 높은 독점 이익의 증가는 대부분의 민영기업의 생존 환경이 점진적으
로 악화되는 것과 대조를 이뤘다. 따라서 戚聿东·刘健(2015) 등과 같은
일부 학자들은 “자연독점 산업의 국유기업의 경우,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
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독점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가치보존 및 증가를 주요 목표
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금융산업, 통신산업 및 자동차산업과 같
은 독점이 필요 없는 산업의 경우, 독점을 단호히 없애고 더 많은 경영
주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독려하며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戚聿东·刘健, 2015: 24-29).
업계 내의 인사들은 독점산업개혁은 국유기업개혁과 밀접하게 결합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유기업개혁 3년 행동방안(国企改革三年行动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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案)”이 실시되면서 독점산업 개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전력망 기업 장

비제조(电网企业装备制造) 등 경쟁적 업종은 분리되는 동시에 시장진입
을 확대하고 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하여 민영기업의 지분투자를 허용하
며, 민영기업의 기초 전신 운영업무(基础电信运营业务)를 경영할 수 있도
록 추진하고 있다(环球网, 2020.9.10).
2019년 12월 말 발표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민영기업의 개혁
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더 나은 발전 환경 조성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
(中共中央国务院关于营造更好发展环境支持民营企业改革发展的意见)」은
전기, 통신, 철도,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주요 산업 및 분야에서 경쟁
영역의 업무를 개방하고 시장경쟁 기제를 추가로 도입해야한다고 명시했
다. 2020년 5월 발간 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신시대 사회주의 시
장경제체제 개선 촉진 국무원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新时代加快完善
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意见)」은 독점산업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

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천연가스 공급원과 판매가격의 시장화, 우정
업무 영역에서 서비스 업무와 경쟁 업무 영역에서의 분리 운영 등이다(环
球网, 2020.9.10).

주의해야 할 것은, 독점 분야의 시장접근을 개방한다는 것이 결코 민간
자본이 장벽 없이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기술, 자본, 채널,
위험 등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독점 분야의
개혁을 더욱 잘 추진하는 측면에서 민간자본의 공동 투자기금을 설립하거
나 국유자본과 민간자본의 공동투자기금을 설립하거나 국유 독점기업을 통
해 민간자본을 도입하여 혼합소유제개혁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독점
분야에서 민간자본에 대한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141)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민영기업의 시장접근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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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특정 방법을 연구하고 공식화했다. 예를 들어, 윈난성은 민영기업의
시장접근을 더욱 자유화하고 민영기업이 통제지분 보유 또는 지분참여
형태로 발전, 배전(配电)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등 민영기
업의 개혁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6가지 조치(云南省出台26条措施)’
를 도입했다. 조건에 부합되는 민영기업이 원유 수입 및 정제유 수출에
참여하도록 촉진한다. 베이징시는 민영투자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민영
기업이 전력, 통신, 철도와 같은 주요 산업 및 분야의 개혁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관련 산업 및 기능 부서의 개혁조치도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
력부문의 독점을 타파는 중요 방안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
革委)와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은 지속적으로 증량배전업무개혁시범

사업(增量配电业务改革试点工作)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제5차 총 79
개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교통운수부 등 11개 부서는 「민영기업의 교통
인프라 건설 참여지원에 대한 의견(关于支持民营企业参与交通基础设施
建设发展的实施意见)」을 발표했다. 시장접근 장벽을 허물면서 민영기업

의 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주요 철도 프로젝트 건설, 철도여객 및 화물
터미널 경영개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택배물류 등 업무의 경영 및 개
발에 참여하도록 하였다(环球网, 2020.9.10).

141) 실제로 올해부터 전력, 통신, 철도, 석유, 천연가스 등 주요 산업과 영역의 혼합소유제 개혁이 활발히 추진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초 중국 고속철도 제1주식(中国高铁第一股)인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 A주
(京沪高铁A股)’가 상장된 이후 이어 8월 31일 중국 국철 커창판 제1주식(国铁科创板第一股)인 중국국가
철도그룹유한회사(中国国家铁路集团有限公司)의 자회사인 Beijing Tieke Shougang Rail Technology
Co. Ltd.(北京铁科首钢轨道技术股份有限公司)도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커창판(上海证券交易所科创板)
에 상장되었다. China Telecom Yipay(中国电信翼支付)는 두 번째 전략적 투자자 영입을 선언했다. 차
이나유니콤(中国联通)은 윈난성 지사에 이어 광시 7개 도시 지사의 사회적 협력 운영 개혁이 새로운 걸음
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중국국가전력망회사(State Grid Corporation, 国家电网公司)은 연중 업무회의에
서 하반기 혼합 소유제 및 지분 다각화의 개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环球网, 2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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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련 부처와 위원회는 독점산업 개혁의 업그
레이드 버전 작성을 공식화하고 있으며, 이는 민영기업의 시장접근 범위
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한편, 국유기업개혁의 3년 행동계획(国企改革三
年行动)에서 자연독점 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 하나

가 될 것이다. 철도업계의 개혁을 심화하고 민영기업이 기초 통신운영사
업에 지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环球网, 2020.9.10).
수 년 간의 개혁을 통해 전반적으로 보면 독점산업개혁은 현저한 성과
를 거두었고 경영 효율성이 뚜렷이 향상되었다. 물론, 일부 독점 산업에
서 여전히 심층적인 체제 및 기제 장애가 있으며 독점산업의 경영 효율성
은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독점산업개혁은 ‘심화’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초점은 독점산업에서 자연독점 분야와 경쟁
분야를 구별하는 데 있다. 경쟁 영역에서의 시장접근을 개방하고, 공정한
경쟁촉진, 관련 기업의 시장 경쟁력 및 업계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점 추진 방향이다.

3) 정부보조금 문제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조금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1949~1978년)는 당시 계획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국유기업
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조직이 아니라 정부 경제계획의 구체적
인 집행자이기 때문에 정부재정 지출금은 실제적으로 보조금이 아니다.
두 번째 단계(1979~1997년)에서 국가는 국유기업의 수익성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이 단계의 보조금 범위는 축소되었고 모든 국유기업에 대한 모
든 손실이 아니라 국유기업의 정책적 손실에 대한 보조금만 제공하는 것
이다. 세 번째 단계(1998~2001년), 제15차 3중 전체 회의는 3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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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들여 개혁, 개편, 개조 및 경영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부분 국유
중대형 적자기업이 곤경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제기했다. 이 단계에서 제
공된 보조금은 주로 국유기업이 직원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인원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며, 직원들의 재취업 문제를 완성하도록 도와주고 국
유기업에 운전자본을 늘리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네 번째 단계(2002년부
터 현재까지)에서, 중국은 WTO 가입 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WTO
가입 약속을 이행하고, 특정 국유기업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청산하였지
만 지방정부 보조금은 보편적으로 존재해왔다. 지방경제 성장을 촉진하
고 취업을 해결하는 등 목적으로 지방정부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실시했다. 외국투자 기업의 수출세금혜택, 특정 기업과 산업의 특
별보조금 등을 포함하고 이런 정책들은 모두 보조금 행위로 인정받아 국
제조직의 반보조금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얼마를 지급했느냐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상장회사에 대한 보조금 통계를 통해
그 특징과 지원 방향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그림 6-1

2018년 중국 A주 상장기업 분류별 정부보조금 총액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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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黄剑辉(中国商业发展论坛,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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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과 <그림 6-2>에서 보면, 주로 국유기업에 집중적으로 지
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중국 A주 상장기업 분류별 정부보조금 평균

그림 6-2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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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黄剑辉(中国商业发展论坛, 2019.06.28)

상장된 중앙국유기업과 지방국유기업에 대한 지원금 총액은 807억 위
안이다. 기업 평균 보조금 금액을 보면 중앙국유기업은 1.08억 위안으로
다른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거의 2배 수준이다. 특히, 민영기업 대비 4배
수준이다. 외자기업 대비는 3배 수준이다.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 수
준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급 중앙 국유기업을 지자
체에 유치하여 입주시키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 토지공급 혜택, 융자 혜
택과 지방 산업펀드 투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6-3>에서 보면, 주로 13개 산업 전반에 대해 정부보조금이 이
루어졌으며, 그중에서도 제조업과 정보기술업, 전기가스와 수도업종과
채굴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었다. 전기와 수도 및 채굴업의
경우 국가가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격 왜곡에 따른 손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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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제조업과 정보기술업에 대한
보조금은 산업육성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6-3

2018년 중국 A주 상장기업 산업별 정부보조금 총액
(단위: 억 위안)

350
308.86
300
253.94

242.07

250
200
150

120.78

118.25
95.81

100
64.43
50

67.27

72.13
45.6

25.64

26.13
8.5

0

출처: 黄剑辉(中国商业发展论坛, 2019.06.28)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에게 모두 일정 규모의 재정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민영기업보다 훨씬 크다. 국유
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 재정보조 펀드가 있으며, 이는 국자위 산하의 이
익이 높은 기업의 일부 이익을 남겨 적자기업에게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일정부분 합리성이 보이지만 민영기업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어서 불
공평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의 혁신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이 더 크며 국유기업의 경영 독립성에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재정보조금은 국가경제와 산업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국
유기업 경영관리 기제가 시장경쟁과 가격변동을 견디지 못하고 재정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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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의존하게 하는 부작용도 있다. 정부가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계
속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국유기업들이 원가 억제를 소홀히 하고 효율성
을 높이는 적극성을 떨어뜨려 보조금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상장회사에 대한 정부보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 법률에 명
확히 규정된 보조정책이고, ⅱ) 정책조항에 명확히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이고, ⅲ) 행정상의 배정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성숙된 국가들은
시장화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특히 법에 따라 보조를 해주는 것이며 정
책이나 행정수요에 따라 보조해주는 경우가 적다. 현재 법과 정책에 따라
사용가능한 보조금에는 에너지 절약 보조금, 국가전략 신흥산업 보조금,
스마트제조 특별보조금 등이 있다. 주로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스마트 등 신흥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장비제조 및 기타 분야의 개
발을 위해 지원되었다.
법률과 정책규정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 행정수요에 따라 배정되는 보
조금도 크게 행해지는데 이런 보조금은 임의적이고 명목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동아아교(东阿阿胶)는 ‘우량종 당나귀 번식 기술 연구 및 산업
화 개발’ 보조금을 받았고, 호북의화(湖北宜化)는 대학생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지방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때때로 정말 자의적이고 각 지방 인민대
표대회를 통하지도 않고, 엄격한 절차상 제약도 없다. 예를 들어 기업 임
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가 취업수당을 주는데 그 이유가 “기업
이 수천 명의 취업을 해결한다.”는 명분이다.
정부관료들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명의를 빌려 기업과 이
익을 주고받으며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기업 보조금 지원에는 반
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명목으로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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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해 사실상 국고를 모두 고갈시킬 것이다.
장기적으로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의 손이 너무 길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공정 경쟁을 부를 수 있다. 엄밀
히 따지면 납세자의 돈을 받아 기업을 지원하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
제화 궤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법적 절차가 있어
야 한다.

3. 행위적 제약
1) 경영 자율성 취약
경영관리 기제를 전환하여 자주경영을 실현하고 국유기업에게 끊임없
는 경영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은 지난 40년 동안 국유기업의 주요 개혁
노선이다. 개혁개방의 초기에는 ‘방권양리(放权让利)’142)의 개혁 발상에
따라 도급책임제를 실시하여 계획경제체제의 제약을 돌파하고 운영 기제
의 다각화를 실현했다. 1993년의 개혁은 국유기업 개혁을 제도혁신의 궤
도에 올려놓고, ‘정기분리(政企分开)’ 목표는 관리제도의 측면에서 점차
실현되고 있다. 2003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
会)가 발족해 국유자산관리체계를 완비하는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고, 국

가안전과 국민경제의 명맥이 걸린 중요 산업과 주요 분야로 국유 자본을
집중시키고, ‘양권분리(两权分离)’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했다(中央政府门户网站, 2008.3.19).
2017년 9월 기준, 전국 국유기업의 회사제 전환 비율은 90% 이상, 중앙

142) 방권양리(放权让利)는 권한을 넘겨주고 이익을 양보한다는 의미로 국영기업에게 일정 범위의 경영자율
권을 보장하고, 일부 이윤을 양도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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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92%, 중앙기업 소속 기업의 지분 다각화 비율이 67.7%에 이른다.
회사제 개혁은 주식제, 다각화, 혼합소유제, 구조조정 및 상장 등 경영 기
제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국유기업의 관리가
더 독립적이고 책임이 명확하도록 하였다. 모든 유형의 국유기업은 법인
재산권을 보유하며 자주경영권, 손익책임, 위험부담, 자체 제약 및 자체
발전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장 주체가 되었다. 또한, 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을 갖춘 법인 기업지배구조가 점차 확립되었다. 시장 지향적 운영
기제가 형성되어 과거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经济日报,2017.9.29).
그러나 국유기업이 자율적인 경영권을 가지게 되면 경영자에 대한 제
약과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국유기업 경영자에
대해 제약과 인센티브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
해 사회각층이 합의에 도달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여
전히 제도적 및 법적 차원에서의 뒷받침이 부족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동시에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경영 자율성 문제점과 원인을 소유자의 부재 및 ‘대리 소유자’의 ‘저렴
한 투표권’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유기업의 경영은 자연적으로 위탁-대
리인의 관계가 존재한다. 즉, 소유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실제 소유자가
될 수 없고 국가가 위임한 ‘대리인’만이 될 수 있는 이런 현상을 ‘소유자
의 부재’라고 한다. ‘대리인’은 이중신분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그들은
국가가 설정한 국유자산의 의인화를 대표한다. 이 신분은 전체 노동자의
구성원으로서 국유자산과 관계를 발생하며, 이들은 직접적인 잔여청구권
이 없으며 권리에 대등하는 책임제한도 없다. 이러한 간접적인 관계는 실
제로 국유자산의 주인의식을 희석시킨다. 반면에 ‘대리인’은 재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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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업적, 안락함과 같은 자신의 효용을 추구하는 현실 생활의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내부 동기가 더 강하다. 개인 이익
또는 자신이 속한 소그룹의 이익과 국가 및 전체 국민의 이해와 충돌할
때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신원은 정부를 대표하고 기업의 의사결정권과 이익의 상당부분을 통제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불
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朱华雄 等, 2001: 46).
따라서 ‘대리 소유자’의 경영진에 대해 진정한 경영 자율성이 실현되
기는 어려우며, 이는 중국 국유기업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소유자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2) 국유기업의 지대추구행위
중국은 항상 권력 지대추구가 성행한 국가였고, 몇 천 년의 봉건 관원
사회문화는 지대추구에 문화기초를 제공했다. 현재 사회에서 “일을 처리
하려면 관계를 찾아야 하는 것(办事找关系)”은 이미 사람들이 일상생활과
교제 중에서 묵인하는 준칙이 되었다(黎文靖, 2012: 83).
중국은 여전히 경제 전환기에 놓여있고, 정부관여는 경제활동 중의 중
요한 제도 특징이 되었다. 이는 지대추구에 경제제도 기초를 제공한다.
현행 정치제도에서 공권력이 과대하고 또한 구속을 받지 않고, 행정권력은
사회경제와 생활의 구석구석에 심각히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대추구를
위한 정치제도 토대를 제공한다(黎文靖, 2012: 83).
관원부패와 지대추구 활동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서, 이는 한 가지
각도에서 지대추구 활동, 특히 중국에서 정치 지대추구의 보편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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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 융자, 정보공개, 사회책임 등 측면의 정책
결정을 포함한 중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연구하려면, 정치관여가 초래한
기업 정치 지대추구행위의 영향을 충분히 해야 한다(黎文靖, 2012: 83).
비국유기업과 달리, 국유기업의 대주주는 정부이고, 관원인 정부를 대
체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중대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주주권리
를 행사하여, 국유기업이 자신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주주의 이익이 정부
(또는 정부관원)의 이익을 구현해야 한다. 정부와 국유기업 이익은 기본
적으로 일치하고, 정부는 많은 경우 주동적으로 국유기업에 지지를 주어,
비국유기업처럼 정치 지대추구를 통해 경제 측면의 이익을 얻을 필요가
없고, 기존 문헌에서 논의한 통상적인 의미상 지대추구는 국유기업에서
뚜렷하지 않다(黎文靖, 2012: 84).
국유기업의 정치 지대추구는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
니라, 많은 경우 상급 관원과 국유기업 임원 사이에서 나타난다. 한 가지
기업행위가 아니라, 현행 중국 정치 생태에서 관원 등용과 승진의 한 가
지 개인 행위로, 기업의 행위는 많은 경우 개인 목적을 위해 복무한다.
국유기업 임원은 경제이익을 얻는 것 외에, 또 다른 중요한 격려는 승진
이다. 국유기업 사장은 국가간부 계열에 속하고, 정부에서 임명하여, 일
정한 행정 급별을 갖고 있고, 많은 사장은 원래 정부관원이며, 여전히 ‘당
에서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을 실행하며, 기업 사장은 각급 조직부서에서
임명하고, 잘하면 한 급 위 영도로 임명143)된다(黎文靖, 2012: 84).
중국 현행 정치제도에서 정부관원은 자원의 분배권을 장악했고, 몇 천
년의 ‘관본위(官本位)’ 사상으로 관원이 되는 것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보다

143) 예를 들어, 전 중석화 사장, 당조직 서기 苏树林은 2011년 4월 푸젠성 성장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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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것을 초래했다.144) 국유기업 임원은 개인 승진 동기로 기업경영
정책결정에서 상급 관원의 목표와 이익요구를 더 만족시키려 한다. 기업
의 정치 지대추구 활동은 정부관원과 기업 임원 간 정치목표와 미래 승진
기회 간 거래행위로 구현된다. 따라서 비국유기업에 비해, 국유기업의 정
치 지대추구 행위는 여러 특징145)을 갖는다(黎文靖, 2012: 84).

3) 국유기업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우선, ‘대리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저렴한 의결권’에서 두드
러지게 구현된다. 소위 ‘저렴한 의결권’이란 최종 투자자의 진정한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투표를 말한다. ‘대리인’은 개인과 소규모 그룹의 이익
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한테 뇌물을 주었거나 또는 ‘꽌시’가 있는 사람을
기업의 대표로 투표하거나 지명하는 등 행위를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무
능한 경영자가 운영하게 된다. 대리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
리고 국익을 무시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기업대표와 함께. ‘내부
통제’에 참여하고, 경영자와 결탁하여 국익을 침해하고, 개인적 이득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업무에 부적절하게 간여한다(朱华雄 等, 2001: 47).
다음, 경영진에 대한 명시적 인센티브 부족 및 경영자의 숨겨진 소득
추구에서 나타난다. 대규모 조직(특히, 공공기관)은 객관적으로 관계 균

144) 张维迎(1999)이 지적하듯, 자본주의 기업 중의 매니저를 자본가로 상정하는 것과 반대로, 국유기업 매니
저는 모두 관원이 되려고 한다(黎文靖, 2012: 84).
145) ⅰ) 지대추구 행위로 기업의 목표는 단순한 이윤 최대화가 아니라, 여러 임무 목표체계로, 경제목표, 사회
안정 유지 등 정치목표도 포함한다(Bai et al., 2006). ⅱ) 기업의 지대추구 지출은 정부로부터 얻은 이익
을 지지하고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비용효과분석을 진행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관찰되거나 검증되
기 어렵다. ⅲ) 기업의 지대추구 행위는 강력한 정책성과 시효성을 갖고 있고, 현재 정치 분위기 중 핫 이슈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黎文靖, 2012: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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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상급 지도자’에게
많은 사적이익을 위한 로비 활동을 진행하여 ‘지도자’가 알아서 균형을
맞추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조직은 충분한 보상을 제공
하지 않으며, 일부 사전 인센티브 약속조차도 ‘균형’되게 이루어지지 않
게 되어 인센티브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국유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동시에 균형 잡힌 관계와 이익집단의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자와 다른 공무원 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명시적인 인센티브가 없다고 해서 인센티브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경영자는 종종 많은 양의 숨겨진 수입을 통해
‘보상’을 추구한다. 숨겨진 수입은 극도로 파괴적이다. 예를 들어, 정부조
달 또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리베이트가 수금되면 기업에 대한 손실은 리
베이트의 몇 배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다(朱华雄 等, 2001: 47).

442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제2절 민영기업 관련 제약 분석
1. 거시맥락적 제약
여기서는 민영기업 발전에 제약을 가하는 정치행정 제약, 민영경영 여
건 제약, 민영 거버넌스 제약, 민영기업에 대한 문화적 제약이란 관점에
서 접근한다.

1) 정치 여건 제약
(1) 정치경제체제
중국은 여전히 경제전환 과정에 있으며, 충분한 경쟁을 보장하는 시장
경제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상당수 자원과 가격은 여전히 강제적 계획
관리 하에 있고, 많은 영역과 업계는 엄격한 신고, 비준, 규제에 있다. 많
은 제한적 영역은 여전히 진입의 문턱이 높다. 현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
서 중국 정부가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에서 주도적인 결정한다. 강력한 정
부관여의 역량으로 경제운행은 경제에 필연적인 규율 자체를 따르기 보
다는 정책결정의 주기성에 좌우된다(黎文靖, 2012: 82).
현재, 정부와 기업 간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주요 난관은 중국 사
회주의 시장경제 건립 기간이 짧아 현행 시장경제체제 기제가 상대적으
로 낙후한 점이다. 이에 따라 경제생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관여와 정
부 권력규제에 대한 기제가 결여되어 있다(陈新光 等, 2019: 14).
정치 환경은 주로 기업의 시장 마케팅 활동의 외부정치 형세, 국가 방
침과 정책 및 그 변화를 지칭한다. 민영경제가 잘 발전하려면, 정부가 더
좋은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체제 기제 우위를 확보케 하고, 민영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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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체로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2014년 중앙은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여러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발표하여,
각종 음성적인 장벽을 없애고, 시장 진입제도를 확대하고, 민간자본 활성
화를 제기하였다(韩琳·谢宽树, 2019: 51).
그러나 실제 집행에서, 지방정부는 여전히 정책을 충분히 전환하여 실
행하지 않았고, 민간자본에게 개방한 영역이 부족했다.146) 따라서 대폭
적으로 시장진입을 확대하여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이 공정하게 시장경쟁
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포용적 발전을 실현하고, 민간자본의
활력을 최대한 드러내도록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韩琳·谢宽树, 2019: 51).

(2)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정부와 기업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거버넌스 구조가 규범적이지 않
다.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설립의 배경에는 정부와 기업 관계가 모호한
상태임을 보여준다(苏捷, 2019: 50).
민영기업은 대체로 창업 초기의 부부기업(夫妻制), 가족기업(家族制)
또는 동업기업(合伙人制)의 소유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기업 초창기에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기업이 성공하면서 이익분배, 성격 충돌 및 목표 지향점이 다
르면서 내부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규범화되지 못한

146) 랴오닝 와팡디엔 시 민영 베어링 기업의 조사와 연구에서, 행정심사 수속이 복잡하고, 정부서비스 효율이
낮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행정심사, 증조의 개명, 교체 등 절차에서 업무 절
차가 명확하지 않고, 처리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업무 요구를 한 번에 고지하지 않고, 업무 장소가 분산
되어 있는 문제가 드러났고, 동시에 일부 업무 인원의 직무유기 현상도 나타났다(韩琳·谢宽树, 201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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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는 민영기업 성장과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민영기업의 내부통제제도가 부실하고, 관리가 비효율적이며, 조방경영
(粗放经营: 자본과 노동을 적게 들여서 큰 규모의 농업을 경영하는 일, 특히
자본을 적게 들여서 하는 것을 자본 조방이라 하며, 노동을 적게 들여서
하는 것을 노동 조방이라 함), 그리고 내부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고 효과적인 감독이 없는 상황이다(盛正德·李仉辉,
2005: 94-5).
통계에 따르면, 중국 민영기업의 90% 이상이 ‘가족기업’에 속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가족중심의 운영체제는 기업이 특정 사람들에 의해 지배
되는 경향이 강하여 가족적인 경영색채가 강하고 개인적인 독단적 임의
성 행위로 인해 건강한 기업문화가 부족하다. 또한, 직원의 일일 교육관
리가 상실되고, 필요한 인센티브 기제도 부족하기에 효율적인 고급관리
인재를 유치하기가 어렵다(盛正德·李仉辉, 2005: 94-5).
민영기업은 기업 내에서도 공정한 경쟁 기제가 결여되어 있으며, 사회적
신용이 보편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효과적인 통제 기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위험을 증가시키며, 이는 또한 중요한 융자 어려움의 이유이
기도 하다. 특히, 관리자의 자질이 낮아 재무관리가 소홀하고, 회계자료의
신뢰성과 완전성이 걱정된다. 회계사 및 관리자의 책임은 명확하지 않으며,
주요 재무담당자는 친척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는 일정부분 다른 직
원의 열정을 떨어뜨린다.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가 가속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인적자원, 재무 및 기업문화 구축에 대한 과학적 관리가 부족하다.
민영기업의 재무제도 부실, 각종 자산관리 부실, 기록부실 등 문제뿐만
아니라 현대기업 경영관리 이념이 부족하고 낡은 사고방식은 현대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융자 방법이 단일하고 비과학적이다(盛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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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李仉辉, 2005: 94-5).

(3) 정부와 시장경계 불명확
① 정무적 장애
중국 민영경제의 빠른 발전을 가로막는 외부적 요인이 많지만 정무 환
경의 영향이 특히 두드러진다. 정부의 행위가 민영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다. 개혁
개방 이후 행정체제개혁을 통해 중국 정부의 경제기능이 조정되고 변화
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시장경제의 수립과 발전을 위한 수요에 부
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무 환경의 장애는 주로 정부 역할의 부재(政府缺位), 정부 과다
간여(政府越位), 정부 역할 불일치(政府错位)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耿银
贵, 2010: 60). 특히, 정부의 정책 투명도가 높지 않아 민영기업이 특정

경영행위의 위험과 결과를 추정하기가 어렵고 투자 의사결정의 위험과
비용을 사전에 정하기가 어렵다. 국가는 민영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
해 일련의 우대정책을 발표했지만 일부 규정은 비교적 원칙적이며, 관련
규정의 정확한 의미와 확장은 알려지지 않는다. 정부 부처의 재량과 해석
공간이 매우 커서 민영기업은 정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집행된다고 생각
되지만, 우대정책을 요구할 때는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상업 서비스 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일정한 비율의 현지 해고자와 실업자
(本地下岗失业人员)를 흡수하고, 사회보장 부문의 인정을 받으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민영기업은 이 요구에 따라 노동자 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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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우대조치를 요구했을 때는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영기
업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정부공보에만 게시되어
있으나, 민영기업 소유주를 조직하여 학습시키고 설명을 하는 경우는 드
물며, 민영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많은 정책들은 민간이 전혀 알지 못하
고 있다.
② 정부와 기업 간 거버넌스 결여
개혁개방 이후 중국 시장개혁 중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정부가 정무
간소화와 권력하방을 통해 기업을 점차 진정으로 독립적인 상품생산자와
경영자로 환원하고 기업에 완전한 경영자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
나 구체적인 실천에서 정부와 시장의 경계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시장과
기업에 갖고 있어야할 권력은 정부 행정기관에 독점되었고 정부는 과다
한 경제자원과 권력자원을 장악하여 정부의 ‘유형의 손’이 너무 길게 뻗
었고, 관리하는 것이 과하게 많아, 양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의 형성에
불리하며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파괴했다.
또한, 많은 정부 업무인원은 사람에 ‘청’으로 보시면, 더 이상 ‘친’한
감정이나 행동으로 기업 경영자와 투자자를 대하지 않고, 상인을 피하거
나 냉각시키는 방식을 취하며, 동맹에 대해 피하고 멀리하여 정부와 기업
관계는 ‘서로 등지는(背对背)’ 방식으로 처리된다. 어떤 정부 관원들은 일
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라리 일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하고, 기업을 위해
처리해야 할 수속은 하지 않고, 승인해야 하는 항목은 승진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일처리는 정부 업무인원의 정무유기를 초래하고, 관
료주의적인 일처리로 이어진다(陈新光 等, 2019: 14-15).
정무적인 신뢰는 신뢰체계 건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신용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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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기초이며, 법치정부 건설의 필요한 요구로 당과 정부의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현재, 정부신용이 결여된 현상이 종종 발생하
고 있고, 한편 정책은 지속적인 안정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
교체나 중대한 인사조정의 경우, 지난 정부 리더의 정책결정은 종종 연속
되지 못하고, 정책의 빈번한 조정은 정책 관철의 연속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새로운 관원이 이전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新官不理旧账)’ 현
상이 출현한다. 결국, 기업의 발전계획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초
래한다. 다른 한편, 정부에서 체결한 합작이나 개방 협의는 집행이 어렵고,
기존 영도의 승낙도 실현되기 어려워, 정부 신뢰성이 영향을 받는 것을
초래하여, 사회풍기에 좋지 않은 시범 작용을 한다(陈新光 等, 2019: 15).
그 이유는 새로운 정부와 기업 관계의 구축을 국가 거버넌스 능력과
거버넌스 체계 현대화 건설의 큰 틀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며, 정부의 권
력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현대적인 방법과 사고방식으로 정부와 기업
관계를 처리하지 않고, 정부에서 직접 통제하는 중요한 자원에 대한 권력
이 규범하고 규제하는 체제 기제 없어,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경쟁 환
경 조성의 어려움을 초래한다(陈新光 等, 2019: 15).
③ 정부의 관여
정부관여의 결여는 정부가 정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민영경제 발
전의 조건을 조성하지 않고, 민영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지 않는
다. 당과 국가의 민영경제 발전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유도하는 중대한 방
침을 따르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 과도한 정부관여는 정부가 의무를 이행
한다는 명목으로 권력을 행사할 때, 민영기업의 경영자주권에 관여하고,
민영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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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부의 부당한 관여는 정부관여의 정책조치, 방식과 방법이 현저히
부당한 것을 지칭한다(崔红, 2019: 96-7).
표 6-3

정부의 관여

민영기업 경영 문제 발생 시 정부의 격려, 지지와 유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시진핑 총서기는 “일부 민영기업은
경영발전에서 겪고 있는 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는 시장의 빙산, 융자의 고산, 전환의 화산(市场的冰山, 融资的高
山, 转型的火山)”이라고 지적
정부
관여
결여

민영기업 융자와 금융 리스크 예방 측면에서,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은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거나 심지어 대출을 끊어 기업 유동성의 어려움 더 나아가 휴업을 초래한다”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영개증(营改增 : 영업세를 증식세로 개편)의 과정에서 징수와 관리를 충분히 규범화 하지 않아 일부 공제를
요구하는 영세기업의 세수부담을 가중
“사회보장 비용징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징수와 관리 기제의 변화 과정에서 기업의 적응 정도와 가져올 기대 긴축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타남
민영기업의 경영자주권을 제한하여 시장운영 효율의 저하를 초래하는데, 거시적인 조정과 지도, 유도를 통해 정책결
정을 두어야 함

정부
관여
과도

과도하게 시장 주체의 권리 범위를 제한함. “평등하게 재산권을 보호하고, 평등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고, 평등하게
생산요소를 사용하는 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지방정부 행정심사와 허가 항목이 과도하게 많고, 행정허가 문턱을 설치하여 민영기업이 업계에 진입권이 부족하여,
미영기업 이윤과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함. 과도하게 사권(私权)을 제한하고, 민영기업의 재산권을 박탈함
정부는 행정입법의 형식을 통해 공정경쟁과 시장원칙을 위반하여 자신이나 관련 이익 집단을 위해 이익을 추구하고,
제멋대로 분담시키고, 함부로 비용을 징수함
새로운 비용권과 처벌권을 설정하여 각종 비용을 받는 것은 정부경제 관여의 효율 저하를 초래

정부
부당
관여

주로 일부 부처는 업무 중에서 있어서는 안 될 정책 편차가 존재하고 일부 정책은 제정 과정에서 초기 조사와 연구가
부족하고,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함
정책의 실제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기업에 필요한 적응·조정을 못함
일부 정책은 서로 조정되지 않고, 정책효과가 중복되거나, 업무방식이 단순하여 일부 정책의 당초 취지는 좋으나,
그 반대의 작용이 일어남

주: 崔红(2019: 97)을 근거로 작성함

2) 기업경영 여건 제약
(1) 중국 내 경영 여건 악화
① 자금조달 문제
중국 민영경제의 발전은 사회 각계각층의 긍정평가를 받고 있지만 자
금조달이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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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경제의 기여는 그들이 받는 금융지원과 매우 불균형적이다. 중국은
행감독관리위원회(银监会)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업은행의 대
출은 2.2조 위안을 넘었지만 중소기업에는 약 3,000억 위안만이 대출이
되어 전체 대출의 15%에 불과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억 위안이
줄었다. 마이크로 기업의 경우, 은행여신을 받기가 어렵다. 2017년 말부터
금융기관의 소형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8년
말 소형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 속도는 8.94%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잔액은 13.46%로 증가하였다(东方证券研究报告,
2019.4.24).
민영기업의 융자가 어렵고 그 비용이 높은 것은 민영기업의 발전을 제
약하는 큰 요소이다. ⅰ) 은행여신을 보면, 중국의 은행금융 시스템은 국
가독점이며, 자금공급과 준재정 역할을 특징으로 한다. 이 기제의 운영
상태는 ‘국가가 주문하고, 은행이 지불(国家点菜, 银行付钱)’하는 식으로
국유경제 이외의 경제 주체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은행에 대한 의
존 심리를 오랫동안 키워왔다. ⅱ) 수신규모 제한이 있다. 은행의 수신원
가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이 포함되며, 은행수신의 규모가 작을수록 고
정비용이 커지기에 자연히 이익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은행은 각 수신마
다 특정 규모에 도달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유기업의 대출
규모가 크고, 민영기업의 대출 규모가 작은 편이다. 상업은행의 민영기업
에 대출을 위한 사업원가가 국유기업 대비 5배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은
행들은 국유 대기업 대출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 ⅲ) 은행의 대출은
엄격하고 복잡한 승인절차가 있는 반면 민영기업은 투자기회가 있을 때
마다 대출을 신청하는 랜덤성이 높아 시간이 촉박하여 민영기업의 은행
대출 가능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 민영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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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해도 기준금리 대비 이자율이 크게 인상되어 융자비용이 상대
적으로 높다.
중국의 자본시장은 본질적으로 발전이 완비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
며 관념적인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직접금융 분야에서는 주식발행, 채권
발행 또는 상장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 규모의 민영기업이 거의 없다.
주식, 채권, 선물 및 옵션과 같은 융자 방식은 대부분 위험이 높고 장벽
이 높으며, 많은 중소 민영기업들은 채권 및 주식 발행 조건이 까다로워
민영기업의 직접융자의 비율은 매우 낮다. 2018년 민영기업이 주로 상장
하는 선전 거래소의 중소기업판과 창업판에서 융자받은 총액은 3,229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그중 IPO 융자 규모는 513억 위안으로 수조 위안의
간접융자와 비교할 때 차이가 크다.
중소규모 민영기업 대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가 일부
보증회사(担保公司)를 설립했지만, 이들 보증회사는 종종 은행 대출표준
및 운영절차를 운영과정에 적용하며 효율성은 높지 않다. 또한, 보증 당
사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양의 절반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보증
회사의 제한된 자본과 결합하여 보증한도와 보증범위도 제한된다. 이 모
든 것이 중소 민영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국면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는 이유이다.
② 높은 채무위험
민영기업의 채무위험이 높다. 민영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기 때문
에 경제호황 시기 돌아갈 수 있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자금이 긴축되면
재무곤경에 빠질 수 있다. 특히 대출이 끊기고 중단되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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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2015~18년 중국 민영기업 신용부도 비중

87.43%

87.42%

52.17%
47.35%

70.37%

65.82%

88.24%

85.71%

2015

2016

2017

2018

민영기업 부도 건수 비중

민영기업 부도 규모 비중

출처: 东方证券研究报告(2019.4.24), WIND, CSAI

<그림 6-4>에서 보듯, 최근 몇 년간 민영기업 채권 불이행 사태가 빈
발하면서 2015~2018년 민영기업의 채권부도 건수와 금액의 비중이 모
두 현저히 높아져 2018년에는 각각 85%와 87%에 달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비금융기업 채권시장 규모는 20.7조 위안이며, 그중 민영기업은
1.9조 위안으로 9.2%를 차지한다. 채권시장 규모의 10% 미만을 차지하
지만 부도 건수와 규모의 비중은 80% 이상을 차지하여 민영기업이 직면
한 부채위험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东方证券研究报告, 2019.4.24).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国家发改委)의 조사147)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전국 6.7만 개의 규모 이

상 중소기업(중견기업)이 파산하였으며, 이 중에 방직산업만 1만개 넘는
기업이 도산하였으며, 방직산업 중소기업의 2/3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갔다.
민영기업이 채무부담이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01년 중국은
147) 上半年全国6.7万家规模以上中小企业倒闭. Retrieved from https://business.sohu.com/20080804/
n258566118.shtml(검색일, 2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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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가입한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로 바뀌면서 고속성장하게 된
다. 수출의 주체는 민영기업이 많았다. 이유는 노동집약형 산업 중심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외상투자 기업과 민영기업들의 그 생
산 주체가 되어 밤낮으로 농민공들을 생산일선에서 3교대로 돌리면서 외
국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민영기업은 고속으로 성장하
였으며 이는 민영기업 창업자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사업 성공에
서 자신감을 얻은 이들은 은행의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의 자금을 빌리거
나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을 확대하여 다른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문어발식 투자 확대는 수익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
니라 채무 비중도 급격히 높이게 되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
지면서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줄어든 수요로 큰 타격을 받
게 된다. 민영기업은 주 업종이던 수출산업에서 타격을 받게 되었고 이는
다른 산업에 대한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금순환이 문제가 발
생하고 자금융자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환경과 중국 본토 융자의 어려운 시스템
및 민영기업의 문어발식 투자 확대가 민영기업의 채무위기의 주범이다.
③ 생산요소 가격상승
생산요소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 오랫동안 금리는
정부규제로 예대금리를 억제해 은행수익을 보전하는 것이 개혁적으로 필
요했고, 에너지 및 기타 생산요소 가격도 규제되며, 대부분의 국유기업은
요소가격 규제로 혜택을 얻었다. 이런 통제 하에서 불완전한 요소시장 가
격은 보호가격이며 민영기업은 이를 향유할 수 없다. 특히, 토지이용정책
에서, 토지원가라는 항목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간에는 사실상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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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래한다. 산업용지의 공급이 제한되면서 거래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림 6-5>).

그림 6-5

산업용지 제한과 토지가격 변화

출처: WIND, CSAI(2019)

민영기업의 생산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이익은 악화되고 있다. 한편으
로는 원자재 가격 변동이 심하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사회보험과 의료보
험 및 기타 비용도 모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장판매가 부진하고 제품
재고가 쌓이면서 상품 출고가격이 하락하여 민영기업의 이익공간이 줄어
들고 있다.
기업 자체로 보면, 부담하는 세금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업경
영 비용이 크다. 운영이 안정적인 기업에서 총이윤은 매출액의 40% 가량
을 차지하고 있고, 관련 세금과 비용, 인건비를 제거하면, 기업의 순이익
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인건비의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기
업경영 비용은 다시 더욱 커진다. 이 밖에,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전기료
등 세금과 비용은 민영기업의 운영 압력을 더 한층 가중시킨다(韩琳·谢宽
树, 201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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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정세에 따른 민영기업 경영 여건 악화
미중무역분쟁으로 미국의 중국 상품수출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였다.
과거 관세가 없거나 혹은 평균 5% 수준에서 현재는 25%로 인상된 상황
이다. 이는 중국 기업의 수출에 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수출업무를 주로
하는 민영기업들은 수주가 크게 줄어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 올
해는 설상가상으로 COVID-19까지 겹치면서 위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
다. 국제경제 불안과 미중패권전쟁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으로
수출업무를 하는 민영기업들은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중패권전쟁에 따라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수출을 제
한하고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나아가 유럽 등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
한 중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많이 내놓으면서 현재 기술획득
이 필요한 중국 민영기업 입장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해외 핵심
부품 수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투자도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미중패권전쟁에 따른 중국 경제 악화와 유럽 및 미국 시장에 대한 중
국기업 수출 감소는 민영기업들로 하여금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
에 대한 투자와 상품수출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한다.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다(全国工商联, 2019;
中国民营企业“一带一路”可持续发展报告).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중국보다 발전 수준이 떨어지
고 대신에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생
산요소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을 일대일로 국가들에서 생산하는 것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민영기업의 탄자니아 등 국가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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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관련 국가에 대한 자본투자와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이들 국가는 상호보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3) 문화적 제약
(1) 민영경제에 대한 차별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민
영경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끊임없이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전통체
제의 영향을 받아 행정권력의 냉대를 받고 있다. 행정권력은 지배자 지위
에서 관리자의 역할로 바뀌면서 민영기업은 관리를 받는 대상으로 행정
권력기관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 늘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예를 들
어, 개혁개방 초기에는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가 3자기업에 대
해 각종 정책적 혜택을 주는 등 정책을 시행했으며 경영환경 조건은 국내
민영기업에 비해 훨씬 양호했다.
조세정책과 관련해 소유제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세비부담이 다른
것도 정책 환경이 불공평하다는 점을 증명한다. 국유기업에 비해 민영기
업의 부담이 불리하고, 그들이 부담하는 각종 불합리한 부담은 매우 두드
러진다. 행정기관 및 직원들의 민영경제에 대한 편견과 비리의 보편화로
많은 행정법 집행기관과 그 직원들은 민영기업에 대해 편견을 갖고 집행
하기 때문에, 행정법 집행 중에 종종 ‘공기업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민영
기업에 대해서는 엄하게 하는(对国有企业宽, 对民营企业严)’ 상황을 초래
한다. ‘법률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法律面前人人平等)’는 원칙에 따
라 민영기업의 당사자들을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
어, 기업의 탈세 및 탈루 문제는 중국의 세금 징수 및 관리에서 흔히 발

456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생하는 현상으로, 민영기업, 특히 소규모 민영기업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가 포함된 순환세(流转税带征所得税)’ 징수조치를 시행한다. 민영기업은
국유기업에 비해 탈세 및 탈루 문제가 더 심하다고 할 수 없지만 관련 법
집행 및 감독관리 중에서 민영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집행하는 경우가 많
다(李红娟, 2017).148)

(2) 서비스 지향 결여
다양한 유형의 중개 서비스 체계가 미비하고 서비스 이념과 서비스 수
단이 뒤떨어진다. 경제 세계화 배경 하에 현대기업의 발전은 다양한 중개
서비스를 떠날 수 없다. 중소규모의 민영기업은 출발이 늦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전문기관 및 제한된 자본으로 인해 중개기관의 여러 가지 서비
스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재산권거래, 상표디자인 및 출원등
록, 특허출원과 보호, 세무와 재무의 자문과 서비스, 법률서비스, 과학기
술 성과양도, 수출입통관검사, 국제무역과 금융, 토지와 노동, 자본경영,
전문인력의 도입과 양성, 경영컨설팅, 기업진단, 투자중개 등 거의 모든
중개영역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각종 중개서비스는 서비스 범위, 서비스 품질, 중
개기관 수량과 직원자질, 관련 법률 및 규정 등 모든 면에서 요구에 전혀
부응할 수 없어서 중소 민영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중개기관의 경쟁능력의 향상은 중소 민영기업의 ‘더 크고 더 강한(做
大做强)’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부와 관계가 있으며, 이들이 자기 지

148) 我国各所有制经济产权平等保护问题研究. Retrieved from http://www.china-reform.org/?content_
676.html(검색일, 20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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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넘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지에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민영기업에 대한 서비스 부재는 주로 아래와 같은 원인에 의해
조성되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회자원의 대부분 분배가 국유기업 중심으
로 되어있으며, 민영기업에 대한 배려는 결여되어 있다. 다음, 정부조직
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국유기업 종사자들과 행정적으로 같은 ‘가족’ 관
계이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은 국유기업에 대한 서비스에 최선
을 다한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상하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인간관계 꽌시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국유기업의 임원은
행정계급이 나뉘어져 있다. 중앙기업 이사장은 차관 혹은 국장급이다. 이
들과 관련 정부부처 책임자들과 같은 행정등급이거나 혹은 지방부처 관
료들보다 행정등급이 더 높다. 따라서 지방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은 민영
기업에 대한 서비스 개념이 높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과거 40년 동안
중국은 고속성장을 해왔으며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따라서
서비스업에 대한 중요도와 육성기간이 짧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분야와
영역이 아직 덜 개발된 경우가 많으며 관련 인재와 정책 등이 결여된 상
황이다. 특히, 제조업 관련 서비스, 첨단기술 관련 서비스, 지식산업 관련
서비스, 정책과 기술혁신과 경영관리 등 정보제공 서비스 등이 부재한 상
황이다. 중국의 전반 서비스 관련 기업과 부처는 모두 국유기업의 형태를
띠거나 사업단위(事業單位)라고 하는 ‘공사’ 성질의 기관이다. 이들은 공
무원 성격을 띠기 때문에 서비스 혁신을 할 인센티브가 있을 수 없다. 서
비스업의 발전은 민영기업의 중심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민영기업이
참여하여야만 진정으로 민영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분야를 구석구
석 발굴하고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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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제약
1) 소유권 제약
(1) 소유권 불명확성
재산소유권은 민영기업에 있어 중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재산권 문
제로 파산한 민영기업 이 부지기수이다. 만약에 기업이 제품, 기술, 마케
팅, 경영관리, 조직과 자금 등에 문제가 생기면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은 증명한다. 그러나 재산권에 문제가 생기면 기업에
치명적이다.
이러한 재산권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대부분이 사장이 창업 초
기에 주로 사업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제품, 기술, 자금 등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회사의 조직을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
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회사 소유권을 어떻게 배분하고 대주주 지분을 어
떻게 해야 최적의 기업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등 문제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고 중국 사회분위기 하에서 선천적으로 부족하다. 즉, 소유회사의
설립 초기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두 가족이라고 느꼈고, 너무 명확
하게 나눌 필요가 없었으며, 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그러나 창업 초기의 이러한 소유권 설정은 반드시 후환이 끝이 없다.
기업이 특정 발전단계에 도달하면 합자기업의 경우, 해결하기 어려운 많
은 재산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있을 수 있다.
민영기업의 발전 초기단계에서 많은 기업들은 기업 소유가 국유 및 집단
경제와 달리 사유재산이라고 믿었으며, 재산권에 대한 의문은 없었다. 그
러나 민영기업의 발전으로 기업 내에서 다양한 분쟁과 갈등이 생겨났으
며, 재산권 문제는 기업의 큰 성장을 방해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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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로 인해 민영기업이 곤경에 빠지고 심지어 좌절하는 것을 피
하기 위해 회사의 걸음마 단계에서 창업한 민영기업 사장은 적어도 다음
과 같은 업무를 잘해야 한다. 즉, 경영 규범화 제도를 구축하고 주식회사
현대기업제도 형태를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법적보호를 받아야 하
고 투자와 부채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중국의 민영기업의 경우,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불합리한 지분소유 설정을 적절한 시기에 주식 재분배를
수행함으로써 주주의 갈등을 피하고 회사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야 한다. 재산권제도를 명확히 하고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소유
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현대기업제도의 중요한 특징으로 재산권 제도를
구축하면 기업 재산권은 여러 분산된 주주로 구성될 수 있고, 가족 중심
의 독자경영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ⅰ) 소
유권의 주체, 즉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연인 투자
또는 법인) 및 소유권 비율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ⅱ)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재산권의 경계를 긋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을 명확히 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대 가능한 안정적인 재산권 수익을 형성
하며, 소유권 주체의 적극성을 자극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대기업제도는 투자 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합리적인 재산권 구조를
형성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경영진의 지배구조체계를 갖추고 있
다. 가족경영관리제도의 한계를 돌파하고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시켜
이사회가 결정권을 이행하는 전제에서 경영권을 전문 경영진에게 맡기고
경영책임제, 경영목표책임제를 통해 경영을 규범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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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 차별
소유권 차별은 아직도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거시적인 관점에
서 보면 헌법과 일부 기본민법 및 상법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민영경제의
지위와 역할을 완전히 인정했으며, 민영기업 소유자도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역량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민영경제를 자본주의와 동일시
하고 민영기업 소유자를 자본가로 취급하는 이데올로기 개념은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다. 일부 법률, 규정과 규범 문서에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
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반영하고 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기존 민영경제를 모니터링하고 제한
하기 위해 고안된 많은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
실질적인 수준에서 민영기업을 차별하고 제한하는 관행은 근본적으로 바
뀌지 않았다. 예를 들면, 민영기업은 특히 중소 민영기업의 실제 세금 부
담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징수하는 각종 비용이 많다. 경영에 있어서는
신청해야 할 각종 서류, 증명이 많고 절차가 번거롭다.
민영기업에 대한 차별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문’이 여전히 존재한다.
정책 문서의 관점에서 볼 때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간에 차별적인 대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이 차별은 진정으
로 제거하기 어려우며 유리문, 회전문 및 여닫이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터뷰 대상 기업의 53%만이 정부가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믿는다(中国经营报, 2020.5.23). 동시
에 정책조율 세칙도 미흡하고, 특히 여러 부처에 걸친 많은 절차가 필요
한 정책은 실제로 추진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19년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민영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더 나은 발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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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에 관한 의견(关于营造更好发展环境支持民营企业改革发展的意见)」
(이하, ‘신28조항’)을 발표했다. “‘신28조항’은 지불지연(연체)을 청산하
고 방지하는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방정부는 민영기업의 채무에 대한 지
불을 연체해왔다. 특히, 최근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
기 체불된 미수금은 기업의 자금회전, 경영효율성, 정상운영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中国经营报,
2020.5.23).
먼저, 예방 차원에서 사업심사와 관리를 규범화하고 프로젝트 자금이
집행되도록 확인해야 하며, 두 번째는 지방정부 신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가 기업의 대금을 체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위를 지방정부의 신용 지표에 포함시켜 지방정부 책임자가 되는 중요
한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세 번째는 기업 신고 문제에 대한 처리 확
인과 독촉 처리를 강화하고, 민영기업이 다양한 채널(각종 경로를 통해)
을 통해 불만을 신고하고 각 지역과 각 부처가 기한 내 해결하고 피드백
을 줄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책임지고 실제로 해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中国经营报, 2020.5.23).
2019년 12월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최근 「민영기업의
개혁 발전을 지지하는 더 나은 발전 환경 조성에 관한 의견(关于营造更好
发展环境支持民营企业改革发展的意见)」(이하 의견)을 발간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 조성과 민영기업의 개혁혁신, 구조전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일련의 개혁조치를 제시했다. 민영기업개혁 발전 분야의 첫
번째 중앙문서인 ‘의견’은 민영기업 발전의 시장환경, 정책환경, 법치환
경을 그려놓고, 민영기업의 혁신과 법규준수, 친청정 관계 형성을 격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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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당의 19기 4중전회가 열린지 얼마 안 돼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널리 비난받는 ‘유리문’과 ‘스프링 도어’에 대응하
여 민영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장애물과 숨겨진 장벽을 단
호하게 제거하고 진입허용, 경영운영, 입찰 등의 불평등한 대우를 확실하
게 해소할 것을 ‘의견’을 통해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일부 국유기업의
독점 업종에 대한 개혁이 미흡할 경우, 민영기업 시장진입을 더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영기업이 지분참여 형태로 기초전기통신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지분통제 방식 또는 지분참여 형태로 발전과 배전 및 판매 업무를
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민영기업이 입찰에서 직면하는
‘유리문’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업무능력과 관계
없는 기업 규모의 문턱과 입찰 항목의 요구사항을 현저히 초과하는 실적
문턱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완성된 입찰에
대해서는 낙찰기업의 성격을 이유로 입찰 책임자에 대해 추징한다.
민영기업의 신뢰감을 살리기 위해 예전에 각 지방정부와 여러 부처에
서 일련의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으나, 일부 정책은 여전히 응급적인 것이
많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착안하는 것이 적으며, 일부 정책은 아직도 지면
에 머물러 있다(人民日报, 2019.12.23).
Alon(2010)은 중국 내 제도 요인이 기업의 국제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103개 국에 투자한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
석한 결과, 제도적 차별이 비국유기업을 희생으로 국유기업들에게 상대
적인 우위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중국에서 정책적 왜곡은 자본
의 편애, 정부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특혜, 독점 생산권 등을 통해 국유
기업에게 기업 특유의 우위를 갖도록 해준다. 그리고 분절화된 지역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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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편향된 정책집행은 비국유기업들이 규모경제 상 비교우위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비국유기업들은 이러한 제도적
불리함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외직접투자(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실행하게 된다(Alon, 2010; 한병섭,
2015: 183-4에서 재인용).

2) 법적 제약
시장경제는 법치경제이다. 현재 중국 민영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는 법
률로 인정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많은 법률이 발표되었다. 예를 들면
「향진집단소유제기업조례(乡镇集体所有制企业条例)」, 「도시집단소유제기
업조례(城镇集体所有制企业条例)」, 「사기업임시조례(私营企业暂行条例)」,
「개인독자기업법(个人独资企业法)」, 「동업기업법(合伙企业法)」 등의 법률
이 제정되었다. 이들 법령은 민영경제의 발전을 크게 촉진하고 있다. 그
렇지만, 중국의 기존 법은 민영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커버리지가 부족하
고, 집행이 부실하고, 감독관리 및 규제가 미흡해 민영기업에 대한 법의
보호가 여전히 부족하다(耿银贵, 2010: 10).
사법 및 행정법 집행 분야에서는 헌법이 1999년과 2004년에 두 번에
걸쳐 개정되어 민영기업에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렇지만, 특정
절차법과 실체법이 바뀌지 않고, 실질적인 영역에서 규정은 변경되지 않
았다. 더욱이 법집행 요원의 개념은 바뀌지 않아 법집행 과정에서 여전히
주로 국유기업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설령, 국유기업은 소송에서 지
거나 불법적으로 운영하여도 ‘사회 안정’, ‘대중의 수용능력 고려’, ‘고용
에 대한 영향’과 같은 이유로 집행하지 않거나 판결 처벌 결정을 성실히

46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민영기업은 규칙을 위반하면 처벌과 집행의
운명은 벗어날 수 없다. 민영기업에 대한 실제 차별은 위의 측면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제 민영기업에 대한 이데올로기 차별에서 벗어나 법률과
정책 및 실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국민대우’를 제공할 때가 되었다
(耿银贵, 2010: 10).
민영기업의 발전은 다방면의 공동 역할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많은 경제
활동이 제한되어 있으며, 유리한 정책이 거의 없으며 관련 권리와 이익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 법률과 법규를 개선하여 민경경
제 발전을 위한 느슨한 환경과 자유로운 소통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비공경제36조(非公经济36条)’149)가 출범한 지 15년이나 지
났지만, 민영기업은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통신과 금융, 항공 등 영역에 대한 진입규제가 여전히 명백하게
남아 있어 ‘금지하지 않으면 진입가능(非禁即入)’은 공염불에 불과하고,
정부조달 입찰에도 민영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등이다. 또한, 민
영기업의 증축과 신축 공사는 몇 년 전보다 더 번거롭고 엄격하게 심사되
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 공인이 더 많아졌다. 이것은 적지 않은 곳에서
반영된 실제 상황이다. 행정관여가 과도하고 민영기업을 지나치게 옥죄는
행태로 경영 전망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이다. 민영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민영기업 경영의 적극성을 떨어뜨리고 민간자본의 투자 의욕을
꺾어 민영기업의 정상적 경영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厉以宁, 2013).

149) 2005년 2월 25일 신화통신은 국무원의 “민간과 민간부문 및 기타 비공공소유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했다. 문서에는 3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비공공경제36조」로 불린다. 非公经济36条.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
item/%E9%9D%9E%E5%85%AC%E7%BB%8F%E6%B5%8E36%E6%9D%A1/6910244(검색일,
2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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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진입 규제 장벽
시장진입에 있어서 국유기업이 국민대우(国民待遇)를 받고 외상투자기
업이 초국민대우(超国民待遇)를 받는다고 하면 민영기업은 차국민대우
(次国民待遇)라고 할 정도로 시장진입 제한이 크다. 현재 70여 개 업종에서
외국 기업의 진출을 허가하고 있으나, 민영기업에 대한 개방은 40여 개에
불과하다. 토지취득, 경영허가, 사업면허, 투자입안, 인수합병, 구조조정
(兼并重组), 기업상장, 채권발행 등 많은 분야에서 민영기업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많다. 금융, 통신, 에너지, 철강, 시멘트 및 석탄 등의 인프라와 자원
분야에 장벽이 설정되어 민영기업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산업
진입 장벽은 민영경제의 더욱 높은 단계로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시장은 수평적·수직적으로 자본이 흐르도록 동등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아닐 경우 산업 업그레이드를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시장이 왜곡된다.
민영기업은 이런 위기와 함께 국유기업의 독점위기에 직면해 있다. 많
은 산업영역이 수많은 행정 조항에 묶여 국유기업의 독점을 초래했고 심
지어는 민영기업에 개방이 되지 않았다. 역사상 중국 민영기업의 발전에
늘 ‘초하한계(楚河汉界)’라고 하는 딜레마가 있는데 이는 ‘민영기업 위에
국유기업이라고 하는 천장이 있음’을 말한다. 중국의 비즈니스 주체에는
국유와 민영의 두 가지 유형의 자본 형태가 있다. 시장경쟁에서 그들은
때때로 같은 전장에 있지 않으며, 국유기업은 상류지역, 즉 자원기반 및
에너지기반 산업에 있으며, 민영기업은 중류 및 하류 소비자형 산업에 분
포되어 있다. 이는 전형적인 일종의 초하한계 현상으로, 중국 시장경제에
서 최하층만 있고 최상층은 없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吴晓波, 2011).
프랑스 경제역사학자인 Braudell은 세계 각국의 시장을 장터,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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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등과 같은 저급 시장과 자원산업, 거래소, 박람회 등과 같은 고급
시장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는 세계 역사를 통틀어 중국이
경제조직 구조로 가장 완벽하게 이 두 시장범주로 나뉘어졌으며, 고급 시
장에서 중국은 항상 엄격한 정부통제가 이뤄지며 자유무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유기업은 고급 시장에 있으며, 이는 다운스트림에 있
는 민영기업에 일종의 억압을 일으켜 중국의 모든 민영기업은 많은 산업
분야에 진출 할 수 없다. 설령, 진출한다고 해도, 만약 시장의 수익성이
높을 경우, 민영기업의 사방(왼쪽, 오른쪽, 앞면 및 뒷면)이 모두 국유기
업이기 때문에 배척될 가능성이 높다. 국유기업의 산업사슬에서 살아남
은 많은 민영기업은 독점가격이나 원가 상승으로 활력을 잃고 있으며 도
산을 강요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민영 주유소는 두 대기업이 때
때로 공급을 중단하거나 도매가격이 소매가격보다 높은 상황(批零倒挂)
에서 대량으로 파산했다. 심지어 2011년 4월에는 민영 주유소에 석유가
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소매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한편 도매가의 급격한
급등은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영기업
이 두 대기업에 의해 인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민영주유소의 거의 90%가 문을 닫았으며, 살아남은 나머지도 부도 위험
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위기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민영기업은
틈새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어떻게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든 민
영기업 자신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4) 사회책임보고제도 미흡
중국 현재 정치관여, 정치적 지대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전환기 경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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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경 아래에서 이원 소유제 구조 영향으로 형성한 이원 회사사회책임
보고 모형을 형성했다. 이러한 모형은 위에서 아래로, 중국처럼 중앙집권
의 정치 환경에서, 짧은 시간 내에 회사사회책임보고를 추진하고 발전하
는데 도움이 되고, 사회책임정보의 공개 수준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黎
文靖, 2012: 86).

그러나 이러한 이원 회사사회책임보고 모형, 정치관여와 지대추구가
가져온 정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이 공개 동기,
내용, 격식과 경제 효과에서의 차이는 현재 모형에 적지 않은 문제를 낳
았다(黎文靖, 2012: 86).
첫째, 사회책임정보 수요는 아직 진정으로 형성되지 못했고, 정보 사
용율이 낮다. 중국 회사사회책임보고의 발전은 이익 관련자, 특히 투자자와
채권자가 회사사회책임 측면에 대해 정보요구가 생긴 것이 아니라, 행정
유도와 기업 지대추구로 인한 결과이다. 사회책임정보가 산출되었지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용자는 거의 없어, 정보 낭비와 사회 비용을 초래
했다. 기존 연구는 중국 사회책임정보의 정책결정 가치와 시장 가치가 모두
상대적으로 낮고(宋献中·龚明晓, 2006; 陈玉清·马丽丽, 2005; 黎文靖,
2012: 87), 시장투자자는 사회책임 이행이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에 부정적
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Li & Zhang, 2011; 黎文靖, 2012: 87에서 재인용).
둘째,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 사회책임정보공개 품질 격차가 상대적으
로 커서, 서로 다른 유형기업의 정보 비교에 불리하다. 현재 중국의 사회
책임보고는 아직 통일적인 공개 양식과 공개 규범이 없어, 보고 중의 내
용과 형식은 기업에서 스스로 확정하여, 두 유형 기업의 차이가 어느 정
도 격화되었다. 국유기업, 특히 중앙국유기업은 사회책임정보공개 측면
에서 비국유기업에 비해 더욱 탁월하다. 두 가지 유형의 기업이 사회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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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상 차이는 사용자 정책결정 중 사회책임정보의 응용을 약화시
킨다(黎文靖, 2012: 87).
셋째, 회사사회책임정보는 제3자 감정과 상응한 관리와 감독이 결여되
어 있어, 회사에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선택적 정보공개 현상이 존재하고,
사회책임정보와 믿음성(credibility)이 상대적으로 낮다. 중국 사회책임
정보공개 이행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중앙국유기업에 대해, 许家林·刘
海英(2010)은 기업에서 공개한 사회책임보고가 제3자 감정을 거치는 경

우가 적고, 사회책임보고가 공개한 내용은 기업의 공적을 선전하는데 열
중한다. 그렇지만, 사회공중이 주목하는 실적지표에 대해 공개는 산재되
어 있고, 가독성(可读性)과 비교성이 낮고, 기업에서 핵심 실적지표를 편
성하는 것도 드물다. 중앙기업도 이 정도에 불과한데, 기타 기업의 사회책
임정보공개 품질이 걱정될 정도이다(黎文靖, 2012: 87에서 재인용).
넷째, 강제적인 공개가 위주로 되고, 자발적인 공개는 여전히 흔치 않
다. 비록 2008년 이후, 중국 회사사회책임 보고는 폭발적 추세를 보이지
만, 그 주요 원인은 각급 정부기관이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에 영합하기 위
해 기업이 강제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예를 들자면 국자위, 증권
거래소 등 기관의 강제적인 규범이다. 정부의 주목과 유도가 부족한 일부
사회책임 측면에서, 사회책임정보 공급이 부족하여, 사회책임정보의 가
치를 진정으로 발휘하기 어렵다(黎文靖, 2012: 87).

3. 행위적 제약
1) 지대추구와 부패
(1) 지대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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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는 ‘이중소유제구조’를 갖고 있고, 국유기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은 기업목표, 직원 격려,
경영 환경과 정치지지 등 제도배치의 차이로 인하여, 정치 지대추구 및
경제 결과가 서로 다르다. 이런 현상은 사회책임보고를 포함한 기업의 일련
의 경영정책결정과 기업행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黎文靖, 2012: 83).
비국유기업의 목표는 최대화된 이윤을 얻는 것이고, 기업 임원은 일반
적으로 기업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고, 잉여이윤을 공유하여, 모든 수단을
통해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동력이 있다. 국유기업에 비해, 비국유기업은
출신 상의 이유로 받는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심지어 종종 경쟁
열세 지위에 놓인다. 따라서 비국유기업은 정치 지대추구를 통해 유리한
경영환경, 정책자원, 실질적인 정부지원 등을 포함한 정부의 더 많은 지
원을 얻으려고 한다. 기업은 정부관원에 뇌물을 주고, 정치헌금을 주고,
정치관계를 구축하는 등 경로를 통해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자원(예: 정책,
신용대출, 재산권보호, 보조금 등) 측면에서 초과수익을 얻는다(黎文靖,
2012: 83).
Fan et al.(2008)은 부패 관원이 체포된 이후, 관련이 없는 상장회사에
비해, 이들 부패 관원과 관련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부채율은 현저히 하락
하는 것을 발견하여, 지대추구이론 가설을 지지했다. 余明桂 等(2010)의
연구결과는 민영기업이 지방정부와 정치연계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재정
보조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방정부 관원을 포섭하여 더 많은 재정보고
수입을 얻고, 제도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이러한 지대추구행위가 더 성행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일부 연구는 민영기업의 정치관계는 기업이
세수 혜택을 얻고(吴文峰 等, 2009), 규제 업계에 진입하는(罗党论·刘晓龙,
2009)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했다(黎文靖, 2012: 8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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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정치 지대추구를 진행하는 것은 비용지출을 요구하고, 예를 들
어, 관원에 뇌물을 주고, 관원 정치실적을 증가시키는 비용 등 비생산성
지출이다. 비국유기업의 이익추구 동기를 고려하면, 기업이 정치 지대추구
정책결정을 진행하는 전제조건은 정치 지대추구가 얻은 정부지원이 가져
오는 보수는 정치 지대추구에 지출되는 비용보다 높다. 정치 지대추구는
기업과 정부관원 사이의 이익거래행위를 구현한다(黎文靖, 2012: 84).
Sheifer & Vishny(1994)는 임원(개인)이 기업을 통제할 때, 관원은
보조, 뇌물 등 수단으로 기업행위가 그의 정치 목표를 만족시키게 하고,
이들 보조, 뇌물은 정부규제에서 산출된 ‘지대추구’이다. 따라서 비국유
기업의 사회책임정보공개는 많은 경우, 일종 비용수입의 재량으로, 기업
에 있어 최적의 공개 ‘정도’에 대해, 서방의 전략적 사회책임이론 및 정부
공개 이론은 어느 정도 중국 비국유기업의 사회책임정보공개에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양자가 추구하는 경제이익의 방식
과 경로에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존재하고, 비국유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책임정보를 공개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경제의 결과는 서구의 연구
결론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黎文靖, 2012: 86).

(2) 권력 매개 부패
정부 권력자는 권세자본을 형성해 부패의 주체가 된다. 중국의 시장
환경에서 자본이 생기면서 이와 관련된 권세자본이 등장하고, 정부에 대
한 권세자본의 횡포는 지난 2000년 동안 발생한 상황이다. 모든 부가 권
력, 자원, 토지의 세 가지로 집중된다. 만약, 한 왕조가 매우 부패하게 되
면, 이들은 한 국가의 수상이 되는 동시에 최고의 부자가 되는 ‘쌍수(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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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 현상이 나타난다. 그들의 돈은 어디에서 올까? 국가가 주는 정상적

인 봉급이 아니라 횡령, 부패, 뇌물수수 등을 통해 얻은 것이 대부분이다.
2001년 미국의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Asia Wall Street Journal)이
선정한 세계 1000년 기간 가장 부유한 50인에 중국은 징기스칸(成吉思
汗), 쿠블라이칸(忽必烈), 허선(和珅), 류징(刘景), 우빙젠(吴柄健), 송지웬

(宋子文) 6명이나 뽑혔다. 이들 6명 중 5명은 정치인이고, 오직 1명만이
상인 출신이 있는데 그는 바로 광동성 출신 우빙젠이다. 따라서 중국의
부(权)는 권세(权贵)와 관가(官场)로 쏠리는 현상이 심각하다. 비록 기업
가 출신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입선된 오빙젠은 당시 광동십삼행의 상
인이었으며, 그는 당시 세계 최고 부자로 불리며 2,600만 냥 백은 자산
이 있었다. 그의 부는 정부로부터 무역독점권을 획득함으로써 얻은 것이
다. 당시 청나라 후기에는 전국에 3대 상인그룹이 있었는데, 북방에서는
진상 산동상인(晋商山东商人), 산시상인(山西商人)이었으며, 이들은 염업
독점과 어음 독점으로 성공하였으며, 장강양쯔강 유역에 이르러는 휘상
(徽商), 휘상은 안휘성 염전을 팔아서 가능하였다. 그리고 남방에는 광동
의 십상행상인(广东的十三行商人)인데, 이들은 특별히 허가 받은 무역경
영권 독점권으로 부자가 되었다(吴晓波, 2011). 오늘날도 중국사회에서
정치권력의 전략적 사용 여부는 민영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1986년 Philip Kotler는 공공관계(Publicre)와 정치권력(Political
power)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요소를 기업의 마케팅 전략 6가지 요소에
추가했다150). 사실, 중국의 특수한 마케팅 환경에서 정치권력은 매우 중

150) 民营高科技企业.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item/%E6%B0%91%E8%90%A5%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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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한다. 어느 정도는 민영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일부 민영기업이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지원과
보호를 구하게 되는 내재적인 원인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민영 첨단기술
기업인 Lenovo와 Huawei의 성공은 바로 발전 초기부터 권력의 힘을 빌
려 시장을 개척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5G 영역에서 앞
서고 있는 화웨이도 민영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런정페이는 국가통
신장비 납품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군인 출신이던 그는 창업 초창기 군사
용 장비를 제공하면서 성공하였고, 사실 중국의 성공한 민영기업들이 중
국 관료당국과 관계없이 성공한 업체는 보기 힘들다. 알리바바의 마윈은
공산당에 가입할 정도로 정부와의 관계가 밀접하며, Baidu의 창업자 이
연홍도 아버지가 상하이시 공산당 원로 간부 출신이다.
민영기업의 초기 발전에 정치적 권력의 합리적 사용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전환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체제는 미성숙하고 정치와 경제의 관계가 모호
해져 중국의 정치권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민영기업
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정책이나 단기적인 개입은 민영기업의 급속
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또한 민영기업이 빠르게 사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의 관계가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수립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민영기업의 성패와 관련이 되는 문제이다.

2) 비합리적 투자 마인드
민영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보면, 첫째, 기업의 혁신이 부족하고 막연
AB%98%E7%A7%91%E6%8A%80%E4%BC%81%E4%B8%9A/243789(검색일,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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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투자 감소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민영경제
투자 증가율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림 6-6>에서 보면 2013년 이후, 민영기업 투자의 증가 속도는
30%의 높은 수준에서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2016년 공급측 개혁과 경
제 침체의 배경 하에서 경영 위험이 커지고 투자수익률이 낮아져 민영기
업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었다. 민영기업 투자 증가율이 10%까지
떨어졌다. 2018년 이래 중앙정부의 각종 인센티브 정책에 의해 민영기업
투자의 증가율이 다소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사상 최저 수준이다(东方证
券研究报告, 2019.4.24.).

그림 6-6

2012~18년 기업 유형별 중국 고정자산 누적투자 증가율 추이

출처: 东方证券研究报告(2019.4.24), WIND, CSAI

민영기업은 제품 기술함량이 낮고 새로운 첨단제품의 개발 및 제작에
집중할 자금이 부족하다. 급여 조건도 나빠 유능하고 혁신적인 인재를 끌
어들일 수 없으며, 직원의 교육 및 훈련은 기술진보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또한, 중소 민영기업은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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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인재 부족, 자율혁신 부족, 핵심 경쟁력 부
족으로 인해 발전의 뒷심이 부족하다.
반면에 막연한 투자가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민영기업의 경
영은 대부분 비과학적이며 투자는 맹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의사
결정은 여러 명의 관리자 또는 한 명의 관리자에 달려 있다. 투자는 불가
피하게 경솔함과 미숙함을 보여주며, 많은 회사들은 이익만 보고 투자하
여 맹목적인 사업 다각화를 추구하는 경영 특징을 보인다. 투자는 자본과
기술자원 및 시장 간의 관계 등 요소들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지만,
기업가의 소질의 한계로 감정에 따라 맹목적으로 과도한 투자집행이나
다른 영역 확대를 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일부 기업 소유주의 자질이 낮고, 일부 민영기업 상당수가 무식한 투
자 경향’을 갖고 있으며, 문화소양이 낮으며, 평소 생산경영에 대한 이론
적인 지식습득이 미흡하거나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국제 및 국
내 경제 발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시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이 결여하며 중대한 의사결정에 앞서 과학적인 평가체계와 의사결정 프
로세스가 부족하여 생산과 경영에서 차질을 빚거나 중대한 실수가 발생
하여 기업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부동산 중심으로 투자하여 자산을 보존하려 한다. 관료귀족 자
본과 국유자본의 이중압력이 가중되면서 모든 중국 민영기업들은 하루
종일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그들은 언제 모든 부를 빼앗아가는 운동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 상인들은 돈을 빨리 써버려서 부는 3세대를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이 이런 심리를 가지면 어떻게 될
까? 즉, 업계에서 공상업을 통해 얻은 자금을 산업과 상업에 투자할 의향
이 없으며, 소비자 분야에 투자하고, 고급사치 소비에 쓰려고 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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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부동산 투자 등의 거품 원인이다. 그들은 실업에서
제조를 통해 얻은 모든 돈은 부동산경제 분야로 이체된다(吴晓波, 2011).
생산 분야에서 소비 분야로 전환되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중국사회는
매우 사치스러운 사회가 된다. 명청 말기 사회를 방종된 사회라고 부르는
데, 이는 겉으로는 매우 번영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경제성장은 혁신의
동력을 잃어버렸으며, 이는 매우 끔찍한 상황이다. 한나라 사마천이 ‘사
기(史记)’를 썼을 때, 산업과 상업의 전체 자본은 그것을 보존하지 않고
토지구매를 통해 오랜 세월 유지하는 현상을 일컬어 ‘마지막에 재물을 벌
고, 근본으로 그것을 지키다(以末致财, 用本守之)’라고 불렀다. 이는 공상
업에서 이룬 재부를 토지에 옮기는 현상을 말한다(吴晓波, 2011).

3) 민영기업인의 법령의식 미흡
소수의 기업가는 법치적 사고방식과 법에 따른 일처리 습관이 결여되
어 있다. 당의 14기 3중 전회에서 현대기업제도를 추진할 것을 제기한
이래, 다년간의 발전으로 많은 민영기업에서 현대기업제도가 성립되고
보완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민영기업의 법인지배구조와 민
주적 조직관리제도는 수립되지 못하였다. 재산권이 불분명하고, 관리가
혼란하고, 경영이 부실하고, 경제성이 떨어진다. 소수 기업가와 투자자는
성실과 신용, 합법적인 경영으로 기업경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관
계가 곧 자본’이라는 사고 관성을 신봉하여 ‘지대추구’를 경영의 ‘비법’으
로 삼고, ‘암묵적 관행’에 의탁하여 자원분배에서 우월적 지위를 구하려
고 한다(陈新光 等, 2019: 15).
그 외에, 정부와 기업의 정보 비대칭도 관전적인 요인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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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기업경영자와 투자자는 정부 관원과 ‘어깨동무하여(勾肩搭背)’ 정보
우위를 갖게 되고, 상응한 정부정책 우대와 자금 등 지원을 받지만, 이들
소수의 기업경영자와 투자자가 도움과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가 아닐
수가 있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劣币驱逐良币)’ 기형적인 현상을 낳
는다. 이러한 정경관계는 기업경영자와 투자자가 정부와 더욱 조심스럽게
살얼음 위를 걷듯 교제하여 기업 자신의 발전에 영향 줄 뿐만 아니라, 현지
비즈니스 환경의 건전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陈新光 等, 2019: 15).
그 원인은 소수 기업가와 투자자의 법의식이 희박하고, 법에 대한 경
외심이 부족하여, 법치적 사고방식과 법에 따른 일처리 관습이 결핍하여
법치의 엄숙성, 권위성이 그들 마음속에서 빛을 잃고 정경 사이 묵인아래
‘암묵적 관행’을 신봉하는 것을 초래한다(陈新光 等, 2019: 15).

4) 민영기업인의 혁신 마인드 부족
중국 민영기업인들의 혁신 마인드가 부족하다. 韩琳·谢宽树(2019:
51)는 중국 민영기업의 혁신 결여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혁신 관념이 뒤떨어져 있다. 사상관념에서 일부 부족과 문제는
현재 중국 민영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뼈아픈 점(痛点)이다. 주로 스
마트화, 정보화, 데이터화에 대한 중요시가 부족하고, 역량 투입이 부족
하고, 건설이 완만하고, 양성이 부실하고, 기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식이 부족하고, 어떻게 지적재산권 권익을 최
대화할 것을 연구하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 민영기업가의 관념이
오래되어,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이 날로 치열한 시장에 직면하고, 많은
민영기업가는 체계적인 민영기업 관리지식 교육을 받지 않았다. 또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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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기업관리학, 경제학 등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고,
경제와 관리전문 기능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
둘째, 혁신 투자 규모가 크지 않다. 민영기업 혁신형 기업 연구와 개발
비용 투입이 부족하고, 혁신 기금지원이 부족하고, 혁신 환경 관리와 서
비스가 꼼꼼하지 않다. 자사 브랜드 및 특허보호 능력이 약하고, 매년 과
학기술 혁신 측면의 투입을 진행하는 기업은 13%에 불과하다.
셋째, 혁신의 질이 높지 않다. 고정밀도, 고기술 함량, 고부가가치, 긴
수명 제품의 비율이 낮은 편이고, 제품의 품질 안정성과 관련 기술 혁신
성 응용 수준은 여전히 점차 향상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혁신 동력이 부족하다. 관념 혁신이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체제
기제가 서로 매칭하지 않는다. 전략계획과 실천전략은 서로 조합하지 않
고, 상층모형설계(顶层模式设计)와 실천절차설계가 서로 맞물려 있지 않
다. 대외개방 의향도와 실제 개방의 참여도에 괴리가 생기고, 정부의 조
정력이 균형을 잃고, 과학적인 통합이 질서를 잃어, 기업혁신이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중국의 민영기업들의 평균수명이 너무 짧아서 혁신하기에 여유가 없
다.151) 개혁개방 이후의 창업 붐에서 중국 민영기업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浙江)성의 경우, 2019년에 발간한 「개혁개방
40년 저장 상인 생존·발전 보고서(改革开放40年浙商生存发展报告)」에 따
르면, 1978년부터 2018년까지 저장에서 10년 이상 생존한 시장 주체는
전체 수량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 주체의 평균 수명은 3.7년에 불

151) 关于年轻一代民营企业家的“三问三答”. (2019.4.2). Retrieved from http://www.xinhuanet.com/fortune
/2019-04/02/c_1210097409.htm(검색일,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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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다.
대부분의 민영기업은 출발점이 낮고 산업 형태는 노동집약형 위주로
되어 있으며 기술함량이 낮고 투자구조가 불합리하고 위험에 특히 취약
하다. 국가는 민영 중소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지만 자금조달의 어려
움으로 대부분의 민영기업은 자본이 적고 진입장벽이 낮은 전통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노동집약형 기업이 전체 민영기업의 73.1%를 차지
한다. 기술 콘텐츠가 높은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민영기업은 대규모 자
본수요, 높은 기술요구 사항 및 높은 위험으로 인해 진입이 극히 적다.
투자구조가 불합리하고 산업투자보다 융투자 비중이 높으며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낮다(田国强·崔伟, 2004: 39-43).
그럼 민영기업은 왜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현재 중국 민영
기업의 기술혁신 자금의 75% 이상이 자체 자금에서 나오며, R&D 투자
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5%를 차지하는 국제적 관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영기업의 경영자들은 인재 유지(retain)와 육성을 소홀히
하기에 기업의 혁신인재가 부족하다. 이는 민영기업의 산업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의 과학연구 인력은 주로 대학과 과학연구소에 집중되어 있다. 소
수의 대규모 국유기업과 스타 민영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R&D 능력이 약하다. 과학연구자에 대한 급여가 높지 않아서 과학연구
관련 고급인력이 부족하다. 민영기업은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위한 제
도적 플랫폼이 불충분하고, 과학연구 인재가 시장에 못 미치고, 과학기술적
성과의 변화를 위한 기준과 지침(안내)의 부재로 인해 과학기술적 성과가
더 큰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中国经营报, 20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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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자기업 관련 제약 분석
1. 거시맥락적 제약
1) 기업경영 여건
(1) 중국 내 경영 여건 악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자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첫째, 경영운영, 즉 자원비용(예: 토지, 인력비, 에너지 비용)이 증
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생태환경 경제를 옹호하고 자원절
약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국 국내 토지와 에너지 등의 가격 상승을 초
래하면서 기업의 경영원가를 증가시킨다. 게다가 많은 도시에서 최저임
금 기준을 조정하고 주택적립금 및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하면서 기업의
인건비는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전국에서 23개 성이 최저임금을 조정했으며, 대부분의 성시의
임금조정 폭이 10%를 넘었고, 일부 성시의 임금조정 폭은 심지어 20%
이상이었다. 2008~2013년 중국의 임금 상승폭이 69%에 달했으며, 같은
시기 베트남의 생산원가가 중국보다 15~30% 낮으며, 위안화 절상도 다
른 측면에서 중소 외자기업들의 중국 내 원가상승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
났다(左凯, 2015: 276).
둘째, 재무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국유기업이나 독점적 지
위를 가진 기업만이 비교적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자금조
달은 비교적 어렵다. 특히, 중소규모 생산기업의 경우 더욱 어렵다. 중국
인민은행의 한 센터 지점 조사에 따르면, 외자기업의 은행여신 자금, 특히
유동자금에서 외자기업의 충족률이 약 30~50%밖에 안 되며, 극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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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만이(5% 미만) 90% 만족율을 보이며, 약 80% 기업은 은행의 신용대출
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중소규모 외자기업의 발전에 큰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중국 내 은행들이 대출 위험을 낮추기 위
해 일련의 여신정책을 조정하면서, 이러한 중소 규모의 외자기업의 자금대
출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재무비용도 크게 증가되었다(左凯, 2015: 276).
셋째, 기술우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오랜 기간에 외자기업은 중국
에서 일정한 우위를 누렸는데, 이는 주로 외자기업이 기술적 우위가 있었
기 때문이다(과거에 꽤 오랫동안 외국 자금지원 기업은 주로 상대적으로
진보된 기술 덕분에 중국에서 특정 이점을 누림). 그러나 중국 경제도 발
전하면서 과학연구 능력 및 기술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과학기술
발전이 수준에 오르면서, 생산기술은 쉽게 복제되고 모방하기 쉬워지면
서 업계의 진입장벽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해지
게 되었다. 중소 규모의 외자기업이 상대적으로 앞섰던 기술우위는 없어
지면서 이들은 치열한 중국시장 경쟁 속에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살아남
느냐가 큰 도전이 되었다(左凯, 2015: 276).

(2) 국제정세에 따른 외자기업 경영 여건 악화
①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외자기업 경영환경 변화
일대일로는 중국 정부가 자국내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 원자
재 수입통로의 안정적인 확보를 보장하고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촉진하
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국제 인프라 추진 전략이다. 일대일로는 주
로 국유기업 중심으로 해외 일대일로 선상의 국가들에서 인프라 투자를 수
주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다.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泉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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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룩셈부르크가지 이르는 육로 3개 선과 동남아를 거쳐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해상 실크로드 1개가 구축 중이다.
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중국개발은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 국가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하지만 수익성이 결여되어 채권
부도가 발생하고 현지인들의 반중정서도 심해져 문화적 갈등 등으로 인
해 사건사고 등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대
일로 건설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외상투자 기업들의 측면에서 서부지역에서의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어
유럽으로 향하는 철도가 통해 물류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물
류비용이 높아 현실적으로 경제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대일로는 해외투자 시 위안화로 직접투자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위안
화가 세계 주요 국제통화가 되려면 투자통화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일대일로가 그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대로 동남아 등 후진 지역에서의 인프라 투자는
수익성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수익성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
부분이다. 이는 국유기업의 부채부담을 상승시킬 것이며 나아가 중국기
업들의 신용 악화로 위안화 환율이 평가절할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환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 즉, 일대일로는 중
국내에 있는 외상투자 기업들의 금융 위험과 비용을 높이고 있다.
② 미중패권전쟁에 따른 외자기업 경영여건 악화
미중패권전쟁에 따른 외자기업의 경영여건의 가능한 악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한다. 하나는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관세의 상승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도 미국에 25%의 관

482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외상투자 기업은 대부분 중국 내수보
다 해외수출을 중심으로 경영한다. 특히, 유럽과 미국이 주요 수출지역이
다. 하지만 관세가 부과될 경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CPTPP) 가입국인 베트남이나 인도에 비해 중국 지역에서의 수출이 더
높아 비교우위를 잃고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중국의 노동력도 아직 동
남아 국가들에 비해 15~25% 비싸기 때문에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의 생
산경영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른 한 가지는 기술투자 비용이 높아진다. 현재 미국 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대표 ICT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무릇, 미국 장비
를 10% 비중 이상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수 없
다. 화웨이는 해외 핵심 기술 기업들의 가장 큰 바이어일 뿐만 아니라 중
국에 진출한 외상투자 기업들의 고객이기도 하다. 화웨이와 같은 첨단기
술 기업들의 해외기업에서의 핵심 첨단부품의 수입이 힘들어질 경우, 모
두 국산화로 돌려야 하며, 이는 기술에 대한 선행 투자가 필수여야 가능
하다. 따라서 중국 내 외상투자 기업들도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할 경우,
미국 장비가 들어갈 경우 앞으로 중국기업 공급에서 제약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될수록 탈미국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막대한
투자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으로 미중간 패권이 격렬해지고 중국 정부도
내순환경제(수출 주도보다도 내수 위주로 경제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
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의 국산화 대체 움직임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내 외상투자 기업들은 이런 변화를 미리 대응할 필요
가 있으며, 자주적인 독자기술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다.
미중패권 싸움의 영역 확대에 따라 양국간 기업이 상대국에서의 대우는
점점 불공평해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화웨이 제재에 맞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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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애플 스마트폰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미국 기업에 대한
지방정부 등의 불공평한 대우와 차별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
국주재 미국상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요 차별이 법집행에 있어서 불공
정한 대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152)
③ COVID-19 확산에 따른 외자기업 경영여건 악화
COVID-19의 최초 발생지는 중국 우한(武漢)이다. 후에 한국, 일본,
유럽, 그리고 미국과 아프리카까지 전파되면서 세계적 팬데믹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항공로가 멈췄고, 육로, 해상로 모든 물류가 거의 가동이 어려
워졌다. 중국내 외상투자 기업들은 수출주도형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해
외물류와 이동통로가 막히면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중국내 수출은 2분기에 전년대비 10%가 넘게 하락하였다. 게다가 전
세계 100여개 국가가 중국 책임론을 물으면서 반중정서가 최고조로 상승
하였다. 이에 따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지면서 중국에서 생
산하는 외상투자 기업의 제품들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
는 중국 내 경영환경을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제품의 해외수출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 문화적 제약
글로벌 경쟁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문화가 부재하다. 중소 규모의 외자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중국에서 운영해 왔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매우

152) 外国企业与中国本土竞争对手受到不平等. (2018.1.30). Retrieved from https://www.yunken.com/?p
=39228(검색일,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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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문화와 시장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없고, 단순히 이익과 시장점유율을 추구하며, 체계적인
기업문화가 없다. 즉, 기업문화의 지도 기능, 동기부여 기능, 구속 기능,
응집력 기능 등이 없다.
외자기업의 문화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이다(许倩·李邦静, 2010: 141-2).
사적인 감정이나 가족 같은 감정을 회사에서 갖고 가는 것을 문화적으로
거부한다. 그러나 중국의 기업문화는 가족문화 경영이다. 한번 믿고 신뢰한
사람은 영원히 같이 간다는 의식이 강하고 그렇게 기업을 함께 이끌어가
는 문화이다. 외자기업은 보통 연봉제를 대부분 실시하기 때문에 직원은
기업이 이익창출을 하기 위한 생산수단일 뿐이다.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이익창출이 어렵게 되면 직원을 우선 줄인다. 경영환경이 좋아지고 생산
확대가 필요하면 다시 직원을 고용한다. 이에 따라 외자기업에서 근무하
는 중국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생길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외자
기업에서 기존 연봉대비 500위안만 더 줘도 바로 사직하고 경쟁회사로
가버린다.
<그림 6-7>은 중국 기업이 성과를 도출하는 경우에 개인, 팀, 조직, 문
화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을 보여준다. 중국 기업의 조직문화의 경우 설립
자, 즉 기업의 오너의 의지와 목적이 조직문화를 좌우하고 조직구성원은
적극적인 조직구성원이라기보다는 더 좋은 조건을 가진 곳으로 이직하는
것이 내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내 외자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직원의 안정적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자기업들이 중국의 기업문화를 모를뿐더러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경영하지만 본국에서 하던 그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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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중국 기업 성과의 전형적인 성격
∙ 설립자 주도, 대다수 설립자는 목적적
∙ 설립자 믿음은 소통이 잘됨
∙ 설립자의 믿음과 결단이 속도 좌우하고, 거대 포상을 줌
∙ 주로 하향적 의사결정
∙ 그러나 최고 리더는 신속한 학습자이며, 더 나은 방식이 있으면 결정을
빠르게 변경함
∙ 조직구조는 정규적으로 변함
∙ 팀 배치는 사장 견해에 따름
∙ 내부 경쟁은 보통
∙ 핵심성과지수(KPI)는 걱정과 불안으로 추진됨

∙ 죽든 살든 알아서 해결해야 할 처지(sink or swim)
∙ 발전은 주로 업무 할당 및 직무 범위를 확대로 가능
∙ 재직(retention)이 항상 우선순위는 아니며, 빠른 이직과 빠른 재고용임
출처: Bennink-Bai et al.(2020: 3)

기업윤리 의식과 관습 및 문화를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업문화
는 가족문화이다. 직원들은 직장을 사장님께 돈을 벌어주는 개념으로 일
하려는 것보다 직장에 더 애착을 갖는다. 기업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된다. 그것은 중국 기업은 한번 고용한 사람을 쉽게 자
르지 않을뿐더러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 일상이다. 따
라서 직원은 주인공 의식을 갖고 기업을 위해 일한다.
<그림 6-8>에서 보듯, 중국에 상주하는 다국적 기업의 조직문화는 조
직가치와 소통이 잘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을 추구한다. 그리고
조직구성원은 인적자원 개발, 훈련, 멘토링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경력개
발 지향적으로 재직하려 한다.
그러나 외자기업에서 사람을 필요에 따라 쓰고 자르는 경우를 보면서
스스로도 마음의 장벽을 치고 주인공 의식이 아니라 외자기업에서 잠깐
돈을 벌고 나가서 자기 사업을 하자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 왜냐하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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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중국인들의 특유의 안전성에 대한
사고방식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림 6-8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의 전형적 성격
∙ 조직 전체를 통해 핵심 가지가 잘 정립되고 소통이 됨
∙ 본부의 목적이 잘 정의되고 지사로 체계적으로 전달됨
∙ 다국적 기업은 장기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성 더 강조
∙ 수직적 구조를 가진 매트릭스 시스템 기제가 일반적
∙ KPI와 순응은 다국적 기업에서 중요
∙ 조직구조는 잘 변경되지 않는 경향임
∙ 팀 배치는 명확히 정의된 책임성과 비교적 투명한 소통에서 도출
∙ 조직구성원 몰입과 만족이 옹호됨
∙ KPI 성취는 자아의식 및 경력개발로 주도됨
∙ 보편적 인재개발 방법: 내부 순환, 훈련, 멘토링
∙ 합리적 재직(retention) 비율은 인적자원 주도로 달성
∙ 발전 기회 및 재직 인센티브를 통해서 고역량자 재직

출처: Bennink-Bai et al.(2020: 4)

최근 중국의 1980년 이후 출생과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중국 젊은 친
구들이 주요 노동력의 중심이 되면서 전통적인 기업문화도 변화하고 있
다. 이들 연령층에 있는 대부분 젊은이들이 집에서 독자로 컸기 때문에
부유한 생활을 해왔을 뿐더러 부모와 조부모 4명이 애지중지 키워서 성
장한 애들이다. 이들은 자기 상사의 강압적인 명령방식이나 요구에 바로
거부할 줄 아는 세대이다. 외자기업 내에서 강박적인 요구를 하면 바로
사직하고 다른 회사로 가거나 창업을 한다.
따라서 외자기업들이 어떻게 중국 독자 출신의 직원들을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갖게 하고 이들의 창의력을 북돋아 회사와 함께 성장시키느냐가
큰 과제이다. 하지만 외자기업들은 단기이익에 중심을 두고 경영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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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장기적인 변화를 요구한 기업문화 관리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제도적 제약
1) 지적재산권제도보호 미흡
외자기업은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지적재산권보호의 개선의 여지가 여
전히 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침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법
결정에 있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집
행이 불충분하다. 중미상공회의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유기
업의 90% 이상이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외국 지적재산권
을 중국에 도입 할 때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한다. 조사 기업의 27%는
지적재산권보호가 불충분 한 것이 혁신을 방해하는 중요 요소라고 생각
한다(刘英奎, 2019: 59).
지금까지 중국 경제 발전경로를 보면 주로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
에 FDI 투자를 통해 토지 부지를 지방정부로부터 구매하여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여 유럽이나 미국 등 지역에 수출하는 형태를 띠웠다. 중국
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기술은 외국기업이 해외로부터 갖고 들어간 경우
가 대부분이다. 다년간의 중국 자본과의 합작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기업
으로 성공한 사례도 많다. 그러나 만약 중국과 외국기업 간의 어떤 사항
에 대한 의사결정이 달라지면, 결국 서로 마찰이 생기고 심할 경우 합작
혹은 합자기업 어느 한 일방에 의해 지분을 양도받아 대주주로 등극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다. 지재권을 합자기업에게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지분을 다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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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가는 당사자의 경우, 그 기술에 기반하여 개량한 제품을 시장에 내
놓을 때가 많다. 이는 기존 합작 혹은 합자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는 효과
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중소형 외자기업의 경우, 중국내 지식재산권 등록에 대한 의식
이 약하다. 회사 내에 지식재산권 담당 직원도 없을뿐더러 지재권 전략도
부재하다. 상대방에 의해 지재권을 침범당할 경우에만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등록하지 않아 침
범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외상투자법 통과로 사실상 외자기업에 대
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강화되었다. 법으로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실
액의 5배에서 10배에 이르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전문 지재권 법원을 설
립하여 보호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외국 기업의 승소
율이 국내 기업보다 더 높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지재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완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중국 정부의 이런 지재권보호 강화 흐름을 보면, 중국 본토 기업들의
경쟁력 상승에 있다. 즉, 과거 중국 본토 기업들의 주로 외국 기업의 지
재권을 모방하거나 침범하는 수단을 통해 제품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자
체 개발상품이 더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정부 입장에서 자국내 본토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재권 법규를 강화해야 하는 필
요성이 생긴 것이다. 과거에는 자국 본토 기업이 어차피 별로 지재권 원
천기술 확보가 거의 없으니 보호할 필요성이 적고, 오히려 법규를 느슨하
게 하는 것이 자국 본토 기업이 외국 기업의 지재권을 침범하여 기술을
획득하고 기술력을 높이는 비용을 줄여줄 수 있으니깐 굳이 지재권을 강
화할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 기업의 자체 발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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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많아진 상황에서 지재권 침범에 따른 패널티 대가를 크게 하여 자
국 본토 기업의 지재권을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인센티브가 생기
게 된 것이다.

2) 외자기업 관련 불리한 제도
(1) 시장진입 규제
개별 분야는 여전히 불공정경쟁이 존재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개혁개방이 확대되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넓은 시장공간을 제공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외자기업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이 있다. 예를 들
면, 정부조달 관련 규정과 실시세칙 및 관행으로 일부 외자기업들로 하여
금 공정경쟁 기회를 잃게 한다. 과학연구 프로젝트 신청 요건은 외자기업
의 지원이 어렵고 선정이 불가능하게 한다. 신에너지 자동차 영역에서 외
국기업은 면세정책을 평등하게 누리기 어렵고, 일부 외자기업은 하이테
크 기업 인증을 받기 어려워, 국제 선도적인 기술과 제품의 중국 시장진
입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중국 고객의 사용체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표 6-4>는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보여준
다. 한마디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국민대우를 해주겠다는 의미이며 외국
인기업과 국내기업과 동일시하겠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외상투자기업이
중국내 경영활동에 있어서 실무상 존재하는 차별대우는 외상투자법 규정
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법률에 대한 중국 진출 외상투자
기업의 정확한 인지와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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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외상투자법 요점

∙ 법으로 직접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연결함. 외국 자본의 사용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임
∙ 국내외 투자기업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함. 촉진에서 보호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투자의 평등한 대우를 완전히 구현함
∙ 국제투자규칙과의 연계를 강화함. 예를 들면 중국이 특정 국가와 투자협정에 더 나은 대우를 했다면,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
게도 그 투자협정 대우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일종의 추가적인 보호임
∙ 중국 진출 이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투자관리제도를 전면 실행함
∙ 외상투자관리를 간소화함. 이는 외국인 투자 촉진과 보호를 더 중요시함을 의미
∙ ‘외상투자법’이 정식으로 채택된 후, 새로 설립 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존의 외자 3법을 따르지 않음. 현재 설립 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과도기가 설정되어 있으며, 전환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함
∙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익 반출이 더 편리해 짐. 과거에도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행정명령이 내려져 쉽지 않음. 이제는
자유롭게 송금 할 수 있으며 원금과 이익을 포함하여 위안화 혹은 외환으로 자유롭게 송금 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국내 금융 채널이 더 원활하게 될 것임. 과거에는 국유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외국 투자기업을 포함한 민영기업 등은 결코 쉽지가 않음. 지금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 외국인 투자기업이 표준화 작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제는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해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조달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언급됨
∙ 이 법률은 홍콩, 마카오 및 타이완 투자자들에도 적용됨. 실제로 투자의 70~80%는 홍콩, 마카오 및 타이완에서 들어옴.
「외상투자법」이라면 정치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외상투자법」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다면 적용되는 것임. 지금까지
전인대가 만든 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앞으로 국무원 행정법규나 부문 규정(부처규정, 부서규정)에 이런 내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음
∙ VIE 상장기업의 중국 투자가 가능할까? 간단히 말해 외상투자법은 진입이전의 국민대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VIE 아키
텍처는 여전히 작동을 한다고 봐야 함. 금지되지 않은 경우 모두 진출할 수 있음
주: 孔庆江(2019: 79)

2020년 6월 2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접근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0년 판)와 「자유무역 시범지구 외국
인 투자접근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0년 판)를 발표하고,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접근
의 네거티브 목록을 더욱 줄이고 서비스 산업의 주요 영역을 개방하는 과
정을 가속화하여 제조 및 농업에 대한 접근을 완화하고 파일럿 자유무역
지역을 계속 개방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이후 4년 연속 중국이 전국 및 시범자유무역 지
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접근의 네거티브 목록을 수정한 것이다. 중국 정부

제6장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약 분석 ❙ 491

는 네거티브는 계속 축소만하고 절대 증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
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도 역시 외국인 투자 접근의 네거티브 목록을 더
욱 줄였다. 그중 전국적 범위에서의 외국인 투자접근 목록은 40개에서
33개로 축소되었고, 시범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 투자접근 목록은 37개
에서 30개로 축소되었다(国家发改委网站, 2020.6.24).

(2) 기업혁신 제도 미흡
혁신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 중국의 중소형 외자기업은 모두
독자적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으로, 본사는 투자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신
제품 개발에도 그다지 많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 외자기
업의 기술혁신 능력이 부족하며, 회사는 관련 기술개선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혁신제도는 보완되어야 하며, 모든 회사의 발전은 과학적
으로 적용 가능한 적합한 제도를 통해 보장된다. 한 기업이 만약 제도가
미흡하면(완벽한 규칙과 규정이 없다면), 특히 혁신 방면의 제도가 없으
면(혁신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 기업은 혁신 분위기가 있을 수 없다.
기업의 혁신제도란, 바로 시장을 선도하는 상품과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조직과 인재 및 투자제도를 말한다.
중국에 진출한 외상투자기업의 대부분은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하며,
거의 대부분 기업이 선진국에서 왔다. 중국 진출할 당시 자국 모기업의
선진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였기 때문에 중국 법인은
연구개발을 별도로 할 필요성과 인센티브도 별로 없었다(胡江云, 2010: 47).
일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현지 시장에 상품을 맞추기
위한 작은 기술 수정에 불과하다. 또한, 중국 진출의 장벽이 높고 들어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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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 기업이 현지 지방정부의 우대정잭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본토 기업에 비해 오히려 저렴한 비용으로 경영할 수 있는 공간이
커서 굳이 돈을 들여 기술개발을 하여 경쟁력을 키울 인센티브도 없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의 빠른 변화와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중국내 확산으로
기존의 상품이 시대에 도태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 시장에 알맞은 기술개
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 정부의 외상투자 기업에 대한 ‘국민대우’
를 강조하면서 기존에 주었던 ‘초국민대우’도 이제는 취소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본토 기업과 동일한 선에서 경쟁해야 하며, 동시에 일부
영역에서는 중국 기업의 혁신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정
보통신기술과 신에너지 자동차, 5G, 빅데이터, 핀테크 등 영역에서 중국
기업의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외상투자 기업은 기존의 기술에 근거
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시장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자동
차산업과 전기배터리 및 스마트폰 시장에서 외국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다. 이는 시대에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안일한 경영 마
인드로 새로운 혁신 없이 몇 십 년을 그대로 경영해왔기 때문이다. 앞으
로 제4차 기술산업 영역에서 인재경쟁을 비롯한 새로운 상품경쟁이 치열
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 진출 외상투자 기업에게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대정책 소멸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한 이후 국내 자본과 기술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실행해
왔다. 주로 세금우대와 각종 비용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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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대외개방 정책을 시행한 이래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
하는 동시에 투자영역을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사실상 ‘초국민대우’
와 ‘차별대우’가 공존하는 경향을 보여 WTO의 ‘국민대우’ 원칙의 이중
위반을 띠고 있다. WTO 원칙에 의하면, 주권 국가의 외국의 기업 및 개
인에 대한 최고의 대우는 해당 국가의 국민과 동등한 ‘국민대우’이기 때
문이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래 단계적으로 우대정책을 정리해왔다
(丁伟, 2004: 143).
2008년 이후 외자기업의 소득세가 25%로 국내 기업과 통일되고,
2010년 12월 1일부터 중국 세무당국은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
인에 대해 초국민대우를 취소하고 도시 유지보수 및 건설세와 교육비 부가
비용 등도 국내기업과 일치시켰다. 이는 중국이 조세제도에서 외자기업
에 대한 ‘초국민우대’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내외자 기업의 세제 및 비용
부담을 전면 통합하겠다는 의미다(国家稅務總局, 2008.2.28). 이는 중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내기
업과 외자기업이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2012년 말에 발표된 전국 기업소득세 정산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도
내자기업의 실질 조세 부담률은 2010년의 22.87%에서 22.7%로 감소하였
고, 외자기업의 실질 조세 부담률은 2010년도 19.25%에서 오히려 20.46%
로 오르면서 세금 부담률 차이가 2.24%로 줄어들었다(左凯, 2015: 276).

3) 자의적인 법집행
정책 및 법규의 안정성, 집행 및 변동의 예측 가능성, 시장관리감독의
강도와 같은 문제는 기업의 운영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국과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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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모두 더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비즈니스
(사업) 정책 환경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정책과 정부
환경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지만 외국기업은 여전히 몇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 해 있다. 예를 들어, 선택적 법 집행과 외국기업에 대한 과
도한 법집행 문제가 여전히 발생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내 사업등록
의 변경 관련 법규 적용의 복잡성은 중국 내에서의 외국기업의 발전에 영
향 주며, 개별 정책의 여러 부서의 승인절차는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증
가시킨다. 개별 환경보호정책은 열세에 있는 기업을 장려하고 “먼저 가는
우수한 기업을 때리는(鞭打快牛)” 사람들을 보상하고 처벌한다.
과거 1980년대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중국 각
지방정부는 외상투자 기업을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실행이 어려운
대우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해당 투자유치 담당 사무관
이 자리를 옮기면서 외국기업이 실제 중국에 진출한 이후 많은 부문에서
처음 수락했던 많은 조건들이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관련 사
항에 대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해당 법규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상 판사의 자의적인 재량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외국투자
기업의 투자 위험을 높인다.

3. 행위적 제약
1) 낮은 신뢰
부적절한 여론 환경이 외국기업의 신뢰를 낮춘다. 최근 일부 여론은
‘자주 혁신’을 외국기업의 발전과 대립시키고 있다. 특히, 스노든 사건 이
후에 국가정보안전이 매우 중시되어, 정보기술의 ‘독립자주와 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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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대미문으로 ‘국산 대체’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는 ‘X회사의 새로운 제품·신기술의 개발, XX회사의 기술독점과 수십 년
간의 중국 봉쇄 돌파’와 같은 홍보를 함으로써 외국기업을 ‘악마(妖魔化)’
하고 있다. 반면, 중국 국민들은 여론에 따라 급진적인 경향을 보이며, 이
는 외자기업을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불리
하다(刘英奎, 2019: 59).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인들의 신뢰 부족은 집단의 이익을 중요시 하는
것보다 회사 내 개인의 개성을 터치하지 않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다. 외국기업 내 직원 간의 관계,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는 각자 독립된
개체 간의 관계로서 서로 가까운 친구나 가족 같은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회사는 회사, 개인은 개인, 회사와 직원은 연봉으로
이어진 고용관계, 이러한 문화는 중국인들에게 외국기업은 돈으로 모든
것을 정의하고 해결하는 차가운 조직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외국기업에 들어가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익을 최대한
챙겨야 하는 의식이 더 강하게 된다. 이는 기업과 직원 간의 신뢰를 형성
하는데 방애가 된다. 그러나 중국기업은 보통 기업이 직원들의 보금자리
이고 가족이고 운명을 같이하는 집단조직이라는 것을 더 강조한다. 기업의
CEO나 상사가 직원에게 하는 중요한 일은 그 직원의 가정 내부까지 파악
하여 사랑을 주는 것이고, 그를 통해 직원의 마음을 얻고 움직이고 신뢰를
주는 것이다. 이런 신뢰는 기업이 어려운 환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외자기업은 보통 직원의 개인사정을 파악하는 것을 인권침해
라고 생각하고 절대 물어볼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문화적 차이가 중국
인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고, 결국 외자기업에서 일하다
가 마음을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가 조금만 우대조건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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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바로 떠나가 버린다. 중국 사회 전체가 외국기업은 사람을 수시로
자르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2) 의사소통 문제
기업과 고객 간의 소통은 주로 회사 업무(회사의 비즈니스)를 통해 이
루어진다. 영업 부서는 고객의 수요 정보를 얻은 후 다음 단계를 위해 회
사의 기술 부서에 전자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여 환류가 된다. 이 과정에서
기술 담당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견적 오류나 모호함이 발
생하면 영업 부서에서 회사의 납기, 원가 등의 정보를 1차적으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고객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양 당사자 간의 정보교류 효율
성을 저하시킴으로써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중국에서 외자기업 대부분이 현지화 전략에 노력을 확대하고 있
다. 그러나 판매채널 구축, 제품개발, 시장협력 등 영역에서 수단이 단일
하고 다양하지 못한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대부분의 외자기업의 현지
화 전략은 운영관리나 판매, 시장 홍보와 제조, 나아가 연구개발까지 현
지인을 통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채널 구축을 예로 들면, 외자기업의 시장 확대 전략은 대
부분 대리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자기업의 경영성과
는 거의 중국 내 대리상의 업무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인터넷과
부품의 세계화 공급으로 생산의 공급체인이 점점 한 국가 내에서 실시간
으로 연동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즉, 제품개발이 모 기
업의 연구개발팀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고객의 특정
수요를 받고 거기에 맞춰 제품이 개발되고 바로 제작되어 빠르게 고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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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달되는 모든 과정이 짧은 기간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업 간의 경쟁은 과거처럼 제품만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회사는 관련 제
품을 대리상을 통해 시장에 판매하면 끝나는 시대가 아니다. 아이디어에
서 연구개발, 생산제조, 마케팅 및 고객주문 및 서비스가 하나의 사슬로
맞물려서 연동되어 움직여야 하며,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핵심 고객
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중국 본토 경쟁업체들은 일찍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외국기업들은 과거의 경영 모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빠르게
변하는 중국 시장의 적응능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읽을
수 없고 경영성과가 대리상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 대리상의
업무능력이 약하면, 전반 외자기업의 경영성과 악화로 이루어진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고객을 상대하는 것은 대리상이기 때문에 외자기
업 자체는 고객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상황
이다. 빅데이터 시대, AI 기반의 고객맞춤형 솔루션 제공은 이제는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외자기업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채널을 구축하고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핵심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수 없고 맞춤형 상품도 제공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고객을 잃게 된다.

3) 외자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
외자기업은 핵심 고객의 ‘샌드위치’가 되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은 모두 핵심 고객의 주요 공급업체가 되고자 하므로, 기업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핵심 고객을 확보한다. 이 과정에서 중소 규모의 외자
기업은 많은 난처한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일반적으로 고객

498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을 선택할 때 보통 외자기업에 우선순위를 두지만, 그들은 중국에 있는
외자기업은 진정한 의미의 외국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류
혹은 서비스 면에서 일정한 장애와 부족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 내
대기업은, 예를 들면 국유기업이 고객을 선택할 때 통상 입찰방식으로 선
택하는데 이는 고객의 자격과 실제 역량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동일한 조
건에서 우수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
외자기업 CEO 등이 중국 내 활동이나 발전에 있어서 드러나는 어려운
점은, 우선 언어적인 어려움과 문화적인 차이에 따른 현지 꽌시 문화의
적응의 어려움이다(许倩·李邦静, 2010: 141-2). 중국 기업문화는 가족분
위기의 문화이며 가족 같은 신뢰를 갖고 유지되는 조직이다. 직원의 잘못
을 직원 자신에게 묻는 것보다 직원을 이끄는 팀장이나 리더, 혹은 CEO
의 잘못으로 묻는 분위기이다. 즉, 위 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감싸
안는 분위기이다. 직원은 그런 리더를 믿고 따르는 문화이다. 연봉보다
이런 가족 같은 사랑이 있어야 직원들이 기업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그
러나 외국 문화처럼 연봉제로 관계로 설정하고 사적인 감정을 회사까지
갖고 오지 않는 기업문화와 정반대이다. 외국의 기업문화는 직원이 큰 착
오를 범하면 책임을 묻고 심각하면 잘라버리기도 한다. 중국의 기업문화
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외국기업에 입사한 중국 직원들은 결국 장기 근무하지 않고 마
음을 붙이지 못하고 떠나간다. 외국기업 CEO가 중국에서 기업경영 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다. 중국인 직원들은 외국인 CEO를 차
갑다고, 혹은 냉정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런 사람 옆에서
오랜 세월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경우, 유럽계와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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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권위적인 면이 강하다. 회사 내 문화는 엄밀한 상하관계가 정해진
수직관계이다. 중국인들은 이런 문화를 가장 싫어한다. 사회주의 교육은
사람과 사람 간의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하로 정해진 기업문화는 중국
인들에게 차갑게 느껴지고 존엄성의 상처를 심하게 주기 때문에 일본 기업
과 한국 기업은 중국 젊은이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외자기업이 되었다.
중국인들은 자신의 문화적 규범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문화를 꺼려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서구 기업문화가 중국 사회로 전이되는 경우에
는 적응적 과정이 요구된다(Pang et al., 1998: 279).
그림 6-9

기업 문화의 소통적 회전

출처: Pang et al.(1998: 280)

<그림 6-9>에서 보듯, 문화적 인지는 상이한 수준인 SHEP(즉, 사회
적, 역사적, 증거적, 심리적)에서 발생한다(Parker & Lorenzini, 1993;
Pang et al., 1998: 279에서 재인용). 기업문화의 전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역사적, 증거적, 심리적 차이가 먼저 인식되어야 한다. 중국 문화와
기업문화의 균형화된 교환은 기업문화의 전이에서 불일치로 정해진 SHEP
거리는 시간과 이해를 통해서 줄어들 것이다(Pang et al., 1998: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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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중국 정부의 기업개혁에
대한 전망

제1절 거시적 맥락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제2절 제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제3절 행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제1절 거시적 맥락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격변의 시기에 중국은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도전으로 위기와 기회를
맞고 있다. 중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 내외의 다양한 환경 요인
중에서 여기서는 거시적 맥락에서 결정적인 분기점(critical juncture)에
해당할 수 있는 일대일로, 미중패권전쟁, COVID-19에 초점을 두어 기
업의 개혁153)을 접근하기로 한다.
개혁개방은 중국에 있어 폐쇄된 중국 시장을 글로벌 참여자들에게 공
개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자국 경제의 발전과 함께 점차 글로벌 자본 및
기술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해외로 진출하기에 이른다.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
을 것이다.
표 7-1

중국 국내외 환경 흐름

1단계

외부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고 상품을 수출하는 단계

2단계

해외의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단계

3단계

해외진출(走出去), 해외에 중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단계

4단계

일대일로,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글로벌 진출 단계

5단계

미중패권전쟁 단계

6단계

COVID-19 시대의 도래

이 중에서도 1~3단계는 어느 개발도상 국가이든 거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4~6단계는 중국 고유의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4~6 단

153) 한국이나 서구 관점에서 공기업을 제외하고, 민간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을 정부가 개혁을 한다는 것은 매
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시장형성, 구조조정 등 산업정책을 통해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 전략, 자원동원,
생산, 마케팅 등을 모두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는 당국가체제로서
당과 정부가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주도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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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해서는 각각 보다 깊이 분석하고자 한다.

1. 일대일로
시진핑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공급망 연관 사업은 단연 일대일
로 사업이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주창한 중국 주도의 유
라시아 개발 프로젝트로서 중국과 유럽 사이를 육로와 해로로 연결하여
경로상의 국가들과 협력하고 산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다시 세분하여 6대 국제경제 벨트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이창주,
2017). ⅰ) 신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롄윈강-아라산커우 TCR(중국횡단
철도) 영역]154), ⅱ) 중국-몽골-러시아(톈진-얼렌하오터-몽골 자민우드울란바토르-수흐바타르-러시아 울란우데를 연결하는 TMGR155) 영역),
ⅲ)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TCR과 연결되어 CAREC156)/TRACECA157)
와 직접 연결하는 영역), ⅳ) 중국-인도차이나[메콩강유역 경제협력체를
중심으로 한 중국-ASEAN 연결, 중국-미얀마 라인을 통한 BIMSTEC(벵
골만 기술경제협력체) 등 영역], ⅴ) 중국-파키스탄(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건설 및 과다르항, 에너지, 인프라건설, 산업협력 등 1+4 모델), ⅵ)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중국 정부의 공식 정보제공 창구인 ‘중국일대일로망(中国一带一路网)’158)

154) 해석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모스크바를 경우하는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다롄 혹은 잉커우(营口)-네
이멍구 만저우리 경유하는 TMR(만주 종단철도), 톈진-얼롄하오터 경유 TMGR(몽골 종단철도), 총칭, 이우,
쑤저우 등지에서 출발하는 각종 블록 트레인을 포함하기도 한다.
155) 해석에 따라 중국-러시아, 중국-몽골, 중국-몽골-러시아 라인으로 확대될 수 있음
156)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1997년에 아시아 개발 은행이 설립한 중앙
아시아지역 경제협력 프로그램
157) Transport Corridor Europe Caucasus Asia, 유럽 연합과 동유럽,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12개
회원국을 포함하는 국제운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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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19년 9월 공포한 일대일로의 성과를 보면 참여국은 136개국과
30개 국제조직으로 195개 협의체가 있다. 일대일로와 대응하는 관련국
사업으로는 카자흐스탄 ‘광명지로’ 사업, 인도네시아 글로벌 해양 지점,
몽고의 ‘발전지로’, 필리핀 대건축물계획, 헝가리 ‘향동개방’,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맹 등을 들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철도, 항구, 항공, 에너지의 4분야로 나누어 추진
중이다. 이 중에 대표적인 프로젝트들로는, ⅰ) (철도) 중국-라오스 철도,
중국-타이 철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ⅱ) (항구) 벨기에 안트워프 항
구, 이집트 수에즈 운하, 터키의 쿰포트 부두, 그리스의 피레아스 항구(2
호/3호 부두 특허운영권 확보), 싱가포르 파시르판장 부두, 네덜란트 로
테르담 항구, 지부티 항구, 파나마 운하,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콜롬보
헝구 도시 건설, 예맨의 아덴 항구, 모카 항구, 케냐의 라무 항구, 이스라
엘 하이파 항구(2015년) 25년 부두 운영권, 니카라과 운하 등, ⅲ) (항공)
126개 국가와 항공운수협정 체결, ⅳ) (에너지) 중국-러시아 원유관 프로
젝트,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중국-미얀마 석
유가스관 프로젝트 등이다.159)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추진되었고 2015년,
2016년경에 드디어 서방 세계가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규모나 세력이 확
대되었다. 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이 중심이 되면서 반서방 진영을
만들고 있다는 의심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파트너 국가들이 대부분 개

158) 中国一带一路网. Retrieved from https://www.yidaiyilu.gov.cn/xwzx/gnxw/102792.htm(검색일,
2020.8.15).
159) 中国一带一路网. Retrieved from https://www.yidaiyilu.gov.cn/xwzx/gnxw/102792.htm(검색일,
20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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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상국 중에서도 경제력이 낮은 국가들이기도 하거니와 반미 성향이
강한 국가들이 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 미중패권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전면적인 압박 외
교가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큰 타격을 받았다.
2019년부터는 일대일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보제공도 급속히 감소하
여 사실상 일대일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실
질적인 데이터를 포함하는 가장 최근의 발표 내용이 2019년도 9월까지의
협력 상황이다.160)
여기에서 중국 정부는 2019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일대일로 투자액
수는 100.4억 달러로서 2018년도 대비 6.9% 감소하였으며 주 투자 국
가는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랍에미레이트,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이라고 하였다. 61개 국가와 4,906개의
계약을 맺었으며 신규 계약 액수는 868억 달러, 동기 대비 외주 규모는
18.4% 늘었다. 완료된 프로젝트 계약 규모는 558.9억 달러로 동기 대비
4.4% 감소하였다고 한다. 또한, 중국 일대일로 망은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中国出口信用保险公司)가 연안국가와 체결한 보험 규모는 7,704억 달러,
지불 금액은 28.7억 달러, 실크로드 기금 출자액은 100억 달러에 접근한
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161)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정보 이외에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현황 데이터
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제대로 발표하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일대일로

160) 2019年1-9月我国对 “一带一路”沿线国家投资合作情况. Retrieved from https://www.yidaiyilu.gov.cn
/xwzx/gnxw/107734.htm(검색일, 2020.8.28).
161) 中国一带一路网. Retrieved from https://www.yidaiyilu.gov.cn/xwzx/gnxw/102792.htm(검색일,
20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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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부정적인 소식은 중국 정부가 일절 전하지 않고 있어서 2019년
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정확한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2015년
6월 16일자 인민망 보도에 게재한 “2013~2017년 관련 국가와의 투자
규모는 6조 달러를 초과162)하고 이 중에서 직접 투자는 900억 달러를
초과한다.” 정도가 고작이다.
정부 데이터는 아니지만, 홍콩에 본사가 있는 중국 전문 컨설팅회사
가베칼 드래고노믹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일
대일로 사업 규모는 1,260억 달러(약 150조 원)로 한 해 전과 비교하면
13% 축소됐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사업 규모와 계약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6.7%, 4.2% 감소했다(머니투데이, 2019.10.13).
이 일대일로는 기본적으로 미중 간의 패권경쟁 성격을 가지는 면이 있
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정말 중국이 패권을 위하여 얼핏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이 사업에 대규모의 투자를 하였는가에 대한 세계의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 투여한 이유에 대해서 중국 내부의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으나 그것만을 위하여 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한 여러 추측은 있으나 정론은 아직
나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추측 중 하나는 중국이 미국이 관여할 수 없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
하려 한다는 해석이 있다. 참여국들이 대부분 국부가 많지 않은 시장이어
서 단기간 내에 이들 국가 시장으로부터 이익을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162) 一带一路基建投资总规模或高达6万亿美元. Retrieved from http://finance.people.com.cn/n/2015/
0616/c1004-27159292.html(검색일, 2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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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라는 메가 프로젝트를 통하여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로 참여하고
이들이 해당 지역에 장기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많은 중국 기업들이 자
연스럽게 해당 국가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생
각은 주로 중국을 경계하는 그룹에서 많이 제기하는 의혹이다. 일대일로
가 중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성하게 할 것이라든가 거꾸로 중국 기
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일대일로가 설계되었다는 설들이다.
하지만 그 어떤 추측을 하던 일대일로의 목적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인하여 중국 기업들이 많은 이익
을 보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며 처음부터 그
럴 가능성은 적었다고 생각된다.
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2020년 6월 기준 1,675개의 단위 프로젝트
로 나뉜다. 그리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수주하
여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적게는 약
9,500억 달러 정도에서 크게는 6조 달러 정도의 규모가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타국 기업에 발주하는 일 없이 대부분 중국 기업만
으로 진행되는 사업 방식으로 인하여 일대일로의 모든 과실을 중국이 도
로 가져간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조사로는 일반적인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 일
대일로 프로젝트 참여한 대부분의 국유기업들은 대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자가 만나본 중국 최대의 건설회사인 중국건축 그
룹(中国建筑集团)의 임원들은 모두 이런 국가 프로젝트의 절대 부분이 손
실이 나는 프로젝트라고 천명한다. 국가의 체면이 걸린 프로젝트라는 명
분으로 수주를 거절할 수도 없으며, 왕왕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원가 이
하의 수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상당수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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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는 수주 기업들과의 사전 상의나 수익성 분석 없이 미리 결정되어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경우마저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의 2019년도 양회 보고에서도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들은 모두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므로 건설
중 자산들은 해당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일대일로의 참여 기
업들은 국영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은 하나하나 구분한 명세는
알 수 없으나 양회에서의 정부업무보고 중 대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
는 내용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2017년도부터 국영기업들의 자산 현황을 양회에서 보고
하기 시작했다. 2017년도 중국 국유기업의 해외자산 총계는 약 16.7조
위안이었는데 그리고 2019년도에 와서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에서 국무
원을 대표하여 정부업무보고를 한 내용에서는 해외자산 규모가 사라졌
다. 당시 보고 내용을 보면 <표 7-2>와 같다.

표 7-2

2019년 양회 정부업무보고 중 국유기업 자산
2017년말(조 위안)

2016년말(조 위안)

총자산

210.4

183.5

총부채

135.0

118.5

순자산

58.7

50.3

해외 자산

N.A.

16.7

비고

출처; 2019년 양회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 구두 보고 내용

2017년 말 해외 자산을 이 표에 따라 역산해 보면 총자산 – 총부채 –
순자산 = 16.7조 위안이다. 바로 2016년도 말의 해외자산과 같은 규모
가 나온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적다. 왜냐하면,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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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모든 국유기업에서 투입된 자산의 규모가 존재하거니와 일대
일로 외에 이 정도 규모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규모의 해외자산 매각
이나 인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국 정
부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국유기업 해외자산의 대
부분이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로 인한 자산이며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
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만일,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중국 기업들에 수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면 중국은 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가? 중국 지도부로서는 일
대일로의 수익성보다는 국가안보의 전략적 목적이 더 우선이었다는 것이
연구자의 이해이다.
연구자는 중국공산당의 고위직으로부터 일대일로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의 국가전략 목표인 타이완 통합을 전제로 미국과 서구와의 대치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구축전략”이라고 들은 바
있다. 물론, 이런 말을 검증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특성상 작은 단편의 정보라 할지라도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본다.163)
예를 들어, 일대일로 중국-파키스탄 협력의 경우, 방어가 어려운 믈라
카 해협이나 남중국해를 대신하여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통과한 후 육
로를 통해 중국 서남부와 운송망이 연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군사 전략적

163) 관련된 사항으로 1999년 말 연구자는 중국 과기부에서 중국 정부의 타이완 통일, 대 미국 대응전략에 대
해 접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중국 문화부의 국가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를 분석하면서 관계자들을 통해
얻은 정보인데 중국의 대타이완 통일 방침과 미국의 예상 반응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에 관하여 들을 수 있
었다. 당시 일대일로라는 프로젝트는 없었지만 미국의 경제제재나 해상봉쇄에 대응하는 공급망을 확보해
야 한다는 전략목표는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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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매우 크다. 아프리카의 지부티 항구 프로젝트도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일대일로의 군사 전략적 성격은 대부분 프로젝트가 모두 철도, 도로,
교량, 항만, 창고 등 물류와 운수 망에 관련된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
리고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은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고 글로벌 경제와의
접촉이 어려운 지정학적인 위치에 소재한다. 이것은 역으로 미국의 대중
봉쇄가 가동되었을 때 중국이 활용 가능한 지역을 선정한 것이라는 논리
를 강화하는 증거이다.
그런 반면 이들 일대일로 프로젝트들의 상업적 타당성은 극히 낮아서
프로젝트 종료 후 제대로 상업적으로 가동되는 결과물은 거의 없다. 그러
다 보니 미중 신냉전으로 외교적인 압박을 받은 국가들이 일대일로에서
이탈하는 부작용164)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최근 王开泳 等은 14차 5개년 계획에 4대 도시의 직할시 승격을 건의
하였는데 여기서 대상 4개 도시는 선전, 다렌, 칭다오, 그리고 카슈가르
(Kashgar)이다. 이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소도시인 카슈가르를 직할시

164) 탄자니아 바가모요 항구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중국이 100억 달러 제공하고 99년 임차하는 내용의 프로
젝트이다. 계약 조건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당시 친중이었던 퀴케테 대통령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중
에 계약 내용이 중국이 바가모요 항구의 화물, 물류, 세금, 감사권 등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일방적인 것이 알려
졌으며 계약 과정의 뇌물 수수 등의 의혹도 있었다. 이를 근거로 신임 마구폴리 대통령이 임차 기간 99년
을 33년으로 줄이는 계약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중국은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100억 달러의 예산도 이미
돈은 사라지고 15억 달러만 남았다고 한다. 이 돈은 잔여기간 운영예산으로 알려졌다. 결국, 탄자니아 신
정부는 계약을 취소하고 일대일로 퇴출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중국 국내에는 이런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
다. 그 외 스리랑카가 함반토타 항구건설 후 경영악화로 2017년 말 99년 기한으로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
을 중국에 넘긴 사실이라던가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가 200억 달러 규모의 철도 가스 파이
프라인 부설 계획을 중단한 일, 파키스탄 정부가 140억 달러 규모의 댐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일, 베트남이
경제특구 사업을 보류한 일, 시에라리온이 공항건설을 보류한 일, 네팔 정부가 댐건설 공사를 보류하는 등
일대일로 사업은 바야흐로 위기 국면이다. 최근 미안마 정부가 2019년 4월 중국 국유기업과 추진하던 산
업단지 종합개발계획 규모를 애초 73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축소하였다. 미얀마 정부의 경우,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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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미중패권전쟁의 영향으로 일대일로 중 해양 루
트의 단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王开泳 等, 2020: 871).
큰 시각에서 보면, 일대일로의 협력 대상국들의 민주화나 사회 청렴도
의 수준이 낮은 것도,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6년도 청렴지수를 보면 일대일로 협력 국가들의 청렴지수는 대부분
50% 이하이다. 처음부터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일대일로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 중국 지도층의 부패가 존
재한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일대일로 사업을 중국 국유기업이 수행하고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돈을 중국의 국유은행으로부터 받게 된다. 문제
는 이때 국유기업들이 받는 돈이 알려진 한 100% 위안화라는 것이다. 그
런데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은행들이 지급하는 돈은 원래 달러 등 외화이
다. 이 외화가 국유기업들의 계좌로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은행의 중국 내
금고에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일부 권력자들이 국내 소유
의 위안화로 은행에 대납하고 해당 달러를 차지하였다는 것이 의혹의 중
점이다. 사실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중국의 은행들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의혹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대일로는 시진핑 정부의 성격을 잘 보
여 준다고 하겠다. 민간 기업의 해외투자가 억제되고 중국 정부가 나서서
해외투자를 하는 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국유기업인 점, 국내
과수요 제품의 소비라고 하지만 주요 투자 품목이 강철, 철도, 그리고 토
목 건설과 에너지인 점, 이 모두 ‘국진민퇴’의 경향과 일치하는 좌경화된
사회주의 경제정책이라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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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패권전쟁
1) 미중패권전쟁 맥락
미중 갈등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미
미중 간의 지속적인 무역역조는 그간 있었던 양국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
였다. 80년대 당시 미중무역 흑자를 올리고 있던 대표적인 국가들은 아
시아 네 마리 용으로 한국,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이 있었고 이들 다음은
바로 중국이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던 당시 중국의 주룽
지 총리는 나이키 신발 한 쌍을 만들어 중국이 얻는 부가가치는 임가공
비용 1달러에 불과하다며, 미국 기업이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하
여 1달러 임가공비로 생산하여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이야말로 미국이 중
국의 인적자원을 탈취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했다. 그는 이 상황을 무역
흑자라며 미국이 압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런 사건들은 대미 무역역조가 경제발전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는 개
발도상국가가 통과의례처럼 겪는 관문처럼 여겨지게 했다. 그리고 미국
의 쌍둥이 적자는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는 통상적이고 구조적인 이슈로
여겨져 갔다. 다시 말해,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
각은 WTO로 대변되는 자유무역론의 확산으로 미국과의 쌍무적 무역관
계의 틀이 다자간 무역관계의 틀로 바뀌면서 점점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의 상황적 배경이 되었
던 경제발전 국가들의 통과의례적 관점이나 WTO와 같은 다자간 협약에
따른 무역체제 개념은 부정되었다. 전제가 부정되면서 미국과의 무역은
모두 미국의 쌍무적인 관점에서 재론되었으며, 그 주 공격 대상은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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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렇게 2018년도부터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전쟁, 어쩌면 신냉전
에 대면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샹송줘(向松祚)는 한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은 논지를 설파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먼저 2018년도 중국 경제의 하강 국면을 강조한 후, 중국
정부 발표와는 다른 GDP 숫자를 제시하였다. 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GDP
를 추정했는데 한 방법에서는 1.67%에 불과하였으며 다른 방법을 사용한
추정 결과는 마이너스 성장이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권위 있는 학자가 중국
정부 공식 통계를 부인하고 열악한 숫자를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이다. 또한, 그의 주장은 국제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중국 정부통계 수치에
대한 의심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샹송줘는 이러한 GDP 추락에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했으며 미중패권전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미중 무역충돌의 폭발은 미중 경제무역 관계가 전략적 협력에서 전략
적 경쟁으로 향한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변국(变局)이 출현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盛柳刚·赵洪岩(2020: ⅲ)은 미중 경제 실력과 과학기
술 차이의 축소, 미국 빈부격차의 확대,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충격으
로 인한 블루칼라 노동자의 이익 손해,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
선주의” 정책지향을 미중 무역충돌의 3대 원인으로 꼽고 있다.
미중패권전쟁은 2018년부터 시작되어 본 연구가 진행 중인 2020년에
이르기까지 진행 중인 있는 미중 간의 무역갈등을 말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며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
다고 선언하며 시작된 이 미중패권전쟁은 2018년 미국의 대중 보복관세와
이에 맞선 중국의 보복관세, 그리고 두 국가 간 공방을 거쳐 2년이 넘게
지속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정부에게 있어 과거 장쩌민 정부나 후진타오 정부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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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부는 혹독한 대외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미중패권전쟁의 초기에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
한 채 과거 미중 무역 논쟁의 연속성 상에서 이 문제를 대한 것으로 보인다.

2) 미중패권전쟁과 중국 기업
미중패권전쟁이 발생하자 주중미국상공회의소(AmCham China)는
Deloitte와 함께 주중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mCham China et al, 2019). 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서 불명확한 규제 환경,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미중패권전쟁을 꼽았다(AmCham China et al., 2019: 9).
이때만 해도 미중의 갈등은 과거와 마찬가지인 중국의 지나친 대미 무역
수지 흑자폭을 줄이려는 미국의 의도로 해석되고 있었다.
미중패권전쟁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
선 중국에게 미국과의 무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림 7-1>은 미중 무역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입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 7-1

연도별 중국 대미 수출입 추이

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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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년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수출 신장을 이루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한 번도 대미 적자를 낸 적이 없다. 중
국이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글로벌 경
쟁에서 미국의 경제 규모가 큰 만큼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낸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중국
경제 발전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수지에 있어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림 7-2>에서 볼 수 있다.
그림 7-2

최근 20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비중 추이

주1: 곡선은 중국무역흑자 중 대미 비중, 기준선은 중국 무역 흑자
주2: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100%를 나타내는 라인에 주목하면, 우선 가장 낮은 수준이 2015년의
44%로서 중국은 전체 무역수지의 절반 이상을 미국과의 무역에서 벌고
있다. 반면 2004년의 경우를 보면 250%로서 다른 국가들과는 대대적인
적자를 내면서 이를 미국과는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내서 상쇄한 것이다.
이 그래프의 데이터는 <표 7-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이 획
득하는 무역 수지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2015년
최저 수준인 44.0%에서 최고 수준인 2004년의 250.2%까지 평균적으로
80% 이상의 무역 수지 흑자를 미국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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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최근 20년 중국의 대미 수출입 추이165)

연도

대미 수출

대미 수입

대미 흑자

전체 흑자 대비율

2000

521

224

297

123.2%

2001

543

262

281

124.9%

2002

699

272

427

140.5%

2003

925

338

587

230.2%

2004

1,249

446

803

250.2%

2005

1,629

486

1,143

112.1%

2006

2,034

592

1,442

81.2%

2007

2,327

694

1,633

61.8%

2008

2,524

814

1,710

57.4%

2009

2,208

775

1,433

73.2%

2010

2,833

1,021

1,812

99.8%

2011

3,244

1,221

2,023

130.6%

2012

3,518

1,329

2,189

95.0%

2013

3,684

1,523

2,161

83.4%

2014

3,960

1,591

2,369

61.8%

2015

4,092

1,478

2,614

44.0%

2016

3,850

1,344

2,506

49.1%

2017

4,297

1,539

2,758

65.3%

2018

4,784

1,551

3,233

91.9%

2019

4,185

1,227

2,958

70.2%

2020 1~4

1,004

367

637

109.3%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인 수출, 투자, 소비에 있어 중국 민영기업의 역
할은 주로 수출과 소비에 있다. 특히, 정부, 기업, 가구 모두 과다한 부채
상태에 있는 중국의 경제구조에서는 외화가 지탱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언제나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구조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확보한 외화가 제공하는 국제 신용도에
기반한 것이다. 여기에 홍콩이 운영하는 페그제와 함께 중국 정부가 사실

165) 최근 20년 중국의 대미 수출입 추이. Retrieved from https://telegra.ph/%E4%B8%AD%E7%BE%8E%E
5%85%B3%E7%B3%BB%E5%86%B0%E5%B0%81%E5%A7%8B%E6%9C%AB-05-21-2(검색일,
20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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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페그제로 운영하는 안정된 위안화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많은 외국
의 투자와 기업 진출이 가능했다. 그리고 수차례의 금융 위기 또는 무역
위기 상황을 겪으며 중국 정부가 방출해온 대량의 위안화도 이 안정적인
외화 보유고 및 외환 신용이라는 전제로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중국의 경제는 바로 미국에의 수출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의 패권전쟁의 발생과 미국의
대중 압박은 그대로 중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표 7-4

연도

최근 10년 중국 소유 형태별 수출입 추이
민영기업
수출

수입 순수출 수출

외자기업

국유기업

수입 순수출 수출

순 수출 비중

수입 순수출 순총수출 민간비중 외자비중 국유비중

2008

5,466 2,888 2,578 7,905 6,194 1,711 2,572 3,538

-966

2,981 86.5% 57.4% -32.4%

2009

4,052 2,652 1,400 6,721 5,454 1,267 1,910 2,885

-975

1,957 71.5% 64.7% -49.8%

2010

4,986 3,494 1,492 8,622 7,384 1,238 2,344 3,876 -1,532

1,815 82.2% 68.2% -84.4%

2011

5,807 3,444 2,363 9,952 8,647 1,305 2,672 4,934 -2,262

1,549 152.6% 84.2% -146.0%

2012

7,190 4,158 3,032 10,226 8,715 1,511 2,563 4,954 -2,391

2,303 131.7% 65.6% -103.8%

2013

8,633 4,367 4,266 10,442 8,748 1,694 2,490 4,990 -2,500

2,591 164.6% 65.4% -96.5%

2014

9,547 4,475 5,072 10,746 9,089 1,657 2,565 4,911 -2,346

3,831 132.4% 43.3% -61.2%

2015

9,738 4,116 5,622 10,046 8,288 1,758 2,424 4,078 -1,654

5,939 94.7% 29.6% -27.8%

2016

9,148 4,179 4,969 9,168 7,707 1,461 2,156 3,608 -1,452

5,099 97.5% 28.7% -28.5%

2017 10,043 5,013 5,030 9,776 8,616 1,160 2,312 4,374 -2,062

4,225 119.1% 27.5% -48.8%

2018 11,405 6,117 5,288 10,360 9,321 1,039 2,573 5,474 -2,901

3,518 150.3% 29.5% -82.5%

2019 12,415 6,372 6,043 9,661 8,578 1,083 2,356 5,369 -3,013

4,113 146.9% 26.3% -73.3%

2020Q1 2,358 1,033 1,325 1,834 1,324

510

483

825

-342

1,493 88.7% 34.2% -22.9%

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이런 환경에서 진정한 의미로 중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외화를 벌어
오는 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형별 중국 기업들의 외환 획득 기여는
<표 7-4>에 있다. 이 데이터도 약간의 모순을 보인다. ‘순총수출 액수’를
각 기업 분류의 순수출의 합계로 해석하는 경우, 2018년도 전까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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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데이터가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2018년도 이후는 다시 일치하는
데 그 원인은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사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중국 기업의 수
출에 대한 기여를 살펴보면, 민영기업이 압도적이며 외자기업이 상당하다.
국유기업의 경우, 수출에 대한 기여는 거의 없으며 주로 수입을 하는 쪽
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식량, 에너지 등의 수입을 하여
국내 경제에 공급하는 역할 쪽에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표 7-5

미중무역전쟁 기간 중 중국 손실 기업 수 추이

연도

기업 수

손실 기업 수

손실 기업 동기 대비

2018.2

372,341

81,248

77,954

4.2

2018.3

372,197

82,058

74,041

10.8

2018.4

372,355

72,279

68,077

6.2

2018.5

372,698

69,908

64,871

7.8

2018.6

373,244

69,187

64,088

8

2018.7

373,939

67,100

62,454

7.4

2018.8

374,552

65,904

62,042

6.2

2018.9

375,296

65,922

61,826

6.6

2018.10

376,236

64,066

60,322

6.2

2018.11

378,440

61,534

57,590

6.8

2018.12

378,440

57,291

53,585

6.9

2019.2

364,977

96,551

89,106

8.4

2019.3

365,083

86,523

89,155

-3

2019.4

365,232

80,879

76,717

5.4

2019.5

365,599

75,775

73,347

3.3

2019.6

366,187

74,749

71,657

4.3

2019.7

366,962

71,568

68,636

4.3

2019.8

367,678

69,804

66,038

5.7

2019.9

368,666

69,701

65,301

6.7

2019.10

369,794

67,991

63,101

7.7

2019.11

371,517

65,013

59,914

8.5

2019.12

372,822

59,207

53,114

11.5

2020.2

374,405

136,279

103,267

32

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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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기업 증감(%)

그래서 중국의 수출은 민간 기업이 절대적 기여를 한다. 외자기업들이
그 뒤를 이으며 국유기업들은 이들 민영기업과 외자기업들의 수출에 필
요한 수입과 국내 수요를 위한 수입을 위주로 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
은 아닐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시진핑 정부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진민퇴’라는 것이 중국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가져올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중국이 이번 미중패권전쟁에서 받는 영향은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중국 정부의 통계는 기업을 산업별로 구분하고 있
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은 국영기업이 독점하는 인프라 산업
이나 농업보다는 제조 및 서비스 기업들이다. 그래서 공업 기업, 즉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수의 추이를 보면 미중패권전쟁의 영향을 가
늠해 볼 수 있다. 이 표의 데이터 중 기업 수와 적자 기업수 만을 보면
<그림 7-3>과 같다.

그림 7-3

최근 2년 중국 공업기업 수 추이

월말 기준 공업기업 수

월말 기준 손실 공업기업 수

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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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프에서 보듯, 정부통계에 나타난 중국 공업기업 수는 2018년
도 말 숫자와 2019년도 초 숫자는 커다란 단절을 보인다. 2018년도 말
공업기업 수는 378,440개인데 비해 2019년 2월 숫자는 364,977로
13,463개가 감소하였다. 이는 2018년도 말 기준 3.56%의 기업 수가 감
소한 것이다. 이는 2018년도 초의 372,341개에도 미달하는 숫자로 단지
숫자만을 고려할 때에는 월간 통계 제공의 시작점인 2017년 4월에도 미
달하는 숫자이다.
표 7-6

최근 3년 외국 기업 수 추이

연월

외자 및 홍콩․마카오 투자
공업기업 수

외자 및 홍콩․마카오
투자손실 공업기업 수

동비 외자 및 홍콩․마카오
투자손실 공업기업 수

증감율

2017.4

50,184

12,983

13,921

-6.7

2017.5

50,203

12,385

13,112

-5.5

2017.6

49,613

11,833

12,567

-5.8

2017.7

49,688

11,446

11,998

-4.6

2017.8

49,720

11,114

11,472

-3.1

2017.9

49,734

10,823

11,183

-3.2

2017.10

49,780

10,746

10,845

-0.9

2017.11

49,854

10,396

10,243

1.5

2017.12

49,911

9,479

9,164

3.4

2018.2

48,194

16,685

15,360

8.6

2018.3

48,136

16,403

13,947

17.6

2018.4

47,974

14,595

12,827

13.8

2018.5

47,993

13,947

12,237

14

2018.6

47,658

13,442

11,809

13.8

2018.7

47,527

12,707

11,375

11.7

2018.8

47,576

12,127

11,077

9.5

2018.9

47,612

11,871

10,790

10

2018.10

47,651

11,500

10,691

7.6

2018.11

47,738

11,059

10,235

8.1

2018.12

47,736

10,144

9,243

9.7

2019.2

46,249

17,089

16,568

3.1

2019.3

46,252

15,587

16,244

-4

2019.4

46,256

14,381

14,348

0.2

2019.5

46,266

13,498

13,6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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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계속

연월

외자 및 홍콩․마카오 투자
공업기업 수

외자 및 홍콩․마카오
투자손실 공업기업 수

동비 외자 및 홍콩․마카오
투자손실 공업기업 수

증감율

2019.6

46,296

13,163

13,067

0.7

2019.7

46,329

12,464

12,305

1.3

2019.8

44,361

11,513

11,114

3.6

2019.9

44,414

11,284

10,802

4.5

2019.10

44,464

11,062

10,463

5.7

2019.11

44,565

10,662

9,983

6.8

2019.12

44,628

9,781

8,972

9

2020.2

43,513

21,432

16,273

31.7

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중국 국가통계국은 전통적으로 매년 1월은
월간통계 수치를 발표하지 않는다. 2월에 춘절이 몰려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국 법상으로 기업의 회계연도가 모두 12월 법인으로 통일되어 있
어서 회계감사보고가 이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인을 폐업
하는 경우 마지막 회계감사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1년간 대기하여야 해
서 실제 법인이 행정적으로 폐업되는 시점이 연초, 1월로 집중된다.
그림 7-4

최근 3년 중국내 외국 기업 수 추이

월말 기준 외국 공업기업 수(홍콩, 마카오, 타이완 포함)

월말 기준 손실 외국 공업기업 수

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제7장 중국 정부의 기업개혁에 대한 전망❙ 521

이 중에 타이완, 홍콩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이들 외국 기업 수의 변화 추이를 도시하면 <그림 7-4>와 같다. 년도 간
의 불연속성에 대한 이유는 앞서 설명하였으며, 이들 외국 기업들의 감소
추세는 뚜렷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손실 기업 수의 증감이다. 앞서 전체 기업 수 통계
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연초에 대규모의 손실을 기록하고 나서 연간
에 걸쳐서는 지속적인 하강 패턴을 보인다. 이런 패턴은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그대로 받아들여서 매년 춘절이 있는 연초에는 공장이 쉬
고 춘절 보너스 등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춘절이 2월인 경우가 많고 인건비 등의 비용계상은 일정하
게 일어나는 것이어서 가능성이 적다고 보겠다. 다른 하나는 외상 매출금
중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기업의 손실 처리가 연말 연초에 집중되
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거시적으로 추이를 보려면 연도 추이
가 실상을 보는데 더 유효하다는 중국 정부 통계의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2019년 8월의 불연속성은 매우 특기할 만한 것이다. 바
로 미중패권전쟁으로 인하여 외국 기업들의 본격적인 철수가 시작된 시
점과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앞서 기술한 것처럼 연말
회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1월에 폐업이 집중된다. 그런데
2019년은 중국으로부터 퇴출하는 많은 역외 기업들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폐업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소문들이 많았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강대국보다는 약소국가 기업들에 대한 이런 조치가
많았고 그중에서도 타이완 기업들과 같이 제대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한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 7월
경 퇴출을 허용하는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연중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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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8월에 일시적으로 외국 기업들의 숫자가 2천여 개나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손실을 보고 있는 외국 기업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이 차이를 계산해 보면 대체로 2019년도 외국 공업기업 2곳 중 하나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적어도 절반 정도
의 외국 공업기업은 중국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의 미국 기업들
은 2018년도에 절반 이상이 매출 확대를 경험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
라고 할 수 있다(AmCham China et al., 2019: 6).
더 정확한 분석은 이들 기업의 수가 아닌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중국 정부는 외국 직접투자 통계를 최근 비공개로 전환
하였다. 그리고는 외자 투자 액수가 아닌 건수로 대체해서 게시하고 있는
데 이것은 물론 대폭 악화한 외국 기업직접 투자를 보여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실, 이것 자체가 악화한 중국 외국인 투자를 대변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림 7-5

최근 3년 월별 중국 국유기업 수 추이

월말 기준 외국 기업 수(홍콩, 마카오, 타이완 포함)

월말 기준 손실 외국 기업 수

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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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패권전쟁 기간 중 중국 국유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
보면, <표 7-7>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국유기업 수의 변
화이다. 국유기업 수는 3,038개로부터 1,769개까지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참에 소위 ‘좀비 기업’을 정리한다는 정부 정책의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손실 기업 수는 1,057개에서 869개로 감소하여 그 감소
의 폭이 전체 감소 폭에 비해 적다. 이는 손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기보다는 적지 않은 국유기업들을 정리했음에도 불구
하고 적자로 전환되는 국유기업이 매우 빠르게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감소한 국유기업 수 + 손실 국유기업
수)가 당초 대비 손실을 낸 국유기업 수가 될 것이다.
표 7-7

최근 3년 월별 중국 국유기업 수 추이
국유기업수

손실 국유기업수

국유공업기업 손실
기업수

국유공업기업 손실
기업수 증감(%)

2017.4

3,038

1,057

1,120

-5.6

2017.5

3,038

1,025

1,063

-3.6

2017.6

2,323

798

822

-2.9

2017.7

2,330

768

826

-7

2017.8

2,328

745

802

-7.1

2017.9

2,345

743

793

-6.3

2017.10

2,356

710

743

-4.4

2017.11

2,365

681

722

-5.7

2017.12

2,372

637

657

-3

2018.2

2,135

898

870

3.2

2018.3

2,133

888

842

5.5

2018.4

2,127

838

802

4.5

2018.5

2,129

801

791

1.3

2018.6

1,914

709

743

-4.6

2018.7

1,844

685

674

1.6

2018.8

1,828

669

662

1.1

2018.9

1,832

680

665

2.3

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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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계속

연월

국유기업수

손실 국유기업수

국유공업기업 손실
기업수

국유공업기업 손실
기업수 증감(%)

2018.10

1,831

662

628

5.4

2018.11

1,839

632

613

3.1

2018.12

1,836

610

563

8.3

2019.2

1,930

846

826

2.4

2019.3

1,934

838

833

0.6

2019.4

1,923

801

750

6.8

2019.5

1,920

777

710

9.4

2019.6

1,917

731

704

3.8

2019.7

1,924

731

701

4.3

2019.8

1,469

589

544

8.3

2019.9

1,482

608

561

8.4

2019.10

1,497

583

552

5.6

2019.11

1,531

559

518

7.9

2019.12

1,558

501

512

-2.1

2020.2

1,769

869

762

14

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이제 미중패권전쟁 동안의 중국 민영기업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표
7-8>에서 같은 기간 동안 민영기업의 숫자 변화를 보면 2017년 4월
216,281개에서 240,143개로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미중패권전쟁 동안 국유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민영기업들은
받지 않았다는 의미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표 7-8

연월

미중무역전쟁 기간 중 중국 민영기업 수 추이
민영 공업기업 수

손실 민영 공업기업 수

전년 동비

증감율(%)

2017.4

216,281

25,860

27,285

-5.2

2017.5

216,535

24,334

25,239

-3.6

2017.6

214,638

23,546

24,455

-3.7

2017.7

217,834

22,902

23,6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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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연월

계속
민영 공업기업 수

손실 민영 공업기업 수

전년 동비

증감율(%)

2017.8

218,509

22,245

22,542

-1.3

2017.9

219,581

22,151

22,464

-1.4

2017.10

220,436

21,871

21,868

0

2017.11

221,585

21,735

21,136

2.8

2017.12

222,473

20,099

19,016

5.7

2018.2

216,581

38,562

36,949

4.4

2018.3

218,218

40,226

36,095

11.4

2018.4

218,651

34,703

32,842

5.7

2018.5

219,021

33,850

31,301

8.1

2018.6

217,301

33,683

31,068

8.4

2018.7

216,778

32,257

29,713

8.6

2018.8

217,566

31,633

29,502

7.2

2018.9

218,203

31,775

29,550

7.5

2018.10

218,940

30,789

28,519

8

2018.11

220,595

29,640

27,199

9

2018.12

220,628

28,276

26,087

8.4

2019.2

214,872

49,481

44,399

11.4

2019.3

214,936

43,852

45,175

-2.9

2019.4

215,564

41,114

37,878

8.5

2019.5

215,829

38,281

36,362

5.3

2019.6

216,249

38,267

36,054

6.1

2019.7

216,881

36,289

34,306

5.8

2019.8

229,762

37,119

34,519

7.5

2019.9

230,495

37,303

34,166

9.2

2019.10

231,480

36,433

32,961

10.5

2019.11

232,808

34,718

31,267

11

2019.12

233,957

31,798

27,761

14.5

2020.2

240,143

78,799

58,249

35.3

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그런데 민영기업 수와 손실 민영기업 수의 추이를 그래프로 도시해 보
면 명확하게 특이점이 나타난다. 민영기업의 경우, 그 패턴은 일치하나
진폭이 매우 크다. 특히, 2019년도 8월의 대폭적인 증가는 매우 예외적
인 현상이다. 또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았다고 하기에는 2019년도 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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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기업 수의 비약적인 증가를 설명할 수 없다.

그림 7-6

미중패권전쟁 기간 중 중국 민영기업 수 추이

월말 기준 민영기업 수

월말 기준 손실 민영기업 수

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이에 대한 설명을 아직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다
만 연구자의 판단으로는 외자기업의 대거 철수 시점과 연이어 있는 것으
로 볼 때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연결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뿐이다.
이 두 사건 사이를 이을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당시 중국 정부가
당시 발표하였던 여러 정책 중의 하나인 ‘농촌 창업’이다. 말이 좋아 ‘창
업’이지 사실상 도시 지역에 있는 농민공들을 다시 농촌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 농촌에서 벤처창업을 하
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그 성과를 보고하게 한 것이다.
타이완의 한 미디어 TBC(东森财经新闻) 2019년 12월 보도에 의하면,
2018년도 상반기 중 폐업한 중국 기업은 504만 개에 달한다. 그리고 이
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 ‘창업’을 하게 된 농민공들은 740만 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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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렇게 중국 기업의 도산 상황이 국제적인 뉴스가 되자 중국 정
부는 이에 대한 데이터 공개를 멈추었다. 그래서 이후의 정확한 폐업 수
는 알 수 없다. 740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들의 귀환은 사실상 실업이며,
중국 정부 통계에서 농민공들은 실업의 대상에 넣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는 상태’로 행정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그림 7-7>처럼, 2019년도 8월에 대량의 창업이 이루어진 것
이 아닌가 연구자는 의심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는 갑자기 3만여 기업의
창업이 불과 한 달 내에 일어난 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림 7-7

2019년 중국 민영기업 수 및 매출 추이

월말 기준 민영 공업기업 수

월말 기준 민영기업 매출(억 위안)

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하지만 매출의 증가는 약간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추세에 큰 차이 없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업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매출에는 커다란 증가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때 설립된 대다수 기업이 매
출이 없거나 매우 적은 회사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도 미중패권전쟁의 영향은 크다. 미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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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동 중인 중국 기업들은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몇몇 하이테크 기업
들이 크게 약진하고 있었다. 바로 화웨이, TIK-TOK, 그리고 DJI 같은
기업들이다. 이들은 글로벌 점유율이 매우 높고 기술우위를 구현하여 사
실상 미국이나 우리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제재 대상이 되고 심지어 TIK-TOK같은
경우 강제적 매각 명령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미국은 물론 서구 세계에서
사업 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 미국은 다시 중국에 대한 기술공급을 제한하고 핵심 부품의 공
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인텔, ARM, TSMC 등의 반
도체 기업들이 제재 대상 중국 기업에 대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어
서 Google, Microsoft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화웨이 등 제재 대상 기
업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였다.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았다. 2019년 2월 25일 당시 미국에는 적어도 11개
의 중국 국유기업이 상장되어 있다고 한다. 2020년 2월 25일 현재 미국
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156개이며, 시가 총액은 1조2천억 달러에 달한
다. 이 중에 최소한 11개가 국유기업으로 알려져 있다(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20).
이렇게 해외 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은 공통으로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업재무 정보의 신뢰성이 낮
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상장의 대상인 법인의 유효성 내지는 실체성이다.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은 상장을 위한 회계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담당하는 회계 법인들도 대부분 미국계 다국적 회계 기업이긴 하지만 회
계장부 조작이 횡행하는 중국의 기업 문화로 인하여 그 신뢰성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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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대단히 낮다.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의 회계관리는 지나치게 탄력적
이다. 이것은 중국 정부의 규정대로 꼬박꼬박 지키면서 사업을 발전시키
거나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상장을 목표로 해서 회계장
부의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면이 있다는 것은 중국 사업계에서는 알려진
비밀이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IPO를 목표로 재무제표 계획을 먼저 설
계하고 이에 맞춘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회계 부정을 감시
해야 할 회계 법인들부터 대상 기업에 투자한 월 스트리트의 기업들과 밀
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얼마나 성실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
이 아닐 수 없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상장 후의 관리이다. 이론적으로는 벤처기업의
공개는 더 큰 발전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행위이지만 실제로는 창업주들
의 치부를 위한 최종 목표로 진행되는 일이 많아, 일단 상장한 후에는 많
은 경우 모럴 헤저드가 일어난다. 그리고 막대한 외화를 확보한다는 공동
목적을 위하여 이들 해외상장 중국 기업들에 중국 정부도 상당한 편의와
탄력성을 보여 준다.
미국의 경우, 이를 관리 통제하는 것이 미국의 증권감독위원회인데 이
들이 요구하는 정보는 많은 경우,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비밀이 공
개된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해 왔다. 상당 기간 인내심을 발휘했던 이들
감독기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중 노선을 추진하면서 힘을 얻는다. 미
상원의 John Kennedy 루이지애나 공화당 의원 등이 이를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166)

166) US Senate passes bill to boost oversight and delist Chinese companies from exchanges. Retrieved
from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085354/us-senate-passes-bill-boostoversight-chinese-companies?utm_medium=email&utm_source=mailchimp&utm_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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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국 정부의 변화된 기조에서 이들 상장기업들은 정보를 제공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조작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
들 중국 기업들에 대해 이미 퇴출명령을 시작하고 있다. 뢰이싱 커피(瑞
幸咖啡), 아이치이(爱奇艺) 등이 그것이다. 미 상원은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를 정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 어떤 정도의 내용을 담느냐
의 차이만 있을 뿐 향후 미국은 이들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
화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대부분을 퇴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8

협의
목표

관세

광의
타파

미중 기술무역 재편의 잠재적 시나리오
진정 호혜적 접근
관리적 무역
(낮은 충돌)
(중간적 충돌)
∙ 중국이 미국에게 디지털 서비스 수출 및 IP 시장 개방 ∙ 중국은 기술경쟁력 구축을 위한 비관세규제 유지
∙ 미국은 광범위한 관세 및 규제 철회, 서플라이체인은 ∙ 전략적으로 분야 및 제품에 초점을 둔 선별적 미국
시장이 주도
수입 관세
기술 냉전
장벽 및 열고 닫는 다리
(강한 충돌)
(중간 충돌)
∙ 비관세 규제 강화(미국 수입 금지, 투자 재갈물림,
∙ 구조적 이슈 미해결 존재함. IP, 경계 넘는 인수합병,
중국 반독점 행위)
반독점, 사이버보안 등 마찰
∙ 미국 고관세 및 안보에 따른 수출금지. 엄격한 공급
∙ 소비자 전자를 포함하면서 미국은 관세 확대 및 심화
사슬 파괴
개방

기술경쟁

관리

출처: Melo et al.(2019: 5)

<그림 7-8>에서 보듯, 미중 기술무역 재편의 잠재적 시나리오로는 진정 호혜

적 접근(true reciprocal access), 관리적 무역(managed trade), 장벽 및 ‘열고
닫는 다리’(walls and drawbridges), 기술냉전(technical cold war)에 따라 충
돌(intensity)의 강약이 예상된다.

enlz-us_china_trade_war&utm_content=20200526&MCUID=29d24e22fa&MCCampaignID=cc6
8e4db8f&MCAccountID=3775521f5f542047246d9c827&tc=4(검색일, 20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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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기술무역 적자를 줄이고, 상호 우려 사항을 만족스럽게 해결
하기 위해 IP, 시장접근, 사이버 보안 등의 쟁점에 관한 여러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관세 조치의 규모와 범위, 기술경쟁의 역학, 산업정책, 수출입
등 비관세 장벽 관세 등 다양한 변화가 개방 무역에서 관리 무역에 이르
기까지 위와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Melo et al., 2019: 5).
중국 정부는 미중패권전쟁으로 인한 자국 경제의 영향을 절대 과소평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영향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민심을
무마하는 내부 선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략적으로 분석
하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단순 무역만을 볼 때에는 미국으로의 수
출이 감소되는 반면 기타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있어서 중국은 여전히 무역수지 흑자를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대미 수출 감소만으로는 중국에 큰 타격을 주기 어려
운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미국의 기술 봉쇄, 그리고 핵심 부품 공급
제안 쪽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PWC도 보고서에서 같
은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내 기업들에게 자체 기술 개발과 글로벌 공
급망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PWC, 2020: 23).

3. COVID-19
1) COVID-19과 중국 기업
COVID-19는 그야말로 전세계에 들이닥친 전대미문(black swan)이
라고 할 수 있는 대재앙의 하나이다. 전세계에서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
던 일이 발생을 한 것이고 매우 신속하게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발원지인
중국의 경우, 당연히 그 영향을 먼저 받았고 컸으며 대응도 가장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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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이들로부터 COVID-19의 기원에 대하여 분분한 의견이 있고
그중에는 중국 정부가 의도적 또는 실수로 우한의 생물병기연구소에서
노출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인이나 의혹에 대해
서는 다루지 않겠다. 다만, COVID-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였고 곧
바로 중국 전역의 3개월 정도의 봉쇄(lockdown)가 있었으며 지금은 상
당 정도 통제되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사실, 방대한 국토와 수많은 인구를 보유한 중국과 같은 실정에서 사
회주의 국가 통제력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정도로 과연 통제될 수 있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 COVID-19에 대한 여러 이슈
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정부, 경제, 기업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 검토를 한다.
2020년도 초에 알려진 COVID-19의 발생은 곧바로 상품과 사람의
이동이 중지되는 현상, 그리고 소비와 생산 양쪽이 모두 타격을 입는 전
무후무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Mohamed El-Erian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생산과 소비의 침체가 동
반하는 이번 CIVID-19과 같은 사태는 없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
이며, COVID-19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경제 침체를 모면할 수 없
다고 예측하였다.
그렇다면, COVID-19는 중국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여기서는 COVID-19가 중국 기업에 미친 영향을 산업별, 지역별, 중소
기업 및 소상공에 초점을 두어서 검토하기로 한다. 사실 COVID-19가
가장 영향을 미친 기업은 국유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이 주로
해당되는 민영기업이라 할 수 있다.
먼저, COVID-19가 중국의 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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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은 COVID-19가 중국의 산업에 끼친 영향을 중국의 글로벌
수출 비중 및 총산출 비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표 7-9>).167)

표 7-9

COVID-19의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글로벌 수출에서 중국 비중

총산출에서 중국 비중

컴퓨터, 전자, 광학 제품

30%

49%

전자장비

28%

59%

다른 기계 및 장비

28%

47%

자동차 및 견인차

5%

33%

출처: DX Consulting

DX Consulting은 주로 전자산업과 기계산업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산업으로 적시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중국 경제 미디어들의 의견과 일
치하는 것이다. 바로 미중패권전쟁으로 미국의 관세가 급증하여 수출이
급감하는 분야이면서 COVID-19의 타격을 다시 받았기 때문이다.
수요 감소로 인한 출고가 하락이 1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통계국의 5월 통계 발표에 의하면, 가장 많이 가격이 하락한 종목은
연료 에너지로 15.5% 하락, 화공 원료가 10.3% 하락, 그리고 유색 금속
이 5.5% 하락, 흑색 금속이 2.7% 하락, 농업부산품이 5.9% 하락 등이다.
이런 정도의 가격 하락을 감내할 수 있는 기업은 쉽지 않다. 따라서 코로
나 19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경쟁력 차이를 보이거나 중국에서 생산 가능
한 이상 중국제품에 대한 오더의 타국 전환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정부나 차이신이 발표하는 PMI 지표는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167) Coronavirus China Economic Impact Report by daxue consulting. Retrieved from https://
daxueconsulting.com/coronavirus-china-economic-impact/(검색일, 20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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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국의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적어도 생산의 양적 측면에서 코로나 발생 전에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국 외 지역의 고객으로서는 중
국이 아닌 기타 지역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오더를 전
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COVID-19가 중국의 지역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광대한 중국의 특성상 COVID-19의 영향도 지역적으로 서로 다르다. 항
저우의 경우, 2020년 상반기 GDP 성장율 1.3% 증가로 매우 괜찮은 성
과를 보였다.168) 항저우를 보면, 디지털 산업의 약진이 확연하다. 항저우
시의 디지털 산업 산출액 증가분이 1,833억 위안에 달해서 항저우 GDP
의 24.8나 차지하였다. 증가율이 10.5%나 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알리바
바가 바로 항저우에 있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알리바바는 SARS
때에도 퀀텀 점프를 한 바 있다. 항저우는 이에 힘입어 IT와 금융에서 상
반기 10%의 성장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언
택트 산업이 급성장한 효과를 항저우가 제대로 수혜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COVID-19가 중국의 종소기업 및 소상공에 미친 영향을 파
악할 수 있다. COVID-19는 이미 이 시기에 중국 전역으로 위기의식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Huang et al(2020)이 제시한 <그림 7-9>에서 보듯,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50%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10% 이하의 매출 감소를 예상한 기업은 4% 정도에 불과했다.

168) 大洗牌! 内循环时代, 这些城市即将崛起! Retrieved from https://mp.weixin.qq.com/s/OeswZzYgr
OUx8VWhgcVrIQ(검색일,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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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COVID-19로 인한 중소기업 세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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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

29.58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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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Zhu et al.(2020); Huang et al(2020)에서 재인용

중국 사회주의체제가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기업보다는 개인들이다.
그리고 기업 중에서도 소기업 같은 경우, 그 수는 대단히 많은 반면 정부
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
다. 또한, 개인사업 위주인 수많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규제수단은 상대
적으로 많은 반면 직접적인 지원수단은 여의치 않다.
COVID-19는 이러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격한 셈이다. 화창 증권
(华创证券)의 마크로 이코노미스트 장위(张瑜)는 “이러한 노동 집약적 부
문은 직종별 압박을 유발할 수 있다. 산업계 기업들은 이후 생산을 촉진할
수 있지만, 쇼핑객, 레스토랑 및 쇼핑객에 크게 의존하는 호텔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169)
기업 위주인 제조업과는 달리 주로 이들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서비
스업이므로 중국의 서비스 업종의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 2년
간의 서비스업의 생산지수 변화를 보면 완만하고 지속적인 하강을 보인다.
169) 후베이 NCP의 중국 경제에의 영향. Retrieved from https://brunch.co.kr/@chulrhee/245(검색일,
2020.8.15).

536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2020년 2월에 들어 문자 그대로 절벽에 가까운 하강을 보인다. 바로
COVID-19가 발생한 시점과 일치한다. 이 현상은 명백하게 COVID-19
로 전국적인 봉쇄를 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금융정책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겠지
만 서비스 업, 그리고 고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기업과 소
상공인들에게는 효과를 볼 수 없었다.
DX Consulting에 의하면, 대표적인 소상공업인 요식업의 경우,
COVID-19로 인한 어려움으로 80.2%가 매출의 감소, 78.1%가 임대료,
그리고 73.0%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였다.170) 점포를 기반으로 운영하
던 많은 소상공인들은 결국 임대료와 인건비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
게 되었다. 이러한 폐업은 중국 정부가 그 통계를 밝히고 있지 않아 정확
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중국의 SNS 상에서 많은 폐업선언이 나오는 것
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COVID-19 발생 후 중국 주식 시장에서 업종별 급락은 숙박업, 요식업
등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함께 가장 큰 추락을 하였다(Huang et al., 2020).
중국의 실업율 변동171)을 보면 COVID-19가 발생한 시점에서 실업율이
대폭 상승하였다. 그리고 이 숫자는 다분히 행정적으로 조정된 숫자이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해고를 못하게 하는 지방정부들의 행정지도
에 따라 종업원들을 해고는 하지 않았지만 소액의 기본급만을 지불하는
방식 등으로 사실상 해고된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170) Coronavirus China Economic Impact Report by daxue consulting. Retrieved from https://
daxueconsulting.com/coronavirus-china-economic-impact(검색일, 2020.8.15).
171) China Urban Survey Unemployment RateRetrieved from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
unemployment-rate(검색일, 2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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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적한 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단은 이렇다 할
것이 없다. 어쩌면 이 상황이야 말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큰 취약점이라
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이야 말로 그야말로 100%에 가까운 시장경제체제이며 정부의 통제
력이 행사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이다.172)
중국 정부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견디지 못한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렇다 할 정책
이나 조치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소기업과 소상공인
들은 타격을 입고 폐업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맞이하고 만다.
대부분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 능력은 최대 3개월 정도가 한계173)
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중국 정부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정상화에 들
어간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재무적 압박은 발생했고 경영 악화로
인해 채권시장도 위축되었다. 결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폐업은 가시
화되었고 이는 실업의 대폭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미중패
권전쟁 및 COVID-19가 발생하였어도 중국 경제에 끼치는 현상은 제한
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중국에는 대외 무역이나 생산 복귀와
같은 이슈는 사회주의체계라는 특성에서 금융기관과 국유기업을 통하여
상당부분 통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172)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디지털 화폐 등을 도입하여 소상공인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 하는 움직임도
있다.
173) Liquidity Squeeze. Retrieved from https://brunch.co.kr/@chulrhee/248(검색일,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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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정부의 기업을 위한 COVID-19 대응책
그렇다면,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모든 영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특
히 모든 기업들의 경영환경이나 경영전략 등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어떠한 혁신적 조치들
을 취하고 있을까?
Mohamed El-Erian의 예상대로 경제 침체가 분명해진 이상 각국 정
부는 통화팽창 및 경기 진작책을 이어서 실시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시책을 편 것이 바로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의 양회를 통해 정부 자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
성하고 대규모의 사회 인프라 투자와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 비용 연
기 및 면제 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유기업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예
산의 선행 지출을 하도록 하였다. 바로 사회주의경제 구조의 정부 통제력
을 십분 발휘하려 한 것이다.
그동안 매년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당해연도의 GDP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는 것이 관례였고 또 중국의 눈부신 발전 모습을 전세계에 과시하
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0년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GDP 목
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금융정책을 펼칠 것
임을 선포하였다.
Huang et al(2020)이 제시하듯, 당시 이들 기업들이 중국 정부에 요
청하였던 정책조치들은 <그림 7-10>처럼 세금감면 등 재정적인 것이 많
았다. 결국, 중국 중앙정부는 적자재정 편성, 특별 국채의 발행, 그리고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채권발행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했는데 그 규모가
3.6조 위안(한화 624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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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중국 중소기업들의 정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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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Zhu et al.(2020); Huang et al(2020)에서 재인용

이를 위해서 정부예산의 적자율은 3.6% 이상이 되며 적자 규모는 작년
대비 1조 위안 이상 증가한다. 거기에 특별 국채 1조 위안이다. 그리고
재정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는
계속하여 약 5천억 위안 규모의 세수감소를 예상하였다. 2019년의 경우,
2조 위안 규모의 감세가 이루어진데 이어서 리커창 총리의 ‘감세항비(减
税降费)’ 정책을 선언한 것이다.

금융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융자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금융기관들의 ‘공전(空转)’을 경고하였다. 공전이
란 신규 대출이나 확대 대출이 아니라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바꾸어 주
고 이를 신규로 기업들에게 대출해 준 것처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양회가 열리기 전에도 중국 정부는 COVID-19가 발생하고 나서 경
제 기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인식하자 곧바로 우선, 4천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지방 중소 은행들에 제공하여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의 금융채무
상환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취한 정책수단은 수요나 판매와는 관계없이 먼저
국유기업들을 강제로 생산을 하게끔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급망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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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들의 공급업체가 생산 정상화를 하게끔 유도하고 그 낙수효과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까지 이르도록 유도한 것이다. 동시에 장마당, 즉
노점상경제(地毯经济)를 허용하여 실업을 한 민중들이나 영세업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리커창 총리를 중심으로 추진된 이 정
책은 정치적 입장이 달랐던 시진핑 주석 파벌의 반발을 샀지만 1선 도시,
즉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텐진 등에서는 장마당을 허용하지 않는
선에서 절충되었다.
중국 정부가 취한 혁신적 대책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국무원의 여러 장관급 규제 당국은 COVID-19로 인한 기업
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2020년 1월부터 금융정책 패키지
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통해 특정의 일선 기업에 우대 조건으로
대출제공, 금융보증 서비스 비용절감, 대출상환연기, 회사채발행 절차 최
적화 및 국가 간 금융지원을 중국공산당 또는 외국 주주에 통제를 받는
유자격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Zhang et al., 2020).
王铁山·张青(2020: 25-28)은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이 대외무역 위기

에 신속하게 대응할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7-10

COVID-19 대응을 위한 대외무역 대책

기업

∙ 현재 주문 계약수를 조사하고 이행 리스크에 주목
∙ 고지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증명을 발급해야 함
∙ 운송을 미래 배정하고 물류 리스크에 주목
∙ 상류 고객을 정리하고, 공급사슬 리스크에 주목
∙ 구매자가 계약을 이행할 것을 독촉하고, 환율 리스크에 주목

정부

∙ 세비 감면, 납부 연기, 기업 압력 축소
∙ 운행 모니터링, 리스크 취약점 파악
∙ 국제 소통 강화, 무역 구제 추진
∙ 기업의 전람회 참여 지원, 경외 보조 지원
∙ 온라인으로 통관 처리, 편익 수준 제고
∙ 도움 기제를 구축하고 기업 업무재개 지원

대외무역
대응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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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0

대외무역
대응 초치

대외무역
기업 발전
제언

계속

금융기관

대외무역 기업 고품질
발전을 위한 외부 환경
구축
기업 고품질 발전을 위한
내재 역량 강화

∙ 대출압력 완화
∙ 신용대출 지원 확대
∙ 수출 신용보험 지원 확대
∙ 금융서비스와 상품 혁신 강화
∙ 관련정책과 법치 환경 완비
∙ 공공안전과 응급체계 완비
∙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완비
∙ 기업 내실화, 자체 관리 능력 강화
∙ 디지털 경제 활용, 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 속도 가속화
∙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 국제협력 영역을 확대함

주: 王铁山·张青(2020: 25-28)을 근거로 작성함

한편, 罗来军(2020)은 기업발전을 위한 직접적 정책설계 및 간접적 정
책설계를 제시한다. 직접적인 정책설계로 중앙 및 각 지방정부는 기업을
도와서 난관을 극복할 정책과 조치를 연이어 제시하고, 이미 시행된 정책
으로는 다음과 같다. 즉, ⅰ) 세수감면, 납세신고연기, ⅱ) 저금리대출, 이
자보조대출, 융자담보, 대출연장 또는 추가대출, ⅲ) 맹목적인 대출 조기
회수, 대출금 지급연기, 대출정지 등의 금지, ⅳ) 채권발행을 지지하고,
ⅴ) 직원 보험가입 처리를 연기하고, 노조경비와 기업회비를 환급하고,
ⅵ) 임대료와 물, 전기, 가스 비용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연기하고, ⅶ) 행
정심사, 허가 등의 사항에 속도를 가하거나 연기를 허락하고, ⅷ) 단계적
으로 기업 사회보험을 감면하고, ⅸ) 기업 공적자금(公积金) 납부를 연기
하는 등이 있다(罗来军, 2020: 52).
표 7-11

직접적
정책설계

기업발전을 위한 직간접적인 정책설계
∙ 재정, 신용대출, 사회보험 등 구조정책을 보완해야 함
∙ 부서, 주체 간의 전면적인 협조를 도모
∙ 기업 직접 보조정책을 혁신
∙ 산업사슬의 완전 및 원활을 담보
∙ 외향형 기업을 도와 업무공간을 확대
∙ 기업이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구제하는 주체 의식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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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간접적
정책설계

계속
∙ 시장 지향과 보완 지향의 투자 확대
∙ 소비능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감
∙ 디지털 경제, 의료와 양로, 생태환경보호 등 새로운 업계 생태를 지지하고 발전시킴
∙ 교통체계와 물류통로를 제때에 전면적으로 원활하게 함

주: 罗来军(2020: 52-56)을 근거로 작성함

간접적인 정책설계로 기업은 국민경제체제에 있고, 기업발전은 국가의
거시적인 환경지원을 벗어날 수 없다. 국가의 거시정책이 조성하는 시장
잠재력은 기업의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한다. COVID-19 기간
에 정부는 직접적인 보조정책을 취하여 기업발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투자지향, 민중소비, 산업조정, 사회운행 등 측면에서 기업발전을 간접적
으로 지원한 것이다(罗来军, 2020: 53).
중국 정부의 이러한 여러 정책적 조치들은 어느 정도 효력을 나타내서
2020년 1사분기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상황을 보였던 중국의 GDP는 2사
분기부터 정상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7-11

최근 2년 중국 GDP

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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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국 경제지표는 2020년 2사분기부터 상당한 회복을 보이고 있
는데 여기에 중국 정부의 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은 틀림없다. 그렇
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중국 정부가 푼 대규모 정책자금이 여전히
일부 특권층의 주머니로만 흘러들어 가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중화권 미디어에 의하면, 빅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중국 정부가 이번에
공급하고 있는 정책자금이 이미 일부 상장 회사에 의하여 주식시장 등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다시 말해 정부 돈을 가져다가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이다.174)
중국 국가재정과학연구원은 바로 이렇게 금융정책에서 푸는 돈이 소
상공인이나 영세 기업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을 우려하였고 그 대안
으로써 P2P와 같은 인터넷 사금융 같은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정책제안
을 한 바 있다.175) 하지만 워낙 그동안 P2P의 폐해가 컸었고 이런 P2P
는 정부의 통제력이 잘 닿지 않고 정규 금융권도 현재 부실이 많아 결국
이 정책은 채택되지 않았다.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중국의 민영기업이나 대
외무역을 위하여 취한 이러한 정책조치들은 성공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 진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영전략 및 경쟁력 확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174) 중국 5월 통계와 노점상 경제. Retrieved from https://brunch.co.kr/@chulrhee/406(검색일,
2020.8.25).
175) 疫情突发时期的财政应对策略. Retrieved from https://www.chineseafs.org/ckynewsmgr/news
Content_queryOneNewsRecord?retVal=cnsearchxw&zyflag=1&searchFlag=2&newsid=0720223
910_39821760(검색일,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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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6장에서는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제약을 분
석하였다. 그리고 앞 절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직면한 핵심 이슈인 일대일
로, 미중무역전쟁, COVID-19에서 중국 기업의 전망을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중국 기업(국유, 민영, 외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제약과
그리고 글로벌 난제에 직면한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이를 헤쳐 나아갈지
에 대한 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대한 중국의 논의(중국 정부 문건이나 중
국 학자들의 연구 등)를 토대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전문가 서면인터뷰
자료를 근거로 논의하기로 한다.

1. 국유기업
1) 국유기업개혁의 취지 및 과정
(1) 국유기업개혁의 취지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주요
임무는 시장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 하나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개선하며 시
정체계를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법
을 제정하고 경제법규를 개선하며 권력 균형기구와 감독기구를 만들어
기업의 행위와 정부의 행위를 모두 단속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업개혁
을 추진하고 현대기업제도를 제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단
속하며 시장경쟁의 수익과 손해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규정하고 정부, 시장, 기업은 유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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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赵东荣·乔均, 2000: 17; 김윤권 외, 2011:
17에서 재인용).
국유기업개혁은 복잡하고 체계적인 과정이다. 국유기업개혁은 소유제
측면에서 재산권제도를 완비하는 문제이고, 기업경영 형식 측면에선 현
대기업제도를 구축하는 문제이다(刘崇献, 2014: 55). 첫째, 재산권제도
측면에서, 국유재산권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자산의
보존과 증식에 충분한 관심과 감독이 결여되어, 국유자산 소유권을 대행
하는 대표자는 종종 대표의 정당성과 권위성이 없다. 또한, 감독·관리 능
력이 낮아, 쉽게 경영관리권을 행사하는 관리층과 서로 결탁하여 국유자산
보존과 증식은 개인이익의 부족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둘째, 현대기업제도
측면에서, 주식제개혁은 비록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많은 방법이 형식적
이고, 전문경영인 제도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국유기업 고위층은 신탁책
임이 부족하고, 관료주의가 심각하다. 독점 특권에 의존하여 우월감을 유
지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혁신이 부족하다. 관리와 감독에 강제적인 제
약이 부족하고, 소유권 대표자와 경영권 대표자가 연합하여 국가의 큰 솥
밥을 먹고, 국유기업의 독점 정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대규모 비효율적이고,
대마불사(大而不倒)로, 개혁정책결정을 저해한다(刘崇献, 2014: 55).
국유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종종 진정으로 분리되기 어렵고, 이와
연결된 감독권, 수익권, 징벌권은 모두 강제적인 제약이 부족하다. 소유
권을 행사하는 대표와 관리권을 행사하는 대표는 본질적으로 모두 인민
의 대표로, 인민이나 국가를 대표하여 국영기업을 운영하고, 서비스 보장
과 가치의 보존과 증식을 실현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부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행사하는 대표는 인민을 잘 대표하지 못하고, 일부는 심지어 자
신이나 자신의 작은 집단만 대표하여, 인민이나 국가에 대한 신탁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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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고, 심사와 감독은 종종 형식에 치우쳐 있고, 영도의 문책보다는
부서 직위 교체로 이용되고 있다(刘崇献, 2014: 55).

(2) 국유기업개혁의 과정
중국 국유기업은 중국 사회주의건설 과정에서 당과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제도와 정책의 근본적인 대상이다. 중국에서 국유기업, 특히 국
유기업개혁의 이슈는 학술적이든 실무적이든 논의의 시작이면서 끝이라
할 수 있다.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과정을 보면, 汤颖梅·佘亚云(2020: 150)은
1980~1990년대 초까지의 초보적 탐색 단계, 1990년대 초에서 2000년
대 초까지의 제도혁신 단계, 2000년대 초~2013년까지의 국자발전 단계,
2014년~현재까지 공략심화 단계로 구분한다.
张嘉昕·孙舒悦(2020)는 1978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국유기업개

혁 과정을 ⅰ) 국유기업 자주경영 모형 구축 탐색(1978~1992), ⅱ) 사회
주의 시장경제에서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1993~2012), ⅲ) 새로운 시
대 국유기업 고품질 발전(2013~2019) 단계로 구분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7-12>와 같다.

표 7-12

국유기업 개혁 과정
국유기업 자주경영 모형 구축 탐색(1978~1992년)

∙ 당의 11기 3중 전회에서, “현재 중국 경제관리체계의 심각한 결함은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에 있음.
따라서 과감히 권력을 아래로 이양하여, 지방과 공업, 농업 기업이 국가 통일계획의 영도아래 더 많은
기업 자주경영권 경영관리 자주권을 갖게 해야 한다”
확대
∙ 1980년에 권력 확대와 이익 양도 실행은 6,000개 정도에 달함. 관련 보완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재정적
(1978~1984)
자가 상대적으로 크고, 1981년 국가는 공업기업에 대해 경제 책임제를 실시할 것을 제기함
∙ 중앙은 1983년, 1984년 연속으로 ‘두 걸음 이익을 세금으로 전환’의 실행을 결정하고, ‘세금과 이익이
병존하는 것’에서 ‘세금으로 이익을 대체하는 것’으로 전환(汪海波,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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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2

계속
국유기업 자주경영 모형 구축 탐색(1978~1992년)

∙ 이전에 비해, 자주권 확대의 사고방식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진정한 기업은 자주경영을 하고, 스스로
손익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 단계의 문건은 ‘자주경영’이 아닌 ‘자주권 확대’만 언급하여, 계획경제체제
기업 자주경영권
에서 정책은 많은 경우 실현되지 어렵고, 권리확장이 효과를 보기가 어려움(周叔莲, 2000)
확대
∙ 이 단계의 개혁에서, 정부가 줄곧 주도했고, 기업은 정부와의 협상·계약을 체결할 때 불평등한 지위에
(1978~1984)
놓임. ‘이익을 세금으로 전화하는’ 이론에도 잘못된 점이 있고, 국가가 국유기업 소유자인 신분과 거시적
인 조종자인 신분을 헷갈려서, 실천 효과 못봄(黄少安, 2018)
∙ 1984년, 당의 12기 3중 전회는, ‘기업이 진정으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경제 실체가 되고, 자주적으로
경영하고,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는 사회주의 상품생산자와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기함
∙ 1987년, 당의 13대는 더 나아가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실행하여, 경영권을 진정으로 기업에 넘겨야
한다’고 제기함
∙ 1992년, 「전민소유제 공업기업 경영 기제 전환 조례」가 발표되어, 전환 기제의 개혁은 시범에서 전면적
인 전개 단계에 진입했고, 국유기업 개혁은 ‘양권분리’ 단계에 돌입
∙ 기존의 기업 소유권 귀속에서 경영권을 완전히 이양하여 ‘국영’에서 ‘국유’로 전환하고, 국유기업이 부속
물에서 시장 주체로의 전환을 추진(杨瑞龙, 2018)
∙ 이 단계 개혁의 주요 조치는 도급제를 추진하고, 동시에 주식제 시행도 진행
∙ 도급제는 국가와 기업의 권리, 책임과 이익을 명확히 하는데 편리하고, 기업생산 적극성도 동원
양권분리에
할 수 있지만, 도급제에는 정부의 행정관여를 면하기 어렵고, 비규범적인 지표로 인한 흥정을
기반한 기업
면하기 어렵고, 기업에 대한 이익 양보가 상대적으로 크고, ‘유불리(苦乐)가 명확히 구별되는
도급제
경영 기제 전환
것’은 경쟁을 깨뜨렸고, 기업에 규제 기제가 부족한 등 많은 문제가 존재(刘国光, 1990)
(1985~1992)
∙ 도급제를 완비하기 위해선 도급제 형식을 규범화시키고, 급여 총액은 기업이윤과 연결시키고,
전원 도급을 확대하여 도급 기한을 연장함(赵晓雷, 2009)
∙ 주식제는 ‘양권분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모형으로, 1984년부터 소수 기업에서 주식제개혁 시
행을 시작
∙ 당의 13대가 개최되고, 중앙은 국유기업 주식제 시행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고, 1992년 덩샤
오핑은 남방 담화에서 ‘세 가지 유리한’ 등 중요한 논단을 제기하여, 사람들이 새로운 인식(张昌
주식제 健·邓权, 2008)
∙ 도급제는 주식제에 대체될 수 없고, 기업의 단기행위, 국유자산 유실 등 문제는 도급제를 보완하
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음(刘光第, 1992)
∙ 주식제 회사는 일종의 국제적으로 통행하는 재산과 기업조직 형식으로, 사회주의도 이를 응용
하여 경영 기제를 전환할 수 있고, 전민과 집단 소유제의 결함을 개진할 수 있음(胡建新, 1992)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1993~2012)

∙ 1993년, 제8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는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헌법에 산입된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 관련 중앙은 현대기업제도 확립, 제도적 재편, 국유자산관리체계개혁 등 조례를 연속 제기하고, 국유기업은
새로운 개혁과 발전 단계에 진입
시장경제와
국유기업의
상용성

∙ 국유기업과 시장경제는 상용해야 하고 또한 상용할 수 있다고 봄. ⅰ) (필요성)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국유경제의 주도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ⅱ) (객관적 가능성) ‘소유자 결여’의 경험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음. ⅲ) (실질적) 국유기업과 시장경제의 상용 실현 과정에서
생산력, 생산관계를 개혁하고 정치체제, 이데올로기 등 상부구조를 보완할 필요(蒋学模, 1998)

현대기업제도
확립

∙ 1993년, 당의 14기 3중 전회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에서, 국유기업 경영 기제를 더 한층 전환하고, 시장경제 요구에 적응하고, 재산권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
히 하고,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고, 관리가 과학적인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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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2

계속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1993~2012)
주식
회사
구축

∙ 지난 십여 년 이래, 국유기업은 권리배분 관계, 국유기업 내부 환경 등의 개혁에 초점을 두고
기업의 조직제도와 재산권제도를 개혁하지 않아서 기업에 활력 미흡(白永秀, 1994)
∙ 회사제를 주요 형식으로 하는 현대기업제도는 출자자 소유권과 기업법인 재산권 분리하여,
정부와 기업 분리를 실현하고, 국유기업이 진정으로 자주경영,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게 함(蒋
学模, 1995)

회사
법인
거버
넌스

∙ 국유기업에서 회사제 개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신삼회’(新三会)와 ‘노삼회’(老三
会)176) 관계를 처리해야 함
∙ 林木西(1994)는 회사제를 실행할 때, ‘신삼회’와 ‘구삼회’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관리에서
‘양 어깨’, ‘세 어깨’, ‘교차임직’ 등 방식 사용
∙ 谷书堂·高明华(1995)는 비합리적인 법인 거버넌스 구조는 기업경영 기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침. 현재의 법인 거버넌스 구조는 중국 국유기업의 현실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은 국유
자산관리 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
∙ ‘구삼회’가 존재하는 현실에 거버넌스 구조는 주주대회, 직원대표대회, 당위원회에서 공동으
로 감사회를 선출하고, 이사회의 안건에 대해, 감사회는 부결권을 갖고, 주주대회는 최종심사
권을 갖고, 이사회는 주주에 대해 책임짐
∙ 법인 거버넌스는 ‘신구삼회’의 융합을 실현하고, 육회가 ‘함께 심사하여’ 마찰이 생기는 것을
면하고, 국유자산 소유자가 기업에 대한 임의적인 통제를 방지하는데 유리하고, 기업 자주권을
강화하고, 직원이익을 수호하고, 노동 적극성을 향상

현대기업제도
확립

∙ 재산권의 명확성은 현대기업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임. 2003년, 당의 16기 3중 전회는 귀속이
명백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보호가 엄격하고, 운행이 윤활한 현대재산권제도를 구축
할 것을 제기함
∙ 명확한 재산권은 주로 두 가지 문제로, ⅰ) 주체의 명확화, 즉 소유자, 경영자, 채권자 등 주체가
명확하고, ⅱ) 주체 재산권을 규정하고, 자산운영에서 분업을 명확히 하고, 각 이익주체의 권리,
재산권
책임과 이익을 명확히 함
명확화
∙ 비국유경제에 비해, 국유기업은 과중한 사회책임을 맡고 있고, 책무부담 등 문제가 존재하여,
공평이 부족한 경쟁 환경을 초래하여, 기업은 생존을 위해 예산 연성 제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 공평한 경쟁 환경을 창조하고, 예산규제 강화를 실현해야만, 경영자는
적극적으로 기업효율 제고 가능
∙ 1997년, 당의 15대 보고에서, ‘전체 국유경제를 추진하고, 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놓는 것에 착안하여,
국유기업에 대해 전략적 재편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기
∙ 1999년, 당의 15기 4중 전회는 더 나아가, 전략적으로 국유경제 구조를 조정하고, 사업구조를 최적화하여
소유제의 조정하여 개선.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견지하여, 국유경제의 통제력을 향상시켜야 함

국유기업
전략적 재편과
조정

국유
기업
진퇴
및
역할

∙ 진퇴 관련 서로 다른 관점: ⅰ) ‘손익진퇴론’, 즉 영리적 업계에 진입하고, 적자 업계에서 퇴출함.
ⅱ) ‘결점보완론’은 국유경제가 비경쟁 영역에만 진입하고, 경쟁성 영역에서 퇴출함(张维达,
2002)
∙ 반면, 국유경제는 어떤 업계의 한시적인 손익 또는 경쟁과 비경쟁에 따라 진입 또는 퇴출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국민경제 명맥과 비 명맥 영역에 따라 취사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견(张维达,
2002)
∙ 퇴출과 진입 문제는 ‘단칼에 자르기’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함. 지속적인 발전과 이익
을 갖는 국유자산은 경쟁영역에서 퇴출해서는 안 됨. 자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발전 전망이
없는 국유자산을 경쟁 영역에서 퇴출하는 것은 시장규칙에 부합함. 정부는 경쟁성 영역의 국유
기업에 대한 과도한 관여와 규제를 피해야 함(宋冬林·于群, 2003)

제7장 중국 정부의 기업개혁에 대한 전망❙ 549

표 7-12

계속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1993~2012)

∙ ‘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놓는 것’은 자산규모로만 판단할 수 없고, 기업이 처하고 있는 영역과
큰 것은 경제 역할을 고려해야 함. ‘작은 것’을 놓는 본질은 비국유화 개조로, 구체적인 개조 형식은
국유기업
잡고
‘세 가지 유리한’ 기준에 부합해야 함. ‘작은 것을 놓을’ 때 시장규칙을 충분히 존중(刘伟, 1998)
전략적 재편과 작은 ∙ 거시적인 시각, 미시적인 형식, 질과 양의 통일이란 관점에서 국유기업 통제력을 강화하려면
조정
것은
반드시 ‘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놓는 것’을 추진할 필요. 대형 기업의 역할을 중시하고, 대형
놓음
기업을 핵심으로, 전문화된 중소기업을 기초로 하여, 전문화 협조의 방식을 통해 모두 결합함
(陈征, 2000)

국유자산관리
체계 개혁

∙ 2002년, 당의 16대 보고에서, “지속적으로 국유경제의 구도와 구조를 조정하고, 국유자산 관리체계를
개혁하는 것은 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하는 중대한 임무다.”라고 제기함. 2003년,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
리위원회(이하 ‘국자위’)가 설치되고, 국유자산감독관리 문제는 중요 이슈가 됨
∙ 국자위는 기업감독관리 방식에서 세 가지 문제, 즉 ⅰ) 국자위는 ‘이사회’가 아닌 ‘주주대회’로 업무를
중시하는 기업 거버넌스 구조 완비, ⅱ) 기업운영을 감독·관리 및 그 방식을 행정실적 지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제 이익을 지향, ⅲ) ‘분류감독관리’를 실행하여 감독관리 효율 향상시킴(黄群慧, 2005)
∙ 국유자산관리체계는 3계층 체계를 실행해야 함. 즉, 국유자산 관리기구 → 국유자산경영기구 → 생산경
영기업으로 국유자산관리기구가 경영기구에 위탁하여 기업에 투자생산을 추진하고, 정부와 기업의 분
리를 실현(张维达, 2002)
∙ 국유자산관리체계개혁에 관한 서로 다른 의견: ⅰ) ‘이중재산권구조’(국가최종소유권, 기업법인소유권)
에서 출발하여, 2급 관리와 경영의 국자관리체계 구축, ⅱ) ‘두 가지 직능 분리’ 관리체계, 즉 행정직능과
소유권 직능 분리, ⅲ) ‘세 계층 국유자산관리체계’, 즉 정부의 소유자 직능과 사회 관리자 직능을 분리하
고, 자산관리자 직능과 경영자 직능을 분리하고, 재산권 등록으로 내부 재산권 주체 문제 해결, ⅳ) ‘분급
분류관리’, 즉 분급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재산권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며, 분류는 정부가
서로 다른 기업법인에 대해 각각 위탁하는 것임. ⅴ) ‘국가소유, 권한부여 운영, 기업경영’, 이 관점은
정부와 자본 분리 원칙, ⅵ) ‘은행대리제’, 즉 국유자산을 통화 형태로 전환하여 은행에 저금하고, 다시
대출방식으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자산을 제공(赵晓雷, 2009)
새로운 시대 국유기업 고품질 발전(2013~2019)

∙ 2002년, 당의 16대 보고에서 처음으로 ‘두 가지 견지’(흔들림 없이 공유제경제를 공고·발전시
키고, 흔들림 없이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격려·지지·유도하는 것) 방침을 제기함
견고한
∙ 당의 19대는 ‘두 가지 견지’는 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발전하는 기본 전략으로
두 가지
기업하고, 이를 당과 국가의 한 가지 대정방침(大政方针)으로 확정함
재천명
∙ 당의 19기 4중 전회는 흔들림 없이 공유제경제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흔들림 없이 비공유제
경제발전의 장려·지지·유도를 재차 천명
견고한
두 가지
방침

∙ 중국은 마르크스주의 이론 지도하의 사회주의국가로, 사회주의 국유경제와 자본주의 국유경
제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국유경제의 중요한 지위를 정확히 인식하여, ‘국퇴민진’의 방향으로
국유
발전해서는 안 됨(卫兴华, 2016)
기업 ∙ 서구 경제학 중 ‘독점’의 개념을 중국 국유기업에 적용하는 하는 것은 개념의 혼란이고, 국유기
중요한 업 지위에 대한 부정으로, 중국 법률과 법규에 어긋남. 이런 마르크스주의를 위배한 서구화
지위
경향은 실제로 일종의 이론적 후퇴라고 봄(何干强, 2013)
견지 ∙ 국유기업의 총량, 구조, 이윤과 세부 비율 등 측면에서, 국유경제의 진전 추세에 대해 양적 분석
을 하여 국유경제 발전추세는 양호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결론을
내림(张嘉昕·鞠格通, 2014)

176) ‘신삼회(新三会)’는 주주대회, 이사회와 감사회를 지칭하고, ‘노삼회(老三会)’는 국유기업과 집단기업 중
의 당위원회, 직원대표대회와 공회(노조)를 지칭한다(张嘉昕·孙舒悦, 202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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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새로운 시대 국유기업 고품질 발전(2013~2019)

견고한
두 가지
방침

∙ 洪功翔 等(2018)은 생물학의 공생이론을 국유와 민영경제 발전관계의 연구에 도입하여, 기생,
국유
편이공생, 호혜공생 세 가지 모형으로 논의함. 공생도 패널 모형을 구축했고, 국유와 민영경제
기업
의 공생체계에서, 양자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이 존재하는, 일종의 비대칭 호혜의 공생관계
강하고, 라는 결론을 내림
잘하고, ∙ 또한, 이로부터 국유기업은 국가의 종합 실력을 강화하고, 인민이익을 보장하고, 민영경제의
크게
발전을 이끌어야 함. 현대 비공유제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이 강해지고 잘되고
커지는 것을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 2013년, 당의 118기 3중 전회에서 통과된 「전면적 개혁 심화에서 여러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서, 혼합소유제 경제는 기본경제제도의 중요한 실천 형식이고, 더 많은 국유경제와 기타 소유제
경제가 혼합소유제 경제로 발전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제기
∙ 과거 30여 년 동안 국유기업개혁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개혁은 ‘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은
놓는’ 문제 및 지방채무 리스크 문제임. 이에 대한 대응책은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周敏慧·陶
然, 2018)
∙ 혼합소유제 추진 제약에 대한 대응책: ⅰ) 공공정책성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적극적으로 혼합소유제개
혁 추진, ⅱ) 영도자 관리체계는 ‘집중통일’에서 ‘분층분류’로 전환, ⅲ)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
고, 전통에서 현대화로 전환, ⅳ)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률법규를 완비함(黄群慧, 2013)
∙ 혼합소유제개혁이 추구할 점: ⅰ) 지도사상을 명확히 하고, 혼합소유제 발전 목표는 국유경제를 강화하
고, 국유기업을 강하게 하고, 잘하고 크게 하는 것임. 국유경제의 지위와 작용을 약화시켜서는 안 되고,
ⅱ) 국유주에 대해 특수한 제도를 설립하여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보장하고, ⅲ)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
자의 적극성을 유도하며, 그들의 주인공 지위를 보장함(刘凤义·李明, 2017)
∙ 현재 혼합소유제개혁의 중점과 난점은 자연독점 업계의 국유기업이 분층분류 원칙에 따라 이들 유형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ⅰ) ‘미시적인 분류’를 명확히 전제하며, 혼합소유제개
혁 추진과 중앙기업의 ‘주보분리’(主辅分离)에 속도를 내고, ⅱ) 분류하여 본사와 자회사 혼합소유제개
혁을 추진하고, 이전의 혼합소유제개혁은 자회사에 국한되고, 본사가 절대 지주 아래서 혼합소유제개혁
을 추진하며, 자회사는 독립될 수 없고, ⅲ) 경쟁성과 독점성 업계 분리라는 전제아래 직원 주식소유
시행범위를 확대하고, ⅳ) 규제 완화, 민영기업의 국유기업 출자를 격려(杨瑞龙, 2018)

국유
기업
분류
개혁
국유기업
감독관리체계
개혁

∙ 당의 18대 이래, 국유기업개혁은 ‘분류개혁’ 시기에 진입함. 국유기업은 수량이 많고, 업계 상황
도 서로 달라, 국유기업의 성격, 기능 위치 설정에 따라 이를 구분하고, 서로 다른 개혁방안을
수립하여, 개혁조치의 목표성과 효과성을 향상
∙ 국유기업개혁은 ‘정밀화 분류개혁’의 사고방식에 따라, 국유기업을 공공정책성, 특정 기능성,
일반상업성 세 기업 유형으로 구분함. 서로 다른 개혁정책과 거버넌스 기제를 설계하고, 국유기
업의 업무가 갖고 있는 복잡성을 인식하고, 기업 성격도 환경에 따라 변함. ‘국가사명’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구체적인 업무 특성과 개혁 소망 조정 필요(黄群慧·余菁, 2013)

∙ 당의 18기 3중 전회에서 통과된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여러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은 국유자산관리체계를 완비하여, 자본관리를 주로 하여 국유자산감독관리 완비를 제기함
기업 ∙ 黄群慧 等(2015)은 ‘자본관리’를 주로 하는 새로운 관리체계는 ‘3층3류 전 포괄’의 관리체계여
관리
야 한다고 제기함. 즉, ⅰ) 국유경제관리, ⅱ) 국유자본 투자운영 회사, ⅲ) 세 가지 유형(공공정
에서
책성, 일반상업성, 특정기능성)의 구체적인 국유기업임
자본 ∙ 邹俊·张芳(2019)은 ‘자산관리’에서 ‘자본관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론계가 국유기업 거버
관리로 넌스 관련 문제 해결이 지체됨. ‘자본관리’에서 직면한 문제로는 ⅰ) ‘자본관리’와 국유기업
거버넌스의 협조 기제, ⅱ) 국유기업 거버넌스의 거래비용 통제 방식, ⅲ) 경영인 도덕 리스크
예방 방식, ⅳ) ‘자본관리’가 국유기업의 법인 거버넌스 구조에 미치는 방식 및 조정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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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2

계속
새로운 시대 국유기업 고품질 발전(2013~2019)

∙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 특색 현대국유기업에서 ‘특별한 것’은 당의 영도가 기업 거버넌스의 각 절차에
진출하여, 기업 당조직을 기업 거버넌스 구조에 삽입하고, 당조직이 기업법인 거버넌스 구조에서의 법정
지위를 명확히 조직적으로 실현하고, 간부가 달성하고, 직책을 명확히 하고, 감독을 엄격히 하는 데 있음
∙ 당의 영도를 기업제도에 삽입하는 목표는 당의 정책, 배치의 관철과 집행을 보장하고, 기업은 생산경영에
국유기업에
집중하고, 사회주의 방향으로 기업의 경제효과와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유자산의 가치 유지와 증식을
대한 당의 영도
실현하는 것임(顾钰民, 2018)
강화
∙ 王元芳·马连福(2014)은 ‘내부인 통제’의 시각에서 당위원회와 이사회의 ‘쌍방진입, 교차임직’의 영도
체제가 대리비용을 증가하지만, 감사회와 기업 고위층의 ‘쌍방진입’은 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춤.
따라서 ‘쌍방진입, 교차임직’을 감사회와 기업 고위층에서 실시하면, 당조직은 감독 내부인 통제를 통해,
기업 대리비용을 낮추고, 기업가치 향상 가능
주: 张嘉昕·孙舒悦(2020: 30-42)을 근거로 작성함

2) 국유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1) 국유기업개혁의 방향
전통적인 국유기업에서 새로운 국유기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주로 국
유기업은 기업화개혁, 주식제 조정 및 상장, ‘전민소유제기업’ 등의 개혁
을 추진하고 있다(武常岐 等, 2019: 76).

표 7-13

국유기업 변화 추세

동태화

∙ 국유기업의 소유권 경제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국유기업은 사유화될 수 있고, 사영기업도 국유화될
수 있음

혼합화

∙ 국유기업의 소유권은 더 이상 전부 국유자산이 아님. 특히, 혼합소유제개혁의 배경에서 동일한 기업 중에
서로 다른 공유제가 공존하는 것이 보다 보편화될 것임

간접화

∙ 현재 ‘자본을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유 감독관리의 전환에 따라 국유자본은 직접적이 아닌 간접
적인 방식으로 기타 기업을 통제할 것임

주: 武常岐 等(2019: 76)을 근거로 작성함

이러한 새로운 추세에서 국유기업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것인지가
시급하다. 어떤 것이 국유기업인가를 확정하는 가의 본질적인 판단 기준
은 국유자본이 해당 기업에 통제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있다(Peng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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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6: 15; 武常岐·张林, 2014; 武常岐 等, 2019: 76에서 재인용).
여기서는 국유기업개혁에서 핵심 이슈라 할 수 있는 국가소유권 개혁,
혼합소유제개혁, 국유기업분류개혁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기로 한다.

(2) 국유기업개혁의 방안
① 국가소유권개혁
2015년 8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에서 발표한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
한 지도의견」은 국유기업개혁 발전의 중요 문건으로, 국유기업개혁이 폭
넓게 주목되었다. 최근 중앙에서 지방에, 이론에서 실천까지 국유기업개
혁 심화에 관한 상당한 연구와 탐색이 이뤄졌다. 주로 두 가지 이슈인데,
ⅰ) ‘시장화’개혁 경로가 부각되고, ⅱ) 국유자산관리체계개혁, ‘자산관리’
에서 ‘자본관리’로의 전환이 강조된 것이다(邹俊, 2019: 132).

표 7-14

국가소유권과 국유기업개혁 심화
∙ 생산경영 활동의 관리권

국유기업 경영에서
국가소유권의
구현 형식

∙ 경영자의 선임권
∙ 상품가격의 결정권
∙ 자원 소모의 청구권
∙ 시장 진퇴의 정책결정권
∙ 국가소유권은 국유기업개혁 심화의 재산권 기초임
- 혼합소유제개혁은 국가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
- 국유기업 회사제 개혁의 전제는 국가소유권임

국가소유권과
∙ 국유기업개혁 심화는 국가소유권을 공고히 하는 이성적인 선택임
국유기업 개혁 심화의 - 국유기업전략 재편은 국유경제 통제력을 향상하는 효과적인 경로임
변증적 관계
- 국유자산관리체계개혁은 국유기업 실적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함
- 국유자본 투자운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소유권 확정에 유리함: ⅰ) 진퇴가 있는 것으로
국유자본 구도를 최적화, ⅱ) 글로벌에서 착안하여 국유자본 국제경쟁력 강화, ⅲ) 근본을 공고
화하고 혁신을 추진하여 국유자본의 특수 기능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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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4

계속

∙ 국가소유권과 국유기업 개혁의 상호 추진 관례를 객관적으로 인식
- 국가소유제 견지 및 국유기업개혁 심화 상호 추진
- 국가소유권 견지 및 국유기업개혁 심화 상호 진전
∙ 회사 거버넌스 기제 개혁에서 국가소유권의 우선 지위 견지
- 핵심 영역과 업계에서 국유 주식권 우선 지위 견지
- 회사 거버넌스 구조설계는 국가소유권을 구현: ⅰ) 당의 영도 강화 및 당조직이 국유기업 운영에서
국가소유권,
특수한 작용 발휘케 함, ⅱ) 국유기업 감사회 역할 강화
국유기업 개혁 심화를 - 이사회 구성은 회사 거버넌스의 다원화와 개성화 강조
견지할 몇 가지 생각 ∙ 국유기업 혼합소유제개혁은 국가소유권 ‘진퇴를 병행하는 것’을 견지
- 혼합소유제개혁과 국가소유권 통일 견지
- 개방경제 조건하에서 반드시 국가소유권의 진퇴를 병행하는 것을 동적으로 견지
∙ 국유자산관리체계개혁은 국가소유권의 중국 특색 견지
- 위탁대리관계를 더 한층 강하하고, 도덕 리스크를 방지하고, 중국 특색 국유자산관리체계혁신
- 국유자산관리체계개혁과 자본관리 상호 보완, 중국 국유자산이 국제시장에서 과감하게 목소
리를 냄
주: 邹俊(2019: 132-8)을 근거로 작성함

그러나 기존 연구는 국유기업개혁 심화의 국가소유권 문제를 간과하
였다. 위 「지도의견」에서 지적하듯, “국유기업은 전민소유에 속하고, 국
가 현대화를 추진하고, 인민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국
유기업은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초와 정치적 기초이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개혁 심화에서 국가소유권의 실현을 어떻게 견지하
고 보장하는 것인가가 개혁의 핵심 내용의 하나이다(邹俊, 2019: 132).
국유기업 재산은 전민소유, 즉 국가소유로, 국무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기업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 국무원의 통일적인 영
도아래 국유자산은 분급행정관리를 실행한다. 국무원은 관련 부문 또는
해당 지구에 지정된 또는 소속된 기업재산의 경영관리에 대해 감독을 하
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국무원의 권한 부여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
민정부는 관련 부문 또는 관련 기관이 지정된 또는 소속된 기업재산의 경
영관리에 대해 감독을 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이론적으로
그 근거가 있지만, 구체적인 실제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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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平·李小荣, 2020: 47-8).

신형 국유자산관리체계는 등급을 나누어 소유하고, 등급을 나누어 관
리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즉, 중앙,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3급 정부에서, 각각 국자위를 설립하여 본급 국유자산을 관리
한다. 다만, 전쟁, 심각한 자연재해, 기타 중대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
는 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조달하고, 기업국유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
원칙을 견지하면 국유자산에 대한 각급 정부의 감독관리 강도를 더 한층
증가하고, 국유재산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刘玉平·李小荣, 2020: 48).
② 혼합소유제개혁
2013년 당의 18기 3중전회 이후, 혼합소유제는 상부구조설계(顶层设计)
의 형태로 다시 등장하였다. 국유자산관리감독체계의 전환에 따라, 19대
보고 중 “혼합사유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계일류 기업을 양성하는” 목
표가 제기된 것이다(王中超 等, 2020: 121).
‘자본혼합’과 ‘기제혼합’을 결합하는 것이 국유기업개혁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王东京, 2019). 현재 비국유자본이 개혁에 참여하여 어떻게 적극
성을 발휘하는가가 혼합소유제개혁의 관건이며 난제라 할 수 있다(剧锦文,
2018; 王中超 等, 2020: 110-1에서 재인용).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을 제기하면서 공유자본에 사유자본, 외자자본
및 내부자본, 즉 내부 직원이 소지하는 주식을 포함하고, 비공유자본이
공유자본이나 기타 자본을 유치한 것도 포함한다. 즉, 혼합소유제에 참여
하는 자본 원천은 국유자본, 민영자본, 외자자본과 내부자본으로 구성된
다(常修泽, 2014; 刘崇献, 2014: 54에서 재인용). 이 중 국유자본, 민영
자본, 외자자본은 상대적인 독립성을 갖고 있어서 독자의 형식으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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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할 수 있고, 기타 자본을 유입하거나 흡수하여 혼합소유제 기업을
형성할 수 있다. 직원이 갖고 있는 주식은 기업 내부자본으로 앞의 세 가
지 자본에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내부자본은 직원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
으로 혼합소유제 기업에서 존재한다(刘崇献, 2014: 54).
그러나 현실적으로 혼합소유제를 실행하는 관건은 국유기업의 독점을
타파하고, 국유기업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유기업개혁을 추진하는 것
이다(刘崇献, 2014: 54-5). 즉,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개혁은 실질적으
로 시장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하는 것이다. 그 목표는 경쟁을 도입하여 독
점을 파타하고, 경쟁과 가격 기제를 도입하여, 현대기업제도의 구축과 개
선을 추진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공정성을 추진하고, 자원배치를 최
적화하는 것이다(刘崇献, 2014: 55).

표 7-15

혼합소유제개혁의 지향 대상

독점이 가져온
비효율성 문제

∙ 독점 환경에서 비효율성은 자원배치의 낭비와 부패, 혁신결여, 상품이나 서비스 질의 저하 초래

독점이 가져온 높은 ∙ 독점에서 높은 가격은 주민생활 비용을 높여, 기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회복지 수준을
가격 문제
낮추고, 반대로 독재와 부패를 심화시킴
독점이 가져온
불공정 문제

∙ 산업에서 독점의 불공정은 출발선의 불공정과 경영 불공정으로 구현됨
∙ 국유기업은 국가에서 준 풍부한 자산에 의존하고, 경영에서 국가정책이 제공한 특혜가 있고, 수입배
분에서 수입 양극화 분화를 만들고, 수입 수준을 사회평균 수준을 상당히 초과함
∙ 개혁을 방해하고, 효율과 공정의 구현을 방해하는 이익집단으로 되고,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주: 刘崇献(2014: 55)을 근거로 작성함

혼합소유제개혁은 형식이 아니라 실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반독점
압력에 못 이겨 민영자본을 유입하려는 모양만 갖추려는 것도 아니다. 혼
합을 위한 혼합이 아니고, 행정 번거로움(行政撮合)을 막아야 하고, 맹목
적으로 시간표나 달성률만을 추구해서도 안된다. 국유기업은 종류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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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여 국무원 국자위에서 관리하는 중앙기업과 지방 각급 국유기업을
포함한다. 업계도 광범위하여 업계 특징과 경영 상황도 천차만별이고, 여
려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유기업이 혼합소유제를 실시
하는 것은 일률적이거나 임의로 취할 수 없다(刘崇献, 2014: 55).
전반적으로 국유기업이 혼합사유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즉, ⅰ) 분류개혁원칙, ⅱ) 공존공영원칙, ⅲ) 시장
기제를 이끌어 사회적 효용성을 고려하는 원칙, ⅳ) 독점을 타파하고, 효
율성을 향상시키고, 공평성을 추진하는 원칙이다(刘崇献, 2014: 56).
국유기업개혁은 혼합소유제 경제를 발전하려면 세 가지 측면에서 추
진해야 한다. ⅰ) 기본경제 제도 측면에서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
가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모두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초임을 전제한다. ⅱ) 업계 측면에서 독점을 타파하고,
경쟁성 산업에의 시장진입을 개방하고, 기본적 자원과 서비스 산업으로
의 시장진입을 제한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ⅲ) 기업 재산권 측면에서, 기
타 소유제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기타 자본 비중이 경영의 의사
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해야 한다(刘崇献, 2014: 57).
어떻게 혼합소유제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관해 혼합소유
제개혁의 또 다른 참여는 비국유자본이다. 그 참여 동기는 ‘좋은 것을 선
택하여 혼합하는 것”이지만, 혼합소유제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비
국유자본의 참여의지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국유기업의 진입장
벽도 혼합소유제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유기업에 대한 권리이양 소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조치를 최대
한 빨리 마련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국유자본과 국유자본의 융통 채
널을 연계한다. 또한, 개혁과정에서 저항 요소를 낮추거나 제거하여,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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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소유제개혁의 목표를 질서 있게 추진을 한다(王中超 等, 2020: 122).
③ 국유기업분류개혁
국무원이 2015년에 발표한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은
국유기업개혁 ‘1+N’의 상부구조설계 문건으로, 현재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을 분류하여 추진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국자위는 국유기업을
2가지 큰 부류, 3가지 작은 부류로 구분한다. 두 가지 큰 부류는 상업류
와 공익류로, 이 중 상업류를 더 나아가 상업경쟁류와 특정기능류로 구분
하여, 합계 3가지 작은 부류이다(王东京, 2019; 王中超 等, 2020: 119).
「국유기업 기능규정과 분류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르면, 상업경쟁류와
특정기능류 기업은 모두 경제적 효용성을 추구하며, 상업경쟁류는 비국
유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주식 다원화를 실현한다. 특정기능류는
국유자본 지주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비국유자본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분류개혁은 우선 국유기업의 기능위치를 설정해야 한다. 일부 국유기업
의 기능위치 설정이 명확하지 않고 분류방법이 상대적으로 많고, 현재 국
유기업의 기능위치 설정과 분류에 여전히 난점이 있다(王东京, 2019; 王
中超 等, 2020: 119).

공익류 국유기업은 경제효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상장회사
의 이익최대화 목표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상장 국유기업은 주로
상업류 국유기업이라고 본다. 현재 국유기업 분류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배경에서, 산업정책과 혼합소유제개혁 간의 관계가 서로 다른 분류의 국
유기업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魏明海 等, 2017;
王中超 等, 2020: 119-120에서 재인용).

<표 7-16>은 국유기업 분류개혁인 상업류와 공익류의 감독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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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 구조조정 분류, 현대회사제개혁 분류, 분류·분층·분업 감독·관
리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표 7-16

국유기업 분류 감독·관리 촉진 대책

∙ 상업류 국유기업은 기업의 기능설정과 경영목표의 차이에 따라 상업경쟁류 기업과 상업기능류 기업으로
세분 가능
∙ 상업경쟁류 기업은 기업이 충분히 경쟁하는 업계와 영역의 상업 유형의 국유기업임. 현재 대부분 국유기업
은 상업경쟁류에 해당되며, 기업은 잉여성 경영목표를 추구하고, 경제 효과 극대화 및 업계 선두를 목표로
함. 경영실적과 지속적인 기업발전에 주목하여 주식권 혼합과 다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주식권 다원화,
자산 증권화, 가치 최대화를 추구하고, 법인 거버넌스 구조 형성에 역점을 둠
∙ 조건 확보 기업은 적극적으로 그룹회사 전체 상장을 추진하고, 그룹회사 지분을 재편함. 새로 설립한 국유자
본 운영 또는 투자 회사가 보유하고, 완전 시장화의 감독관리와 운영방식을 실행
상업류
국유기업에 ∙ 상업경쟁 유형 기업은 경제가치 심사를 전면 추진함. 중점적으로 경영실적 지표, 국유자산 가치의 보존·증식
에 초점. 시장경쟁 능력 심사, 기업의 과학적인 발전 유도,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
대한
감독·관리 ∙ 상업기능 유형 기업은 주업이 국가안전과 국민경제 관련 중요한 업계 및 핵심 영역에 있음. 주로 중대 전문
심사 강화
업무를 맡는 상업유형 국유기업들로 국유자본을 미래 배치·발전에 둠
∙ 상업기능 유형 기업 그룹회사는 적극적으로 국유자본 투자회사로 재편하여 소속 실체 기업 주주권을 전문적
으로 소지·관리해야 함. 실체 기업은 적극적으로 주식권 다원화 추진, 회사 거버넌스 완비, 현대기업제도
구축을 추구
∙ 경영실적 지표와 국유자산 가치 보존·증식의 상황을 평가하고, 국가안전에 대한 복무 강화, 국가안전과
국민경제 운영 보장, 선도적·전략적 산업 발전, 특수전문 임무 등 주요 기능성 목표를 평가함
∙ 기능임무의 세부목표와 평가기준 구축, 경영책임과 리스크 예방, 분담 기제 명확화, 기능류 기업의 전략
능력 향상

공익류
국유기업
감독·관리
및
평가 기제
혁신

∙ 공익류 국유기업은 사회종합 효과 지향, 민생보장, 사회복무, 공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국유기업을 의미함. 주로 수도, 전기, 가스, 열, 대중교통, 공공시설 등 공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
와 영역에 분포
∙ 미래 국유자본은 공익류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 및 공공상품 공급을 증가시켜야 함. 이들 유형 기업은 시장경쟁
기제와 공공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공공서비스 효율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국유독자 형식 구비, 투자 주체 다원화 추진, 회사거버넌스 개선, 운영 효율성 향상할 수 있음. 비국유기업은
공익류 프로그램 경영참여를 장려할 수 있음
∙ 업계 기준제도 구축, 다양한 기업의 경영업무 실적지표 및 국유자산의 가치 보존·증식 상황 평가, 평가에
사회평가 도입함

국유기업
구조조정
분류 추진

∙ 상업류 기업에 대해, 재편통합 강도 강화, 산업 집중력 향상, 자원배치 최적화, 기업전환과 업그레이드 속도
를 냄. 상대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가진 세계 일류 수준 다국적 회사 양성·발전에 매진
∙ 상업경쟁류 기업은 주로 자본투자 효과에 따라 국유자본 투자 방향 최적화, 국유자산 유통과 이전을 추진함.
경쟁우위가 없고 장기적으로 적자 예상 기업 도태, 효율성이 낮고 불량한 자산을 처리하여 경쟁력 향상 모색
∙ 상업경쟁류 기업, 특히 일반적인 경쟁성 업계의 국유기업은 국유자본 투자를 중점으로 하지 않음. 기존
기업은 시장 적자생존의 상업경쟁규칙에 따라 시장 공정경쟁 추진함. 업계별 다양한 특징에 따라, 국유자본
투입 증가, 국가 거시적인 조정 지향, 국가안전과 국민경제 운영 보장, 정부 특정 임무의 완성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역할
∙ 공익류 국유기업은 국유자본 투입 증가, 공공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보다
큰 기여를 모색. 주된 미션을 부각시키고, 공공서비스 업무 자원배치를 최적화하고, 지속적인 경영능력 강화
∙ 국유자산 전략구도 최적화 추구함.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투자류와 과학연구류 등 산업 유형별에 따른
분리·관리·평가함. 국유기업 개혁과 재편, 국유자본의 “진출할 것과 퇴출할 것”(有进有退)을 추진함. 상업류
기업의 주식제 회사로의 재편, 전체 상장 또는 핵심 자산 상장 추진,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와 구도 최적화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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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6

계속

∙ 상업류와 기능류 모두 기본 속성은 기업이고, 모두 독립적인 시장 주체로, 경영 기제는 시장경제의 요구에
적응해야 하고, 현대기업제도 건설이 요구됨
∙ 상업류 기업은 시장의 자원배치 결정 요구 및 법에 따라 독립적·자주적으로 생산경영 활동 수행
∙ 상업경쟁류 기업은 시장 지향, 사회자본 도입, 적극적인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 기업체제 기제 혁신, 역동적
현대회사제
시장경쟁 주체 형성
개혁 분류
∙ 주요 골간 기업은 실체(그룹)기업 형식을 유지할 수 있고, 조건을 갖고 있는 기업은 국유자본 투자회사로
추진
재편할 수 있고, 기타 기업은 혼합소유제 개혁 또는 전체 상장 이후 국유자본 운영회사에서 지분을 소지
∙ 상업기능류 기업은 실체(그룹) 회사 형식을 취할 수 있고, 국유자본 투자회사로 개편할 수도 있음. 업무
특징에 따라 출자기업 혼합소유제 등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음. 공익류 국유기업은 주로 실체(그룹)회사 형식
을 취하고, 업무 특징에 따라 출자기업 혼합 소유제개혁 추진
∙ 국유기업 분포 범위가 넓고, 상황이 천차만별하여, 하나의 분류기준, 단일한 감독관리 모형으로 모든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관리 수행 어려움
∙ 상업류와 공익류 혼합형 기업에 대한 감독·관리의 난이도와 복잡 정도는 더 높음. 감독·관리 모형, 평가
기제와 정책설계는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류하여 점차 추진함
∙ 상업류와 공익류 두 가지 큰 유형의 분류 원칙을 견지함. 동시에 순조로운 분류 감독·관리를 위해서 기업
분류·분층·
실제 상황에 따라, 국유기업 그룹 모자회사 관리체계 완비, 분층 감독·관리 실시, 2급 및 이하 자회사 경영목
분업
표 및 발전방향을 보다 명확히 확정함
감독·관리
∙ 원칙적으로, 자회사(자회사의 지점 기구 포함)의 유형 명확화, 단일한 기능과 산업 유형화함. 상대적으로
모형 추진
혼합경영 금지, 임의로 기업 주업(主业) 유형을 변경해서는 더욱 안 됨
∙ 국유기업의 분류 감독·관리를 토대에서, 공익성과 시장성에 투입된 국유자산을 분층·분류하여 통계·분석·
평가함. 국유자본이 창출한 사회가치와 경제가치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함
∙ 업계별 과학적인 평가지향 기제 구축, 합리적으로 국유기업 배치 유도, 국유기업 산업배치 구조의 전략적
조정 수행
주: 刘现伟(2017: 38-9)를 근거로 작성함

한편, 杨新铭·杜江(2020: 72)은 국유기업을 공익류, 자연독점, 중요
업계 및 핵심 영역, 충분 경쟁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개혁 방향과 관리
방식을 제시한다. 즉, ⅰ) 공익류의 개혁 방향은 시장 기제를 도입하고,
정부통제를 유지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그 관리 방식은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ⅱ) 자연독점의 개혁 방향은 경쟁성 업무의 개방과 공공자원
배치의 시장화를, 그 관리 방식은 정부와 기업 분리, 정부와 자본 분리,
특허 경영, 정부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ⅲ) 중요업계 및 핵심 영역의 개혁
방향은 본업(主业)과 부업을 분리하고, 국유자본 투자 방향의 최적화를,
그 관리 방식은 국유자본 배치의 감독관리 강화하고 본업을 부각시킨다.
ⅳ) 충분 경쟁의 개혁 방향은 정부와 시장 분리, 시장화 운영, 자주경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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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리 방식은 자본관리를 위주로 하고, 그룹의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분류·분층개혁 및 혼합소유제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시장경쟁 영역은 더 한층 확대되고, 더 많은 국유기업은 보다 심
층적인 영역과 보다 넓은 시장범위 내에서 시장경쟁에 참여한다. 더 많은
민영자본과 외국자본은 이전 국유자본이 관련된 영역에 진입하게 될 것
이다(白金亚, 2019: 151).

2. 민영기업
민영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기업을 혁신한다. 따라서 기업
의 자율성이 큰 서구 자본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을 개혁한다는 용어
자체는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맥락에서는 민영기업
의 제도와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혁신보다는
여기서는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영기업의 혁신 관점에서 접근한다.

1) 기업 혁신의 취지
민영기업은 민감한 시장 반응, 효율적인 정책결정 기제, 원활한 운영
기제에 의존하고 대담하게 벤처투자를 이용하는 등 가장 선진적인 생산
력을 발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
드 서비스, AI, 딥러닝 등의 기술로 정보공유를 토대로 하는 분산 정책결
정을 통해 민영기업은 다양한 사회수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민영경제는 고도집중의 정책에 비해 효율성은 더 높고, 리스크가 더
낮아서 많은 소비자의 선택에 보다 적용하고, 모든 생산관계를 보다 잘
조정하고, 많은 기업 직원과 사회구성원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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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데 보다 유리하다. 민영경제는 과학기술 진보와 더 높은 생산력 수
준으로 장기적으로 존재할 근본적인 토대를 갖고 있다(张竞强·包月阳,
2019: 64).
민영경제는 역사적으로 현재까지 부를 창출하는 효율이 가장 높은 사
회생산조직의 형식으로, “각종 소유제가 공정하게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
도로 중국의 핵심 경쟁력이다(张霄, 2019: 11).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민
영경제는 생산력 발전의 생산관계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을 해
방하고, 넓은 발전공간과 매우 긴 생명주기를 갖게 된다. 21세기 이래,
민영경제에 대한 당과 정부의 정책은 줄곧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자극하
려는 것이다(张竞强·包月阳, 2019: 64).
개혁개방 40년 동안 민영경제는 ‘56789’이란 성과를 이뤘다. 세수의
50%, GDP와 민간투자의 60%, 기술혁신과 신상품 개발의 70%, 도시 고
용 일자리의 80%, 새롭게 증가한 기업수량과 새롭게 창출한 고율 창출의
90%를 기여했다(张霄, 2019: 11).
그러나 정부가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민영경제 활력을 자극하는 일련
의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진입의 어려움, 성장의 어려움, 강해지는 어려
움 등으로 민간투자의 문턱은 여전히 높아서 민간투자의 영역은 구축
(crowding out)되었다. 융자비용, 요소비용, 세비비용, 유통비용 등이
모두 높아 민영기업의 투자비용은 증가되었다(程勤, 2018: 135).
중국 민영기업의 현실을 보면, 평균 수명은 3.7년에 불과하고, 중소기
업 평균 수명은 2.5년밖에 안 된다. 미국과 일본에서 중소기업의 평균 수
명은 각각 8.2년과 12.5년이다. 중국 대기업의 평균 수명은 7~9년이고,
구미 대기업의 평균 수명은 40년이다. 기업 수명을 20년으로 가정하여
추산하면, 20년 이후, 사회 90% 이상의 오래된 기업은 파산하여 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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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것은 파산되어 도태되고 새로운 것이 탄생하지 않으면, 한 번의
기업 생명주기를 거쳐, 기업의 수는 10%만 남고 90%의 기업은 살아지게
된다. 새로운 개인투자의 진입이 없고, 새로운 기업의 탄생이 없이, 거의
80%에 달하는 사람은 실업할 것이다. 그럼 이 80%의 노동력과 그 부양
가족은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따라서 민영경제 퇴장은 서민 생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줄 것이다(张霄, 2019: 11).
중국 민영기업은 서로 다른 역사발전 단계에서 외부제도 환경의 변화
에 따라 민영기업 관리행위 관련 정책결정과 집행은 지속되었다. 정책결
정과 집행 행위의 배후에는 민영기업 내부의 각 이익과 관련 주체 사이,
민영기업과 외부 관련 주체들 간의 게임을 통하여 각자의 이익균형을 맞
춘다. 이는 중국의 민영기업 관리 발전의 과정이다. 민영기업 관리의 개선
혹은 발전의 본질적인 목적은 과학적인 정책결정과 효과적인 집행을 통
하여 대리인을 통제하는 비용을 낮추고, 기업의 성과를 높여, 최종적으로
자체의 지속적인 성장 능력을 키우고 발전키는 것이다(黄速建 等, 2008:
7; 김윤권 외, 2011: 54에서 재인용).
중국 민영기업의 관리 발전과정에서 정책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외부관리와 내부관리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외부관리에는 주로 정책 및 법률 요인, 산업 환경 요인, 경영인 시
장(市場) 요인과 금융 요인 등 외부 환경 요인들이 있다. 내부관리에는 주
로 소유권 요인, 통제권 요인, 인센티브 제약 기제의 안배 등 내부자원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외부 환경 요인과 내부자원 요인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중국의 민영기업 관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黄速建 等, 2008:
7; 김윤권 외, 2011: 54에서 재인용).
迟福林(2017a: 16)는 정부가 현대 시장 감독관리체계를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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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할 것을 제기한다. 즉, ⅰ) 금융, 반독점, 식품약품 등 중점 영역의 감
독관리 개혁을 추진하고, ⅱ) 사전 심사비준 위주에서 과정 및 사후 감독
관리 위주로 전환하고, ⅲ) 분산적인 감독관리에서 통일적인 감독관리로
전환하고, ⅳ) 행정형 감독관리 위주에서 법치화 감독관리 위주로의 전환
을 추구한다.
표 7-17

현대 시장 감독관리체계 형성 방안

∙ 현대 금융 감독관리 프레임을 기본적으로 형성
중점 영역
∙ 통일적인 국가 반독점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
감독관리체계 개혁
∙ 통일적이고 권위적인 식품약품 감독관리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
∙ 시장 감독관리 기제 혁신
비교적 완비된 사후
∙ 감독관리 부문의 정보 연결공유 기제 구축
감독관리체계 구축
∙ 통일된 시장 감독관리 모형 형성
∙ 정부 주체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업계조직의 자율작용과 시장 전문화 서비스 조직, 공중과 여론의
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
다원 시장
∙ 시장 주체의 자기규제, 성실 경영을 추진하고, 시장 감독관리에서 사회 역량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게 함
감독관리체계 구축
∙ 정부를 주체로 하고, 공중, 사회조직, 신문매체 등 사회 역량이 공동으로 시장 감독관리 참여를 구축하
고, 다원 시장 거버넌스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
∙ 국가 측면에서 빅데이터 감독관리 플랫폼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과 개인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일체화의 빅데이터 체계 구축
∙ 데이터 수입, 공유, 분석, 발표, 정책결정과 보호 기제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감독관리
실시 절차와 법률법규를 구축
빅데이터
∙ 전국적인 통일된 신용정보 공유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문 간 정보장애를 전면적으로 제거함.
감독관리체계 구축
완비된 시장 주체 신용정보 공시체계를 형성하고, 상업등록 및 감독관리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사회에
공개
∙ 빅데이터를 충분히 응용하여 기업 신용정보 연결공유를 실현하여, 연합 징벌 기제를 형성하고, 신용
상실 기업이 “한 곳에서 위법하면, 곳곳에서 제한을 받게”함
시장 감독관리의
법률체계 구축

∙ 감독관리 직무 법적 근거 마련
∙ 감독관리 절차 법적 근거 마련
∙ 감독관리 기구편제 법적 근거 마련

주: 迟福林(2017a: 343-6)을 근거로 작성함

2) 민영기업 혁신의 방향 및 방안
(1) 민영기업의 좀비 문제
정부는 기업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자금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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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부족한 요소자원 구조 하에서, 정부가 자금을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체계를 왜곡하고, 계획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경영 자주권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시장경제에서 자생
능력이 없는 기업의 생존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중국 경제에서, 사회적 부담은 국유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일부 대중형 비국유기업도 맡고 있다. 지방정부에게 GDP와 재정수
입의 이중 압력에서 투자유치는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현지 기업(특
히, 현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갖고 있는 대중형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
면, 일부는 심지어 좀비 기업으로 되지만, 지방정부는 종종 이들 기업이
파산하거나 병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赵昌文 等, 2020: 90).
여기에는 여러 측면의 고려가 있는데, 우선 좀비 기업의 퇴출은 현지
GDP와 투자에 직접적인 하락을 가져다준다. 동시에, 재세수입도 부정적
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 퇴출은 필연적으로 취업 문제를
낳아서, 만약 기업이 현지 취업에 대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크면, 대규모
실업은 쉽게 사회안정 문제를 가져온다. 이들 요소는 기업에 있어 정부가
부여한 현지의 취업, 투자와 GDP 유지의 정책적 부담을 준다. 기업이 이
들 정책적 부담을 맡으면, 지방정부도 반드시 이들 기업에 보조금을 주어
야 한다. 현지 취업, 투자와 GDP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재정보
조금, 세수감면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지 기업들에 보조금
을 줄 동기가 생겨, 좀비 기업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어렵다(赵
昌文 等, 2020: 90-1).

(2) 민영기업의 혼합소유제 발전 문제
혼합소유제 접근은 주로 국유기업을 개조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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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업 독자기업을 혼합소유제 기업으로 개조하는 것에 관해서는 주목하
지 않았다.
중공 18기 3중전회 「결정」은 “비공유제 자본이 주식소유를 하는 혼합
소유제 기업으로의 발전을 격려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소유제 경제 활
력의 강화, 비공유경제의 활력의 발휘, 민영자본이 발휘될 수 있는 무대
를 제공하는 것 등을 제기했다(迟福林, 2017b: 199).
민영기업의 혼합소유제 경제로의 발전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로는 제2
전장, 교차지주, 인터넷 기업, 두 가지 보호 문제라 할 수 있다.
표 7-18

민영기업의 혼합소유제 경제로의 발전 문제

제2전장
(战场)
문제

∙ 민영경제, 외자기업, 직원 주식보유라는 전반적 상황과 각자의 역할을 파악
∙ 민영기업, 외자기업, 직원 주식보유 “삼자공동전진”을 추진하여, 혼합소유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2전장”을 개척할 것인가의 문제

교차지주
문제

∙ 국유자본의 시각에서 어떻게 하이테크, 생태환경보호, 전략적 산업 등 중점 영역에서, 민영기업을 “표적”
으로, 그중에서 발전 잠재력이 크고, 성장성이 강한 기업에 대해 주식권 투자를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
∙ 민영자본의 시각에서 어떻게 국유자본을 표적으로 하여 투자입주(入股), 연합투자, 인수합병 재편 등 다양
한 방식으로 국유자본과 민영자본의 주식권 융합, 전략협력, 자원통합을 추진하여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

인터넷 기업
문제

∙ 정보혁명의 새로운 시대에서 일부 하이테크 인터넷 기업은 민영기업이 창립하고 경영함
∙ 또한, 현재 대형 국유기업 혼합소유제개혁도, 많은 경우 알리, 텐센트 등 민영기업을 표적으로 한 것임.
이는 민영기업 혼합개혁의 모형 문제와 관련됨
∙ 어떻게 민영자금 모형, 인터넷 기업 주식증자 모형, 상장회사 주식발행 증가 등을 포함한 다원 모형을
실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
∙ 어떻게 민영기업과 국유기업 양자의 이익 침탈과 가격설정 리스크, 그리고 지방정부 정책 리스크와 민영기업
자체 정책결정 리스크에 주목할 것인가의 문제

∙ 중국 민영경제는 과거 계획경제체제에서 형성되었고, 현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내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그 발전은 어려움
∙ 2016년 11월 27일과 2017년 9월 25일 중공중앙, 국무원은 연속으로 「재산권보호 완비 및 법에 따른
두 가지 보호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견」과 「기업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기업가 정신을 선양하고, 기업가
문제
작용을 더 잘 발휘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민영기업가로부터 환영을 받음
∙ 그러나 민영경제로 혼합소유제 경제를 발전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민영기업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영기업가 정신을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함
주: 迟福林(2017b: 199-200)을 근거로 작성함

최근 민영자본 통제권을 국유자본 통제권으로 전환하는 현상에 대해
영리를 중심으로 한 민영자본의 거버넌스 도구가 다시 국유자본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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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거버넌스 구조(소유자 결여 및 복잡한 위탁대리 사슬구조)로 후퇴하
는 의미일까? 즉, 중국 자본시장 영역에서 나타난 이러한 현상을 국진민
퇴로 해석하려는 흐름이다.
그러나 郑志刚(2020: 141-143)은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
고 있다. ⅰ) 민영자본 통제권이 국유자본 통제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
지 민영기업이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한 차례 혼합소유제개혁
이며, 이는 민영기업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인 선택이
라 본다. ⅱ) 민영기업이 혼합개혁을 하면 높은 효율과 낮은 비용을 갖게
되고, 자본시장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갖게 된다. ⅲ) 민영기업의
혼합개혁은 국유자본관리체계를 ‘기업관리’에서 ‘자본관리’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과정으로써 미래 국유기업 및 기타 영역의 혼합개혁 추진에 경
험을 제공할 수 있다. ⅳ) 통제권이 민영기업에서 국유기업으로 이전되
든, 국유자본에서 민영자본으로 이전되든, 모두 자본시장에서 볼 수 있는
통제권의 이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민영기업 혁신의 방향
정치 규칙과 경제 규칙은 양방향이며, 산업구조(및 그의 실시)와 구체
적인 정치 규칙(및 그의 실시와 서로 일치한)은 균형적인 상태를 추구한
다. 그렇지만 그중 하나가 변하면, 다른 하나에도 변화가 생기며, 정치 규
칙이 우선권을 지닌다(孙经纬 译, 1998: 302-303; 江远山·郝宇青,
2018: 127에서 재인용).
중국의 기업과 시장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
할 조정이 이뤄진다. 경제 측면에선 정부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심판 역할
을 맡아야 기업에 포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권력을 제도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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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묶어서 헌법과 법률을 통해 재산권에 대한 이익집단의 간섭을 제약하
여 장기적으로 재산권 규칙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정부와 기업 관계에서,
체제개혁을 진행하고 현대 시장 기제에 기초한 효율적인 제도를 창출하
는 것만이 중국 사회경제 발전을 ‘역설적’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江远山·郝宇青, 2018: 127).
개혁개방 40년 이래, 민영기업은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을 추진하고,
취업을 증가하고, 민생을 개선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등에서 상당한 역할
을 하였다. 민영경제는 이미 중국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구성부분이 된 것이다. 민영기업의
활력과 창조력을 더 한층 불러일으키고, 민영경제가 공급측 구조적 개혁
을 촉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현대화 경제체제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할 필요가 있다. 민영기업의 발전 환경을 개선하
기 위해서 中共中央·国务院(2019)은 다음을 제시하였다.
표 7-19

민영기업 혁신의 방향

전체적 요구

지도 사상
기본 원칙
민영기업 시장진입을 더 한층 개방

공정경쟁의 시장 환경
최적화

공평하고 통일된 시장 감독·관리제도 실시
공평경쟁 심사제도 강성 규제 강화
입찰의 잠재적 장벽 타파
기업세비 부담을 더 한층 경감
은행업 금융기관이 미영기업에 복무하는 체계 완비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책 환경 완비

민영기업 직접융자 지원제도를 완비
민영기업 융자와 신용증가 지원체계를 완비
채무연체를 정리하고 방지하는 장기 기제(mechanism) 구축

평등하게 보호하는
법치 환경 완비

법집행, 사법이 민영기업에 대한 평등한 보호 기제 완비
민영기업과 기업 간의 합법적인 재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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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9

계속
민영기업이 개혁을 심화하게 유도

민영기업 혁신
장려 및 유도

민영기업이 혁신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
민영기업 전환, 업그레이드, 최적화와 재편 장려
민영기업이 국가 중대전략에 참여하는 실시 기제를 완비
민영기업이 적극적으로 실업(實業)을 하게 유도

민영기업의
규범적이고 건강한
발전 추진

민영기업이 법을 지키고 규칙에 맞게 경영 추진
민영기업이 적극적으로 사회책임을 이행 추진
민영기업가의 건강한 성장 유도
규범화, 기제화로 정부와 기업 소통 통로 구축

친정 정상관계 구축

기업 관련 정책수립과 집행 기제 완비
민영기업 서비스 모형 혁신
정부 신용계약 이행 기제 구축
민영기업 당건 업무 기제 구축

조직 보장

민영기업 개혁발전을 지원하는 업무 기제 완비
여론 유도와 시범 유도 업무 기제 완비

주: 中共中央·国务院(2019)을 근거로 작성함

(4) 민영기업 혁신의 방안
중국 기업은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혁신을 추진할까? <표
7-20>에서 보듯, 중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 중국의
혁신 잠재력을 강화하고, 중국식 속도로 운영하고, 새로운 통찰력의 원천
을 발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인재를 구축하기 위해서 과학 기반,
엔지니어링 기반, 고객관점, 효율성 위주로 혁신을 한다는 것이다.

표 7-20

주제

중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 주제 및 접근
행위

기초연구에 투자
중국의 혁신
중국에 운영 단위 이동
잠재력에 더 큰 확신
글로벌 조사 발판 강화

과학기반

엔지니어링
기반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고객초점

효율성 주도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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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0

계속

주제

행위
검증-학습-정의 사이클 강화

중국식 속도로 운영

과학기반

엔지니어링
기반

고객초점

효율성 주도

2순위

2순위

1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중국 소비자 직접 관여
중국의 개방 혁신 생태계 조성

2순위

얇은 조직
새로운 통찰력의
원천 발굴
중국 인재 풀 구축

아이디어 유발할 내부 경쟁 활용
아이디어를 위한 외부 자원 조성

2순위

2순위

인재를 직접적으로 개발

1순위

1순위

새로운 방식으로 인재 채용

1순위

1순위

출처: Woetzel et al.(2015: 107)

① 정부의 역할
민영경제 발전은 반드시 시장경제 규칙에 따라야 한다. 전반적으로 민영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 및 정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崔红,
2019: 94). 민영경제 발전에서 정부 책임은 법에 따라 정부 의무를 맡고
정부권력을 행사하여, 민영경제 발전의 경제자유, 공정경쟁, 신용질서와
경제 고효율의 기본 조건을 창출하고, 또한 끊임없이 최적화하는 것이다
(崔红, 2019: 95).
표 7-21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

경제
자유

∙ 경제자유는 민영경제의 본질적인 특징임. 경제자유와 정부 거시적인 조정은 상대적임
∙ 민영경제와 시장경제는 분리될 수 없고, 시장경제가 자유경제임. 따라서 경제자유는 정부가
경제관리에 대한 거시적인 조정을 실시할 때 반드시 시장경제의 규칙을 준수하고, 시장의 자기
조정 역할을 충분히 발휘
∙ 시장 자율조정 능력, 업계 자율 수행 능력은 사회 자율을 존중해야 함. 정부는 민영 기업의 경영자
주권을 존중하고, 과도하고 부당하게 관여 금지

공정
경쟁

∙ 공정한 경쟁은 민영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임. 마찬가지로 시장의 주체로서 민영기업은 정부에서
평등한 경쟁 플랫폼 제공 요구
∙ 공정경쟁의 전제 조건은 ‘공정’이고, 여기서의 공정은 민영기업의 지위가 기타 시장 주체와 평등
해야 하며, (이는) 시장경쟁에서 권리(자격)와 의무의 평등, 권력이 평등하게 보호되는 것을 의미
∙ 특히, 요소획득, 경영운영, 진입허가, 입찰과 정부구매 등 측면에서 정부는 민영기업에 공정경쟁
기회제공

민영경제
발전의 기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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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계속

신용
질서

∙ 신용질서는 민영기업 발전의 중요한 외부 환경이고, 민영경제 발전의 근간임
∙ 사회 전반은 시장 주체뿐만 아니라, 자연인, 정부와 각종 사회조직을 포함함. 따라서 성실히
신용을 준수
∙ 정부는 신용시장과 사회질서를 구축·유지해야 함. 시장운영 민영기업 등 시장 주체가 성실히
신용 준수하여 시장거래의 안전추구

경제
고효율

∙ 시장경제 사회에서 경제발전은 경제효율을 추구함. 높은 이윤과 높은 수익은 민영기업이 민영경
제를 발전하는 동력임
∙ 경제 고효율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우선은 저비용 요구됨. 저비용은 높은 이윤, 높은 이익의
전제조건
∙ 민영기업은 창업에서 기업 투자, 운영에서 우선 고려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인
지, 다음으로 낮은 세금임
∙ 양호한 융자경로 확보. 상술한 요소는 민영기업 수익성의 보장임

민영경제
발전의 기본
조건

민영경제
발전에 대한
정부 책임
이행

민영경제
발전에 대한
정부 책임
이행

소극
의무

∙ 정부의 소극적인 의무는 시장규칙을 충분히 존중하고, 민영기업의 경영자유를 보장하
는것
∙ 중국 헌법에서 공민이 기본 권리의 일반 주체라면 민영기업은 공민권리의 특수 주체
중 하나임
∙ 민영기업은 국유기업과 마찬가지로 평등권, 경영자주권을 향유해야 하고, 민영기업
가는 인신권과 재산권 등 헌법권리를 향유함
∙ 정부의 의무는 소극적인 보호 의무와 적극적인 보호 의무를 포함함. 소극적인 보호
의무를 실현하는 것은 정부권리를 제한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민영경제 발전에 관여
하는 것을 피하는 것임

적극
의무

∙ 민영경제 발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의무는 정부가 행정권을 행사하여 시장실패에
개입하는 것임
∙ 또한, 행정수단을 취하여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인신권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민영경제의 발전을 격려·지지·유도하고, 민영경제 발전에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것임
∙ 적극적인 보호 의무로 정부는 ⅰ) 제도와 정책 공급, ⅱ) 행정지급과 서비스 제공, ⅲ)
민영경제 발전의 장애물 제거하는 것임

헌법

∙ 「헌법」 제107조의 규정은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에 본 행정구역의 민영경제 발전을
관리할 권한 부여
∙ 「헌법」 제11조 제2항은 이미 정부가 민영경제를 관리하는 방식과 방법, 즉 정부가
민영경제의 발전을 장려·지지·유도하는 것

정부
의무

정부
권한의
행사
근거

∙ 정부는 부문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함. 경제운영에서 정부의 권력은 경제에 대한 거시
조정권 외에 시장 감독권도 포함
∙ 정부가 위 권력을 행사할 때, 민영경제 권익보호 이념을 수립하고, 거시적인 조정과정
에서 정부의 경제 관여권의 행사는 시장경제의 규칙 존중, 자유와 개입 간 균형 필요
∙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합법적인 개입 원칙 준수, 제한적인 감독원칙, 공정
부문 법 등 합리적인 행정의 원칙, 공공이익을 위해 신중히 사용할 원칙 준수
∙ 행정법의 기원 원리에 따라, 정무서비스와 행정 법집행 과정에서 합법적인 행정원칙
준수, 명시적인 법규정 없이 할 수는 없음
∙ 합리적인 행정의 원칙에 따라, 시장진입, 평등 확보 요인, 입찰과 정부구매 등에서 민영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민영기업의 신뢰이익을 보장

주: 崔红(2019: 94-5)을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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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중요한 직책은 비용을 절감하고, 부족함을 보
완하는 것이다. 실물경제 전환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기업세금 비용이 과도
하게 높은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경제전환에서
급선무이다. 정부는 “세금감면, 비용절감, 생산요소비용을 낮추는 업무를
강화시켜야 한다”(新华社, 2016; 迟福林, 2017a: 15-6에서 재인용).
특히, 제도적 거래비용을 낮추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민
생개선에서 드러나는 갈등에서 정부는 “부족함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해
야 한다. “경제사회발전을 심각히 제약하는 중요한 영역과 핵심적인 절차
부터 인민군중이 간절히 해결을 필요로 하는 주요 문제까지 조치를 취해
야 한다(新华社, 2016; 迟福林, 2017a: 16에서 재인용). 공공서비스, 특
히 제도적 공공서비스와 공공재 제공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迟福林, 2017a: 16).

② 민영경제 제약 완화
민영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인 정치임무이다. 각급 정부는
민영기업 발전에 관한 당중앙의 각종 정책을 정확하게 관철하고, 시진핑
총서기가 민영기업가와의 좌담회에서 지적한 6가지 정책조치를 더 잘 이
행하는 것이다(崔红, 2019: 96). 정부개입의 과도·결여·부당을 피하기
위해 제도적 공급, 재정지급과 서비스, 권익보장 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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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2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딜레마 해소 접근

각급 정부
및 부서의
정책 공급
직책 분업

∙ 성급 정부는 본 성 민영기업 발전을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제정하여 본 성 민영기업 발전에 대해
통합적으로 계획
∙ 시급 및 현급 정부는 법률, 법규와 국가의 관련 방침과 정책에 근거하여 현지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민영기업 발전을 본 지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킴. 핵심 지원 확정, 상응한 정책조치
마련, 법에 따른 민영기업 행위 규범화, 민영기업의 창업·발전 보장 제공, 조건 준비
∙ 향(진)급 정부는 법에 따라 민영기업에 지도와 서비스 제공
∙ 성, 시, 현 민영기업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민영기업의 종합적인 조정지도와
서비스 업무를 맡아 민영기업을 발전시킬 각종 정책 추진
∙ 정부 기타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에서 민영기업을 지도하고 서비스 하고, 관련 정책조치를 추진
∙ 정부 및 관련 부서는 민영기업 발전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여 사회에 관련 산업정
책, 발전계획, 투자 중점과 시장수요 등 측면의 정부를 제때에 발표
∙ 성 민영기업 업무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성 통계부서와 함께 민영기업 통계지표체계를 구축·보완.
민영기업 통계제도 마련하여, 민영기업 발전 상황을 정확히 반영
∙ 현급 이상 정부는 중소기업부담 관리·감독제도를 구축·보완해 중소기업부담 감독·관리 업무를
전개하여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민영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시
세칙」 제정

∙ 정부는 「민영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시 세칙」을 수립함. 민영경제 발전에서 자금지원,
창업지원, 기술혁신, 시장개척 등에 중점. 난제를 해결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함
∙ 성급 정부는 민영경제 발전 전문자금 사용과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성급 재정부서에서 성 중소기업
업무부서와 함께 책임
∙ 성급 이상 정부는 혁신지원과 정책조치를 제정·보완
∙ 현급 이상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민영기업 기술혁신과 기술탐구를 유도·지원하는 관련 정책수립 필요
∙ 현급 이상 정부 관련 부서는 시장개척, 민영기업 자주 브랜드 보호 강화와 시장 리스크 회피 등
관련 정책수립 필요
∙ 현급 이상 정부 관련 부서는 민영기업 인재 집단(대오) 건설을 중시하고 인재 집단 건설을 추진·장
려하는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민영기업 관리, 기술 등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

제도
공급 및
환경
건설의
최적화

∙ 신삼판(新三板),혁신판(科创板)에 상장한 기업에 자금장려 필요

정부의
지급과
서비스
정책
전면적
실시

∙ 지속적인 지원과 재정 담보 리스트 보상 등 전문자금을 제공하여 기술혁신, 창업취업, 신흥산업,
관민융합, 녹색발전, 농촌진흥, 세부 빈곤퇴치 등 영역을 장려함
재정보장
∙ 영세기업의 대출과 기술 개조 유형 프로젝트의 대출의 유동자금 및 리스크 보상금 배정 추진
강화
∙ 담보기관을 위해 보증서 업무를 전개하여 입찰 보증금을 대체하여 자금과 정책 지원
∙ 혁신형 영세기업과 1년 이상의 고용계약 채결한 전문인재에 필요 양성 보조금 지원
∙ 인터넷 + 빅데이터 시대에서 각급 정부 및 그 소속 부서는 법정 직책에 따라 각각 군대와 지방
관련
수요 연결 플랫폼, 성 소속 대기업과 민영기업 협업 플랫폼, 은행-정부-기업 연결 교류 플랫폼,
플랫폼과
정부 종합금융정보서비스 플랫폼, 업계 선두 기업과 대기업이 주도하여 구축한 특색 플랫폼을 맡음
데이터
∙ 민영기업의 과학기술 성과전환 플랫폼, 정부구매계약 융자플랫폼, 민영기업 발전에 서비스하는
체계 건설
데이터 플랫폼, 통일된 기업관련 정책 발표 플랫폼, 지적재산권 운영 플랫폼 등 민영기업 발전에
추진
유리한 플랫폼 건설을 추진

∙ 방관복(放管服)개혁을 더 한층 추진하며, 정부는 반드시 시장경제의 규칙을 준수하고 시장의 자발
적인 조정 역할을 충분히 발휘함
민영기업
∙ 시장이 자기 조정할 수 있고,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자율 존중함. 즉, 정부는
및
민영경제
민영기업의 경영자주권을 존중하여 함부로 관여해서는 안 됨
민영기업 발전에
∙ 시장신용체계와 사회신용체계를 추진하여 민영경제 발전에 유리한 시장신용질서와 사회신용질
가의
불리한
서 구축
합법적
요인을
∙ 시장과 사회의 신용평가체계, 신용장려제도와 블랙리스트제도 등 입법 보완
권익
배제
∙ 민영기업 경영비용을 낮출 각종 정책추진. 기업 실업보험료율과 고용안정 보조금 등 혜택정책의
보장
실시 기간은 적정하게 하고 정책혜택 기한을 가급적 연장
∙ 기업의 토지사용 비용과 전압 등급, 전력량 제한 취소 등의 조치에 대해 상시적인 기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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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2

계속
공정원칙 ∙ 민영기업이 공정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토록 요구

∙ 민영기업과 기타기업의 평등한 대우를 요구함. 민영기업 시장진입 문턱
을 낮추거나 취소함
평등원칙
∙ 국가의 통일적인 정책을 실현하여 시장진입 부정 리스트를 전면적으로
원칙 준수
실시하여, ‘금지하지 않으면 진입함(非禁即入)’의 보편적인 실현 추진
공공이익
의 신중한
사용

민영기업
및
민영기업
가의
합법적
권익
보장

민영 기업
및 민영
기업가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

∙ 정부가 구매, 도시기초시설 건설과 운영 등 공개입찰에서 기업 소유제 성
격, 국유자산 유실방지, 공공안정 보호 등 공공이익을 이유로 민영기업에
제한 조항을 가하는 것을 엄금
∙ 민영기업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 민영기업의 경영자주권을 보장하고, 민영기업이 경영활동, 업계진입, 주체자격, 경영
행위, 시장퇴출 기제 등 측면에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보장하고, 영업자유를
실현함
∙ 각급 각 부서는 기업 입찰과 구매행위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기업 공사건설에 개입해
서는 안 되고, 기업이 협찬하거나 기부하고, 지정된 검사, 자문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해
서는 안 됨
∙ 기업에 조업중단을 요구할 수 없고 단수와 정전 등 조치로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
동을 제한할 수 없음. 임의로 검사를 실시하고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안전감독,
환경보호 등 영역에서 정책집행을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됨
∙ 민영기업이 혼합소유제 발전 과정에서 권익 보장
∙ 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민영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의 지위평등, 재산권평등, 기회평등과 규칙평등을 실현 노력
기업의
합법적인 ∙ 민영기업에 평등한 진입기회, 평등한 주식 지배기회와 수익 기회 부여
권익을 ∙ 재산권 보호제도의 보완에 속도를 가하여 민영기업과 기업가 정당한 부와 합법적인
보호
재산에 대한 보호 강화
∙ 기업과 기업가의 재산권 침범행위에 대한 엄중 조사하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추궁
∙ 「기업가가 기업 관련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기제를 구축·보완하는 것에 관한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의 실시 의견」의 요구를 실현
∙ 기업 관련 정책을 연구·제정·실시 과정에서 기업가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영기업의 알권리와 참여권 실현
∙ 해당 실시의견의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민영기업을 참여시켜야 하는 세 가지 요건은
ⅰ) 업계발전 및 업계기준과 규범, ⅱ) 기업 이익이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 정책, ⅲ) 경제사회발전의 중대한 전략, 계획, 정책, 개혁, 프로젝트와 관련
∙ 민영기업가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좌담회 참가, 방문, 설문조사, 서면 서한,
개별 인터뷰 등
∙ 정무서비스를 더 최적화하고, 정무서비스 사항의 표준화 실현에 속도를 가해야 함
합법
적인 권익 ∙ 정책집행 방식을 보완하고 감독·관리의 법집행 수준을 지속 향상
보호 기제 ∙ 기율검찰기관은 직책을 이행하여 기업 경영자의 합법적인 경영을 침범하는 정부 및
구축
그 업무인원에 대해 처분하여 기업의 합법적인 경영 보장

주: 崔红(2019: 96-8)을 근거로 작성함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방관복(放管服)개혁이다. 방관복개혁은 당 18대
이래 중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개혁으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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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글로벌 경쟁에 유리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방관복’은 정무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이양하고, 권한이양과 관리를
결합하여 서비스를 최적화하려는 것이다(崔红, 2019: 97). 방관복개혁은
시장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를 최대한 줄여서 권리, 기회, 규
칙의 공정을 확보하여서 시장 주체들의 공정한 진입을 보장하려는 것이
다. 이를 통해서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张竞强·包月阳, 2019: 155).
최근 중국은 대대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상업제도, 투자심사 등 제
도개혁을 추진하여 방관복개혁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리스트 사항이 여
전히 상대적으로 많고, 리스트 외의 장애177)도 여전하다. 따라서 행정 간
소화와 권한이양을 더욱 확대하고, 시장 주체의 활력을 더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张竞强·包月阳, 2019: 156).
③ 민영기업 발전을 위한 법제화
법치 실효성 확보 여부는 민영경제 발전과정에서 중요하다. 중국에서
관련 법치의 예측성과 실효성이 계속 지적된다. 중국의 민영기업의 발전
에서 법치 실효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 시대가 열리면서
중국 민영경제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
马思源(2019: 63)은 이를 위해 사상 및 제도 측면에서 현재의 법치 딜

레마를 해결해야만 근본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

177) 2019년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집행검사조 법률평가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장경쟁에
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던 중소기업이 50%를 초과한 것은 주로 시장진입 불평등에서 나타났다. 다음 단
계는 행정간소화와 권력이양의 심층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시장 주체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张竞
强·包月阳, 2019: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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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3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법치 실효성 확보 경로

∙ 본위주의 이익 접근과 지방보호주의로 인해 민영기업의 내부 환경은 매우 혼탁하고, 개인 본위주의는 자기
가치를 추구하는 도덕적 의식 및 주관적 의식
∙ 이는 민영기업의 문화, 정치, 경제 환경을 교란시킴.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과 사회의식의 결여 낳음. 따라서
기업
기업문화 건설 또는 기업 환경 조성 할 때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양성을 중시해야 함. 기업직원의 배양 수칙
내부의
제1조는 애국, 경업, 성실과 친선의 공민이 되는 것임
법치 환경 ∙ 사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형성은 “법에 따라 기업을 다스리는” 목표를 관철·실현하는 것임. 이에 따라
의식적 차원에서 착수하여 활동이나 시합의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법치 선전과 법률지식 시합을 전개함. 운영
최적화
차원에서 민영기업의 직원에 영향을 미치고 점차 민영기업의 법치 환경을 최적화해야 함
∙ 기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민영기업은 개인 본위주의 이익에 적당한 발전 여지를 제공하여
개인 본위주의가 점차 양성적·합리적·적극적인 방향으로 발전 추구
∙ 지방보호주의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지방-기업 양자 협조 기제를 구축
∙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책임 기제를 조정하고, 기업은 내용관리 기제를 조정하여 상생적인 양자 이익추구

지방
정부와
기업의
쌍방 협조
기제 구축

<책임구현과 문책 기제의 강화>
∙ 지방보호주의의 주된 원인은 직권을 남용하고 과도하게 개입하는 지방정부 때문임. 지방정부의 문제
점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
∙ 개혁개방 이래 중국 지방정부는 점차 지방주권 지위를 장악하여 지방정부의 권력이 남용되기 쉬움
∙ 중앙정부의 통제와 행정감독 기제의 감독·관리가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여 지방정부의
권력은 민영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주요 원인임
∙ 이 밖에도 권력행사에서 파생된 시장질서에 관여하고 가짜, 저질 상품이 출현하는 현상이 자주 출현
지방
함. 따라서 정부권력은 규제 집행할 필요
정부의
∙ 한편, 중앙정부는 감독관리제도를 보완하고, 동시에 문책 기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임. 다른
조정화
한편, 지방정부는 권력을 명확히 분산시킬 필요
∙ 따라서 중앙정부의 압박을 통해 ⅰ) 책임을 각 부처나 개인까지 명확히 하고 실현해야 함. 책임이
배정되면 적격 책임자 확보, ⅱ) 문제가 발생 시 직접 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기타
사람에게 책임 추궁하는 원칙
∙ 따라서 책임추궁제도를 설립하는 목적은 정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 한편, 지방정부의
권력자들이 자제하고, “인민과 법률에 따라 지방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다른
한편, 지방보호주의의 성장을 어느 정도 막아, 민영기업에 발전 공간 제공
<내부관리 기제의 완비>
∙ 지방정부가 주범이라면, 민영기업은 지방보호주의의 종범일 수 있음. 한 기업의 발전은 지방보호주
의의 조장과 종종 관련됨. 기업의 조직과 관리는 기업의 좋고 나쁨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임
∙ 1988년 이전, 개혁개방에 따라 민영기업은 적자생존을 위해 내부에 엄격하고 체계적인 회사구조를
만들고, 그 목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것임
∙ 1988년 이후, 입법조례 수정보완을 통해 민영경제의 지위는 향상됨. 민영기업은 점차 성장 궤도에
올랐고, 이 때 일부 기업은 도적적 해이로 규장과 제도보다 ‘이익화’를 추구
민영
∙ 이들 ‘이익화 기업’의 점차적인 변화는 지방보호주의의 보호 세력화됨. 따라서 민영기업 내부의 효과
기업의
적인 관리는 기업성장 촉진과 동시에 지방보호주의의 발전 제약
조정화
∙ 기업 내부관리 기제는 민영기업 내부 인원에 대해 심사·관리를 하는 일종의 회사체계로, 해당 체계는
기업 인원의 실적, 업무능력과 인원의 거취 등에 직결됨
∙ 내용 설계로는 ⅰ) 군사화 관리모형을 참조하여 직원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굴하여 양성적·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ⅱ) 인사, 재무, 상품 등 여러 측면에서 엄밀한 조직구조를 설계하여 상급이 하급을 연대
하여 관리하고, ⅲ) 친정화와 우정화 관리를 제거함
∙ 최근 저장성(浙江省)의 기업 데이터는 가족식 또는 형제식 기업이 빠르게 쇠락하는 것을 보여주어
가족형 기업 자체 문제 드러냄
∙ 향후 민영기업 발전을 위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함. 이러한 내부관리 기제는 효과적으로 민영기
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지방보호주의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음

주: 马思源(2019: 63)을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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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기업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권보호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과 법규에 따라 보호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진민퇴의 흐름에서 글로벌 민
영기업의 CEO 등이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부패 등으로 중국공산당의
눈 밖에 날 경우, 실종되거나 기업 자체가 국가로 귀속되는 현상이 벌어
지면서, 중국 민영기업의 재산권보호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당정
국가체제로 운영되는 사회주의에서 민영기업 창업자나 CEO들을 옥죄는
것은 민영기업 혁신과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법률과 법규에 따른 재산권보호는 민영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영기업가
와 민간 자본가의 투자심리, 경영의지를 강화시키는 핵심이다. 법이 있으
면 반드시 이에 따르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중앙정부이
든 지방 각급 정부이든 모두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말로 법을 대
체하고, 권력으로 법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권력이 법보다 큰” 현상을
막아야 한다. 이는 민영기업과 민영기업가의 적극성을 장려하는 길이다
(厉以宁, 2017: 68).
민영기업 혁신의 한 가지 중요한 업무가 곧 재산권을 명확히 규정하
여, 민영기업의 재산권이 명확히 하고, 투자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다. 상장회사는 반드시 상장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주식권 구조는 공
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미상장 가족 기업도 재산권을 분명히 하여, 향
후 기업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厉以宁, 2017: 73).
한편, 각급 지방정부는 법령에 따라 그리고 민영기업의 경제 여건에
따라 기속재량을 적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민영기업 성장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법령집행에서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뒷받침하
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민영기업도 자체 내부관리의 기제를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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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지방정부와 민영기업 간 공동의 목표(가령, 기
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한 GDP 향상)를 최대화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3. 외자기업
외자기업도 생존과 이윤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기업을 혁신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자율적 경영이 기본인 서구 자본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
업을 개혁한다는 용어 자체는 어색한 표현일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맥락에서는 외자기업의 제도와 정책은 중국 정부와 밀접히 연관되면서
비즈니스가 운영되기 때문에 외자기업 자체의 혁신보다는 정부의 외자기
업 관련 혁신 조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외자기업 혁신의 취지와 과정
(1) 외자기업 혁신의 취지
중국의 무역정책은 수직적으로 단일한 당 규율의 결과물만은 아니다.
중앙부처를 포함한 정부기관과 더불어 지방정부, 국유기업, 산업협회, 싱
크탱크, 미디어가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무역정책 및 외재적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무역정책은 의사결정, 협상과 집행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 공무원은 개인적 합리성과 제도적 사익추구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정치적 이익 추구자로 변한다(Hilpert, 2014: 22-3).
계획경제체제에서 대외무역은 지령성관리를 통해 국가가 손익을 통일
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지속적인 경제체제개혁 추진에 따라 중국
의 대외무역체제는 점차 ⅰ) 지령성계획관리에서 시장 기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ⅱ) 상당한 경영권 독점에서 전반적으로 개방이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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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의 ‘큰솥밥’을 먹는 방식에서 기업이 자주적으로 경영하고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특히, 중국이 2001년 세계
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대외무역체제는 점차 국제무역 규칙에 접
근하여 통일적·개방적으로 다자무역 규칙에 부합하는 대외무역제도를 활
용하는 방향이다(纪念改革开放40周年系列选题研究中心, 2016: 46-7).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매우 부족해서 ‘외환벌이(出口
创汇)’를 위해선 모든 수단을 통해서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당시 대외개

방의 관건이었다. 이후, 중국 개혁개방이 계속 심화되고, WTO에 가입하
면서 중국 정부는 수출 주도 고속성장을 이끌었다(纪念改革开放40周年
系列选题研究中心, 2016: 46).

개혁개방 초기, 중국 대외무역체제의 개혁은 주로 단일 계획관리체제
를 개혁하고 대외무역 관리권과 경영권을 위임하고, 외화유성(留成: 총액
에서 일정한 비율을 남기는 것) 제도를 시행하여 외환조정 시장을 구축하
려는 것이었다. 이후, 중국은 대외무역 경영도급제를 실행하여 지령성계
획을 지도성계획으로 점차 대체하였다. 국제무역의 일반적 규칙에 따라,
수출세금환급정책을 추진하였다(纪念改革开放40周年系列选题研究中心,
2016: 47).
다양한 외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표 7-24>와 같이 규제적·행정적 장애, 비즈니스 환경 장애, 재정적 장
애 등에 여전히 직면할 수 있다.

제7장 중국 정부의 기업개혁에 대한 전망❙ 579

표 7-24

중국에서 사업할 경우 장애 요소

규제적·행정적

∙ 사업등록 취득, 운영확대 승인, 제품 승인 등에서 어려움
∙ 지적재산권 보호 및 실행 미흡
∙ 규제 및 법령의 불일치한 해석, 투명성 결여
∙ 지식재산권, 즉 시장에서 운영하기 위해 중국 파트너에게 지식재산권이나 기술을 강제적으로 이전
∙ 장기적이고 복잡한 인증
∙ 중국 중앙정부 수준에서 국내 규제
∙ 중국 관세절차 등

비즈니스 환경

∙ 적절한 중국 파트너 찾기 어려움
∙ 인센티브 경쟁
∙ 중국에서 기업운영 비용 상승
∙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

재정적

∙ 중국에서 해외결제 실체 규제
∙ 환전 제약 등

주: Kutulakos et al.(2019: 10)

(2) 외자기업 혁신의 과정
중국이 1970년 이래, 외자를 도입한 과정은 1978년 11기 3중 전회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이전에 중국이 흡수한 외래 자본은 주로 소련의 원조
자금이었다. 개혁개방 이후부터 중국에서 외자기입이 합자 또는 독자 생
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량의 집적투자가 유치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경
제발전 과정에서 외자도입은 외부환경의 변화, 내부 발전 단계의 격차,
서로 다른 발전 논리에 따라 외자유치가 이뤄졌다(张广婷·王陈无忌,
2019: 3-4).
표 7-25

자력갱생
토대 아래서
외자원조를
쟁취하는
단계
(1949~
1978년)

중국 외자유치 제도와 정책
∙ 중국은 텅스텐, 안티몬, 납 등 전략 원자재를 상환방식으로 함. 건설원조의 중점 프로그램은 많은 경우
석탄, 전력, 철강, 비철금속, 화학공업, 기계, 국방군공 등 장기적으로 대량 자본, 기술 투입을 필요로
하는 중공업 생산 영역임. 이는 신중국 정권 공고화, 경제회복·건설, 국방건설 강화에 전제조건임
∙ 1960~70년대, 소련 외국원조가 중단된 이후, 중국은 “내부 채무가 없고 외부 채무도 없는” 외자유입이
기본적으로 정체된 단계에 돌입함. 경제발전은 자력갱생 위주이면서, 소량으로 외자를 이용함. 연기지
불 방식으로 서구에서 일부 선진기술 설비 도입
∙ 전반적으로 해당 시기 중국은 외자를 이용하는 초보 단계로, 전후 경제발전을 회복하기 위해, 소련의
원조를 유치·이용하여, 오랜 전란 후의 국민경제를 신속히 회복하려 함
∙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국가관리 기제를 구축하여, 초고속 공업화를 실현하여,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에
영향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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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5

계속

주도적으로
변혁하고
개방을
추구하는
투자유치
제도
혁신단계
(1978~
1992년)

∙ 1978년 12월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의 기본 국책이 확정됨. 이는 중국 경제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을 의미함. 중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대규모 외자를 이용한 계기가 됨. 중국은 글로벌 산업화의 생산
체계에 융합하는데 기초 마련함
∙ 이 시기 중국정부는 주도적으로 변혁을 추구하고, 개방하여 외자를 유치하여, 외국투자 관련 첫 법규를
1979년에 제정함. 즉,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 경영기업법」은 외국투자자가 중국기업과 합자기업
을 구성하는 것을 허용함. 외자유입의 중점 영역을 확대하고, 개방 영역은 동남연해에서 상하이 푸둥과
보하이만 지역으로 확장
∙ 1980년부터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 등 경제특구를 잇따라 설립함. 1984년, 경제특구 범위를 확대하
여 상하이, 다롄, 칭다오, 푸저우, 광저우 등 14개 연해 도시로 확대
∙ 그러나 외자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사상해방이 여전히 초보단계에 머물러 경제발전은
전통적 계획경제의 제약이 큼
∙ 따라서 중국에 진입한 자본의 절대다수는 여전히 소수이고, 외자 출처는 주로 홍콩, 마카오와 타이완
지역이고, 서구 선진국은 극소수임
∙ 외자유치는 주로 화교 지역의 노동집약형 산업을 주로 하여, 국제시장의 수출 지향형 상품을 생산함.
대량 외자기업은 중국에 대한 인지가 매우 부족하여, 중국에 진입하는데 여전히 신중
∙ 그러나 중국이 시장경제 개혁을 시도하면서, 주도적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개혁개방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제약은 점차 해소

사회주의
시장경제
확립 항의
외자
고속유입
단계
(1992~
2001년)

∙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는 미래 중국의 발전 방향을 재차 명확히 하여, 외자투자 마인드를 촉진시
켜, 중국 개혁개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음
∙ 서구 선진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FDI 품질도 일부 향상되어 흡수한 양은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하여, 중국 자본유입의 주요 방식이 됨
∙ 경제발전 중점에서, 중국은 도로, 에너지, 항구 등 기초시실에 대한 투자건설 강도를 확대하고, 투자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대형 글로벌 기업을 대표로 하는 서구자본을 유치함
∙ 당시 외자유치는 산업정책에 따라, 기술유입에 치중하여, 현대 공업제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하이
테크 기술을 보유한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과학연구센터 건립을 촉진하고, 수세적으로 글로벌 연구개발
기구에 대해 혜택정책 추진
∙ 중국은 일부 외자진입 금지 업계를 개방하여, 금융, 보험, 회계, 의료, 자문 등 영역에서 합작 또는 합자
시행을 허용함. 지역적으로, 기존에 설치한 연해 경제개방구에 대해 보다 원활한 대외정책을 취하고,
내지 중점지역과 도시를 개방함. 국가는 잇따라 법률을 제정하여, 외상투자 방향이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적응하게 함

세계무역기구
에 가입한
이후
투자유치정책
과 환경이
점차
성숙하는
단계
(2001~
2012년)

∙ 2001년 중국은 공식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고, 외자투자유치의 고수준 발전단계에 돌입함. 외
자정책의 법률법규와 경영 환경은 점차 세계와 연결되어, 세계경제발전의 중요한 구성원이 됨
∙ 이때 중국이 외자를 유치하는 목적은 기술진보를 추진하여, 산업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고 시장경제체제
기제를 완비하는 것임. 국내 법규조례가 국제투자와 WTO 규칙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중국은 계속 관련
외자투자관리법규를 여러 차례 수정함. 이밖에도, 전국인대는 해관법, 특허법 등 여러 법률을 수정함
∙ 방대한 시장과 더 나은 투자환경 촉진으로, 글로벌 기업을 주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대폭
증가됨. 더 많은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파견기구와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본토화 전략을
추진함. 글로벌 기업이 독자경영을 하는 비중이 중외 합자 경영하는 비중을 초과하여, FDI의 주요 방식이 됨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전략산업 발전을 실현하는 기초에서, 중국은 서비스
에 대한 외자의 시장진입을 확대함. 법률, 관광, 회계, 금융 등 영역에서 외자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외자
기술 낙수효과를 통해, 전체 업계발전을 이끌어, 서비스업 전체 전략 전환을 추구
∙ 2008년부터 중국은 외자기업의 초국민대우를 취소함. 이는 본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어느 정도 국제
수준에 도달했고, 외자 품질과 효과에 대한 요구가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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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5

시장 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전방위, 넓은
영역, 다층차
투자유치
단계
(2013~
현재까지)

계속
∙ 중국공산당 18대 회의 이후, 중국 경제발전은 “개혁이 여러 분야에서 추진되고, 심화되는” 단계에 진입
함. 혁신과 고수준 개방이 이 시기 상업발전의 주요 추진력이 됨
∙ 외자유입은 진입 전 국민대우 + 네거티브 리스트의 관리 모형을 취하여, 제도혁신을 통해 외국상인이
중국에서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서 감독관리와 서비스를 구비하여, 국제화에 유리한 경영 환경을 조성
∙ 적극적으로 외자 투자유치를 지속하는 동시에, 투자유입정책을 보다 개선시킴. 고수준의 대외개방 의지
에 따라 제도혁신으로 많은 고품질 외국투자를 유치함
∙ 현재 새롭게 증가한 외자구조가 계속 최적화되고, 많은 경우 선진기술산업에 속함. 2013년 11월, 당의
18기 3중전회는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여러 중대 문제」를 확정함. 새로운 경제 글로벌화 추세에
적응하여,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이 요구됨
∙ 2013년, 국가는 자유무역구 시행을 시작으로 자유무역구 전략을 통해 새로운 라운드의 대외개방을 추진
함. 또한, 개혁개방을 더 한층 심화하기 위해, 2017년 국무원은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를 적극적으
로 이용하는 여러 조치에 관한 통지」와「외자 성장을 추진하는 여러 조치에 관한 통지」를 잇따라 발표함
∙ 2018년 6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외상투자진입허가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
∙ 2019년 전국인대는 새로운 「외상투자법」을 발표하여, 이전의 외자관리에 관한 세 법률을 대체함. 고립
주의, 포률리즘, 보호주의가 대두하는 국제 환경에서, 2018년 글로벌 FDI 총량은 큰 폭으로 하락함.
그러나 전년 실제 사용한 외자는 1,349.7억 달러였고, 상반기에 미국을 초과하여 세계 최대 외자유입국
이됨

주: 张广婷·王陈无忌(2019: 4-5)

지난 70여 년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외자는 중국이 경제발전을 실현하
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건국에 앞서 30년 동안, 중국은 소련 원조를 활용
하여 자주적으로 발전을 시도하고, 공업체계와 독립적인 경제체제를 모
색하였다. 1978년 이후, 중국 경제는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 대외개방
정책을 보조로 하고, 대외개방 영역을 점차 확대하면서, 전방위적인 다차
원 개방 구도를 형성하였다(张广婷·王陈无忌, 2019: 5).
외자직접투자를 유치·흡수하는 것은 중국 대외개방의 관건이었다. 중
국은 풍부한 노동력 자원, 양호한 기초시설과 거대한 잠재시장 등을 우위
로 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과 구미로부터의 자본을 대량으로 흡수하였
다, 이를 통해서 경제발전 과정에 직면한 자본부족, 기술 낙후 등의 문제
를 완화하고 요소 생산율을 높인 것이다(张广婷·王陈无忌, 2019: 5).
결국, 중국은 빈약한 경제 환경에서 외자를 적극 유치·활용하여 중국
의 공업화, 산업화, 국제화를 견인하는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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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자기업 혁신의 방향 및 방안
(1) 외자유치 문제
외자유치가 경제성장 과정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
속적이고 안정적인 외상투자 유치는 어려운 상황이다.178) 이러한 원인으
로는 첫째, 국제투자가 전반적으로 낮은 속도이며,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
해진다는 점이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약 58개 국가의 경제체
제는 124가지 투자유치의 정책을 취했고,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산업
공동화(产业空洞化)’의 경험을 통해 ‘재산업화’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트
럼프 정부에서 추진한 감세방안이 빠르게 시행되는 등 중국 주변의 국가
는 보다 낮은 세수부담 정책을 시행했다. 둘째, 중국 국내에서 외자이용
에 대한 인식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 일부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체제
및 자본 순수출국이 되어서 외환 보유액과 자금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셋째, 중국 자체의 경영 환경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2008년 내외자
기업 소득세가 통일되기 시작하였고, 외자는 더 이상 특수한 혜택정책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토지비용, 인공비용, 물류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가령, 최근 10년 동안 급여비용이 연평균 16%로 증가했다.
넷째, 중국의 일부 제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부 지역에선 외자기업
세무조사가 비교적 엄격하다. 따라서 법률제도의 구축, 규범화, 투명화가

178) 변화된 상황으로는 ⅰ) 국제 금융위기 폭발 이래, 글로벌 국제 투자량은 연평균 1% 하락했다. 비록 최근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었지만, 지정학적 정치요인의 영향을 받아, 국제투자는 여전히 낮고, 선진국 대외
투자 총량은 2007년의 1.8만억 달러에서, 2016년의 1.1만억 달러로 하락했다. ⅱ) 최근 지정학과 경영환
경 변화의 영향을 받아, 개별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에서 퇴출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일부 글로벌 기업도 중
국에서의 연구개발 투자를 조정하는 상황이다. ⅲ) 최근 몇 년 중국 기업도 이탈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국
의 대외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 대외투자는 1,961억 달러에 달했으나, 외자 대 중국투자는 최근
멈췄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도 나타났다. 2017년 1~8월, 달러로 계산된 외상 직접투자도 함께 5.1%나
하락했다(迟福林, 2017b: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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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고 있다(迟福林, 2017b: 267-8).

(2) 외자기업 혁신의 방향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다. 외자는 중국 경제발전에서 특수하
고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현대화 건설과 고속 발전 과정에서 외자 이용
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앞서 보듯, 최근 국제투자 구조는 심각하게
조정 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외자업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国
务院, 2019).

이러한 맥락에서 시진핑은 “새로운 시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으로 관철하고, 당의 19대와 19기 2중, 3중, 4중 전회 정신을 전
면적으로 관철하고, ‘오위일체’ 구도를 전면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 전략배치를 협조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国务院,
2019).179)
안정적인 외자업무에 관한 당중앙과 국무원의 관련 정책결정을 집행
하고, 외상투자기업의 국민대우를 중심으로 시장 활력과 투자심리를 끌어
올려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기대 가능한 외상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관복’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외자업무를 원활
하게 수행하여 외자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国务院, 2019).
외자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国务院은 <표 7-26>과 같이 제시하였다.

179) 시진핑 사상 5개 키워드로 ⅰ) 하나의 중국 꿈: 중화부흥, ⅱ) 두 개의 100년: 중화부흥 시간표(샤오캉 사회
건설(2021년), 현대 문명국가 건설(2049년), ⅲ) 삼엄삼실(三严三实): 공직 지침서(삼엄: 자신의 수양, 권
한행사, 당기율을 엄하게 함, 삼실: 업무추진, 창조적 업무수행, 사람됨에 각각 내실을 기함), ⅳ) 네 개 전
면: 전면적인 개혁(샤오캉 사회 건설, 개혁심화, 법치, 공산당 통치), ⅴ) 오위일체: 정책의 균형(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이다(중앙일보,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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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6

외자업무 이용개선에 관한 국무원 의견
외상투자의 새로운 영역 개방 지원

대외개방 심화

금융업 개방 속도 가속화
자동차 분야에서 외자정책 최적화
공정한 경영 환경 조성 노력
외상투자기업 혁신 서비스 최적화
자유무역 실험구 건설 수준 향상

투자 추진 강화

개방 플랫폼 투자유치 품질 향상
지방에서 외자의 투자유치에 대한 유입 강화 지원
정책선전과 해석 완비
국제 자금 사용 비용 감소

투자 개혁 심화

중국 내 취업 편리성 향상
외자 프로그램 계획 용지 심사절차 최적화
외국상인투자법 전면적 추진
외상투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감독관리 정책집행 규범성 강화

외국 상인 투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행정 규범성 문건 제정 투명성을 강화
지적재산권 사법보호의 중요한 작용 발휘
지적재산권 보호업무 기제 완비
기준 수립에 참여 지원
법에 다른 평등한 정부구매 참여 보장

주: 国务院(2019)을 근거로 작성함

(3) 외자기업 혁신의 방안
① 외자투자 촉진 정책
최근에 상하이기술혁신센터 건립을 통해선 외자기업의 적극적인 역할
이 기대된다(许时泽 等, 2019: 123). 외자기업은 상대적으로 기술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은 외자기업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외자기업 인재가 중국 기업에 유입하도록 정책우대를 제공하고, 외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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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기술발전이 중국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토록 관련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자 자본금 투입을 통해서 외자기업의 수출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듯
이, 외자기업은 외자투자 유치국의 경제 생태계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미중패권전쟁 등으로 외자투자에 빨간불이 켜진 중국 경제 현실이지만,
앞으로도 외자투자 촉진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중국 외상투자 산업정책에 관해서 田素华 等(2020: 184)은 다음을 제안
하였다. 첫째, 고도 경제성장에 유리한 기준에 따라 외자산업정책을 끊임
없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지 산업 업그레이드와 발전에 유리한 기준에
따라 고품질 외상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글로벌 첨단요소가 중국에 진입하고,
중국에 정착하도록 건실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외자산업정책을 계속 추진
하여 외자경제와 중국 현지 경제 간에 충분한 협력을 모색하고, 외자경제
가 국민경제의 고품질 성장에 기여토록 시범적인 접근을 한다. 2019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행구 린강신편구, 산둥, 장쑤, 광시, 허베이, 윈난, 헤
이룽장 등 자유무역시행구의 설립을 계기로 국제경제무역 관례를 참조하여,
중국은 외자산업을 이용하는 정책 아이디어 방식을 탐색·혁신해야 한다.
둘째,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와 정책의 보편적 혜택 원칙을 견지하여,
외자산업정책을 계속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외자에 초국민대우의 경험과
교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내외자를 동일시하는 국민대우 원칙을 견지
한다. 외자산업 지도목록과 국제관례를 연계하여 외자산업정책을 집행하
며, 다양한 형태의 기업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다. 외자산업정책의
혜택이 공정하고 보편적으로 제공되도록 원칙을 동태적으로 확보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 중국이 체결한 양자 및 다자 경제무역협정에서
의 투자조항과 서로 일치되도록 투자조항 관련 국제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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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산업발전 수요에 맞는 외상직접투자 진입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산업발전 상황과 중국 경제요소 변동이란 특징에 따
라, 디지털 경제와 AI 발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외자산업 지도목록을 이
용하여 중국은 외자유치 방향을 명확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
다. 2019년 3월에 통과한 「외상투자법」과 국제직접투자 글로벌 사례를
비교하여 개선한다. 2017년 12월 미국 감세정책과 2018년 3월에 시작
된 미중무역전쟁이 전세계적인 국제직접투자 변동과 다국적기업의 글로
벌 재배치 효과에 대한 영향을 파악한다. 외자산업정책을 통제·조정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직접투자 정책의 경쟁에서 중국의 국제집적투자 유
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필요가 있다. 연해지역과 ‘일대일
로’ 지역의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여, 각 지역 특색의 자원, 지리적 우위,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지 상황에 적합한 외자산업정책 시행세칙을
구체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외자산업정책 관련 제안을 통해 중국 정부가 중시하는 고품질 경제성
장에 유리한 기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와 정책의 보편적 혜택 원칙, 산
업발전 수요에 맞는 외상직접투자 진입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면밀히 조
사·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진출 전략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 세계 일류기업의 평가지표
중국에는 전 세계 유수기업이 진출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각축의
장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유리한 제도와 정책 우대를 쏟아붓는
현실에서 외자기업 입장에선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中央企业智库联盟(2020)이 제시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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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세계 일류기업의 평가지표를 검토함으로써 외자기업이 중국 본토 비
즈니스 경쟁에서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 취해야 할 경영혁신의 방
향 및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27

세계 일류기업의 평가 지표
1급 지표

2급 지표

3급 지표
역외(境外) 수입

글로벌 자원배치 능력

다국적 지수

해외 자산
역외 일체화 운영 능력

가치 창조 능력

규모 역량

브랜드 이미지

역외 근무자 수

영리 능력
주주 보고
업무 규모
경영 규모
브랜드 가치
업계 영향력

-

-

-

관리 효율
자본 통제력
관리 수준

재무 건전성

-

근로자 인센티브
업무교대 능력
지속가능발전 능력

사회책임 및 안전생산

-

기술혁신 능력
출처: 中央企业智库联盟(2020: 8)

중국 기업이 추구하는 세계 일류기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자
원배치 능력, 가치창조 능력, 규모 역량, 브랜드 이미지, 관리 수준, 지속
가능발전 능력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2급 및 3급 지표를 <표 7-27>에
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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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러한 평가지표
를 참고하여 경영혁신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기업 경쟁
력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③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혁신 방식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미중패권전쟁을 벌일 만큼 급성장을 하게 되었
다. 중국의 급성장을 견인한 여러 요인 중의 하나로 중국 기업을 주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과 다른 중국 기업의 성장 또는 혁신 전략은 무엇
일까? 여기서는 중국 기업의 혁신 전략에 관해 Coppens(2019)의 견해
를 소개하기로 한다. 중국 진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중국 기업의 혁신
전략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전환은 현대 중국 소비자, 파괴적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하이테
크 기업, 중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에서 비롯한다. 중국 하이테크 신
생기업은 먼저 시장 발전에 투자하여 상당한 고객을 확보하고 나서 혁
신으로 전환한다. 반면에 서구 하이테크 신생기업은 전형적으로 혁신
에 투자하여 일단 고품질 혁신 제품이 개발되고 나서 시장에 투자한
다. 서구의 기업 혁신을 S 곡선이라 하고, 중국 기업의 혁신을 N 곡
선180)이라 하면서 Coppens(2019)는 신생기업(startups)의 혁신 과
정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서 신생기업은 시장 수요와 고객 니즈를 조사한다. 중국인들은
매우 현실적이어서 시장에서 선도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신속히 자
금 규모를 확대하여 경쟁자를 물리친다. 서구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

180) Coppens(2019)는 중국의 혁신을 N curve라 지칭한다. Coppens는 N을 China’s New Normal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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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빠른 물고기가 느
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라고 한다. 이를 위해 거대한 자금을 확보하
는 것이 선결조건이고, 혁신은 부차적인 목표가 된다. 중국 하이테크
신생기업은 제품이 시장에서 증명되기도 전에 투자자들에게 접근하는
데 이는 다른 모든 사업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중국 투자
자들은 창업자에 대한 신뢰에 더 의존하며, 돈을 벌기 위해 초기에 투
자하는 경향이 있다. 30년도 채 안되어 중국인들은 수백만, 수십조 달
러를 투자하기도 한다. 이런 자금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신생기업이
경쟁자와 싸워 이겨 검투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서구에서 혁신은 주로 S 곡선이다. 즉, 충분한 자금이 없는 단계에선
혁신에 초점을 둔다. 다음 수입이 창출되고 시장 점유율이 성장하면서
혁신 지출 비율은 점차 감소한다. 그리고 혁신은 동일한 수준이 계속
되지만 추가 수입은 낮아진다.
그림 7-12

중국 창업 기업의 N 곡선 혁신

출처: Coppens(2019)

반면, 중국에서는 혁신이 매우 다르고 상당히 극단적으로 이뤄진다.
N 곡선의 1단계는 시장에서 신속히 실질적 정상(de factor standard)

590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이 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끌어 모은다. 중국 신생기업은
처음에 시장 니즈에서 제품 혁신으로 가는 외부 → 내부(outside-in)
전략을 취한다. 반면에 서구는 제품 혁신에서 시장 지위를 추구하는
내부 → 외부(inside-out) 접근이다. 중국에서 성공의 길목에는 수천
의 경쟁자가 가로막고 있어서 비디오 게임에서의 총잡이처럼 막대한
자금과 상당히 자격을 갖춘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쳐야만 생존할 수 있
다. 즉, 신속히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최고 자리에 오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 것이다.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면 시장 몫을 50%나
차지할 수 있다.
N 곡선의 2단계에서 신생기업은 혁신에 완전 몰두하는 거대 플레이
어가 지원하는 수십 명의 창업자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그들은 R&D
팀을 해외에 설치하거나 수백 명의 박사와 개발자를 고용하여 외국으
로부터 기술 또는 경험을 확보하려 한다. 즉, 인재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다. 2단계에서 신생기업의 은행잔고는 빠르게 고갈된다. 왜냐하
면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선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N 곡선의 3단계에서 신생기업은 일단 새로운 혁신이 실현되면 경쟁
자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는다. 3단계에선 시장
에서 기업의 공고화 및 표준화 시기가 되어서 정부가 주목하고 규제하
기 시작한다. 이제 다른 서비스와 플레이어를 통합하여 생태계와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3단계에선

서구에서

말하는

확장

(scale-ups)보다도 훨씬 가파르고 높은 규모의 확장(hockey stick)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확장은 훨씬 많은 자원, 즉 풍부한 재정 옵션,
거대한 고객 기반, 시장 증거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 재충전되어 비
상할 수 있다(Coppen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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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행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본 연구는 3장 2절에서 중국 기업 관련 인식분석을, 6장 3절에서는 행
위적 제약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여기서는 중국 기업 거버
넌스의 주요 행위자들에 관한 전문가의 서면인터뷰181) 결과를 소개하기
로 한다. 이를 통해서 중국기업 관련 행위자들의 현상과 전망을 유추하여
이해하기로 한다.

1. 중국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유형화 부합 정도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간
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유기업, 정부와 민영기업, 정부
와 외자기업 관계뿐만 아니라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간의 관계, 국유기업
과 민영기업이 상호작용하는 중간 영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郑永年(2020: 264-5)에 따르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삼층 자본의 구조를

띤다. 즉, 정상은 국유기업을 대표로 하는 국유자본, 아래층은 중소형 기업을
주체로 하는 민영기업, 국유자본과 민영자본이 상호작용하는 중간층이다.
이 삼층 자본이 균형과 평형 상태에 처하게 된다면, 경제발전이 곧 안정적
이고 지속가능하다. 반면에 이 삼층 자본에 심각한 불균형 상태가 출현하여,
국유자본이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든, 국유자본이 대폭 쇠퇴하든, 모두
심각한 경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삼층 자본구조를 통해서 오늘날 중국
민영기업이 직면하는 곤란을 해석할 수 있다(郑永年, 2020: 264-5).

181) 서면인터뷰는 2020년 9월 4일부터 2주간 국내 중국 관련 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라는 취지로 크게 6가지 주제에 관해 질문을 하였다(질문지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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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8

삼층 자본이 직면한 문제

1층

∙ 1층(국유자본) 국유자본은 민영자본이 맡을 수 없는, 맡을 능력이 없는 경제 책임을 맡음. 대규모 기초시설 건설투
자, 국민경제에 가장 중요한 일부 영역에 대한 투자, 경제 주기가 초래한 위기와 기타 환경 급변으로 초래되는
위기대응, ‘평준경제’와 ‘시장실패 보완’ 등을 떠맡음. 이들 모두는 한 국가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불가
결한 것임
∙ 그러나 이는 중요한 문제를 초래함. 즉,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공간분포임. 일부 성(省)에서 양자의 분포가 상대
적으로 합리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성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공간은 여전히 과다함. 분포가 상대적으
로 합리적인 성(省)은 종종 “국이 강하고 민도 강한” 구도를 띰. 다수의 성에서, 국유기업은 여전히 과다하고,
과대한 공간을 차지하여, 민영자본은 충분한 공간이 없어, 진입하기 어렵고, 생존하기는 더욱 어려움. 그 결과
국유자본은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잘하는 건 아무 것도 없어, “국약민약(国弱民弱)”을 초래함. 만일, 이들 성의
국유기업이 더 많은 공간을 민영기업에 양도하지 않는다면, 양자 모두 약한 국면이 지속될 것임

2층

∙ 2층(중간층의 국유와 민영의 ‘혼합경제)의 문제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각자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협력하여 공간을 공유하는 가임. 현재 개혁정책에서 구현된 것은 바로 마지막 사고방식임. 근대 이래 이러한 사고
방식, 예를 들어 “정부에서 감독하고 상인이 운행하는 것(官督商办)”은 종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거대한
부패를 초래함
∙ 일부 상황에서, ‘공사협력’은 국유자산의 ‘민영화’가 되었고, 다른 일부 상황에선 민영자본의 ‘국유화’가 됨. 오늘날,
많은 관원들인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해 ‘경쟁중립’을 제창하는 데, 실제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
외에, 경쟁중립은 단지 유토피아에 출현하고, 완전히 실현될 가능성이 없음. 정부는 어떻게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의 경쟁에서 중립할 것인가? 이는 완전히 서구 논리의 단순한 대입으로, 중국의 국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임

3층

∙ 제3층(중소기업)은 두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음. ⅰ) 공간 문제로 대다수 중소형 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의
공간이 부족함. 새로운 공간은 어디서 오는가? 한편으로 국유기업이 자신이 하지 않거나 하기 어려운 공간을
보다 양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술혁신이 필요
∙ ⅱ) 중소기업을 위해 복무하는 금융기관이 부족함. 중국 대형 국유의 서비스 대상은 당연히 대형 국유기업으로,
그들은 중소기업을 위해 복무하는 아무 동기도 없음. 만약 행정 또는 정치 방식을 통해 그들이 중소기업에 복무하
게 강요하면, 경제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지속가능 하지도 않음. 오랫동안, 이들 은행이 중소형 기업에 복무하는
측면은 단지 상징적인 것임

주: 郑永年(2020: 265-8)을 근거로 작성함

이젠 중국 정부와 기업별로 그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중국 정부와 기
업(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간의 관계를 유형화한 이론들에서, 각
각의 이론이 중국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이다.

표 7-29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의 중국 현실 부합 정도(빈도분석)
적실성과
타당성 전혀
없음

적실성과
타당성 낮음

보통

비교적
적실하고
타당함

매우
적실하고
타당함

정부와 국유기업 간의 수족관계

0

5

2

11

5

정부와 민영기업 간의 부자관계

0

6

8

9

0

정부와 외자기업 간의 친구관계

1

3

9

8

2

구분

江远山
·郝宇青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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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9

계속
적실성과
타당성 전혀
없음

적실성과
타당성 낮음

보통

비교적
적실하고
타당함

매우
적실하고
타당함

정부와 기업 간의 권위관계형

1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의존형

0

1

6

13

2

2

10

10

1

정부와 기업 간의 규칙의존형
정부와 기업 간의 직접관리형

1

11

2

8

1

1

8

4

6

3

정부와 기업 간의 간접인도형

1

7

2

11

0

정부와 기업 간의 협조호소형

1

5

8

7

0

이원상호작용설

0

5

5

8

1

기업정치행위설

0

3

6

9

1

개체관계설

0

3

10

6

0

구분

青木昌彦
等
(1999)
傅金鹏
·方敏
(2004)
张田·孙
涛
(2015)

<그림 7-13>는 중국 정부와 기업에 관한 이론의 중국 현실 부합 정도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7-13

중국 정부와 기업에 관한 이론의 중국 현실 부합정도(평균, 5점 만점)

孙涛

(2015)

张田

개체관계설

3.16

기업정치행위설

3.42

이원상호작용설

3.26

(2004)

3.00

정부와 기업 간의 간접인도형

3.10

정부와 기업 간의 직접관리형

3.09

정부와 기업 간의 규칙의존형
(1999)

方敏
青木昌彦

傅金鹏,

정부와 기업 간의 협조호소형

2.87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의존형

3.43

정부와 기업 간의 권위관계형

3.61

(2018)

郝宇青

江远山

정부와 외자기업 간의 친구관계

3.30

정부와 민영기업 간의 부자관계

3.13

정부와 국유기업 간의 수족관계

3.70
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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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3.00

4.00

5.00

중국 정부와 기업 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부합 정도에 대한 서면인터
뷰에서 얻은 다양한 의견(<부록 표 1>) 중에서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江远山郝宇青(2018)의 정부와 기업 간 관계이론에 따라 정
부와 국유기업의 관계를 설명하면, ⅰ) 중국의 정부와 국유기업의 관계를
수족관계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 국유기업
은 여전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기업전략과
인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유기업의 이득, 손실이
정부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설명은 기업이 갖는 상대적
자율공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최근 국유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ⅱ) 정부와 민
영기업 간의 부자관계에 대해 직간접적 후견인-추종자 관계를 통한 민영
기업 지원·육성 측면을 고려하면, 부자관계로 개념화가 가능하다. 즉, 종
속적인 의미가 아닌 일종의 보살핌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
족관계의 다음 모형으로 적실성을 갖는다. 다만, 민영기업의 탄생에 중국
정부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부자관계로 표현하는 것
은 과장이라는 의견이 있다. ⅲ) 정부와 외자기업 간의 친구관계라는 개
념화는 중국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물론, 외자기업
의 기업 전략과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투자가 이뤄지고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조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수평적 호혜적
관계를 연상시키는 친구관계를 통해 당국가체제에서 정부-외자기업 관계
를 개념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2010년대 이전까지는 중국 정부
의 우호적인 태도와 강력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
지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별적인 외자유치정책, 중국내 기업육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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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의 등이 늘어나면서 ‘친구관계’라고 정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는 의견이다.
두 번째로, 青木昌彦 等(1999)의 정부와 기업 간 관계 이론을 적용하
면 다음과 같다. ⅰ) 정부와 기업 간의 권위관계형에 대해, 중국이 시장경
제를 지향하고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정부와의 관계가 권위
적이라는 관계는 어울리지 않으며, 계획경제 시기의 구분법으로, 현재는
이런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시장의
진입과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유형과 무관하게
여전히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ⅱ)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의존형에 대해, 사실상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이
유형이라 볼 수 있으며, 정부의 거시정책의 틀에 따라 많은 기업이 큰 영
향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정책집행을 위해 기업은 필수적인 수
단이며, 민영기업의 경우 정부와의 상호 보완적이며, 의존적인 관계의 구
축이 공공성과 수익성의 측면에서 적절하다. 반면, 당이 지배하는 중국의
특성상 당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은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하며, 기업이
정부에 협의하는 존재는 아니다. 일부 지방정부와 기업의 관계(주로 경제
발달 지역)에 부합하나, 중국의 전반적인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향후 학습하는 유형, 혹은 참고로 하는 유형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ⅲ) 정
부와 기업 간의 규칙의존형 분류와 관련하여, 정부의 규칙이 곧 기업의
규칙이 된다. 특히, 외자기업 관련 정부가 외자기업을 관리하는 방식은
관계 법률에 의거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구체적인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류법은 여전히 적실성을 가진다. 즉, 형식적 측면의 제
도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의
법 기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시진핑 정부 출범 이래 ‘법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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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는 있으나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그 이전 시기보다 법치화가
이뤄진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항상 공정한 시장경쟁과 법
치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그 규칙에 의존하는 경우는 서로간의 갈등 상황
이나 기업의 해소 등 일부 상황에 국한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견해와
더불어, 중국에서의 법치라는 용어는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182)
서구 자유주의 국가 및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치(rule of law)는 천부
인권적 가치와 민주적이고 합법적 절차 등이 제대로 반영된 경우를 의미
한다. 이러한 가치와 적법 절차가 배제되고 법적 내용과 수단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법치가 아니라 법제(rule by law)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傅金鹏·方敏(2004)의 이론에 따라 중국 정부와 기업의 관
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ⅰ) 정부와 기업 간의 직접관리형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 국유기업의 경우 당원의 이사회 파견 등 직접 관리가 이루
어지고 있으므로 중국 정부와 국유기업 간의 관계는 본 유형에 잘 맞는
분류라는 의견이다. 다만, 기업관리와 관련한 접근으로 어느 정도 적합하
다. 그러나 국유기업이 갖는 기업경영의 상대적 자율공간을 감안하지 않
은 개념이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기업 유형이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ⅱ) 정부와 기
업 간의 간접인도형 관점에 대해, 민영기업의 경우 공공성과 함께 수익성
을 추가해야하므로 정부는 간접적으로 기업의 경영행위에 관여할 수 있

182) 법치(rule of law)는 법 앞에 평등, 유죄 증거 없는 한 무죄 추정, 헌법상 기본권이다. 법치는 자유, 평등,
정의 등이 내포된 가치 내재된 개념이다. 법치는 적법 절차와 내용을 강조한다. 반면 법제(rule by law)는
법 자체로 통치하는 것이다. 입법부가 제정한 법의 테두리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에 흠결이 있어
도 교정할 수 없다. 법제는 단순히 절차적이며 가치중립적이다. 따라서 Rule of Law = Rule by law +
Values로 이해할 수 있다. What is difference between rule of law and rule by law? Retrieved from
https://www.quora.com/What-is-difference-between-rule-of-law-and-rule-by-law (검색일,
2019.10.9)(김윤권 외, 2019: 39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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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비교적 적절하며, 중국 정부가 거시조절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론적으로 정부의 거시정
책을 기업에게 유도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중국 정부가 정부의 필요
에 따라 언제든 임의적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민영부문에 개입할 수 있다
는 점이 일반적 ‘간접인도형’과는 다르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ⅲ) 정부와
기업 간의 협조호소형에 대해서는 제한된 사례에 기초한 개념화로 적절
하지 않으며, 중국 기업경영 환경에서 당국가체제가 갖는 우위성을 제대
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일부 민영기업의 경우,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강압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외자기업에 대해서
는 동등한 관계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정부는 외자
기업을 자신의 정책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협조유도형에 가깝다
는 의견도 존재한다.
네 번째로, 张田·孙涛(2015)의 정부와 기업 관계이론 중 이원상호적용
설에 대하여, ⅰ) 정부와 기업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호이용 및 공생하
며, 거시적 차원에서 이익구조 차원에서 도구적 합리성과 이익에 기초한
중국 정부와 기업(政企)관계를 개념화하는데 유용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민영기업과 정부는 공공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상호의존적이며, 보완성을
지닐 수 있으므로 비교적 적절한 관계라고 판단된다. ⅱ) 기업정치행위설
에 대해서는 국유기업, 민영기업 모두 정치행위를 통해 기업이익을 달성
하고 있고, 이익 이외에 합법성과 이념 등 다층적 행위 논리를 통해 중범
위 수준에서 정기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ⅲ) 개체관계설은 정체성
과 감정 등 측정하기 어려운 척도를 운용한 미시적 접근이 실제 연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민영기업은 수익성과 함께 공공성을 지닐 수
있으므로 개체관계설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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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기업 거버넌스에서 핵심 행위자의 중요도
중국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서 관련 행위자를 당
과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해당 기업(주주총회, 이사회구성,
감사회 역할, 경영진의 성과 등), 사회조직, 언론매체, 인민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행위자 간의 관계 중요도, 그 중요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인식을 확인하였다.

1) 중국의 기업지배구조에서 행위자 간 관계의 중요도
<표 7-30>은 서면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중국의 기업지배구조 관
련 행위자 간 관계의 중요도를 빈도분석으로 나타낸 것이다. 매우 중요를
기준으로 본다면 당과 기업, 지방정부와 기업, 중앙정부와 기업 순으로
나타난다.

표 7-30

중국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행위자 간 관계의 중요도(빈도분석)
구분

거의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비교적 중요

매우 중요

당과 기업

0

2

2

6

13

중앙정부와 기업

0

3

3

8

9

지방정부와 기업

0

0

1

10

11

기업 내부 거버넌스

0

1

8

8

6

사회조직과 기업

3

7

9

2

1

언론매체와 기업

1

11

2

5

3

인민과 기업

3

5

5

8

1

<그림 7-14>처럼, 관계의 중요도를 평균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방
정부와 기업, 당과 기업 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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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4

중국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행위자 간 관계의 중요도(평균, 5점 만점)

인민과 기업

2.95

언론매체와 기업

2.91

사회조직과 기업

2.59

기업 내부 거버넌스

3.83

지방정부와 기업

4.52

중앙정부와 기업

4.00

당과 기업
0.00

4.30
0.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2) 행위자간 관계의 중요도에 대한 세부 의견
중국 기업거버넌스 행위자 간 중요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부
록 표 2>) 중에서 핵심 내용 및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당과 기업 간 거버넌스의 행위자 간 중요도에 대해, 당은
직접적으로 기업을 관리하며, 기업경영 활동에 개입하고 있으며, 국유기
업과 민영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국가체제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을 규정하는데 있어 당의 역할이 관건이다. 최근 중국체제의 권
위주의적 속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정치 이념적 가이드로서 당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기업경영 환경을 규정하는데 있어 당의 역할은 정부
에 비해 간접적이다. 특히,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당과 국가가 동일시되
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당이 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지고 있다. 최근 민영기업뿐만 아니라 외자기업도 내부에 당 관련 조직을
설치해야 할 정도로 당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는 만큼 양자 간의 관계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중국의 지도체제에서 권력 집중이 예상되며,
당과 기업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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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해, 중앙정부는 기업을 통해
정책집행을 진행하며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중국 정치체제가 변
화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또한, 제도를 규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정부가 갖는 역할과 중요성은 매우 크며, 국자위를 통해 기업지배의 제도
화가 진전되었지만 여전히 각 부처와 연계된 기업에 대한 정부와 관료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중앙정부는 일부 국영기업 또는 지방의 독점적 기
업에 영향력 혹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중요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중국 전체 경제, 사회 관련 국정의 방향과
지침을 설정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업이 전략수립 과정에서 가장 먼저 주
목해야 할 부분이다.
세 번째로, 지방정부와 기업 간 관계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프로젝트, 경제 활성화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과 기술력 등 자원을 충당하
기 위해 기업을 활용하고 있고, 기업 차원에서는 내수시장에서의 사업 기
회를 직접 창출할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에 적극 협조하는 관계이다. 이러
한 관계 역시 중국 정치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지방정부는 해당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다양한
업무로 연결되어 있고, 중앙에서 하달한 지침을 구체화하고 기업과 직접
적으로 관계를 맺는 정부 주체는 여전히 지방정부이므로 가장 중요한 의
미 있는 관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기업 내부의 거버넌스의 중요도에 관해, 기업 내부 거버넌
스에 정부 이외의 이해관계자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은 기업 성장 차원에
서는 중요하다. 중국 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내부 거버넌스의 다양성과, 정부 외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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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중요하나, 최근의 폐쇄적 행보나 대외 환경 변화로 보았을 때는
변화가 다소 정체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거버넌스가 가장 잘 갖추어
졌다고 평가되는 중국의 상장사에서도 주주총회나 감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중국 증시상장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향후에는
내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구속력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
다섯 번째로, 사회조직과 기업 간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사회조직 자체
가 역량과 권한이 취약하므로 중요도는 낮은 상황에서, 자본주의 시장경
제체제의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조직 및 언론 매체 그리고 일반시민이 기
업에 끼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사회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여전히
미성숙되어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하다. 다만, 향후 여러 사회조직과
기업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섯 번째로, 언론매체와 기업의 관계는 언론매체가 당, 정부의 이데
올로기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관계로 보인다. 자본주의 시장경
제체제의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조직 및 언론매체 그리고 일반시민이 기
업에 끼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언론에 대한 통제는 엄격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
하기는 어려우나, 인터넷 등의 온라인 매체 혹은 소셜 미디어는 엄격한
통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된다.
일곱 번째로, 인민과 기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수 소비자로서 인민은
기업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중요한 관계이며, 중국은 인민이
주인인 나라이므로 조직화된 인민은 중요할 수 있으나 한 개인의 영향력
은 미미할 수 있다. 특히, 구매력 있는 중국 인민들이 증가하면서 기업과
의 관계가 중요해질 수 있는데, 인민은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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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영향을 주며, 특히 왕훙(网红)과 같은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가 늘
어나고 있어 관계 형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3. 당정과 민영기업의 亲과 清 관계
지속가능한 중국 경제발전에서 오늘날처럼 효과적인 정부와 기업 관
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적이 있을까? 정부와 기업의 낡은 관계에 중
대한 문제가 드러나서 지속 불가능한데, 여전히 새로운 관계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정부와 기업 간에 효과적인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곧 중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郑永年, 2020: 277).
중공 18대 이래,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개혁의 목표는 매우 명확하
며, “어깨동무 하는(勾肩搭背)” 관계에서 “친청(亲清)” 관계로 전환할 필
요가 있다(郑永年, 2020: 277).
중국의 정경(政經 또는 政商) 관계를 구축할 때, 중요한 개념으로 친밀
하다의 ‘亲’과 명확하다는 뜻을 내포하는 ‘清’이란 두 글자가 있다. 이 중
에서 민영기업에 초점을 두어 본다면, 정부와 민영기업의 관계가 친밀하
여 서로 돕고 지원해줘야 하지만, 동시에 공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까
닭으로 제시된다.
정경관계는 정부부문과 시장 주체 관계, 정부관원과 기업 책임자의 관
계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정경관계는 시장 주체가 경
제규율에 따라 작동되고, 정부부문이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는 것이다.
정경의 결탁과 공모는 양측에 해를 끼치고, 공적 권리를 사적으로 사용하
고, 권력으로 사익을 도모하는 혐의를 드러낸다. 결과적으로는 당과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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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에 손해를 끼치고, 기업발전도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게 된다
(张竞强·包月阳, 2019: 167).183)184)
사실, 친청 신형 정경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등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현재 정경관계는 여전히 확고하지 않고, 권력 지
대추구의 토대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자본이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반부패체계 기제는 여전히 불완전하여서 친청 신형
정경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장기적인 것이고 이는 어려운 임무에 해당된다.
‘친’과 ‘청’의 신형 정경관계 이해의 핵심은 양자 교류를 제도화 및 법
제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고 책임을 지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정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응당한 공공서비스를 제
대로 수행해야 한다. 제도의 규정을 벗어나서 사적인 인정에 좌우되어 비
공식적인 인간관계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张竞强·包月阳, 2019: 168).
시진핑이 제기185)하듯, 공평경쟁의 시장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183) 전국정협 제12기 4차 회의 민간건설공상연합위원연조(民建工商联委员连组) 회의에서, ‘친’, ‘청’ 신형 정
경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영도간부에게 ‘친’은 곧 거리낌 없이 진실하게 민영기업과 접촉하고 교제하고,
도와서 실제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반면, ‘청’은 곧 청백하고 순결한 것으로, 권력과 금전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영기업가에 있어, 곧 참말을 하고, 실정을 말하고, 간언을 조언하고, 법을 지키며
기업을 운행하고, 광명정대하게 경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 ‘청’은 새로운 역사 조건 하에서 정
경관계에 대한 생생한 해석이고 현상적인 묘사이며, 명확히 공과 사를 구분하고, 관원과 상인 교제의 원칙
을 명확히 한 것이다(张竞强·包月阳, 2019: 167).
184) 전국인대의 제3자평가보고를 보면, ‘친’, ‘청’의 신형 정경관계 구축에는 여전히 비교적 개선의 여지가 크
다. 예를 들어, ‘친’의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기업에 복무하는 의도가 강하지 않고, “관공서에 들어갈 수 있
고, 공무원 얼굴 보기는 쉽기만, 업무는 처리되지 않는 것(门好进, 脸好看, 事不办)”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정부가 시행한 지원정책, 혜택조치에 대해 기업은 알 수가 없어, 기업이 응당한 정책편익을 향유하지 못하
고 있다. 업무 중에서 “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놓는 것”에 익숙하여, 주로 대기업을 지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동시에, 각종 업계협회, 상회의 연대 및 업계자율은 작용되지 못하고 있다. ‘청’의
측면에서, 기존 정경관계에 비해 보다 ‘청’하게 되었지만, 일부 부문과 기업가의 접촉이 줄어들고,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해선 책임과 담당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기업가는 창업
하려는 적극성을 잃게 된다(张竞强·包月阳, 2019: 167-8).
185) 시진핑 총서기는 당의 19대 보고에서 “시장진입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통일된
시장과 공평경쟁을 방해하는 각종 규정과 방식을 정리하고 폐지하고, 민영기업 발전을 지원하고, 각종 시장
주체 활력을 자극해야 한다. 상업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행정적 독점을 타파하고, 시장독점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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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경제에 공유제 경제와 같은 시장대우를 부여한다. 민영경제가 평등
신분을 획득하여, 민영기업이 국민경제의 각 영역에 투입하도록 더욱 장
려한다. 민영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보다 자발적이
고 적극적으로 복무하게 더욱 촉진한다(程勤, 2018: 140).
정부와 기업의 친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郑永年(2020: 282)은 ⅰ)
기업주와 기업 간 경계, ⅱ) 기업과 정부의 경계, ⅲ) 산업정책과 기업의
관계, ⅳ) 정부관원의 유관 기업으로의 취업(下海) 문제, ⅴ) 대기업의 중
소기업 흡수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을 제기한다.
친과 청의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张竞强·包月阳(2019: 168)이 제시한
방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표 7-31>).

표 7-31

중소기업
발전
지원에 관심

친과 청의 관계 개선 방안
∙ 시장경제체제에서 비록 시장이 자원배치 중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시장 환경은 정부의 조성과
보살핌이 필요. 기본적인 법률보장, 감독관리 법집행, 정책지원, 업계정보, 공공서비스, 사법중재 등이
필요. 기업은 시장경쟁에 평등한 참여가 필요.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에서 정부의 보호를 벗어날 수 없음
∙ 이를 위해, 각급 정부부문은 기제를 구축하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에 관심
갖고, 조사·연구, 적극적인 성과도출, 선제적 서비스로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 실제 어려움을 해결
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려하고, 사건과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됨
∙ 「중소기업추진법」에선 서비스 조치가 전문적인 장으로 규정되고, “창업지원”, “혁신지원”, “시장개척”
등 장절에서도 공공서비스 강화가 규정됨.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체계를 더욱 구축·완비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차별화,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킴

∙ ‘청’의 정경관계는 기업이 권세에 붙어 이익을 꾀하려는 동기를 줄이고, 관계 소통을 통해 각종 규칙에
벗어난 지출을 줄이고, 상품연구개발, 시장 확장, 거버넌스 혁신전환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함
∙ 정부는 권력으로 사익을 도모하고,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향응을 베풀거나 뇌물을 바치도록 요구하고,
정부부문은
수중의 권력으로 권력과 금전 거래 등의 행위를 근절해야 함
법규 준수,
∙ 기업가와 접촉할 때 경계를 유지하고, 깨끗해야 함. 이는 절대 “분수에 만족하여 본분을 지키고”, “청하여
직무 이행 및
작용을 하지 않고”, 민영기업가를 관리하거나 파악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함
책임
∙ 정부부문은 직책 본분을 지키고, 냉철함을 유지하고, 사소한 잘못도 미연에 방지하고, 자발적으로 법치
사고방식과 법치 방식을 사용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책임과 복무의식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요구를 파악
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함

요소가격 시장화개혁에 속도를 가하고, 서비스업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시장 감독관리 체제를 완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程勤, 2018: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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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1

공상연
(工商联)과
업계협회상
회의 역할
발휘

계속
∙ 공상련과 상회조직은 신형 정경관계를 구축하는 교량 및 유대관계임. 기층 기업을 깊이 이해하고, 조사연
구와 좌담을 통해서, 기업 생산경영에 처한 애로를 적시에 파악
∙ 각 관련 기업은 직능에 따라 공상련, 업계협회, 상회 등 조직과의 제도화 상호작용 교류 기제 구축을 연구하
고, 공상련, 업계협회상회, 주요 기업가의 의견과 건의를 경청함. 기업 관련 정책의 제3자평가 수행 시,
업계협회상회 등의 건의를 충분히 반영
∙ 동시에, 공상련, 업계협회상회가 업계자율 추진, 업계신용건설 참여, 직업도덕 준칙제정, 전문조정 참여,
기업의 정책편익 이해, 기업의 합법적 권익 수호 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케 함

주: 张竞强·包月阳(2019: 168)를 근거로 작성함

이러한 맥락에서 정경관계에서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것은 당정(黨政)
이 민영기업을 통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이유가 크다고 봐야 할지, 아니
면, 거꾸로 민영기업이 당정(黨政)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관
한 인식 결과를 <부록 표 3>에서 제시하고, 여기서는 핵심 내용과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당정과 민영기업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
영기업의 입장에서는 내수시장 확보, 규제 등을 고려하여 당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당정 입장에서는 정권의 공고화나 신기술, 신산업 발전이
기존의 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민영기업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모두 국가전략, 정책 등의 성과를 기업에 의존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 또는 암묵적으로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설정하
고 있다. 기업도 기업 내 당조직과 공회에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당·정 고
위간부 출신을 주석 또는 고문 등으로 채용하여 긴밀하게 당정을 활용하
고 있다.
다른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문화에서 기업의 성장과 비교하면, 중국 역
시 정부와 기업 간의 상호 호혜적 관계가 있으며, 기업경영에 있어 편승

606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타 국가와 비교하면, 시장경제의 확산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이나 미시적 기업경영 측면에 대한 중국 당국가체제의
침투와 지배는 강고하며, 중국의 기업의 경영활동은 ‘주어진 조건’에서의
자율성이다.
따라서 중국 당과 기업 관계를 상호이용관계로 개념화하는 것은 일부
한계가 있으며, 최근 민영기업 특히 IT 영역의 민영기업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당정이 여러 제도적인 제약을 부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후진타오 시기의 협치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에서의 맥락에서는 상호작용을 많이 강조한 편이지만, 아무
래도 시진핑 시기 이후 모든 조직보다 당을 우위에 놓는 상황에서는 당정
이 민영기업을 더 통제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중국에서 당정과 기업 간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내에서도 민영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장 초기에는 당정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으나 경제성장과정의 어느 시점부터는 기업의 영향력
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4. 중국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전략행위
중국의 정부-민영기업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기업은 정부와의 관계에
서 다양한 정치적 전략을 활용한다. 이 중 중국의 민영기업이 주로 사용
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순서대로 열거하고 그 논거를 제시한 것
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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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5

당정 중국의 정부-민영기업 간 관계의 전략(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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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5>에서 보듯, 정부와 민영기업 간 관계의 전략에서 직접적
인 정치참여, 정치연계전략, 로비, 이익연결이 가장 높게 활용된다고 인
식하고 있다.
그림 7-16

중국의 정부-민영기업 간 관계의 전략(1+2순위)
1+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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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6>에서 정부와 민영기업 간 전략행위 중에서 1+2순위의 경
우 로비가 가장 높은 비율을, 그리고 정치전략, 직접적인 정치참여 전략,
이익연결 순으로 인식하고 높은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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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7

중국의 정부-민영기업 간 관계의 전략(1+2+3순위)
1+2+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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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7>에서 보듯, 정부와 민영기업 간 관계의 전략순위를 합칠
경우, 로비, 정치연계전략, 이익연결, 직접적인 정치참여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정부와 민영기업 간 전략 중 로비가 중요한 전략으로 선택
된 것은 관료가 통제하는 영역(금융, 조세, 구매, 사업발주, 행정처분)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은 정부에 편승전략을 쓰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로비를 통해 일단 꽌시가 형성되면, 관료-기
업인 관계는 쉽게 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뇌물을 주기 전에는 관료의
힘이 크지만, 일단 뇌물 수수관계가 구축되면 기업인의 힘이 더 클 경우
도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정부 발주 사업이나 조세감면과 같은 것이
필요한 경우, 로비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국 기업
인의 인식이다. 이러한 로비 전략은 동일 분야 또는 사업에 있어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할 경우 로비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중국 민영
기업도 사업의 확대와 이익추구 등을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로비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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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정치연계 전략에 대해, 당(정부) 주도적 경제에서 민영기업
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며, 당(정부) 지도자들의 주도권이
매우 강한 상황에서 민영기업들은 당(정)체제와의 연계를 통해서 권력으
로부터의 배제에서 오는 손실을 막고 권력에의 편승을 통하여 이익을 추
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에서 민영기업가들이 인민대표나 정협위원으
로 활약하는 것은 민영기업 기업가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이다. 로비가 주
로 제3자를 통해서 진행된다면, 직접적인 관원, 기관과의 관계는 정치적
연계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거래관계를 만들게 된다. 그러나 후
견관계가 파괴되거나 흔들릴 경우, 기업 리스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성을 갖고 있다.
세 번째로, 이익연결 전략과 관련하여, 중국 당국가체제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미시적 차원의 이익연결이 주된 기업전
략으로 예상된다. 중국 민영기업은 일반적으로 정부관료의 선물, 자녀 및
친인척 관련 도움 제공, 사업성과 이익을 배분 혹은 옵션을 제공하는 방
식으로 평상시에 늘 관계를 관리해가는 방법으로 정부와의 친밀성을 유
지하고, 정부 주도 관련 사업정보를 가장 먼저 확보하는 전략을 활용한
다. 로비와의 차이점은 로비가 조금은 공적인 루트를 통한다면, 이익연결
은 그야말로 뇌물인 부패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파악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반공개 자원의 로비와 구분이 어렵고, 실제
공적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지방정부 관료의 경우, 지역 유력기업의
기업인이 동행을 하며 경비를 비롯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번째로, 직접적인 정치참여 전략에 대해, 민영기업가 스스로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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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기업 내에 당조직을 만들고, 정협위원이 되는 일은 매우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급 지방정부나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에서 성공
한 기업가들이 대표로 선출되거나, 정부조직에서 이들을 적극 선출시키
는 경우나, 민영기업 출신들이 이런 조직의 책임 있는 자리에 선출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의 예를 살펴보면, 텐센
트, 샤오미 등 민간 대기업 대표가 정협위원, 인민대표 등으로 활약하면
서 의제를 띄우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계획에 참여했다. 이 경우, 기업가
보다는 정치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정치와 기업을 병행하
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나 민영기업가 입장에서는 직접 법과 제도를 만
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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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 연구의 함의
제3절 한국에의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참새가 비록 작아도 오장육부는 다 갖추고 있다(麻雀虽小, 五脏俱全)”
는 표현처럼 비록 작은 국토와 적은 인구수를 가진 국가라도 국정운영과
정부운영을 수행하며 해당 국가를 이끌어간다(김윤권 외, 2019: 572).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나락에서 개혁개방을 거친 40여 년 만에 미국과
패권전쟁을 벌이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서구나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체
제와 다른 사회주의체제를 통해서 중국은 어떻게 이러한 경제대국을 건
설하게 되었을까?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국정운영과 정부
운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국정운영과 정부운영은 광범위하고 다차원에서 이뤄지기 때
문에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접근과 이해는 쉽지 않다. 중국의 국정운
영을 이해하는 하나의 접근으로 본 연구는 정부와 기업 관계에 초점을 두
었다. 자본주의체제와 다른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를
짜임새 있게 분석하여 이해를 한다면, 적실성과 타당성을 갖는 대중국 전
략수립에 기여할 수 있고,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본 연구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
론, 실태, 거버넌스 행위자 간 관계, 제도와 정책, 다양한 제약, 개혁의 방
향과 방안이란 관점을 담았다.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대상 및 내용, 연구의 방법과 분석틀, 그리고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2장 1절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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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문, 중문, 영문, 일문 자료를 검토하였다. 첫째, 국문에선 주로 국유기
업개혁, 외자도입, 정부와 기업 관계, 민영화, 사회적 책임 등이, 둘째, 중
문에서는 거버넌스, 내부통제, 정치관여, 국유기업개혁 등이, 셋째, 영문에
서는 경제체제전환, 기업거버넌스, 국유기업개혁, 산업정책 등이, 넷째,
일문에서는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혼합시장경제, 국유기업
개혁 등이 주로 연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장 2절에서는 국정운영 및 정부와 기업 관계를 검토하였다. 첫째, 국
정운영 관련 ⅰ) 그 의미를 거버넌스의 구조와 과정으로 이해하고, ⅱ) 국
정운영의 차원은 국가와 사회, 국가기구, 중앙-지방, 정부와 기업, 국제
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 관계에 초점
을 두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ⅲ) 국정운영에서 정부와 기업 관계는 국가
거버넌스 범주이며, 기업 거버넌스의 중요한 내용이다. 둘째, 정부와 기
업 관계 관련 ⅰ) 그 의미는 정부 부처와 기업의 교류에서 형성되는 보편
적이고 특수한 사회관계로 보며, ⅱ) 그 유형은 시장시각, 제도규범, 정보
매체, 공공재 공급 측면에서 구분될 수 있고, 정부의 관여 및 적법성 여
부에 따라 협력, 분리, 공모, 방해 관계로 구분되며, 양자 관계를 결정하
는 요인으로는 정부능력, 산업세력, 감독역량이 있다. ⅲ) 정부 고위층과
기업 간의 밀접한 관계인 정치연계 관련 이론은 이익집단이론, 계급이론,
공공선택이론, 조직이론, 기업정치전략이론을, 그리고 기업의 정치적 자원,
전략, 편익을 설명하였다. ⅳ) 정부정책과 기업 혁신 관련 정부정책과 기
업혁신의 의미, 정부정책과 기업혁신 관련 이론, 정책지원의 기업혁신에
대한 효과를 논의했다.
2장 3절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을 다루었다. 첫째, 사회주
의체제에서의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에서 ⅰ) 경제체제를 비교하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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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혼합경제에서 사회주의 주도 경제체제에 해당된다. ⅱ) 정부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력을 보호하여 권력지대를 추구하는 경제 가치와 기업을 통
해서 정권안정을 위한 정치 가치를 추구한다. ⅲ)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
제는 국가자본주의로 이해되며, 경제적 측면에선 공유경제, 정치적 측면
에선 사회주의를 추구한다. 둘째,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에서 ⅰ) 중
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국유경제를 주도로 하는
시장경제로서 정부의 역할이 압도적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분리 모형
은 기능분리선제 모형, 공공서비스우선 모형, 제도개혁선행 모형, 정책배
합수동 모형으로 구분된다. ⅱ)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는 직접관리형, 간
접관리형, 협조호소형으로, 그리고 이원상호작용설, 기업정치행위설, 개
체관계설로 구분된다. ⅲ) 양자 관계의 유형은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수족관계, 민영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부자형 관계, 외자기업과 지방정부
간 친구형 관계로 구분된다. 셋째, 중국 기업 관련 ⅰ) 중국의 기업법은
기업조직 형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ⅱ) 중국 기업은 법률, 소유
제, 책임형식, 등록형식 등을 근거로 분류된다. ⅲ) 본 연구는 다양한 분
류 중에서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으로 구분하여 다룬다. 국유기업
은 국영기업, 전민소유제 기업으로 불리다가 1993년 헌법에서 국유기업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민영기업은 개체호에서 ‘빨간 모자’를 쓴 사영기업
으로 국유와 국유통제주식기업을 제외한 다양한 소유제 기업을 의미한
다. 외자기업은 합자기업(주권식 기업), 합작기업(계약식 기업), 외자기업
(단독책임) 중의 하나이다.
3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실태를 국진민퇴 변화의 맥락, 중
국 기업의 현황, 중국 기업 관련 인식으로 분석하였다.
3장 1절에서는 중국 기업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국진민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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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국진민퇴의 ⅰ) 개념 자체는 신중국 성립 후 민
간자본의 국유화 때부터 등장했으며, 신중국 출범 후 가장 먼저 시행된
경제정책의 하나가 바로 공사합영으로 이는 민영기업을 국유화하는 과정
에서 시행된 것이다. 공사합영체제에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
면서 경제는 붕괴되었다. ⅱ) 한편, 개혁개방과 더불어 국유기업체계를
혁신하고 민영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이 시작되면서 개인사업자(개체호)
나 소상공인이 태동되기 시작했다. ⅲ) 개혁개방으로 중국 정부는 상당수
국가사업들을 기업화로 추진하여 국유기업 형태로 분리·전환시켰고, 경
영진은 자율권이 없게 되었다.
둘째, 국퇴민진의 맥락을 보면, ⅰ) 조대방소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을
벗어나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 차원에서 통제해야
하는 대형 기업을 철저히 장악하고, 대부분 사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경
쟁토록 한 것이다. ⅱ) 국유기업의 민영화인데, 2000년대 들어와서 전략
적으로 통제해야 할 기업을 제외하고 주로 누적 손실이 크거나 수익성 개
선이 불가능한 국유기업을 매각하였다. ⅲ) 개인 사업이 일반화되고 국유
기업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중국 민영경제에서도 법인기업이 확대되는,
즉 자본시장에 의한 민영기업의 본격 성장이 이루어졌다. 셋째, 시진핑
등장과 더불어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이 변하면서 민영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고, 민영 대기업의 지분 중에
외국자본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공산당 입장에서 체제 위협으로 간주되면
서 다시 하며 새로운 국진민퇴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3장 2절에서는 중국 기업의 현황을 기업 소유 형태별 추이, 기업의 규
모, 경영실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기업을 소유 방식에 따
라 국유기업(중앙 및 지방정부 소유 기업), 집체기업(농촌마을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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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또한 민간이 설립하는 민영기업, 그리고 외국자본이 참여한 외자
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둘째, 중국 기업의 규모는 ⅰ) 생산액 기준, ⅱ) 기
업 수, ⅲ) 종업원 수로 파악하였다. 셋째, 중국 기업의 경영실적은 ⅰ) 신
용평가로 볼 때 회계 신뢰도, 재무 신뢰도, 미래 성장성 등에서 의문이
제기되며, ⅱ) 주가지수를 미국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은 없었
으며, 변동 폭이 매우 심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모두 열악한 상황이다.
3장 3절에서는 중국 기업 인식에 관한 서베이를 소개하였다. 첫째, 중국
기업관리에서 ⅰ) 기업가정신 수준의 경우, 직장인(28%)보다는 자율경영
신분(71%)을 선호 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ⅱ) 기업 직원의 업
무몰입도 수준은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한다. ⅲ) 기업 리더
와 직장인의 인식에서 중국인은 전반적으로 낙관성이 낮지만 미래 준비성
과 현재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둘째, 중국에서 기업 비즈니스의 제약에
관한 인식조사를 소개하면, ⅰ) 기업 비즈니스 여건 제약에서, 규제환경,
산업과 자원 분야의 비일관적 법집행, 기업의 인력확보(지속적인 임금상
승, 사회복지비용 증가, 직원해고의 어려움), 인재채용 및 재직(열악한 대
기오염, 높은 생활비, 식품안전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ⅱ) 정부의 정
책환경 제약에선 기술 및 서비스 분야의 부당한 대우, 외국 기업의 차별
대우(시장접근 제한, 법집행 불투명 등), 정책환경 변화(규제환경의 투명
성, 예측가능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고 강화 등), 외국 기업의 정책개선
(정책 및 법률 제정에 대한 토론참여), 혁신적 투자 방해요소(지적재산권
불충분한 보호, 인재부족, 엄격한 사이버 보안정책 등)가 나타난다. ⅲ)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기술 경쟁력(느린 인터넷, 특정 온라인 접근제한,
인터넷 검열 등), 법률제정 평가(상표와 브랜드 일부만 개선되고 특허, 저
작권, 영업비밀 등은 악화됨 ), 기술이전(기술이전 요구 철회,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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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이 중요), 지식재산권(불충분한 지적재산권보호와 침해소송이 가장
큰 문제), 관세와 미중 무역갈등(R&I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이 존재한다.
셋째, 중국의 14.5계획의 기회와 도전에 관한 중국 경제학자들의 인식을
소개하였다. ⅰ) 14.5계획에 관해 그들은 기술, 인재, 개방의 인센티브 순으
로 기회를 제공한다고 인식하며, ⅱ) 14.5계획 시기 금융 리스크, 첨단기술
자구혁신 능력 부족, 저비용 노동우위 상실 등을 내부 도전이라 인식한다.
ⅲ) 14.5계획 시기 기술 봉쇄, 반중정서, 외국 기업의 이전(reshoring),
COVID-19와 글로벌 경제쇠퇴 가속화를 외부 도전이라 인식한다. ⅳ)
규모경제의 우위, 신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풍부한 공업기초 등을 중
국 경제사회 발전의 견고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4장에서는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당과 기업 관계, 중앙
-지방정부와 기업 관계를 분석하였다.
4장 1절에서는 첫째, 중국 기업 거버넌스 관련 ⅰ) 중국 기업 내부 거
버넌스의 단일 요소(주주, 이사회, 감사회, 임원, 당조직, 노삼회 등)와 여
러 요소(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및 경영층 간의 다양한 연계), ⅱ) 중국
기업 외부의 거버넌스로는 이익관련자 거버넌스(기업사회책임, 투자자보
호, 채권자 거버넌스, 정부관여 등), 정보공개, 매체 거버넌스, 통제권 시
장, 외부감독관리 등이 요구된다. 둘째, 중국 기업 거버넌스의 특수성은
정치연계로 간주되는데, 이는 정치연계의 배경(기업이익의 확보·보호 관
계를 위해서 기업은 정부의 현역이나 전임관료를 고용하는 방식과 인대
나 정협 위원으로 참여)과 정치연계(기업이 정부로부터 희소자원을 얻고
업계장벽을 낮추고, 정부보조를 받으려는 자원 기반 관점과, 제도와 조직
간 동적인 상호작용에 따른 전략선택으로 보는 제도 기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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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2절에서는 당과 기업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당과 기업의 관계
에 대한 문제제기로는 중국에서 정치경제가 마치 생명체의 생명활동처럼
유기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방향을 향해 긴밀하게 작동하는데, 이는 당의
공식적인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당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중국에서
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단순히 중국 내 문제가 아니라 중국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 둘째, 당과 기업의 관계로 ⅰ) 중국 신중국 이전부터 18차 당
대회까지 당과 기업 관계 개요를 추출하고, ⅱ) 이를 근거로 신중국 건립
이전, 신중국 건립 및 마오쩌둥 시대, 덩샤오핑 시대, 장쩌민 시기, 후진
타오 시기, 시진핑 시대의 당과 기업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셋째, 국유기업
내의 당조직은 기층조직에 해당되고, 정치적 핵심 역할과 영도적 핵심 역
할(조직설치, 주요직책, 정책결정 등)을 맡는다. 넷째, 당과 기업의 관계
및 시진핑 시대의 전망과 평가를 하면, 과거에는 정치와 경제를 대립적
시각에서 보았다면, 시진핑 시대는 보다 큰 정치의 품 안으로 경제를 끌
어들여서 정치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려는 당과 기업의 유무상생(상대적
인 관점) 모형이라 할 수 있다.
4장 3절에서는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중앙정부와 기업 관계에서 ⅰ) 정부는 국가 대리인으로서 항상 경제목표
(경제 가치)와 정치목표(사회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기업들은 정부의
공공자본 소유자의 권리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정부와의 협력적·상생적
관계를 조성하는 것을 중시한다. ⅱ) 권력 화폐화 혹은 권력 자본화라는
제도배치는 광범위한 지대추구를 가능케 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주고받
게 한다. ⅲ)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전략으로는 관계 마케팅과 권력의 빈틈
을 찾고, 주객이 전도된 정부와 기업의 경합(정치실적 목표달성을 도와
혜택을 확보)을 통해서 편익을 추구한다. 둘째,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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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ⅰ) 지방정부의 기업에 대한 자율성, 즉 지방정부는 핵심 자원을 통
해 기업의 생사존망을 좌우할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ⅱ) 지방정부의 기
업에 대한 개입 기제로는 정책과 행정의 불확실성을 통해 기업경영의 리
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기업은 이를 피하기 위해 네트워크 등 정치연계
를 도모한다. ⅲ) 지방정부와 기업의 경제 모형을 보면, 정부와 기업은 동
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한다. 또한,
행위 모형 선택, 당정간부와 기업가의 상호작용, 이로 형성된 지방발전
모형이 형성된다. 특히, 지방발전형 정부와 지방 기업형 정부 모형에선,
지방정부가 지방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정부
와 기업을 연계하는 협회는 기업과 국가를 연계하고, 기업이 소규모로 흩
어진 경우, 대안적 기제로 작동되는 협회는 국가의 목적과 정책조정을 위
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의 전중국산업상업연합회(ACFIC)는
민영기업, 국가, 지방정부, 당과 인민대표대회, 관련된 기업 간의 교량 역
할을 한다.
5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5장 1절에서는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첫째, 국
유기업 관련 제도 차원에서 ⅰ) 국유기업 관리 및 통제구조에서 대기업
그룹은 수직적·수평적인 교차관계이며, 복수법인 구조를 띤다. 1980년대
이래, ‘수평경제연합’, ‘대형기업그룹시행’, ‘주식제개조’, ‘현대기업제도
수립’, ‘대기업, 대그룹’ 등의 개혁조치가 이뤄지면서 국유기업 경영규모
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업무구성도 더욱 복잡해졌다. ⅱ)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관리의 관점은 기업관리, 자산관리, 인사관리, 업무관리와 “자
본을 관리하는 것” 간 통일적이고 불가분한 것으로 논의된다. 둘째, 국유
기업 관련 정책에서 ⅰ) 정부지원, 즉 정부가 국유기업 발전에 제공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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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정책지원은 국유기업 자원의 토대를 확대시켜 국유기업 관리혁신을
촉진시키고 전략적 유연성을 가능케 한다. ⅱ) 국유기업 관련 중국의 산
업정책 개입의 규모와 본질은 압도적이고 전례가 없고, 직접적인 국가보
조금, 대출, 세금감면, 정부구매계약 등을 중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제공
한다.
5장 2절에서는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
다. 첫째, 민영기업 관련 제도로 ⅰ) 경제 전환기에 법률과 기타 공식적인
제도 기능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안제도인 국유주식권은 중국 경제에 큰
활력을 제공한다. ⅱ) 비록, 민영기업 관련 1988년 「헌법수정안」, 「회사
법」, 「합작기업법」, 「민법총칙」등이 계속 제·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법률
규정이 불명확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약하다. ⅲ) 한편, 재산권제도 개
혁인 가정연산도급책임제, 그리고 도급제의 주식합작제로의 개혁 등은
기업의 생산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민영기업 관리에서 ‘적응성 선택’의 내
생발전 기제는 기업규모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둘째, 민영기업 관련 정책 관련 ⅰ) 중국 정치체제 변혁에 따른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민영기업의 고위층은 정치 배경을 이용하여 정치참여를 도
모하는데, 이는 중국 민영기업의 주요한 정치연계 형식이 된다. ⅱ) 민영
기업을 위한 정책으로는 세수혜택, 보조금, 융자플랫폼을 논의했다.
5장 3절에서는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다룬다.
첫째, 외자기업 관련 제도에서,ⅰ)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위해
서 정부는 관세장벽을 낮추고 대규모 외자유입을 끌어들여 중국 경제발
전 과정에서 자본 부족을 해소하고, 중국 기업, 특히 외자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시켰다. ⅱ) 외자유치제도는 개방 주도의 제도설계(자금유치,
투자유치법령, 불균형 및 불공정) → 계획 개방의 제도설계(기술도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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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통한 기술교환, 외자유치 방식) → 전면 개방의 제도설계(심사절차
등 관리제도 혁신, 쌍방투자협력 강화, 금융개방)으로 이어졌다. 둘째, 외
자기업 관련 정책은 ⅰ) 외자유치 동인으로 정부는 ‘지대 추구자’의 역할
을, 외국자본은 ‘지대 설정자’의 역할을 하며, 정부가 기업에 영합하는 역
방향 지대추구행위도 나타난다. ⅱ) 중국은 외상직접투자를 이용하여 개
혁개방 초기의 자금부족, 외환부족, 기술부족 등을 해소하여 중국 경제의
양과 질의 혁신을 도모했다.
6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약을 분석한다.
6장 1절에서는 국유기업 관련 제약을 분석한다. 첫째, 거시적 맥락에서
ⅰ) 정치적 제약으로는 정치관여(경제운영 및 기업경영에 영향), 기업지
배구조(지분협력 방식 문제, 혼합소유제에 대한 이견, 이사회·감사회·경
영진 등 지배구조의 미흡, 경영진의 무책임성), 당국가체제의 안정 위주
(언론통제, 경제전반 통제)가 존재한다. ⅱ) 기업경영 제약으로는 경영 여
건 악화(경영 리스크 증대, 글로벌 경쟁력 취약), 국제정세에 따른 국유기
업 경영 여건 악화(일대일로 참여국은 대부분 신용이 낮은 국가들,
COVID-19 여파, 미중패권전쟁 여파), ⅲ) 문화적 제약(꽌시에 따른 경영
의 비효율성 등)이 존재한다. 둘째, 제도적 제약에서 ⅰ) 국유기업 기능과
책임의 모호성(부애주의 등 국유기업의 기능과 책임성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ⅱ) 시장진입 규제(경영 분야의 업무를 개방하고 있
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시장경쟁 상황 취약), ⅲ) 정부보조금 문제(불공정
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국유기업 보조금은 민영기업 대비 4배, 외자기업
대비 3배를 받는 특혜)가 존재한다. 셋째, 행위적 수준에서 ⅰ) 경영 자율성
취약(방권양리, 정기분리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경영진의 경영자
율성 취약), ⅱ) 국유기업의 지대추구행위(국유기업의 정치 지대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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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상급 관원과 국유기업 임원 간에 일어남), ⅲ) 국유기업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자신들이 선출한 기업대표와 함께 ‘내부통제’에 참여하고,
경영자와 결탁하여 국익을 침해하고, 사익을 위한 기업 업무에 관여)가
존재한다.
6장 2절에서는 민영기업 관련 제약을 분석하였다. 첫째, 거시적 맥락
에서 ⅰ) 정치적 제약으론 정치경제체제(정부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체
제 기제 우위를 발휘하지만, 시장 주체로서의 민영기업은 활력이 미흡),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민영기업은 주로 부부기업, 가족기업, 동업기업 등의
소유구조로 지배구조가 문제됨), 정부와 시장 간의 모호한 경계(정부의
역할 부재, 과도한 개입, 재량남용 등이 민영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그 발전을 저해), ⅱ) 기업경영 여건 제약(경영 여건 악화로 자금조달 문
제, 과도한 채무위험, 생산요소 가격 상승, 국제정세에 따른 민영기업 경
영 여건 악화), ⅲ) 문화적 제약(민영경제에 대한 차별, 서비스 지향 결여)
을 분석하였다. 둘째, 제도적 제약으로 ⅰ) 소유권 제약(소유권 불명확성, 소
유권 차별), ⅱ) 법적 제약(‘비공경제36조’ 시행 15년이나 지났지만, 여전
히 민영기업에 대한 차별 존재), ⅲ) 시장진입규제 장벽(시장진입 때 국유
기업은 국민대우, 외상투자기업은 초국민대우, 민영기업은 차국민대우로
시장진입 제한이 큼), ⅳ) 사회책임보고제도 미흡(사회책임정보 수요 미
흡, 공개품질 격차, 관리감독 결여, 강제적인 공개 위주)이 존재한다. 셋
째, 행위적 수준에서 ⅰ) 지대추구와 부패(비국유기업은 정치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 유리한 경영환경, 정책자원, 정부지원을 위해 부패 연계될
가능성 높음), ⅱ) 비합리적 투자 마인드(기업혁신 부족, 막연한 투자, 부
동산 위주 투자), ⅲ) 민영기업인의 법의식 미흡(법 준수 관념 미흡, 법에
대한 경외심 부족, 법치적 사고방식과 법에 따른 일처리 관습 결여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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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엄숙성과 권위성 상실), ⅳ) 민영기업인의 혁신 마인드 부족(혁신의
관념·투자·질·동력 등이 모두 낮음)이 존재한다.
6장 3절에서는 외자기업 관련 제약을 분석하였다. 첫째, 거시 맥락으로,
ⅰ) 기업경영 여건 제약인 중국 내 경영 여건 악화(운영비용 상승, 재무비용
상승, 기술우위 약화 등), 국제정세에 따른 외자기업 경영 여건 악화(일대
일로 참여 외상투자 기업들의 금융위험과 비용 증가, 미중패권전쟁에 따
른 고관세로 수출가격 경쟁력 상실 및 불공정한 대우, COVDI-19에 따
른 경영 악화), ⅱ) 문화적 제약(단순히 시장점유율에 치중하고 외자기업
문화의 지도, 동기부여, 구속, 응집력 기능 등이 결여됨)이 존재한다. 둘
째, 제도적 제약으로, ⅰ) 지적재산권제도보호 미흡(2020년 외상투자법
통과로 지식재산권보호가 강화되었지만, 지재권 침해 우려는 여전함),
ⅱ) 외자기업 관련 불리한 제도(여전히 분야별 시장진입 규제, 외자기업
자체의 혁신 부족, 우대정책 점차 소멸), ⅲ) 자의적인 법집행(선택적 법
집행 및 외국기업에 대한 과도한 법집행 문제)이 존재한다. 셋째, 행위적
제약으로, ⅰ) 낮은 신뢰(외국 기업에 대한 불리한 여론 환경), ⅱ) 의사소
통 문제(현지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소통 문제), ⅲ) 외자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예: 꽌시 부적응)이 존재한다.
7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혁 전망을 다뤘다.
7장 1절에서는 거시적 맥락에서 중국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대
일로, 미중패권전쟁, COVID-19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일대일로
의 목적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인
하여 중국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보았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정
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국유기업 해외 자산의 대부분이 일대일
로 프로젝트 참여로 인한 자산이며,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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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는 시진핑 정부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민영기업의 해
외투자가 억제되고 중국 정부가 나서서 해외투자를 하는 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국유기업인 점, 국내 과수요 제품의 소비라고 하지만,
주요 투자품목이 강철, 철도, 그리고 토목 건설과 에너지인 점, 이 모두
‘국진민퇴’의 경향과 일치하는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미중패권전쟁으로 인한 중국 기업의 영향을 보면, ⅰ) 국유기업
들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038개로부터 1,769개까지 대
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손실 기업 수는 1,057개에서 869개로 감소하여
그 감소의 폭이 전체 감소폭에 비해 적다. ⅱ) 민영기업 수와 손실 민영기
업 수의 추이를 그래프로 보면 명확하게 특이점이 나타난다. 민영기업의
경우, 그 패턴은 일치하나 진폭이 매우 크다. 특히, 2019년도 8월의 대폭
적인 증가는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다. 또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았다고
하기에는 2019년도 말 손실 기업 수의 비약적인 증가를 설명할 수 없다.
ⅲ) 중국 정부는 미중패권전쟁으로 인한 자국 경제의 영향을 절대 과소평
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영향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민심
을 무마하는 내부 선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략적으로 분
석하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단순한 대미 수출 감소만으로는 중
국에 큰 타격을 주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미국의 기술 봉쇄
와 핵심부품 공급제한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중국내 기업들에게 자체
기술개발과 글로벌 공급망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셋째, COVID-19 관련 ⅰ) 양회가 열리기 전에도 중국 정부는
COVID-19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경제기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인식하고,
우선 4천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지방 중소 은행들에 제공하여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의 금융채무 상환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실시하였다. ⅱ)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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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패권전쟁 및 COVID-19가 중국 경제에 끼치는 현상은 제한적이다. 사
실, 중국에서 대외 무역이나 생산 복귀와 같은 이슈는 사회주의체제라는
특성상 금융기관과 국유기업을 통하여 상당부분 통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주의체계가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기업보다는 개인들이다. 그리
고 기업 중에서도 소기업 같은 경우, 그 수는 대단히 많은 반면 정부가 직
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
한, 개인사업 위주인 수많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규제 수단은 상대적으
로 많은 반면 직접적인 지원수단은 여의치 않다. ⅲ) 이에 대해 중국 정부
가 취한 정책수단은 수요나 판매와는 관계없이, 국유기업들의 공급업체
가 생산 정상화를 하게끔 유도하고 그 낙수효과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에까지 이르도록 유도한 것이다.
7장 2절에서는 제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과 방안으로 첫
째, 국유기업은 ⅰ) 소유제개혁 측면에서 재산권제도 개선 문제, 기업경
영 형식 측면에선 현대기업제도 구축 문제가 있다. 국유기업개혁의 과정
은 국유기업 자주경영 모형구축 단계(1978~1992),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1993~2012), 새로운 시대 국유기업 고품
질 발전(2013~2019)으로 구분된다. ⅱ) 국유기업개혁의 방향으로는 동
태화, 혼합화, 간접화를 지향하고, 국유기업개혁의 방안으로는 국가소유
권개혁, 혼합소유제개혁, 국유기업분류개혁이 논의된다. 둘째, 민영기업
관련 ⅰ) 민영기업 혁신의 취지는 과학적인 정책결정과 효과적인 집행을
통하여 대리인 통제비용을 낮추고, 기업성과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자체
지속적인 성장 능력을 발전키는 것이다. ⅱ) 민영기업 혁신의 방향으로는
민영경제의 공급측 구조개혁 촉진, 고품질 발전 촉진, 현대화 경제체제
구축 등에서 민영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민영기업 혁신의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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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에 따라 정부권력을 행사해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자유, 공
정경쟁, 신용질서, 고효율 경제 여건 등을 조성한다. 셋째, 외자기업 관련
ⅰ) 외자기업 혁신의 취지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국유기업,
산업협회, 싱크탱크, 미디어가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무역정책 및 외재적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ⅱ) 민영기업 혁신의 방향은 외자가 중국 경
제발전에서 특수하고 중요한 작용을 하여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현대
화 건설 추진에서 고도로 활용되도록 한다. 외자기업 혁신 방안으로는 외
자기업 관련 제도혁신, 외자투자촉진정책, 외자기업의 COVID-19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7장 3절에서는 행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 개혁의 방향과 방안에서는
서면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문제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유형화 부합 정도에서 정부와 국유기업 간의 수족관계가,
정부와 기업 간의 권위관계형이, 정부와 기업 간의 직접관리형이, 기업정
치행위설이 각각 부합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한다. 둘째, 중국 기
업 거버넌스에서 핵심 행위자의 중요도와 관련해서 당과 기업, 지방정부
와 기업, 중앙정부와 기업, 기업 내부 거버넌스 순으로 인식한다. 또한,
관계의 중요도를 평균으로 본다면, 지방정부와 기업, 당과 기업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셋째, 당정과 민영기업의 亲과 清 관계와 관
련하여 당정이 민영기업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반면, 민영기업의 경우, 해당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보
편적이다. 그 목적은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자원(보조금, 직접적 금
융지원, 세제지원, 프로젝트의 인허가, 사전정보 입수 등)을 얻는 데 있
다. 넷째, 중국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전략행위로 정부와 민영기업 간 관계
의 전략 순위를 합칠 경우, 로비, 정치연계전략, 이익연결, 직접적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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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전략을 활용한다고 인식한다.
8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연구결과의 요약(8장 1절), 본 연
구의 함의(거시맥락 차원, 제도적 차원, 행위적 차원의 국정운영)(8장 2절),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제언(8장 3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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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 연구의 함의
앞서 연구한 내용을 통해서 거시적 맥락, 제도적 맥락, 행위적 맥락의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 거시적 맥락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1) 국유기업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특색을 지닌
발전의 길을 걸었다. 국유기업에게 일정 범위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하고,
일부 이윤을 양도하는 정책인 방권양리(放权让利), 기업제도혁신(企业制
度创新), 자산관리체제개혁(资产管理体制改革)과 분류심화개혁(分类深化
改革)의 4단계를 거치면서 중국 국유기업은 경영 시스템, 기업규모, 경제

이익과 글로벌 영향력 등에서 모두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고 귀중한 경험
을 쌓았다.
국유기업개혁은 거대한 국유자산의 가치보존과 가치증가 실현뿐 아니
라 수십만 명의 국유기업 근로자의 생존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더욱이
중국의 경제 및 사회의 발전과도 직결되는 복잡하고 장기적인 시스템 사
업이다. 앞으로 중국의 국유기업개혁은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
주의 사상에 의해 국유자본의 투자와 운영 기제를 계속 규범화하고 국유
자본의 레이아웃을 재구성하고 최적화하며, 전면적으로 기업제도의 혁신
과 국제화 전략을 병행하여 국유경제의 혁신능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세계

630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적 일류 수준의 일류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유
기업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 방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확고하게
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지난 40여 년 간의 개혁과 개방
에 힘입어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끊임없이 탐구하고 개혁하는 과정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운영체제와 관리 모형의 혁
신을 모색해왔으며, 성공적인 경험과 교훈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한마디로 개혁개방 40년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서 여전히 논쟁의 소지
가 있는 문제가 많다. 국유기업의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여부는 중
국의 시장경제체제 개혁의 성과 및 안정적인 사회발전과 관련이 있다. 국
유기업 개혁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공정으로, 이전의 국유기업 개혁의 효
과분석에서 직면해 온 시급한 과제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국유기업은
전체 국민소유이며 인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그에 대한 대행기관 역할을
한다. 국유기업의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인민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대
리기관으로서 정부가 그 감독관리에 충실히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인민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민영기업
10년 넘게 쇠퇴를 겪고 있는 국제경제와 함께 중국 경제 또한 10년의
경기침체를 경험했으며, 2018년에는 미중무역분쟁까지 터지면서 중국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일련의 문제는
주로 경제주기와 경제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다. 민영기업은 무에서 유
를 창조했으며, 각종 지표에서 국유기업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민영기업
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 631

로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역사에서 마치 정부와 민영기업 사이에 대등한
계약관계가 없는 것처럼, 민영자본이 중국의 시장 환경에서 법적으로 보
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지
난 4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 왔으며, 동시에
다른 현상도 볼 수 있는데 바로 민영기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 위에 늘 천장이 있다고 느끼고 피곤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의 거시경제조정 시기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점점 희망을 잃어간다는 사실이다.
중국인들은 비즈니스를 매우 좋아하고 다른 민족들에 비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뛰어나고186) 문명도 많이 축적되어 있으며 일부 가족들은
특정 기간에 매우 놀라운 사유재산을 축적하고 있다. 그렇지만 종래로 독
립적인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지위를 얻지 못했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보
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대가 내려갈수록 자본은 거품으로
변하면서 “부는 3대를 넘지 못한다(富不过三代)”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
는 중국 사업가들이 3대의 부를 축적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의 축
적은 산업과 상업 자체의 축적과 위탁을 통해 달성 될 수 없었으며, 부를
보존하기 전에는 최고 사업가(붉은 꼭지 상인, 红顶商人)가 되어야 하고
권력과 함께 해야 자신의 부를 보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영경제의 발전과정은 험난하지만 기회도 많아서, 향후 중국 정부가

186) 서베이에서 자율경영(self-employement) 신분을 선호하는지 혹은 직장인(employee) 신분이 되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보면, 미국(자율경영 55% vs 직장인 36%), 아이슬란드(52% vs 38%),
터키(51% vs 46%), 한국(51% vs 37%)으로 나타나는데, 중국의 경우 자율경영을 선호 비율이 71%로 직장
인 신분 선호 비율인 28%를 압도한다(The Gallup Organization,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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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알 맞는 지위와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면, 시장경제에
서 확실히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민영기업 위에 국유기업이라고 하는
천장이 있다(楚河汉界)”는 현실을 완화하여 민영기업에 대한 시장 차별을
끝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와 민간이 변화되어야 한다.
중국 정부와 인민 사이에 오래된 잘못된 계약 관계를 바꿔야 한다. 권
세자본의 횡포를 바꿔야 하며, 부가 더 이상 권세로 향하지 않고 자원 및
토지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산업과 상공업을 통해 부를 얻는 모든 사람
들이 중국 국토에서 안전하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 한 푼을 기꺼이 다시 투자할 수 있도록 상황을 바꿔줘야
한다. 민영기업의 마음속에 있는 강한 공포심과 부의 환멸감을 없애고,
그들 세대에 중국인의 부는 3대를 넘을 수 있다는 인식을 세워주고, 상공
인의 1세대, 2세대 및 3세대 전체를 중국의 전체 시민사회와 어울릴 수
있게 하고 중국의 중산층의 유익한 일부분이 되어 중국의 시장경제가 발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되어야 한다.

3) 외자기업
左凯(2015: 276)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후 한동안 중소 외자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중국이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刘英奎(2019: 59)에 의하면 다국적 기
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네트워크와의 천연 연계로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
슬에 편입될 수 있는 깊이와 복잡성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높은 가공무역
비중으로 인해 중국 제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다운스트림에 이동하도
록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였다. 시간 추이를 보면, 무역 증가치 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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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외국인 투자의 기여는 감소하고 있으며, 무역 증가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단계와 동떨어져 있다. 따라서 외자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 부문에서 새로
운 투자유치 영역을 개척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유리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거시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중
소형 외자기업들이 중국 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중
국 내 발전은 딜레마에 빠졌다. 따라서 중소형 외자기업의 지속적인 건전
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소프트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환경이 중국이 앞서가면서 앞
으로 외자유치의 안정적 성장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세계경제
는 빅데이터, AI, 언택(untact) 등의 인프라가 중요해고 있는 ‘포스트 코
로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풍부한 산업사슬 생태
계와 고급인재 및 풍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막대한 국내 시장과 데이터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확실하게 시장경제를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를 위한 최고의 경영
환경을 마련한다면, 중국은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으로 글로벌 최대 외상
투자 유치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소매업 체인점
인 ‘Costco’는 상하이에 2호점을 개설하고, ‘TOYOTA’는 장춘제1자동
차와 협력하여 톈진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장쑤성 곤산에 1.29억 달러를 투자하여 글로벌 녹색 및 환경 친화적인
커피 로스팅 공장을 짓는다. 이는 모두 올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외국인
투자 안정화 정책에 기반한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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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화하여 신뢰를 강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 결과, 중국 내 2020년 4월 외자 투자액은 703.6억 위안(약 101.4억
달러)으로 전년대비 11.3% 상승하였다. 최근 몇 년간 BASF 외에도
Siemens, Voith, BMW 및 기타 많은 독일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으며, 중국은 독일 기업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투자
목적지 중 하나가 되었다. 얼마전 상하이에서 개최한 중국 국제수입엑스
포(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에서는 200개가 넘는 독일 회사
가 참가를 신청했으며 참가기업 및 개최 지역의 수는 유럽 국가에서 1위
를 차지할 정도였다. 지난 12월 23일, BMW는 북경에 BMW(중국)투자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자본금은 5천만 위안, 영업 기간은 2019년 12
월 23일부터 2069년 12월 22일이며, 사업 범위에는 프로젝트 투자, 투
자관리, 투자컨설팅, 경제 및 무역 컨설팅, 기술개발, 기술이전, 상품수출
입, 기술 수입 및 수출,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처리 및 도로화물운송
등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산업사슬과 공급망을 구축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산업정책
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제조대국이다. 제조업 부가가치가 무려
4조 달러로 10년 연속 세계 1위이다. 미국의 경우, 2.3조, 일본은 1조,
독일은 8,060억, 한국은 4,590억 달러 정도이다. 중국 개방은 산업사슬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활용품부터 생산용품, 첨단
기술에서 노동밀집형 상품 전반에 이르기까지 내수시장이 확대된다는 의미
이다. 중국은 전세계 소비의 30%를 차지하는 시장이다. 1만 달러 시대를
연 중국의 내수시장은 이제 막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기업은 이제
편견보다는 기회의 눈으로 중국시장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인 것 같다.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 635

2. 제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1) 국유기업
지난 여러 해 동안 진행되어 온 중국의 국유기업개혁에도 불구하고 정
부와 기업 간 권력관계의 근본은 변화지 않고, 국유기업의 ‘양권분리(两
权分离)’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국유기업 경영의 자율권이 제대로 지켜

지지 않고, 여러 정부 부처가 국유기업 경영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 부처는 자주 자체 차원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발전 방향과 정
책 계획을 마련해왔고 효율적으로 조율하기도 어려웠다. 경영 측면에서
는 지휘하는 부처가 많다는 것은 국유기업 경영비용을 높이는 것이며 이
는 운영 효율에 영향을 미쳤다. 전략적 측면에서 국유기업의 안정적 발전
에 영향을 미쳐 국유기업의 전략적 방향이 모호하고 오락가락해짐에 따
라 주관적 능동성이 완전히 발휘되지 못했다. 조직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국유기업은 비경영조직의 역할을 해야 하고, 각 상급 부처의 회의, 점검,
평가, 수상 등 정치 및 사회적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부서를 대거
설치해 정상적인 기업운영에 추가 부담을 안겼다.

2) 민영기업
계획경제체제에서는 민영경제의 발전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11기 3중
전회 이후 당과 국가의 역점을 경제건설로 옮겨지면서 중국은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일련의 법률과 법규, 정책을 계속 발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의 민영경제가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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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추적 역할을 하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면서 발전
상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것과 암시적이고 간접적
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암시적이고 간접적인 차별은 바로 국유기업의
대출비용이 민영기업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이다.
민영기업은 산업사슬의 위치와 규모와 같은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융자능력은 국유기업과 경쟁 할 수 없다. 주요 문제는 은행은 정
책 방향이 대규모 국유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
러한 정책 방향은 상당한 수준에서 정부가 담보를 서거나 혹은 정부신용을
전제로 구제하도록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국유기업이 경영을 잘 못하면
정부가 개입하지만 민영기업은 경영을 못하면 바로 파산되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상을 정책 프리미엄(政策溢价)이라고
부를 수 있다.
민영기업의 발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장애를 없애는 것
이다. 기업의 형태에서 국유와 민영의 이원구조를 타파하고 앞으로 기업
의 발전 방향에서 있어서 국유이냐 민영이냐를 나누지 않고 색채를 강조
하지 않는 것이 미중 무역갈등을 해결하는 것에도 긍정적일 것이다. 국제
적으로 기업을 민영과 국유기업으로 의도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는
드물다. 모든 기업의 속성은 같으며 일반적으로 산업, 규모 및 국제화 정
도에 따라 분류한다.
중국 정부에서 민영기업을 별도로 분류하고 강조하는 것은 민영기업의
분포가 광범위하고 주로 산업사슬의 하단에 위치하며 그들이 부딪힌 문
제가 공동 특징이 있으며, 이는 주로 체제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민영기업은 개혁개방의 산물이고 국유기업은 계획경제체제의 유산이다.
민영기업은 자연히 시장경제와 연계되어 있다. 그것의 이념,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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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 등은 완전히 시장경제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시장
화 개혁의 중요한 힘이며, 전체 사회주의 건설 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이데올로기 관점에 있어서, 민영경제의 부상은 전통적인 계획경제 사
고의 정세적 속박을 타파하고 새로운 경제관, 발전관, 공정관을 수립하는
선두 주자가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민영경제의 발전과 그것들이 국민경
제의 각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상승이, WTO 가입 이후 중국이 조속
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장경제국가’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시장경
제 국가의 대우를 누리기 위하여, 반덤핑 및 반보조 정책에 저항하고 유
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이다.
민영경제는 국유기업 개혁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혼합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체제 개혁의 돌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기업 특히 중소 민영기업들은 발전 과정에
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어
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영경제의 발전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전체 중국 경제의 어려움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3) 외자기업
외국 기업인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계속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추가로 개선해
야 하는 문제가 많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영 환경의 최적화 노력을 더 한
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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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기업이 반영하는 문제에 대하여, 중국은 심층적으로 분석
하고 여론 분위기를 개선하고, 외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개방의 강도를 높여 외국 기업을 위하여 더 큰 발전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정책법규를 보완하고 공평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기업의 위법 대가를 대폭 높여야 할 것이다. 정
책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고, 기업 제도적인 비용을 낮추게 하며, 내자와
외자 기업을 위한 국제적인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20년 1월 1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기존 법률들과 달리 기업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5년의 전환 기간을 만
들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법규를 비롯해서 그 동
안 개방이 제한되어 왔던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 개방도 포함되어 있
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중국의 시장 기반의 법률 및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며, 세계 각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상호 이익과 상생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
라고 강조했다. 2013년까지만 해도 190건이 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한
투자제한 조항이 현재는 단 37건만 남아 있다. 중국은 현대 서비스 산업
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금융업, 보험업, 양로 서비스업 등
영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취소하고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도 없
애고 있다. 외국기업의 국민대우를 확대하고, 세수입, 재정 등의 우대정
책 혜택을 통해 모두가 공평한 경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합법적인 투자
권익을 보호하고 내외 기업의 일원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 경영 환경에 대한 세계은행의 평가는 2018년 78위에서 46위로
크게 상승하였고, 작년에는 31위까지 상승하였다. 이번 COVID-19 사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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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경영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는 25위까
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행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1) 국유기업
개혁개방의 심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구축에 따라 국유기업의
존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따라 큰 논쟁이 있다. 중국은 국퇴민진(国退民
进)의 시대도 있었지만 국유기업의 크고 강한 기업을 키우는 국진민퇴(国
进民退, 做大做强)의 시대도 있다. 현실은 국유기업이 여전이 산업의 가

장 높은 사슬에 위치해 있으며 방대한 자산과 자원을 점유하고 있다. 효
율성과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융자능력과 자원배분은 민영기업에 비해 큰
우세가 있다.
국유기업은 가장 논쟁이 많지만 국가경제와 발전전략 및 민생과 관련
되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기본전제로 국
유기업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국유기업의 본질
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것이며, 이는 중립적인 감독기관과 중개자 및
인프라의 관리자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시장경쟁에 참여했다
는 점이다.
비록 중앙정부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에 진입한 이상 이러한 중요한 정책
의 결정은 실제 운영 시 지켜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시장의 기본 전제는
공정경쟁이며, 만약 시장에서 누군가가 경쟁이 아닌 분배를 통해 특별한
이점을 얻는다면 이는 시장규칙에 있어서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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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영기업
가족식 관리 모형은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기제가 없기에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실수를 하기가 쉽다. 기업이 일정 규모까지 성장한 후
에 생기는 전제주의(despotism)와 집권화 경향은, 인재에 대한 기업의
높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또한, 불합리한 재산권 구조, 작은 기업규
모, 좁은 산업분포 등과 같은 일련의 연계된 문제는 민영기업이 발전과정
에서 시장 선도와 정부지원 및 자체 개혁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중소 민영기업이 경제적 의존도가 낮고 전통적인 민영기업 관리 이념
과 낙후된 개념은 민영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제한하고 있다. 선진적인
기술관리 방식과 경쟁 기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
켜야 한다. 민영기업이 진정으로 새로운 현대 기업관리 모형을 구축하려
면 먼저 소유권 전환을 거쳐야 한다. 민영기업의 발전 추세는 곧 지주회
사(控股公司)와 집약화이며, 가부장적 관리 모형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이
점을 가지고 있기에 선진적인 관리제도를 벤치마킹 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과 상황을 결합하여 점차 현대기업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3) 외자기업
미래 중국시장에서 외자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수한 기업문화 육성 측면에서 기업 핵심 가치를 강화해야 한
다. 기업의 핵심 가치는 기업의 사명이며 기업의 발전 목표이다. 전체 직
원에게 회사의 핵심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 할 수 있도록 직원을 지속적으
로 조직하여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전형적인 인물과 전형적인 사건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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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직원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회사의 핵심 가치를 고수하고 회사와 함
께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시에 학습과 총결을 진행하
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실천을 통해 회사의 핵심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제
도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중소형 외자기업의 제도는 상대적으로 취
약한 편이며, 많은 상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회사의 보상과 처
벌은 모두 상사의 개인적인 소원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전직원을 설
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소 규모의 외자기업은 제도를 강화하고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둘째, 기술혁신 능력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기업은 R&D와 혁신에 주
의를 기울이고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전문적인 연구개
발팀(R&D팀)을 구성하고, 시장조사 및 분석을 충분히 수행하고, 시장에
서 긴급히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회사의 연
구개발에 일정 자금을 투자해야 하며, 회사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 고급 장비를 도입하고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건전한
기업혁신 제도를 수립하고, 직원의 관리 및 인센티브를 규범화하며, 공정
과 공평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또한, 기업혁신은 직원참여와 분리될 수
없으므로 창의적 작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진행하여 인센티브 근거로
삼아야 한다. 기업은 혁신 실패를 용인하고, 높은 위험을 감수한 팀이나
개인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야 한다.
셋째, 신속한 대응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보화관리를 강화하여 정
보의 편리한 전달과 공유가 가능하게 하여 기업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시장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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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슬림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임원은 권한을 적절히 아래로 위임해
업무 담장자가 고객과 소통하는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
응할 수 있도록 한다. 팀을 기본 단위로 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목표관리를 실현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에 책임을 지게
하여 직원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며 진정으로 기업의 이익을 고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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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국에의 정책적 제언
사실,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는 매우 거시적인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본 연구는 중국 정부와 기
업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여기서는 2장에서 7장까지 논의한 정
부와 기업 관계 관련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내용 중에서 당정국가체제에
서 기업 전략, 중국 국진민퇴의 대응, 중국에서의 외자기업 관련 전략, 중
국 내외 핵심 환경 요인별 중국 기업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초점을
두어 제시하기로 한다.

1. 당정국가체제에서 기업 전략
王金柱에 따르면, “오늘의 기업은 시장경제의 미시적 주체이며, 현대

기업제도를 건립하는 주체이며, 이것은 이미 대세이다. 기업이 현대기업
제도를 건립하는 방향은 정확하며, 이것은 이미 이론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80% 이상의 기업은 제도를 개편하고 있고, 90% 이상 새롭게 건립
하는 기업들은 주주제의 형식을 채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기업의 조직구조에는 당조직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어떤 사람은 기업에
서 당의 ‘탈조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외국기업의 구조
에는 근본적으로 정당조직이 없기 때문이다”(王金柱, 2008: 1).
중국 기업에서 당의 ‘탈조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일부의
지적에 대하여 王金柱는 말하길, 그것은, “중국의 실제 상황을 벗어난 것
으로, 어떠한 의의도 없다”(王金柱, 2008: 1). 중국 기업에서 당을 탈피해
야 한다는 것은 곧 중국 사회의 국정(国情: 국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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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반응에 대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중국 기업과 교류협력을
진행해야 하며,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이 말에 숨겨진 함축적 의미를 곱씹어 보고, 그에 부합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중국 기업에서 당의 역할은 어느 정도로 막강한 것일까? 국
유기업의 당위(당조)에서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중국 중앙국유기업에 설치된 당위(당조)는 영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영도 역할을 발휘하는 것은 당중앙이 국유기업 당조직에 대해 제기한 명
확한 요구이다. 「당장」 제33조에 “국유기업 당위(당조)는 영도 역할을 발
휘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거시 구도를 관리하고, 실천을 보증하고, 규정
에 따라 기업의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당의 영도와 당의 건설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당 건설의 업무를
강화해야만, 당의 영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견지할 수 있다. 중앙
국유기업이 당의 건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강화해야 하는 것
은 당의 영도 역할을 구현하는 시작이자 본질이다(中央企业智库联盟,
2020: 260).
국유기업에서 당위(당조)는 경제 영역에서 당의 집정능력 건설을 강화
해야 한다. 즉, 중앙정책결정에 복종하고, 당의 노선과 방침 및 정책을 관
철하고, 당내 정치생활의 여러 준칙을 이행하고, 민주집중제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확보하여 당위(당조) 자신의 능력을
건설·강화해야 한다(中央企业智库联盟, 2020: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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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중앙국유기업에 설치된 당위(당조) 영도 역할

정치
속성

∙ 국유기업 당조직은 경제사업 관련 당의 정치조직임. 당의 기본 노선은 경제건설과 기업의 생산경영을 중심
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 「당장」 제33조 제2관, “국유기업과 집단기업 중에서 당의 기층조직은, 기업 생산경영 관련 업무를 견지한
다.”고 규정
∙ 또한, “당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사상정치업무, 정신문명건설과 노조(工会), 공청단 등 군중 단체조직을
영도해야 한다.”고 규정

서비스
속성

∙ 「당장」은 국유기업 당위(당조)의 직능 이행에 관해 “핵심을 중심으로 직원에 복무하고, 큰 국면을 수호하고,
발전을 추진한다.”고 명시
∙ 「당장」 제33조 제2관에서 “주주회, 이사회, 감사회와 경리(공장장)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지지하
고, 직원 군중에 완전히 의존하고, 직원대표대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함
∙ 즉, 중앙국유기업 당위(당조)는 경제건설, 서비스 기능, 직원을 위한 복무, 역량 개발 등의 조직기능을 수행해
야함

지도
속성

∙ 지도 속성은 “기업의 중대 문제 관련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영도 역할을 수행할 업무자원을 가지고, 기업
발전 관련 자원배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또한, “당과 국가의 방침과 정책이 국유기업에서 관철·집행되도록 감독하는” 지도원칙에 따라 기업 발전
관련 중대한 사항의 정책결정 절차에 참여하고, 당과 국가 정책을 구현시켜야 함

주: 中央企业智库联盟(2020: 260-1)을 근거로 작성함

현재, 경제 임무는 여전히 중국 최대의 정치 임무이고, 국유기업, 특히
중앙국유기업은 사회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중추이다. 추구해야할 정치 내용은 시대에 대한 진단과 판단이
다. 「당장」 조례에 따라 감독보장, 정책결정참여, 사상건설, 당기풍 및 청
렴건설 네 가지 직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중앙국유기업 당위(당조)의 영
도 역할을 구현해야 한다(中央企业智库联盟, 2020: 261).
이러한 직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감독보장 직책으로
는 기업경영 이익을 보증하고 당원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정책결정
참여 직책으로는 조직 간 관계와 권한을 규정하고, 생산경영에 복무하고,
제도적 보장을 구축·개선한다. 셋째, 사상건설 직책으로 사상정치건설의
이론적 지식을 기업의 생산경영에 융합시킨다. 당조직과 국유기업 관계
의 방향을 정립하고, 기업문화와 사상정치 업무를 협력하여 추진한다. 당
건설 사상업무의 기제를 혁신하고 기업경영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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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넷째, 당위(당조) 서기는 반드시 기업 당기풍 및 청렴 업무에 대해 총
책임을 지고, 당위(당조) 소조 중의 각 업무분장(分管) 영도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기풍 및 청렴 업무를 책임진다. 또한, 책임감독심사제도를 구축하
고, 평가지표체계를 더 한층 완비해야 한다. 직무책임이행을 추궁하는 제
도를 구축하고, 책임추궁 기율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中央企业智库联
盟, 2020: 261-3).

이렇듯, 국유기업에서 당위(당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선, 그
함축적 의미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중국의 특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
국공산당이 조직의 형식으로 기업에 진입한 것은 현대기업제도에서 으뜸
가는 중국의 특색이다. 당연히 ‘중국 특색’은 또한 공유제를 중심으로 하
고, 노동자계급의 작용이 두드러진다(王金柱, 2008: 2). “그 마을에 가면
거기의 풍습을 따라야 한다(入乡随俗)”는 것으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과 상통한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말한다.
‘知中’, 중국을 잘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한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
각해 볼 수 있다. 즉,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중국의 기업 등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다. 첫째는 외자
기업으로서 한국 기업의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중국 현지에서 민영기업
의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의 관점인데, 이 둘로 나눠 접근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19차 당대회 개최 기간에 보도된 중국 매체의 보도를
보면, “현재 국유기업은 기본적으로 모두 당의 조직을 건립했으며, 국내
의 사영기업 또한 상당부분이 당의 조직을 건립했고, 또한 외자기업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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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할이 당조직을 건립했다.”187)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 시장에 현지화 적응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당조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외자
기업, 민영기업 할 것 없이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
따라서 우리가 역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외자기업에서 중국의 당
조직이 직면한 어려운 점을 파악하는 일이다.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외자기업의 “자본가측이 (당 조직을) 지지하지 않고, 경영관리층
은 (당 조직을) 인정하지 않으며, 직원들은 (당 조직에 대하여) 소극적이
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외자기업들이 기업 안의 당 조직이라는
‘중국의 특색’을 인정하지 않거나, 간과해도 경제적 이윤 창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큰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중국의 우수한 직원들은 ‘당원’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또, 그들을 통해서 역으로 중국의 현
재 중국의 국가전략이나 노선과 방침 및 정책들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외자기업으로서 한국 기업에
서 우수한 현지의 중국 직원을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 또한 그들
의 다수가 ‘당원’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거꾸로 또 적
극적으로 그들을 한국 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즉, ‘당 조직’에 상응하는 한국 기업 내의 한국인

187) 我党为什么能够在外企建立党组织. Retrieved from: https://www.sohu.com/a/202568524_425345
(검색일, 2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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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 ‘별도 조직(가칭: 한중경제와 문화교류팀)’을 신설하여, 때로
는 그들과 협상팀으로서, 때로는 중국의 전략과 방침 및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 중국의 사회문화를 배울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한다.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민영기업으로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운영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여전히 중국 현
지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수한 직원, 특히 ‘당원’을 적극 활용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을 적극 활용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규
모가 작기 때문에 역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점을 방지하고, 그들(당원)과 기업 안에 있는 당조직과 적극적인 상생의
모형을 만들고, 상호 학습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각 지역의
한국 총영사관을 정점으로, 한국상회 등에서는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별도 조직(가칭: 한중경제와 문화교류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며, 소규모
의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에게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기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중국 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할 경우, 중국의 당조직
과의 교류협력은 필수적이다. 대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외자기업이든, 현
지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소규모의 민영기업이든,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
에 진입하고 중국의 기업과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
국 기업의 당조직에 대한 이해를 심도 있게 하고, 그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 당조직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중기업이 서로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상생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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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국진민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민영기업에 대한 중국 국무원의 다양한 조치들188)은 민영기업이 직면
하는 실제 생존 환경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즉, 민영기업에게 미래 확
실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영기업과 기업가가 직면하는 압력은 점점
더 커지며, 이는 국제(무역전쟁) 뿐만 아니라 보다 내부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다(이데올로기, 국진민퇴, 법치, 재산과 생명안전 등). 내외의 요인
들은 민영기업을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민영기업가의 행위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郑永年, 2020: 262-3).
중국의 정치 환경에서, 이론적이든 실천적이든, ‘공사협력’은 실행하기
가 어려운데, ‘공’과 ‘사’의 운영 논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공과 사가
어떻게 ‘파트너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공의 논리는 통제이고, 사의
논리는 이익이다. 소위 ‘국진민퇴’도 흔히 상당히 이상한 현상을 띤다(郑
永年, 2020: 263-4).

일부 발달한 성(省: 광둥과 저장 등)의 경우,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발전 상황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고, 민영기업
은 실제로 여전히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국진민퇴’의 추세
를 느끼고 있다. 일부 기존 국유기업이 주도 지위를 차지하는 지역(예: 동
북)으로 보면, ‘국’은 ‘진’하지 않았고, ‘민’도 ‘퇴’하지 않았다. 더 많은 지
역에선 ‘민’이 확실히 ‘퇴’했지만, ‘국’도 ‘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8) 국무원은 여러 차례 문서를 발표하여, 각종 조치를 내려서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격려·지지·유도하고, 경
쟁중성 원칙에 따라, 요소획득, 진입허가, 경영운행, 정부구매와 입찰 등 측면에서 각종 소유제 기업을 평
등하게 대우하고, 친청 신형 정경관계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와 기업 간 소통 기제를 완비하고, 기업가 정
신을 자극하고, 민영경제 발전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재산권 보호를 명확히 하고,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잘못된 안건에 대한 개선 등을 취한다(郑永年, 2020: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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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郑永年, 2020: 264).
중국의 정부-국유기업 간의 관계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진민퇴
관련 향후 국진민퇴의 진전에 대해 전망, 그 근거, 그리고 한국의 대응
전략에 관해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부록 표 5>) 중에서 핵심 내용 및 특
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진민퇴는 기본적으로 공급조절 등 거시경제 조절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신산업 분야에서도 민영기업 못지않게 국가연
구기관 기반의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어, 수치상으로는 민영기업의 비중
이 증가한다고 해도 지분관계, CEO의 정치적 배경 등이 고려된다면 사
그라들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국진민퇴를 시기별로 나누면, 미국 글로
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지방 국유기업
의 성장을 1기 국진민퇴로 특징지울 수 있다. 1기 국진민퇴와 최근의 전
방위적인 국유기업의 성장과 다분야 진출 양상을 구별하여 파악할 필요
가 있는데, 산업별 특징에 따라,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국진민퇴의 경향은
확연히 구분된다. 국진민퇴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규정할 경우 일정 정
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국진민퇴의 진전은 이미 경제학 쪽에서 많은 평가가 있지만, 최근 미
중 갈등이 격화되며 중국의 (상대적인) 고립화 전략이 진행된다면 비국유
부문의 상대적인 활력 저하, 국유부문의 역할 증대가 예상된다. 중요한
변수는 중국 국내시장의 육성과 소비 활성화 등에 달려있고, 또한 미국을
제외한 제3자 국가들과의 연결성 및 협력에 달려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슈와 분야, 부문별로 협력을 진행하되, 국가 차원에서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중국과의 협력은 개별 기업에게 맡
기고, 한국 정부는 한국 국내적 차원에서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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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미중 간 갈등의 위험을 한국으로 내부화시키
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국진민퇴의 향후 전망에 대해, 우선 시진핑 정부 시대에는 국진민퇴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
고 중국이 미국의 대중 공세로 인한 경제분리, 국제고립, 에너지·식량 등
전략물자의 수입제한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사회불안 등
국내 환경 또한 불안한 상황에서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순환경제를 ‘쌍순환경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주
적인 기술경쟁력 양성이 더욱 시급해짐에 따라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국
유기업에 집중 투입해 단시일 내에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동향은 한국 경제에는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을 함께 가
져올 것이다. 위기요인으로 중국 경제의 침체, 그리고 대중경제협력을 제
한하는 미국의 움직임으로서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회요인으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하이테크 제품 중 상당 비중이 우리
나라와 같은 비서방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중국의 내수경
제에 대한 투자와 내수확대가 예상되면서 우리의 잠재 판매 시장도 함께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위기요인을 피하고 잠재 기회를 잡기 위
해서는 국가와 기업 모두 매우 탄력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영기업의 영향력 제한을 위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민영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은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국은 중국 민영기업의 공격적인 투자 프로젝트 제안에 신중하게 협
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 국유기업과의 불평등한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국 민영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 국내시장을 공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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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한국의 미래전략산업 중 국유기업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
원 하에 단시일 내에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
리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또는 규제철폐 등 간접지원을 최대한 시행해야
한다.

3. 중국에서의 외자기업 관련 전략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여전히 여러 장애 요인가 작용
하고 있다. 즉, ① 중국 법령과 규제의 문제(예: 법령의 불명확성, 법령 집
행의 비일관성 등), ② 불공정 게임, ③ 기업보조금의 문제, ④ 지식재산
권 침해 및 산업스파이, ⑤ 진입장벽, ⑥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문
제 등이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면 그 대
응책을 파악할 수 있다.
<표 8-2>에서 보듯,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사업을 할 경우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중국 법령과 규제의 문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
업스파이, 불공정 게임의 문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2

중국 정부-외자기업 간 관계의 장애요인(빈도분석)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① 중국 법령과 규제의 문제(예: 법령의 불명
확성, 법령 집행의 비일관성 등)

9

1

4

3

3

0

0

② 불공정 게임

4

3

7

3

0

3

0

③ 기업보조금의 문제

2

2

4

5

5

2

0

④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업스파이

1

7

1

4

7

0

0

⑤ 진입장벽

5

5

5

4

1

1

0

⑥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문제

0

0

0

0

2

10

6

⑦ 기타

0

3

0

0

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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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6>에서 보듯, 중국의 정부-외자기업 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장애요인에 관해 항목별 핵심 내용 및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중국 법령과 규제의 문제에 대해, 문화와 관행의 차이로 야
기되는 법령과 규제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차이가 외자기업에게는 어려
운 과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자주 변화하고 구체적 집행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색 지대
가 많고,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평소에는 문제가 없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다가 특정한 시기(예: 사드제재)에 문제를 삼고 법적·제도적 잣대
를 들이대면서 외자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정부조달 시장의 경우 정부에서 제시하는 white list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령과 법규의 문제는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기업 환경에 관련된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외자기업에게는 매우 어려우며, 공관이
나 국제상회 등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두 번째로, 불공정 게임의 문제가 있다. 중국의 정부 주도적 경제 하에
서 전략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체제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근원적으로 고쳐질 수 없는 거
시적인 경제체제의 문제이다. 불공정 게임에는 명시적 불공정과 암시적
불공정이 있는데, 명시적 불공정이란 입찰 기회나 수주 기회에 있어 명시
적으로 외국 기업이 배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암시적인 방법으로 배제되
는 경우는 정부의 공개 프로세스가 아닌 비공개 프로세스로 사업자가 결
정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불공정 게임의 문제는 중국 토종 기업을 보호
하기 위한 일종의 중국 기업에 대한 배타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
문제는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에 대한 외자기업의 문제인 동시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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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간 경쟁 환경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세 번째로, 기업보조금의 문제이다. 중국은 자국의 산업발전과 수출
증대를 위해 재정·금융 지원, 구조조정 지원, 세제지원, 특정 기업 지원,
정부구매 지원, 기술개조 지원, 특정 지역 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의 보조
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특히 전기자동차, 전기배터리
등 신흥산업 영역에서 정부보조금의 지원으로 비용에 상관없는 투자와
생산을 할 수가 있으며, 저렴한 단가로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키워나갈 수
있다. 이는 중국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외자기업이 나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WTO 등 국제규범을 통해서 중국 내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경
쟁 환경의 필요성 공감대를 국제사회에 확산시켜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네 번째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업스파이의 문제이다. 인지되지 않
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외자기업이 기술 유출로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
추기 어려운 이유이다. 기업 규모가 크거나 하이테크 산업일수록 지적재
산권 보호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또한, 산업스파이는 직접적인 기술절도
를 포함해 핵심 근무인력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전을 유도해 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법령과 규제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차이로 인한 지적
재산권의 침해와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다를 수 있으므
로 외자기업은 이에 대한 사전적인 학습과 경험의 공유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진입장벽의 문제이다. 진입장벽의 문제는 다른 문제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하여 여
러 가지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진입장벽의 하나로 WTO 가입
당시의 시장개방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서 강제적 합자 규정을 들 수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일
괄 중국측 파트너의 투자를 강제화하고 합자기간이 종료되면 잔여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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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보가 모두 중국측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등은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중국시장에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또한, 거의 외자기
업 진입 리스트(‘외상투자기업 가이드 목록’)를 통한 진입제한이 공식적
으로 없어지긴 했지만, 서비스업 및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단서
조항, 단서 조치가 많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외자기업의
참여 자체를 봉쇄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최초로 직면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입장벽의 우회로를 확보하거나 전략적 제
휴를 통해서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문제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는 최근 중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공업 소재
사용 등 측면에서 친환경 소재를 요구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기업공장 설
치 등 측면에서도 환경표준 요구에 맞게 건설하기를 요구하기에, 이는 기
업의 시설투자 등 면에서 비용으로 이어지므로 사전에 체크해야 되는 부
분이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해당국가 혹은 사회의 성숙도와 시
민의 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자기업의 기업 자국과 중
국과의 차이로 인한 애로가 발생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자기
업이 중국 내에서 장기간 생존하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한 일종의
기업의 공공외교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외자
기업과 중국 노동자, 외자기업과 중국 지역사회, 외자기업과 중국 정부와
관계를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데 CSR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기업인의 이미지를 고양하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반
으로 기업의 가치 책임까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CSR를 적극적으로 고려
하고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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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내외 핵심 환경 요인별 중국 기업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1) 핵심 환경 요인별 중국 기업에 대한 영향 수준
중국의 정부-기업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대
내외 환경 요인은 크게 일대일로전략, 미중패권전쟁, COVID-19, 내순
환경제전략, ICT의 파괴적 기술혁신에 초점을 둘 수 있다. 이에 대한 중
국 기업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각각의 요인이 미칠 영향 수준을 1(매우 높음), 2(높음), 3(보통), 4(낮음),
5(매우 낮음)로 평가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정
부-기업 관계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전망과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8-1>에서 보듯, 현재 중국이 취할 내순환경제전략은 중국의 정
부와 국유기업 > 정부와 민영기업 > 정부와 외자기업 순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8-1
5.00

내순환경제전략의 중국 정부와 기업 영향 인식(평균)
4.52
4.10

4.00

3.57

3.00

2.00

1.00

0.00
정부와 국유기업

정부와 민영기업

정부와 와자기업

내순환경제전략

<그림 8-2>에서 보듯,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전략은 국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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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기업, 외자기업 순으로 영향의 파급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림 8-2
5.00

일대일로전략의 중국 정부와 기업 영향 인식(평균)
4.33

4.00

3.29

3.00

2.71

2.00
1.00
0.00

정부와 국유기업

정부와 민영기업

정부와 와자기업

일대일로전략

<그림 8-3>에서 보듯, 현재 진행 중인 미중패권전쟁은 국유기업, 외자
기업, 민영기업 순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한다.

그림 8-3
5.00

미중패권전쟁의 중국 정부와 기업 영향 인식(평균)
4.48

4.24

4.29

정부와 민영기업

정부와 와자기업

4.00
3.00
2.00
1.00
0.00
정부와 국유기업

미중패권전쟁

<그림 8-4>에서 보듯, 현재 진행 중인 COVID-19는 민영기업, 외자기업,
국유기업 순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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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COVID-19의 중국 정부와 기업 영향 인식(평균)

5.00
4.19
4.00

3.81

3.67

3.00

2.00
1.00

0.00
정부와 국유기업

정부와 민영기업

정부와 와자기업

COVID-19

<그림 8-5>처럼, ICT의 파괴적 기술혁명은 민영기업, 국유기업, 외자
기업 순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그림 8-5

ICT 파괴적 기술혁명의 중국 정부와 기업 영향 인식(평균)
4.71

5.00
4.24

4.10

4.00
3.00
2.00
1.00
0.00
정부와 국유기업

정부와 민영기업

정부와 와자기업

ICT 파괴적 기술혁명

2) 핵심 환경 요인별 정부와 기업 관계에 대한 영향 수준
핵심 환경별 중국 정부와 기업에 미칠 영향 정도에 관한 세부 의견
(<부록 표 7>) 중에서 영향별 핵심 내용 및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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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내순환경제전략은 중국 정부가 국내 기업(국유, 민영)의 역
할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국내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부 우수 외자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내순환경
제전략은 주로 내수소비와 국내 산업발전을 대외 의존도를 낮춘 자립형
내수경제 구도 구축을 강조한 전략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대
출우대 등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계획경제의 기능이 재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유기업과 디지털 경제 분야의 민영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자생력을 갖추어야 하는 단계이므로 중국
정부와 국유기업, 민영기업에 대한 영향 매우 높으며, 외자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이나 자금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질 수 있으나, 단기간의 협력에 끝날
가능성도 높다. 현재는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향후 중국의 중요 전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중국내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외자기업의 경우에는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일대일로 전략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
로 만들어진 전략이며, 중국의 국가자본, 국유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추
진하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이다. 중국 국내의 토목건설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과잉생산 능력을 해외(주로 연선국가)에서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엄밀하고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
대일로 인프라 건설 사업이 ODA, 즉 원조사업의 성격을 갖기보다는 주
로 상업적 프로젝트의 성격을 갖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사업의 리스크 관
리에 대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시장 루트를 만들어나가
는 작업이므로 중국 내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은 당연히 높으며, 외자기업
들도 참여하여 연선국가 시장 기회를 노릴 수 있다. 핵심 부품 생산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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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담당하는 대신,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조립과 완제품 생산은 신남
방 지역으로 옮기는 등 의도적인 전략적 재편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 과
정에서 정부전략을 직접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역
할은 확대되겠으나, 중국을 수출기지로 활용하던 외자기업의 입지는 오
히려 좁아질 위험이 있다. 최근 글로벌 정치, 경제적 환경 악화로 일대일
로전략은 다소 주춤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저축은행처
럼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원국과 갈등
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현상은 남중국해 갈등과 더불어 동남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대일로가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정부와 함께
해외 진출한 대형 국유기의 경영에 영향을 받지만, 다른 관계는 비교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 미중패권 전쟁으로 국유기업, 민영기업 모두 가치사슬 자
국화의 필요성에 노출되어 있다. 신산업 분야 외자기업의 중국 사업이 난
관에 부딪칠 수 있다. 미중패권전쟁의 비용과 경제적 손실은 양국 모두에
게 크게 나타나므로, 미래 특정 시점에서 대타협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
된다. 중국기업의 미중패권전쟁은 앞으로 적어도 15년 동안 글로벌 경제
환경과 중국과 미국, 그리로 이 두 나라에 수출하고 경제적 협력이 높은
국가들의 운명과 직결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미중패권전쟁이
심화하여 양국의 탈동조화 현상이 커진다면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한 지
원과 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한국이나 일본과 같
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있어서 중국이냐 미국이냐 라는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네 번째로, COVID-19로 인해 중국 비대면 시장, 디지털 전환 등이
대대적으로 예상되나, 이미 중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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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 공동체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중국 국내
상황이 호전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중국판 뉴딜정책과 연관된 기
업들은 더욱 회복이 빠를 수 있겠으나, 글로벌 시장 위축과 무역축소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에게 불기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했고, 이를 회복하는 데도 상당한 시
일이 걸릴 것이며, 중국 경제 회복 역시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일 것이다.
다섯 번째로, ICT 파괴적 기술과 관련, 중국의 ICT 기술은 빠르게 성
장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변수로 작용하여 AI 등 기타 미국이 원천기술을
장악한 분야에서는 반도체의 사례처럼 중국이 초기 기술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할 우려가 존재한다. 원천기술 R&D 분야에서는 국유기업의 역할이
커질 것이며,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민영기업의 노력도 가속화될 것
이다. 현재 중국은 핀테크, AI(특히, 안면인식, 음성인식), 5G, 전기차 분
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권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분야는
정부의 기간설비 투자 및 정책지원과 민간의 창의력이 결합된 분야이니
중국의 혁신적인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에게 모두 큰 수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외자기업의 경우 중국의 혁신적 민영기업이나 기간설비 분야의
국유기업과의 연계성 여부가 성장의 기회에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중국의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중국의 정부-기업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대
내외 환경 요인을 크게 일대일로전략, 미중패권전쟁, COVID-19, 국내
순환경제전략, ICT의 파괴적 기술혁명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부록 표 7>)에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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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환경변화는 거시환경 분석의 주요 방법론인 PEST 분석(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의 틀에 맞추어, 내순
환경제전략(경제), 일대일로전략 및 미중패권전쟁(정치), COVID-19(사회),
ICT 파괴적 기술혁명(기술)과 연계해 제시한다. 중국의 정부-기업 간 관
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내순환경제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중국의 내순환경제전략은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의 위축을 전제로 하
기 때문에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일차적으로 위기로 작용
할 수 있으나, 한국의 기술우위 분야에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의 내수 위주의 투자와 경기진작책이 대규모로 진행될
것이고 미국 등 서방으로 부터의 기술과 경험의 유입과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한국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와 국내 산업발전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춘 자립형 내수
구도 구축을 시도하기 때문에,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경쟁
력 있는 기업의 경우, 오히려 현지 직접 진출이 권장되며, 중국 정부와의
우호적인 협력강화로 중국 현지화전략, 중국 기업과의 다각적 협력, 중국
국내 산업의 밸류체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 기업과의 협력 강화(중국
산 부품 사용률 제고) 등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비교우위에 따른 신산업 분야에서는 선택과 집중으
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여 중국과 새로운 분업 관계를 만
들어 가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에 있어 중국과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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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기회가 가능하다. 첨단기술 경쟁력을 훨씬 더 적
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 중심의 가치사슬 체계에 들어가서 많은 이익을 얻
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며, 철저하게 기술적 우위(예: 반도체)를 유지하
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가성비가 탁
월해야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중국의 대량생산체제를 극복하고 가격
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 기술을 개발하거나 브랜드를 개발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국가전략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분석이 요청되
며, 미국 등 서구와 분리된 중국 국내의 VC 형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
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의 대중수출은 IT, 자동차를 포함한 기
계산업, 유화부문의 소재산업 등 몇 개 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들 분야에 대한 검토가 특히 중요하다.

(2)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에서 程勤(2018: 136)은 중국 민영기업의 경우,
협력발전이념(协调发展理念)을 관철·실시하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케
하고, 민영기업이 일대일로건설, 장강경제대발전 등 국가전략에 심층적
으로 참여토록 장려한다. 또한, 지역 간 합병과 재편을 추진하고, 민영기
업이 문화창의 산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중점 산업인 “민간이 군사에
참여하고”, “군용이 민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할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일대일로전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에 대한 참여
와 관련하여 신중한 참여론과 무용론이 공히 제시되고 있다. 신중한 참여
론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일대일로의 분야별, 지역별 성공 가능성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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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가능성을 면밀히 따진 후 참여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복투자나 경쟁
을 피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에만 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국과 중
국의 제조업 가치사슬이 연계돼 발전했듯이 일대일로 구상에 따라 중국
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서 중국과 적극적인 기술협력이 필
요하다. 특히, ‘신형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의 중몽러 노선이 한반도와 연계되는 만큼 중국 동북지역-러
시아 극동지역-남북한-일본을 연계하는 환동해 경제권 구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
일대일로가 민심상통을 강조하고 있는바 한류를 활용한 문화산업, 관
광산업 발전의 기회로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섣불리 일대일로의 좌절
을 전망해서는 안 되고, 일대일로가 계속 된다는 전제로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연
동 속에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최근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음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에서 ‘일대일로전략
과 신남방-신북방전략’을 연계하는 공개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일대일로 대부분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기
업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원자재 수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일대일로의
국가의 항구 건설이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여 한국의 석유 등 전략적 물
자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한국 중심의 일대일로 투자를 새롭게 그
린 이후 중국과의 협업이나 동참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국은 이미 일대일로와 북방협력, 남방협력의 접점을 찾아 제3국 공
동진출에 인식을 같이하는바, 제3국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분야
와 협력기업을 내실 있게 준비가 필요하며, 일대일로 전략에 한국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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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명시적으로 이를 부각시킬 이유는 없다는 지적
이 있다. 오히려 일대일로 전략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전략이 가장 이상
적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하에서 한국이
굳이 일대일로 전략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
원래 전통적으로 수송 인프라(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건설 프로젝트
는 수임 기간도 길고,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 다수이다. 최근 일대일로 사
업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반발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참여 국가의 거버
넌스 불투명성 등으로 한국 기업의 관심 및 참여는 당초부터 높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국 측이 요청하고 있고, 우리가 합의한 일대일
로 공동참여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사실, 일대일로전략은 비단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 앞
으로 전개될 일대일로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 접근할 경우, 참여한 해당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
라 우리나라 대외관계와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시나리오
별 전략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미중패권전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미중패권전쟁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포지셔닝의 중요성을 고려
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무역갈등에서 시작된 미중패권전
쟁은 우리나라에게 비단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등 모든
영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큰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두 개의
관련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여전히 무역관계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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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정한 무역 의존도를 갖고 있지만, 양자는 이미 상대적으로 분리
(decoupling, 脱钩)되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시장체제를 형성할 것이고,
미국도 여전히 하나의 강력한 체제로, 각자가 자신의 지역 경제권을 형성
한다. 일부 국가는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일부 국가는 중국 시장에 의존
하고, 더 많은 국가는 중미와 동시에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郑
永年, 2020: 160).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필연적으로 중국의 국제환경과 내부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발전 속도를 지연시킬 것이다. 만약, 중국의 대응
이 적절하지 않으면, 중국이 “중등소득의 함정”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郑永年, 2020: 161).189) 미중 무역갈등은 무역 통로를 통해 중국 경제에
미친 전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
해 비관적인 정서가 만연하고, 투자자와 소비자 심리를 경색시키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의 가격하락 추세를 가속화시켜 그 파동을 심화시킨다. 결국,
중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盛柳刚·赵洪岩, 2020: ⅲ).
盛柳刚·赵洪岩(2020: ⅳ)은 미중 무역충돌에 대응하는 세 가지 전략,

즉 개방을 추진하고, 성장을 안정시키고, 구조를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중국이 ‘개방을 추진하는’ 발걸음은 상대적으로 크고, ‘성장을 안정
시키는 것’은 아직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고, ‘구조를 조정하는 것’은
여전히 느리다는 점이다. 구조적 개혁은 미중 무역협상과 집행에서의 중

189) 郑永年(2020: 161)이 주장하길, 만약, 중국이 큰 오류를 범하지 않고, 대외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
하면, 미국의 행위는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기 어렵게 되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발전 사슬에서 위로 향상
될 것이다. 중국은 과거 40여 년의 발전을 거쳐, 오늘날 이미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최대 무역국이 되었
다. 비록, 중국은 미국 같은 그러한 기술과 달러 우세가 없지만, 시장은 이미 일정한 우세를 갖고 있다. 중
산계급이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지만, 중산계급의 절대 수치는 이미 미국과 크게 차
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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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면서도 난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
인다. 盛柳刚·赵洪岩(2020: ⅳ)은 중국 정부에게 ⅰ) 관세를 더 한층 낮
추고,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ⅱ) 외자 시장진입을 확대하고, 정부
의 감독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ⅲ) 국유기업 규모를 적당히 축소하고,
감세와 보조 감소를 병행하고, 잘못된 자원배치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생산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의 개혁을 제대
로 추진한다면, 미중 무역충돌은 압력에서 동력으로 바뀌고, 중국이 전방
위 대외개방 구도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제3차 글로벌화 도전에 대응하는
임무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盛柳刚·赵洪岩, 2020: ⅲ).
이러한 중국의 전략 내용과 쟁점에 관해서 우리 정부나 중국 진출 기
업들은 이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정운영 전략이나 경영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중패권전쟁은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미중무역분쟁의
심화로 한국은 고관세 타격에 매우 취약하지만, 그런 혼란 속에 등장할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중국제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수입업체, 생산업체는 대체공급자, 생산지를 찾기 마련이다. 한국은 중간
재와 최종재를 아울러 미국 수입업체가 눈을 돌릴 무역전환의 수혜국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높은 위험도 노출을 띤다. 1/4이 중국으로 수출되
며, 많은 분야가 중간재와 최종재 모두에서 중국의 공급과 수요와 심하게
통합되어 있다. 한국의 컴퓨터와 전자 및 전자장비 분야가 중국 무역에서
가장 심한 위험도(진한 갈색) 노출이다. 반대로 한국의 고무와 플라스틱
제조분야는 심하게 중국 수요에 의존하고 있다(<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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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중국과 무역에서 한국의 위험 노출도
중국 공급에 노출된 위험

형태

중국 전반에
심하게 노출

중국 수요에
심하게 노출

중국 공급에
심하게 노출

중국에
비교적 적은
노출

중국 수요에 노출된 위험

중간 소비재의
점유로서 중국
중간재의
수입(%)

최종 소비재의
점유로서 중국
최종재의
수입(%)

중간재 산출
점유로서
중간재의 중국
수출(%)

최종 산출
점유로서
최종재의 중국
수출(%)

컴퓨터 및 전자, 광학 제품

10

17

21

32

전자 장비

5

21

6

20

가구, 안전, 소방 등

5

14

9

8

출판 및 미디어

2

5

1

16

고무 및 플라스틱

4

10

9

16

화학

3

3

12

11

기계류 및 장비

5

3

6

14

코크 및 정제된 석유제품

1

2

6

9

섬유 및 의류, 가죽

4

25

6

7

목재, 목제품

3

29

1

4

비금속, 광물

5

14

5

5

분야

광물 및 채석

1

12

<1

<1

가공된 금속제품

5

4

2

4

교통장비

5

5

5

2

기본 금속

4

6

3

3

자동차, 트레일러

4

<1

5

3

종이 및 종이제품

2

7

1

<1

식품, 음료, 담배

1

5

<1

2

농업, 산림, 어업

2

2

<1

<1

의약

3

1

1

5

주: World Input-Output Database; McKinsey Global Institute analysis; Woetzel et al(2019: 55)에서 재인용

Least exposed

Most exposed

첨단기술 분야의 가치사슬의 중요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
는 것이 급선무다.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추월하기 시작한 중
국이 미국과 기술패권전쟁으로 주춤하는 상황은 한국 기업이 체력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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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고 극적인 반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미국의 대중 제재로 우리
가 반사이익을 얻는 업종도 있지만, 중국 밸류체인의 붕괴로 직접적인 피
해를 볼 수도 있다. 가령, 화웨이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비용이
13조 원인데 이는 우리나라 대중수출의 6~7%에 달한다.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모두 중요한 한
국 정부로서는 이러한 갈등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외교가 필
요하다. 다만, 미북 정상회담의 재개를 통해 남북경제협력 가속화를 통해
미중패권경쟁의 구도에서 빠져나올 구멍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일방적 의존은 벗어나야 한다. 현재 한국에게 가장 큰 정책
난이도를 안겨주는 정세 상황이라 판단되나, 현재 국면도 그렇고 향후에
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극에서의 제로섬 게임이나 두 개의 선택지만 있
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다각적이고 실리적인 신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안별 접근이 필요하다. 전략적 모호성 외에 경제 분야에 있어 한
국의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전에 천명함으로써, 미중 양자택일
의 위험을 사전에 분산시켜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 역내경제협력 모형을 선제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기존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경제적 및 비경제적 영역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화웨이 건을
계기로 미국이 SMIC 등에 제재를 시사하면서 한국 삼성전자와 SK 하이
닉스 반도체 호황을 전망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으나 대중국 사업을 접지
않는 이상 과도한 언론 플레이를 경계해야 한다.
한국의 중국과 경제관계가 매우 깊다는 점에 유념하여 미중경쟁을 피
하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섣불리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경제 주
체인 기업의 판단을 존중하는 선에서 접근 필요하다. 중요한 것 중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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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중패권전쟁을 한반도로 내부화하지 않는 것이다. 적어도 수십 년
간의 장기 전쟁이기 때문에, 이슈별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선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만
들고 유용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
업은 기업대로 개별 대응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정당별 중국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미중
양국 간 디커플링이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미
국의 과학기술, 금융 방면 등 일부 분야에서는 부분적으로 디커플링이 시
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이 현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이 받는 영향, 대책 등을 선별적으로 파
악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협력은 주로 중국의 수출과 내수 시장에 필요
한 기술과 부품, 설비 등을 우리나라가 제공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제
조된 소비재와 농산물 등의 수입이 주류이다. 기본적으로 협력 구조상의
변화는 있기 어려우나 전반적인 위축이 예상된다. 해결 방향은 제3국 시
장의 개발도 있겠으나 중국 내수시장의 개척이 주목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FTA의 진행과 우선
적으로 체결될 한중 FTA가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도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자국 우선의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기업 차원에서 민족주의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리
스크 관리 차원의 기업전략 설계가 필요하다. 미국의 정확한 의도 파악이
가장 급섭무이다. 중국을 얼마만큼 타격하고 싶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유경제, 개방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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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 협력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규범을 적극 표방하고, 이
원칙에 부합하는 한 중국과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강력 표명하는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4) 중국 COVID-19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COVID-19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는 우리 기술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국 기업들의 약진에 더욱 대비해야 할 필요하다.
특히, 중국 중심의 부가가치 사슬구조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외자기업으로서 여러 제약이 늘어나게 되었으
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좀 더 유연한 기업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국과 보다 적극
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비대면 경제의 전면화에 편승하기
위한 각 산업 분야에서의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재중 한국기업이나 중국 수출 기업의 경우, 중국 내 플랫폼 경제, 디지
털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중간 기술적 상호 보완성에서 공동
이익을 최대화 및 발굴하고 이를 중국 진출 확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 대규모 전염병의 유행은 상대적으로 백신개발을 위한 사례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중국과 협력 고리를 찾으면 우리에게도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으며, 백신개발 기업의 대중국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는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은 COVID-19
사태로 인해 재확인되고 있다. 한국도 중국 못지않게 COVID-19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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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이 선도적으
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COVID-19 사태를 계기로 미국, 독일, 영국 등 전통적인 의료 강국들이
휘청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의료의 글로벌 위상이 재점검할 기회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의료시스템을 더욱 개선하여 경쟁력을 놓여 중
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의료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국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도 장점이다.
결국, COVID-19의 대처는 한중 두 나라의 관계를 넘어서는 문제이
다. 두 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내적으로
코로나 확산에 대처하는 것에 추가하여 국제적인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COVID-19 사태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래 예측에서 중요한 변수는 기후,
인구, 과학기술일 것이다. 급속히 발전하는 파괴적 기술혁신의 도움을 통
해서 미래 예측, 더 나아가 선찰(foresight)을 통해 글로벌 팬데믹 등과
같은 난제를 예측, 대응, 회복 등을 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증거기반에
의한 정부운영이 중요하다.

(5) 중국의 파괴적 기술혁신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ICT 파괴적 기술혁명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가 중요하
다. 중국은 첨단과학기술 혁신에 적응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과학기술판
(주식시장)을 형성하는 테스트베드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각종 벤처투자
기금, 산업투자기금 등을 추진하고 있다(张竞强·包月阳, 201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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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감독관리와 서비
스 능력 제고를 시도하고 있다. 시장 주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사전 심사
비준이 대폭으로 줄어 업무 과정이나 이후 감독관리의 업무량은 필연적
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중국의 대응책은 ‘인터넷+감독관리’를
추진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의존하여 인력부족, 능력부족 문제를 해
결한다는 것이다(张竞强·包月阳, 2019: 158).
경제사회 활동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전환 추세에 적응하여,
자발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선진적인 기술과 이념을 학습하여, 시
장 주체가 정태적인 특징에서 동태적인 행위까지, 단일적인 것에서 다중
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실시간 입체적인 정보를 얻어서 규칙과 감독관리
를 수행할 것이다(张竞强·包月阳, 2019: 158).
程勤(2018: 136)은 중국 민영기업의 경우, 혁신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실현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충실히 수행하고,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성기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과학기술시장을 착실하게
육성하고, 민영기업의 전체적인 혁신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제시한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더욱 더 지능형 인프라(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AI 등)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정부업무(과제, 사업,
프로그램 등)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마트 감독관리’로 전환할 것이다.
대다수 ICT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중국에 기술을 추격당한 상황이며,
대응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한국기업이 단독
으로 전면적인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고, 美中의 플
랫폼 기업의 협력파트너 역할이 가능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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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은 중국과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전략적 협력과 투자 등을 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서 파괴적 기술혁명을 달성하
고 성장하는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경쟁을 피하며 한국 기업이 경쟁우위
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빨리 선점하고 중국 국내 소재 우리 기업들은 중
국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생산의 스마트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실제로 ICT의 효과는 중국이 보다 빠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참조점이
자 협력자로서 주목해야 한다. 특히, 자동화, 플랫폼, ICT 기반의 활용은
중요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활용과 사회적 논란 또한 주요 참조점이 될
것이다. 전통 제조업과 달리 중국은 미국, 유럽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는 연구인력과 자본, 시장을 갖고 있다.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의 미중
갈등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된다. 한국 기업은 ICBMA
분야에서 중국 혁신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서 향후 중국 신흥 산업의 발
전에 편승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중 FTA 업그레이드 협상에
서 중국 ICBMA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만,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이 중국공산당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 중국의 5G 산업이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민감 이슈인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물류가 힘들어지면서 수출이 어려워질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출형 기업들은 장기간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대신에 기술개발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첨단 분야 기
술개발을 확대하여 미래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 관련 기업은
오히려 기회이기 때문에 투자를 확대하여 중국과의 협업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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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사실상 기술경쟁의 전초전의 성격을 가지
는데, 미국은 중국의 기술 수준이 더 높아지기 전에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중국은 시간을 벌면서 기술을 추격하여 뛰어넘으려 하고 있다.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과감한 정책지원이 고려되
고 있고, 도태되는 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중국 내 기업 사냥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재정적 기초를 재구성하
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 기술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 인재를
격려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정책 조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는 모두 표준과 관련되어 있어 먼저 치
고 나가는 국가, 기업이 표준을 이끌게 되고, 선발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게 중국의
목표다.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은 후발자
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을 제일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
은 국가와 기업이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 영역을 개척해가고 있다. 기술
을 선도하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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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서면심층인터뷰 질문지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의 심층인터뷰(서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의 일환으로 수행중인 본 연구는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일대일로, 미중무역
전쟁, COVID-19 등 난제로 둘러싸인 중국 국내외 환경에서 중국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기업(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 간의 관계(역할, 감독관리, 제도와
정책, 제약, 개혁 등)를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 및 분야별 정책대응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첨부 파일에 있는 목차 및 서론을 참고하시면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서면인터뷰는 중국 정부와 기업 간의 관련 이론, 역할, 관계, 관리감독, 제도와
정책, 제약, 개혁 전망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아래 질문지 항목에 관해 전문가님의
의견을 여쭈어서 본 과제의 적실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아래 질문지에 관해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의
성함을 밝히는 것에 동의해주신다면 보고서 해당 부분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함 출처 동의 (

), 혹은 영어 이니셜 (

)

연구책임자: 김윤권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전화번호: 010-8946-9433
이메일: ykys3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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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중국 정부와 기업(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간의 관계를 유형화한 이론들
입니다. 각각의 이론이 중국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현실 부합 수준 (해당 부분에 √ 표시)
연구자

정부와 기업 간
관계 유형

개념
설명

매우
비교적
적실하고 적실하고
타당함
타당함

논리적
적실성과 적실성과 근거로
보통 타당성 타당성 전혀 서술
없음
낮음

정부와 국유기업 간의
수족관계
江远山·
郝宇青
(2018)

정부와 민영기업 간의
부자관계

⇒
<참고 1>

⇒

정부와 외자기업 간의
친구관계
아오키
마사히코
(青木昌彦,
等, 1999)

⇒

정부와 기업 간의
권위관계형

고도집권형
정부

⇒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의존형

정책관리형
정부

⇒

정부와 기업 간의
규칙의존형

법치형 정부

⇒

정부와 기업 간의
직접관리형
傅金鹏·
方敏
(2004)

张田·孙涛
(2015: 29)

정부와 기업 간의
간접인도형

⇒
<참고 2>

⇒

정부와 기업 간의
협조호소형

⇒

이원상호작용설

⇒

기업정치행위설

⇒

<참고 3>

개체관계설

⇒

<참고 1> 정부와 기업(국유, 민영, 외자) 관련 방식 및 관계 유형
관련 방식

관계유형

기업유형

재산권 관련

자본 관련

정책 관련

수족관계

국유기업

업주는 ‘준 관원’

정부가 주도하고, 시장이 보충함

강한 정책 지원

부자관계

민영기업

정부와 관계가 밀접함

정부와 지방이 동등하게 중요함

정책 지원

친구관계

외자기업

정부와 관계없음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가 보충함

강한 정책 지원

출처: 江远山·郝宇青(2018: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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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정부와 기업 관계 모형
유형

직접관리형

간접인도형

협조호소형

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

운행
메커니즘
(작동 방식)

∙ 정부는 계획지령에 의한 ∙ 정부는 거시적인 조정으로 시장체 ∙ 정부가 거시적인 조정 목표와 구체적
기업 직접관리
제를 완비
인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정책을 통해
∙ 기업은 무조건 복종
∙ 시장은 가격규칙과 경쟁규칙으로 시장은 목표에 따라 운행함
기업을 인도
∙ 시장은 가치규칙과 경쟁규칙에 따라
∙ 기업의 운행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 기업경영을 인도하고, 기업의 행위는
고 시장이 정부에 피드백
시장운영 상황에 영향을 받음
∙ 정부는 시장운영 상황에 따른 목표달
성으로 정책을 조정

특징

∙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 ∙ 정부는 거시적인 조정 주체로 기업 ∙ 간접인도형의 보완 모형으로 정부, 시
리는 전방위, 다차원적
활동에 개입하지 않음
장과 기업의 선형구조는 입체구조로
∙ 기업은 정부의 부속물 ∙ 기업은 법인 실체와 시장경쟁 주체 전환
로, 독립적인 정책결정 가 되어, 시장가격과 정보에 따라
권과 경영권이 없음
경영활동 전개

출처: 傅金鹏·方敏(2004)

<참고 3> 중국 정부-민영기업 관계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이원상호작용설

기업정치행위설

개체관계설

분석 차원

거시적

중범위

미시적

연구 주체

재분배자, 생산자, 간부, 군중

기업, 기업가, 정부부문, 정부 관권,
이익집단

기업가, 관원, 중간집단

전제 가설

도구적 합리성

사회와 도구적 가치 지향

도구적 또는 감정 지향

관계 구조

이원 대립, 공생

다원, 상호구축

개인을 위주로 하는 관계망

행동 논리

이익

이익, 합법성, 이데올로기

이익, 정체성, 감정

출처: 张田·孙涛(2015: 29)

Q2. 중국의 기업 거버넌스에 관해 묻는 질문입니다.

Q2-1. 중국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서 관련 행위자로는 당과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해당 기업(주주총회, 이사회구성, 감사회
역할, 경영진의 성과 등), 사회조직, 언론매체, 인민 등으로 본다면, 이 중
에서 행위자 간의 관계 중요도에 √를 표시해주시고, 그 중요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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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에 √ 표시

중요성 여부
행위자 간 관계

매우 비교적
보통
중요 중요

중요하지
않음

거의
중요하
지 않음

역할, 영향력, 관리/감독/통제,
문제점(한계), 미래 변화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그 논리적 근거로 서술

당과 기업

⇒

중앙정부와 기업

⇒

지방정부와 기업

⇒

기업 내부 거버넌스

⇒

사회조직과 기업

⇒

언론매체와 기업

⇒

인민과 기업

⇒

Q2-2. 중국의 정상(政商) 관계를 구축할 때, 중요한 개념으로 친밀하다의 ‘亲’과
명확하다는 뜻을 내포하는 ‘清’이란 두 글자가 있다. 즉, 정부와 민영기업의
관계가 친밀하여 서로 돕고 지원해줘야 하지만, 동시에 공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까닭으로 제시된다. 정상(政商) 관계에서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것은 당정(黨政)이 민영기업을 통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이유가 크다고 봐야
할지요? 아니면, 거꾸로 민영기업이 당정(黨政)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봐야 할지요?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
할지요?
⇒
Q3. 중국의 정부-국유기업 간의 관계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진민퇴 관련 의
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Q3-1. 향후 국진민퇴의 진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Q4. 중국의 정부-민영기업 간의 관계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Q4-1. 기업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치적 전략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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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중국의 민영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3가지를 순서대로
열거해 주시고, 그 논거를 서술해 주십시오
방식

행위

① 직접적인 정치 기업가가 당대표, 인민대표와 정치협상 위원으로 당선되어 의견을 표
참여 전략
출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제정함
공개

주요 행위자
기업가, 정부

② 정보자문 전략 정부 회의 혹은 조사연구

기업가, 정부부문

③ 상황 반영

조직적으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업의 체계적인 의견을 형성함

기업가, 정부부문

④ 로비

정부 내부 혹은 관련된 인원을 통한 로비

⑤ 사회역량 동원 매체 또는 언론으로 영향

중간인
기업, 여론, 정부

⑥ 정치연계 전략 정부와의 관계를 경영하고, 정부 관원의 정치실적 수요에 분명히 영합함 기업, 정부, 정부부문
반공개 ⑦ 재무지원 전략 재무적으로 정부부문에서 조직한 각종 활동, 자선 모금, 원조적인 공
익광고, 답사연회와 강연을 지지하고 참여하고 출장비를 지급

은폐

기업, 정부관원,
정부부문

⑧ 제도혁신

기업제도 혁신을 통해 정부의 취약성과 공백을 적극 찾아내고, 이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정책과 규칙 변화의 방향으로 이끌어 정부의 지지를
획득

기업, 기업가, 정부

⑨ 이익연결

무상주, 정치헌금, 의례적인 선물, 정부관원을 위한 출장비 제공, 관원
의 해외여행 비용 부담, 자녀 및 친인척 취학ㆍ취업에 도움 제공, 중요
한 관원에 이익배분 기회 제공, 고위관원에 권력 옵션(权力期权) 허용

기업가, 정부관원,
관원 친지

Q4-1-1. 1순위 및 논거 :
⇒
Q4-1-2. 2순위 및 논거 :
⇒
Q4-1-3. 3순위 및 논거 :
⇒
Q5. 중국의 정부-외자기업 간의 관계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Q5-1.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여전히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래 항목을 보시고 중요한 순서대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① 중국 법령과 규제의 문제(예: 법령의 불명확성, 법령집행의 비일관성 등)
② 불공정 게임
③ 기업보조금의 문제
④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업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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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진입장벽
⑥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문제
⑦ 기타 (

)

Q5-1-1. 1순위 및 논거 :
⇒
Q5-1-2. 2순위 및 논거 :
⇒
Q5-1-3. 3순위 및 논거 :
⇒
Q5-1-4. 4순위 및 논거 :
⇒
Q5-1-5. 5순위 및 논거 :
⇒
Q5-1-6. 6순위 및 논거 :
⇒
Q5-1-7. 7순위 및 논거 :
⇒
Q6. 다음은 중국의 정부-기업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환경
요인입니다. 각각의 요인이 미칠 영향 수준을 1(매우 높음), 2(높음), 3(보통),
4(낮음), 5(매우 낮음)로 평가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정부-기업 관계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전망과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관계 유형

정부와
국유기업

정부와
민영 기업

정부와
외자 기업

현황 및
전망

한국의
대응방안

내순환경제전략

⇒

⇒

일대일로전략

⇒

⇒

미중패권전쟁

⇒

⇒

COVID-19

⇒

⇒

ICT의 파괴적 기술혁명: ICBMA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AI), digital transformation 등

⇒

⇒

영향 요인

영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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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서면심층인터뷰 결과
부록 표 1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의 중국 현실 부합 정도(세부 의견) 정리

구분

주요 의견
(Kso) 국유기업은 여전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의사결정
(Ksh) 수족관계를 통한 중국 政企관계 개념화 가능. 단, 기업이 갖는 상대적 자율 공간의 가능성을 완전
히 차단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Kyj) 정부와 국영기업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수족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 경영 측면에서 다소 강한 표현임
(Rsh) 국유기업 중국 정부 모두 중국 공산당 방침에 따라 인사가 결정되고 국유기업이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기업전략을 운영함
(Nsy) 정부관료가 국유기업 경영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국유기업의 이득과 손실이 정부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밀접한 관계임
(Mks) 대형 국유기업의 경우, 정부 통제가 확실함. 중국이 개인 소유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면서도 “중
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말하는 근거로, 500대 핵심 국유기업의 관할을 이야기함. 그러나 국유기업도
일정한 자율성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 국유기업의 경우까지 수족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과한 표현임.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국유기업의 경우,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부의 수족이라는 규정이 의미가 있음
(Sbk) 최근 국유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매우 높아짐
(Ayh) 국유기업은 정부에 대한 펀딩 역할을 함

江远山·
郝宇青
(2018)

정부
와
국유
기업
간의
수족
관계

(Ygy) 국가경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당과 국가(정부)의 결정에 수족처럼 움직이는 행태를 잘 표현하고 있음
(Ygw) 국유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 정책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공식적·비공식적 방식으로 당 조직과 정부 조직을 통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수족관계
라고 할 수는 없음
(Yjs) 중국 정부와 국유기업 관계는 미중갈등 격화, COVID-19 위기, 신창타이 상황에서 더욱 긴밀하고
도구적 성격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최근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지연과 더불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유기업의 활용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추세임. 또한, 국유기업 입장에서도,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국유
기업 관련 논란 속에, 정부의 지원과 긴밀한 협조가 중시된다는 점에서, 이런 관계는 지속 강화될 것임
(Lmh) 국유기업에 대한 전반적 인사권이 중국 공산당의 차상급 기관에 있으므로 국유기업은 정부로부
터 자유롭긴 어려움. 당이 결정하면 정부와 기업은 따라야 함. 저우융캉 구속 시 수많은 석유회사(석유방)
간부들이 함께 구속되는 것도 좋은 사례임
(Lck)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설명하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는 산업정책임. 중국의 산업정책에서 중앙
국유기업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국가기간산업(군사공업, 전력ㆍ송배전망, 석유화학, 전기통신,
석탄, 항공, 해운산업 등) 및 지주산업 분야에서 중앙 국유기업이 절대적인 장악력이나 지배력을 갖는
것이 중국 산업정책의 목표임을 감안
(Rc) 정부와 국유기업의 관계는 소유주와 전문 경영인과의 관계와 유사함. 그리고 공산당의 방침에 따라
상명 하복식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적절한 판단임
(Lht) 다만, 수족관계로 보기에는 초대형 국유기업 長의 영향력이 정부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큰 경우
도 있으며, 지방공기업과 중앙공기업 간의 차이도 있음
(Lhg) 시진핑 시대에 들어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Jhw) 국유기업이 많기는 하나 국영기업이 많기만 한 것은 아니며,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대부분 지방정
부로 경우에 따라 국유기업 경영자가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더 중요하게는 중국에서는
지방정부 간 경쟁도 기업 간 경쟁 못지않게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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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계속

구분

주요 의견
(Jms) 국유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상당히 진행되어 미시적인 운영은 일반적인 주식회사, 이사회 제도
정착(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유자산투자회사, 국유자산관리회사). 단,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있어 강
한 정책지지 성향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임

정부
와
국유
기업
간의
수족
관계

(Cc) 민영기업에 비해서 국유기업은 조직인사부터 적용하는 정책까지 지방정부에서부터 많은 우대와
혜택을 받음. 국유기업은 ‘半’ 정부의 성격이 띠고 있고, 지방정부와 상호 의존하는 ‘공생’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부합함. 하지만 이런 관계를 ‘수족’(형제)으로 비유하는 것은 다소 동의할 수 없음. 본질적
으로 국유기업은 기업이고 지방정부는 정부임. 굳이 비유를 하면, 정부(중앙+지방)에 있어서 국유기업
은 오냐오냐하는 자식과 더 가깝다고 봄(잘하든 잘못하든 정부는 잘 커버해 주고 뒷수습 함)
(Cps) 시진핑 집권기 들어서 국유기업의 유형을 새로 규정함. 수족처럼 움직이는 기업과 자유롭게 작동
할 상업형 기업이 국유기업 범주에 공존
(Hns) 지방의 국유기업은 지방정부의 권력이 비교적 강하게 투사되지만, 중앙정부의 국유기업은 때때
로 사정기관의 감시가 필요할 정도로 그 경제적 규모나 권한도 매우 강하기에 무조건 정부의 지시만을
따르는 것으로 보기 힘든 부분도 있음
(Kcd) 정부와 국유기업 간의 관계는 부자관계로 볼 수 있음. 국유기업의 의사결정은 정부가 맡음
(Cws) 중국의 국유기업은 중국의 일당체제에서 분리된 적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국유기업의 경영자들
이 ‘이윤추구’라는 목적을 추구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수단이라고 봄(이정구·전용
복, 2010: 398)
(Kso) 민영기업은 정부의 지원, 내수시장 확보, 규제 등의 이유로 정부 의사에 따르는 경향이 강함
(Ksh) 직간접적 후견인-추종자 관계를 통한 민영기업 지원·육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부자관계로 政企
관계 개념화 가능

江远山·
郝宇青
(2018)

(Kyj) 민영기업의 공공성의 정도와 지역에 따라 정부와의 관계가 다를 수 있음. 더욱이 퇴직관료가 민영
기업의 임원이 되는 경우를 반영하는 비교적 적절한 관계임
(Rsh) 민영기업의 탄생에 중국 정부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부자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과장된 것
(Nsy) 정부의 암묵적 인정 또는 공개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탄생, 성장 가능
정부
와
민영
기업
간의
부자
관계

(Mks) 개념 규정의 한계를 보는 것 같음.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을 하나의 통일된 관계로 규정하
려고 하다 보니, 무리수를 둠.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초대형 민영기업은 부자관계로 설명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음. 오히려 민영기업은 여러 불리한 조건에서 정부의 비위를 맞춰가
며 성장해 옴
(Sbk)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 관계가 매우 약해짐
(Ayh) 중국의 역사를 봐도, 현재를 봐도 민영기업은 중국에서 자신의 역할만큼 대우를 받지 못함. 민영기
업에 대한 국무원급의 정책이 “비공공경제36조”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지방 관료들은 민영기업
을 필요할 때 압박하여 돈을 빼내는 수단으로 간주
(Ygy) 종속적인 의미가 아닌 일종의 보살핌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족관계의 다음 모델로
적실성
(Ygw) 체제의 특성상 완전히 자율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고, 정부의 정책, 당 조직과 노조(工会) 등을
통해 정부의 영향을 받거나 정부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실
(Yjs) 국유기업과의 관계에 비해 다소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처럼 보임. 특히, 민영기업의 출신(향진/집
체 여부), 규모와 영업이익(대중소), 부문/분야, 지역에 따라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중국 정부는 특히
동남연해 지역에서는 ‘小정부 大사회’, 정기분리의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서의 성장과 성공
을 바라고 뒷받침하지만, 그 자체로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님. ‘부자관계’의 사회적 토대로
‘지연성’은 핵심적 부분이지만, 친족/가족과 같은 사후 책임성/책무성의 측면에서는 언제든 정부가 발
을 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함. 따라서 여러 고려를 통해 보다 유형화가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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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계속

구분

주요 의견
(Lmh) 정부와 국유기업은 부자 관계보다는 주종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함. 민영기업중 당이나 정부
의 뜻에 어긋나면 바로 파산조치 당함. 알리바마의 마윈이 아직 한창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선언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며, 안방보험을 비롯 수많은 민영기업들이 시진핑 정부 이후 정치적 투쟁 과정에서
희생당함
(Lck) 실제로 시기, 업종, 지역 등에 따라서 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유형화하기가 쉽지
않음. 두 자리 수의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로 국한한다면, 대체로 타당한 유형화라고 볼 수 있음. 반면,
향후 국진민퇴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시장보다는 정부의 지배력이 확대될 가능
(Rc) 정부와 민영기업의 관계는 일부 소수 민영기업의 경우, 정부와 밀착 관계가 있지만 대부분 민영기업
은 독립적일 것임
(Lht) 다만, 시진핑 정부 2기로 오면서, ⅰ) 공산당 조직에 의한 민영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체제가 강화되
고, ⅱ) 국진민퇴, 혼합소유제 등으로 민영기업의 준국유기업화가 진행 예측
(Lhg) 중국 정부와 민영기업의 관계는 부자관계라기보다는 상사와 하위 직원의 관계에 더 맞는다고
봄. 하위 직원은 상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제도적 한계 내에서 최선이지만 상사의 말을 거스르고 행동할
가능성 존재

江远山·
郝宇青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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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민영
기업
간의
부자
관계

(Jhw) 정확히는 4항과 5항 중간 정도로 판단함. 업종에 따라 민영기업이 정부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고,
국유 혹은 집체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 전환된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민영기업 독자적으로(일부
정부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성장해 나온 경우임
(Jms) 민영기업은 규모 업종 등이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정부와의 관계도 달라짐. 즉, 대형 기업일수
록 전략산업일수록 정부와의 관계가 시장과 동등하게 중요하나 소형 기업, 노동집약적 산업 등의 경우
시장이 더 중요
(Cc) 위와 같은 맥락. ⅰ) 정부(중앙+지방)와 민영기업 사이에 ‘위아래의 권위관계’가 있다는 관점은
동의하고 현실과 부합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이런 관계를 ‘부자’로 비유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음. ‘혈연’
으로 잇고 끊어지지 않는 친밀한 ‘부자’관계와 유사할 수 없다고 봄. ⅱ) 국유기업을 고려하면 민영기업에
있어 정부는 기껏해야 ‘양부모’ 관계임. ⅲ) 연구자가 말하는 ‘민영기업’은 ‘집체기업(集體企業) 향진기업
(鄕鎭企業)’에서 발전해 온, 처음부터 정부와 깊이 연관된 ‘지연성(地緣性)’ 강한 기업들임. 일반 자영업,
사기업들을 포함하지 않는 것 같음. 민영기업 범위를 어디까지 잡는지에 따라 관계이해도 다를 수 있음
(Cps) 중국에서도 민영기업은 자유로운 상업 동기에 의해 작동된다고 봄. 중국 민영기업이 정부에 협조
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국의 특성은 아님. 어느 나라건 기업들은 대체로 정부에 협조함. 단, 알리바바와
같이 영향력이 매우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영간섭 시도가 있음
(Hns) 민영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거대 민영기업이 자리 잡은 지역의 경우, 지방정부가 해당 민영기업에
게 여러 우대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것을 단순히 부자관계라고 보기는 힘듦
(Kcd) 정부와 민영기업 간의 관계는 선생과 제자 관계라 할 수 있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민영기업
은 그에 따라 움직임
(Cws) 최근 들어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정부문건을 보면 공산당
은 민영기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中共中央办公厅印发 「关于加强新时代民
营经济统战工作的意见」)

정부
와
외자
기업
간의
친구
관계

(Kso) 최근 미중갈등 등 환경변화와 자사 이익, 원칙 등으로 인해 정부에 강한 정책지지를 표명하는
현상은 감소하는 추세
(Ksh) 수평적 호혜적 관계를 연상시키는 친구관계를 통해 당국가체제에서 정부-외자기업 관계를 개념
화하는 것은 부적절함
(Kyj) 외자기업의 경우, 규정과 법률이 지배하므로 친구관계로 보기에는 어려움
(Rsh) 외자기업의 기업 전략과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투자가 이뤄지고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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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계속

구분

주요 의견
(Nsy) 2010년대 이전까지 중국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와 강력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상호 우호적인 관계
를 유지해왔으나, 최근에는 선별적인 외자유치정책, 국내기업 육성우선주의 등이 늘어나면서 ‘친구관
계’라고 정의하기에는 다소 무리
(Mks) 2006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만 유용한 개념규정임. 외자기업의 효과
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결론이 나왔고, 외자기업도 내국인대우를 한다는
원칙으로 전환한 순간부터 정부-외자기업의 친구관계는 소실됨. 예외적으로 중국이 선정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만 특혜조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친구관계를 적용할 수 있음
(Ayh)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외자기업은 부족한 중국의 자본과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유치해야 할 대상
임. 현재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국 국내기업들의 기술 향상으로 과거의 “초국민대우”에서 이제는
“국민대우”로 전환되고 있음. 즉, 외상투자기업과 중국 본토기업의 세제, 비용 등에서 일치성을 유지하
고 있음. 과거 차별적 대우 받았던 부분들도 현재는 “국민대우” 원칙으로 많은 차별적 정책 제한이 없어
지고 있음. WTO 가입 당시 승낙했던 원칙을 실현하는 중이며, 최근 미중무역협상에 따른 개선조치로
보임. 올해 초부터 외상투자법이 새로 실행이 되면서 외국기업과 개인에 대해 중국진입 이전의 국민대우
정책을 확대해 가고 있음
(Ygy) 내용적으로 여전히 당과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친구관계로 정부와 기업 관계를 보기는 어려
울 것임

江远山·
郝宇青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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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w)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에 세제, 관리감독, 노동기준 방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자국기
업보다 더 우대함.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진민퇴’ 구도가 나타나면서 중국공산당이 직간접적
으로 시장 및 기업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함에 따라 외자기업과 중국 정부와 관계가 예전만 못한 현상이
종종 발견됨
(Yjs)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방)정부 입장에서 외자기업은 멀리서 온 친구로 종종 표현. 또한, 지방발전
주의 맥락에서 외자기업은 핵심적 역할이자, 이해당사자로서 지방정부의 주요한 파트너로 기능함. 하지
만 외자기업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보다 박한 편임. 미국 상공회의소 및 한국 KOTRA 등에서
의 조사, 한국계 기업의 현지화 곤란과 중국 외 이전 등의 사례는 “좋을 때는 연인이지만, 헤어질 땐 친구
보다 못한” 관계로 평가도 가능
(Lmh) 중국공산당 또는 정부와 이해관계를 함께 할 때에는 친구일 수도 있겠으나 이해관계나 정치,
외교적 충돌 시 바로 등을 돌리는 것이 중국공산당임. 과거 한국 사드배치 시 롯데에 대한 보복 조치나,
달라이 라마의 프랑스 방문 시 카루프에 대한 보복 등 수많은 사례가 존재
(Lck)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천과정을 감안하면 둘의 관계를 정형화하기가 쉽지
않음. 중국의 외자기업 유치가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기술함량, 환경오염 여부
등에 따라 상당히 바뀌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
(Rc) 외자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강한
정책적 지원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Lht) 외자기업의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정부의 대우가 달라짐. 시안 삼성공장처럼 중앙정부가 필요한
기업이냐 아니냐는 문제임
(Lhg) 친구관계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함. 상호 이익이 되지 못하면 돌아설 수 있는 사업 파트너 관계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듯함
(Jhw) 정부가 외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경우도 많으나, 경우에 따라 정부가 외자기업을 외면
(억압, 견제)하는 경우, 정부 육성 방향과 다른 경우(오염기업, 저기술 기업 등)
(Jms) 외자기업의 경우, 진입 단계에서는 정부와의 친구관계 성격이 강하나(기업 측은 기술이전 및 고용
창출, 정부 측은 각종 우대조치) 영업 단계에서는 시장의 역할이 결정적임. 가령, 노동집약적 조립제조업
은 2010년 이후, 중국에서 대거 철수함. 즉, 사업의 단계에 따라 관계에도 차이가 발생
(Cc) 서로 필요한 부분 교환하고, 이익 관계가 아주 분명한 관계임

부 록 ❙ 745

부록 표 1

계속

구분

江远山·
郝宇青
(2018)

주요 의견

정부
와
외자
기업
간의
친구
관계

(Cps) 북경현대와 같이 처음부터 정부와의 밀접한 연계를 전제로 진입한 외자기업들은 친구관계 할
수 있음. 그렇지 않은 소규모 외자기업들도 그러할까? 2010년 즈음에 산동성에서 한국계 중소기업들이
야반도주를 했음을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않음
(Hns) 외자기업도 위의 민영기업에 대해 서술한 것처럼 지방정부의 경우, 큰 고용을 창출하거나 기술이
전이 이뤄지는 중요한 대규모 외자기업에 우대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때로 중요한 정치외교적
이유로 외자기업이라 하더라도 당이나 정부의 간섭, 불합리한 조치 등이 취해지는 경우가 많음(Google
등의 IT 기업에 대한 중국 정책수용 강요, 사드 사태 당시 롯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 등이 사례)
(Kcd) 정부가 외자기업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고 외자기업은 중국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 사이인 친구관계로 볼 수 있음
(Cws) 외자기업의 경우, 중국의 민영, 국유기업보다는 자유롭다고 생각되지만 중국의 시장질서(혹은
소비자 행위)가 정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친구라는 동등한 관계보다는 상하관계라고 생각됨
(Kso)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기업의 경영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Ksh) 아오키마사히로의 중국 정기관계 개념은 당국가체제의 원리와 특성에 대한 파악에 기초한 적절한
접근임. 특히, 권위관계형 → 관계의존형 → 규칙의존형은 다양한 범주(시기, 지역, 기업 형태)에서 중국
정부-기업 관계를 다층적으로 개념화하는데 매우 적절한 접근법임
(Kyj) 중국이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정부와의 관계가 권위적이라는
관계는 어울리지 않음
(Rsh) 중국 정부가 시장의 진입과 경제 활동에 많은 영향력을 가짐
(Nsy) 기업의 유형과 무관하게 여전히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임
(Mks) 계획경제 시기의 구분법으로, 현재는 이런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음

青木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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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Ayh)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이렇게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이런 형식의 인터뷰 질문은
적절성이 결여함. 일단 중국 정부는 권위형 정부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정부 별로 자기들이 관심
갖는 영역에서 유연성을 보이기도 함. 이럴 경우, 관계의존형이 적합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법치형이라 단정하긴 어려움. 시진핑의 정부가 반부패정책을 펼치면서 중국 관료들이 규칙과
법에 의존하여 하는 부분들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공산당에 대한 감독 기제가 없는 한, 혹은 공산당이
법치 위에 군림하는 당으로 존재하는 이상(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하지만 중국공산
당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지도 당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법치 위에 군림하는 당임), 이런
체제하에서 법치주의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단지 중국공산당이 알아서 투명하고 법을 잘 준수하고
잘 지켜지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음. 왜냐하면 인민의 감독 기제가 없기 때문임. 사법과 입법체제도 중국
공산당과 분리가 되지 않고, 3권분립이 아니기에 중국공산당이 알아서 입법을 잘 하고, 알아서 사법을
잘하고, 알아서 부패하지 않고, 투명하고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놓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런
정치체제가 개혁되지 않는 한 사실상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혹은 세계경제대국으로 가기에는 한계
가 있음. 적어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 세계에서 독재정치의 상징으로 밖에 안
될 것임. 비록, 중국공산당 정부가 반부패를 하고 자기수정을 하고 노력을 할지라도 체제상 결여, 혹은
제도상 결여는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음. 모든 것이 공산당 우선이고, 정부 우선으로 의사결정이 될 수밖
에 없는 정치구조임. 중국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국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늘 관료자
본이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게임임
(Ygy) 주로 국유기업이나 성 기업, 시 기업, 현 기업 등에서 나타나는 관계로 정부에서 인사권으로 통제함
(Ygw) 2015년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외국 주주나 국제증시의 규칙을 고려한 항명과 사후 반발
파동은 중국 정부와 기업 간 역학관계에 미묘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상징적 사건임. 국유기업은 그러한
변화가 약하나, 민영기업의 경우는 일방적 상하 관계였던 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음. 물론 최근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레전드 창업자들이 사퇴한 사례 등을 보면 정부의 힘이 막강한 것은 사실임. 따라서
권위형과 자율형이 복합 또는 혼재된 형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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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계속

구분

주요 의견
(Yjs) 전체적으로 중국에 맞을 지는 논란. 다만, 정부와 기업 간 관계가 권위에 기반을 둔다는 점은 국유기
업 일반, 민영기업 일부, 핵심 육성 분야에선 적합할 것으로 기대. 하지만, 지방정부와 지방 기업 간의
사회적 배태성 문제는 다른 설명 필요
(Lmh) 중국에서 기업은 자율권과 발언권이 없는 소위 말하는 계획경제 시절 공장의 지위에서 나아진
바가 별로 없음
(Lck) 개혁개방 이전에는 국유기업만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이처
럼 정형화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음
(Rc) 중국 정부의 재량권과 임의성이 많지만 이것을 권위 관계로 보기는 어려움. 국유기업이나 민영
대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복종하게 하는 것은 어렵고 당근과 채찍을 같이 구사하기 때문에 일방적 관계를
의미하는 권위 관계형이라는 분류는 일반화되기 어려움

정부
와
기업
간의
권위
관계
형
青木昌
彦等
(1999)

(Lht) 통신, 에너지, 교통 등 주요 산업의 대기업과 거대 은행 등을 정부가 여전히 소유하면서 그 규모는
커지고 있고, 여전히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와 산업의 방향을 지휘통제함. 또한, 최근 안방보험의 해체,
알리바바 마윈의 은퇴 등 정부가 여전히, 오히려 최근 더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옴
(Lhg) 지령의존형은 지령형 정부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아래 유형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라 봄
(Jhw) 집권형임은 분명하나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또 경우에 따라 집권형이 아닌 기업
사례도 있음
(Jms) 공산당 일당체제 및 국유기업 시스템 존재
(Cc) 비교제도 분석에서 언급한 정부-기업 관계 유형은 다른 국가 간 혹은 같은 국가의 서로 다른 정치
발전 단계의 정부-기업 관계의 비교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고, (특히 미일 비교) 중국기업의 성격(국유
/민영)체제(중앙-지방정부 관계) 등 사회 현실을 간과하는 부분이 있으나, 오늘날 중국사회 현실에 비출
때 다소 거리가 있음. 그런데, “권위관계형”은 특정한 시기에(경제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개도국) 경제성
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중국 개혁개방 이후 경제의 고속성장 궤적에 부합함
(Cps) “아오키의 이 이론들 중 중국에 부합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응답한다면,
84년 전의 중국에서는 당연히 권위관계형이라고 부를만한 정부-기업 관계였을 것임. 오늘날에도 상장
조차 하지 않은 어떤 국유기업들에게는 해당하는 관계임. 그러나 이것으로 오늘날 중국기업 전반을 규정
하기는 어려움
(Hns) 일부 국유기업 및 지방 집체기업들의 경우, 권위관계형이라 봄
(Kcd) 과거 중국 정부와 기업 간은 권위관계형이 타당했지만 지금은 많이 완화됨
(Cws) 정부와 기업이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있지만, 중국과 같이 일당체제의 고도 집권형 정부의 경우,
정부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기업은 그 권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임
(Kso) 정부의 정책집행을 위해 기업은 필수적인 수단(중국의 AI 플랫폼)

정부
와
기업
간의
관계
의존
형

(Ksh) 아오키마사히로의 중국 정기관계 개념은 중국 당국가체제의 원리와 특성에 대한 파악에 기초한
적절한 접근임. 특히, 권위관계형 → 관계의존형 → 규칙의존형은 다양한 스팩트럼(시기, 지역, 기업
형태) 범주의 중국 정부-기업 관계를 다층적으로 개념화하는데 매우 적절한 접근법임
(Kyj) 민영기업의 경우, 정부와의 상호 보완적·의존적인 관계의 구축이 공공성과 수익성의 측면에서 적절
(Rsh) 일부 중국 정부 단위, 예를 들면, 지방정부 단위는 기업의 지역 투자와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의존
(Nsy) 정부는 정책을 통해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은 정책참여(예. 마화텅의 ‘인터넷플러스’
제안)를 통해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극히 드물게 발생
(Mks) 20세기에 분석한 이 분류법은 WTO 가입 약속과 2006년 이후 정부-기업 관계 변화, 그리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대응 방식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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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계속

구분

주요 의견
(Ayh) 정부와 기업 간의 권위관계형 설명과 동일
(Ygy) 주로 사영기업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대형 기업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정부 기업 관계
(Ygw)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고 개입의 정도가 큰 중국 경제의 특성상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및
목표, 거시적인 경제정책, 시장 운용 상황 등에 영향이 큼
(Yjs) 정책관리형이라고 하기에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일관성, 책무성, 책임성은 모호하고 논란
적임. 일본 발전국가 시기처럼 정책 시그널을 보내고 이에 반응하는 기업들을 육성한다는 점에서는 핵심
육성 분야에서 적합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른 부분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
(Lmh) 당이 지배하는 중국의 특성상 당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은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 기업이 정부에
협의하는 존재는 아님

정부
와
기업
간의
관계
의존
형

(Lck) 개혁개방 시기에, 특히 해외수출 업무를 하는 민영기업의 목표는 고용창출, 국가재정 수입 확대,
외화 획득 등의 정부정책에 정확하게 부합함. 따라서 권위적인 관계가 요구될 필요가 없었음
(Rc)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낙후한 지역의 경우 ‘정책 관리형’의 개념
이 성립함. 그러나 전국적으로의 외연은 제한적이야 할 것임
(Lht) 정책관리형 정부로 보기 어려움
(Lhg) 정책관리형 정부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적실해보이지만, 이 역시 지방정부와 밀착된 민영기업
의 사례도 적지 않음
(Jhw) 정부의 기업 통제수단이 ‘거시 정책’보다는 정책 ‘지침’인 경우가 많음
(Jms) 5개년 계획 및 분야별 장기계획 실행 중

青木昌
彦等
(1999)

(Cc) 일부 지방정부와 기업의 관계(주로 경제발전 지역)에 부합하나, 중국 전반적 현실과 거리가 있음.
오히려 향후 학습하는 유형, 혹은 참고로 하는 유형으로 제기됨
(Cps) 중국에는 아직도 산업정책이 작동하고, 어떤 기업과 업종을 육성할지 정부에 결정하는 면이 큼.
즉, 미시적으로 정책관리가 강하게 작동함
(Hns) 사실상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이 유형이라 볼 수 있으며, 정부의 거시정책의 틀에 따라 많은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음
(Kcd)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의존형이 타당. 정부는 기업의 납세와 고용에, 기업은 정부의 지원에 의존함
(Cws)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시기별로 정책의 목적(일자리 안정 등)에 맞게 기업제도를 조정하고, 중소
기업을 육성하는 등 기업이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기업 간의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생각
(Kso) 정부의 규칙은 곧 기업의 규칙이 됨

정부
와
기업
간의
규칙
의존
형

(Ksh) 아오키마사히로의 중국 정기관계 개념은 중국 당국가체제의 원리와 특성에 대한 파악에 기초한
적절한 접근임. 특히, 권위관계형 → 관게의존형 → 규칙의존형은 다양한 스팩트럼(시기, 지역, 기업
형태) 범주의 중국 정부-기업 관계를 다층적으로 개념화하는데 매우 적절한 접근법임
(Kyj) 외자기업의 경우, 법령과 규정이 지배하므로, 정부와 외자기업의 관계는 규칙의존형이라고 볼
수 있음
(Rsh) 중국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공산당의 장악력이 강하고 법치보다 정치적인 제어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침
(Nsy) 특히, 시진핑 정부 출범 이래 ‘법치’를 강조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그 이전 시기보다
법치화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Mks) 정부가 외자기업을 관리하는 방식은 관계 법률에 의거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구체적인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류법은 여전히 적실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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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계속

구분

주요 의견
(Ayh) 정부와 기업 간의 권위관계형 설명과 동일
(Ygy) 형식적 측면의 제도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의 법 기반
관계
(Ygw) 시장기제가 발달하면서 기업의 행위는 규칙에 더 의존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규칙에서
벗어난 편중된 자원배분, 정부의 시장개입 사례, 외국인투자 차별 등의 현상이 나타남. 강성 권위주의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제 운용에 있어서 불합리적, 초법적 관행과 그로 인해 부정부패가 크게 개선되
지 않고 있음
(Yjs) 중국 정부는 항상 공정한 시장경쟁과 법치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그 규칙에 의존하는 경우는 서로
간의 갈등 상황이나 기업의 해소 등 일부 상황에 국한될 것임
(Lmh) 중국에도 분명 기업법은 존재하지만 당 앞에서 법은 유명무실함. 법을 심판하는 법원의 명령조차
지방정부가 이행을 안 하고 있음. 예를 들면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이 소송을 해서 이겨 한국 기업이 통장
압류를 해도 비공식적으로 예금을 다 인출하는 곳이 중국임

青木昌
彦等
(1999)

정부
와
기업
간의
규칙
의존
형

(Lck) 중국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서구의 분석적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은 오류를 유발할 수 있음
(Rc) 일상적으로 상호 작용이 없는 상태를 “법치형”으로 해석할 경우 적절한 표현으로 볼 수 있음
(Lht) 법치형 정부로 보기 어려움
(Lhg) 중국의 현실에서 법치형 정부라는 개념보다 법제관리형 정부가 타당
(Jhw) 규칙에 의한 ‘관계 유지’ 경우가 있기는 하나 ‘정책’이나 ‘조치’에 의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임
(Jms) 역대 정부가 법치확립을 강조하고 있으나, 다양한 네트워크의 작용이 아직까지 중요한 상황이라
고봄
(Cc) 중국의 정치체제 배경 하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정부-기업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임(규칙의
존형은 주로 선진국 해당)
(Cps) 중국도 거시관리 정책이나 금융 메커니즘을 통한 제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이것이 중국의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함. 융자, 채권발행, 상장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정책을 가지고 기업관리를 함. 즉,
거시적으로 규칙이 작동함
(Hns)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법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직간접적 입김이 세다고 볼 수 있음
(Kcd) 형식적으로는 규칙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움직이지만 규칙 외에 여러 전통, 관념 등에도 영향을
받음
(Cws) 법치에 의한 규칙의존형은 시진핑 정부 이후 강조하고 있는 거버넌스 이지만, 법은 존재뿐만
아니라 그 법을 상황에 따라 적용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단기간에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됨
(Kso) 국유기업에 대해 당원의 이사회 파견 등 직접 관리

傅金鹏·
方敏
(2004)

정부
와
기업
간의
직접
관리
형

(Ksh) 기업관리와 관련한 접근으로 일정정도 적합함. 그러나 국유기업이 갖는 기업경영의 상대적 자율
공간을 감안하지 않은 개념임
(Kyj) 국영기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적으로 계획 및 운영하는 형태이므로 직접관리형이라고 볼 수 있음
(Rsh) 중국의 경제발전이 이뤄지며 기업 부문과 시장경제 부문의 영향력이 커짐
(Nsy)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기업유형 다수 발생
(Mks) 권위관계형과 유사한 개념임
(Ygy) 주로 중앙직속기업이나 대중형 국유기업(성, 시, 현 기업)에서 나타나는 관계 유형
(Ygw) 소유제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장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 간 역학 관계에
변화가 발생함.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약해지고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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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계속

구분

주요 의견
(Yjs) 공공부문을 다루는 중앙국유기업의 경우, 유사한 행태를 보일 수는 있음. 즉, 전력방, 석유방 등의
사례는 政企분리가 아니라 정기결합이자 상호 인적교류, 권력자원화 등의 경향을 보임. 하지만, 과거
계획경제체제 시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음. 즉, 지령에 따른 무조건적인 복종 관계로
설명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
(Lmh) 사실 중국은 정부보다는 당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함. 정부와 기업 모두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함.
시진핑은 당 총서기이고 리커창은 총리이나 총리의 발언권은 없는 편,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
면 정부 이하 모든 기관은 모두 명령에 복종해야함. 심지어 군대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서방 국가의 정부
는 중국의 경우 당에 해당

정부
와
기업
간의
직접
관리
형

(Lck) 국유기업의 우선적인 역할은 안보, 사회안정 등의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임. 다른 한편으
로는 개혁을 통해서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을 축소해야 하는 상충적인 목표도 있음. 상충적인 목표의 조정
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Rc) 중국 정부와 국유기업 간의 관계는 본 유형에 잘 맞음. 물론, 국유기업의 경영진이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 경우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큰 범주에서 직접 관리형이 현실과 잘 부합함
(Lht) 거대한 국유부문에 대해서 유효한 해석임. 국유부문을 지속 통제, 활용하면서 정부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예: 국유은행에 의한 자원배분)
(Lhg) 상대적으로 적실하나 직접지령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임
(Jhw) 중앙소속 국유기업은 물론 상당수 지방 국유기업에 대해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음
(Jms) 현재의 중국을 계획경제체제라고 볼 수는 없음
(Cc) 개혁개방 이전까지(계획경제 시기)

傅金鹏·
方敏
(2004)

(Cps) 과거 계획경제 시절과 달리 오늘날에는 국방·전력 등 일부 업종에만 남아 있음
(Hns) 일부 국유기업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기존 계획경제체제
(Kcd) 정부와 국유기업의 관계에 해당
(Cws) 개혁개방 이전에는 정부가 기업의 가격을 통제하고 생산량을 결정하는 등 직접 관리했지만, 현재
는 시장에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관리형과는 거리가 있음
(Kso) 정부가 직접 기업 활동에 개입
(Ksh) 기업성장의 측면을 강조한 내용이며, 민영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개념임
(Kyj) 민영기업의 경우, 공공성과 함께 수익성을 추가해야하므로 정부는 간접적으로 기업의 경영행위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적절함
정부
와
기업
간의
간접
인도
형

(Rsh) 중국 정부가 거시조절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부합함
(Nsy) 정부의 기업 활동 개입이 여전
(Mks) 이론적으로 정부의 거시정책을 기업에게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 민영기업을 강제할 수단
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 국유기업의 생산량과 투자도 조절하지 못해 지금의
과잉공급이 초래된 것을 봐도 정부가 개별 기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틀린 말임
(Ygy) 간접인도형은 직접인도 필요성이 없어도 되는 주로 민영기업과 일부 외자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계유형
(Ygw)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적 관리보다 간접적 인도가 많아지고
있음
(Yjs) 간접인도형 보다는 중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개입 시도가 너무 빈번함. 더구나 이는 주주자본주의,
주주가치경영 등 영미식 기업체계에 기반한 모형으로 중국이나 동아시아 모델에서는 설명력이 부족.
다만, 최근 글로벌화되고, 해외 IPO가 확대되는 등 중국 기업의 변화를 추적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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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계속

구분

주요 의견
(Lmh) 중국정부가 국유기업 관리에서 있어서 싱가포르의 테마섹 모델을 따른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
고 있으나 기업의 발언권이 전혀 없음
(Lck) 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명령이 혼재되어 있는 중국의 복잡한 시스템을 감안해야 하지만, 시장이
주도하는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Ic) 다수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있어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Lht) 민영부문에 대해서 유효한 해석임. 다만, 중국 정부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임의적으로 다양
한 수단으로 민영부문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 ‘간접인도형’과는 다르다고 판단됨
정부
와
기업
간의
간접
인도
형

(Lhg) 정부와 밀착된 민영기업의 사례도 적지 않은 바, 간접관리형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 같음
(Jhw) 빈도와 정도가 많거나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Jms) 5개년 계획 및 분야별 장기계획을 통해 기업에게 미리 정책 환경의 방향을 제시하여 관련 투자를
유도(주로 대형기업, 전략산업에서 작동)
(Cc) 전반적으로 가장 부합한 편이지만, 그림(모형) 자체가 넘 이상적이고 ‘교과서식’ 해석임. 현실적
문제를 간과함
(Cps) 중국의 기업제도와 거시경제 체제는 잘 갖춰져 있음.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국 기업-정부 관계를
파악하는 관건임
(Hns) 중국의 국유기업이 대부분 이 형태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중국 정부가 내걸고 있는
여러 정책들도 이 방향으로 설정됨
(Kcd) 정부와 민영기업 관계에 해당
(Cws) 첨단기술 산업을 예로 들면, 정부가 핵심 기술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 기업
은 이러한 정부의 의도와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이 발전함. 중국도 거대한 내수
시장을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 보다는 ‘방향성’ 설정에 더 치중할 것임

傅金鹏·
方敏
(2004)

(Kso) 정부가 직접 기업 활동에 개입하며, 중소 규모의 기업들이 시장경쟁에 노출되는 것도 사실이나,
대형 국유기업들은 정부의 관리와 거시정책의 영향을 받음(기업 소유권, 기업 규모에 따른 구분이 필요)
(Ksh) 제한된 사례에 기초한 개념화임. 적절하지 않음. 중국 기업경영 환경에서 당국가체제가 갖는 우위
성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움
(Kyj) 외자기업의 경우라도 규정과 법률이 중요하므로 협조호소형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음
정부
와
기업
간의
협조
호소
형

(Rsh) 중국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 권력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
(Nsy) 정부는 5개년발전계획, 산업정책 등을 통해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이 이에 부응
(Mks) 정부의 정책을, 특히 거대기업에 설명하는 체계는 존재함(당조직 등). 하지만 기업의 구체적 목표
는 정부 정책과 별개이기 때문에 이 설명은 절반만 맞다고 봄
(Ygy) 사회적 영향력 차원에서 주로 외자기업의 정부 기업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고. 국유 < 민영 < 외자로
갈수록 심화
(Ygw) 시진핑 2기 이후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의 폭이 확대된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부 대
기업의 역학 관계는 일방적 상명하달식 또는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관리 관행의 폭이 축소되고 간접적으
로 인도하거나 협조를 호소하는 형태로 전환됨
(Yjs) 정부-기업-시장의 3자관계로 설명을 하지만, 일단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음. ‘协作互助型’을 ‘협
조호소형’이라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글로벌 경쟁 하에서 이 관계모형이 중국 政企관계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정부와 기업 간 상이한 배태성은 일반화되기 어려운 측면(江远山·郝宇青, 2018)

부 록 ❙ 751

부록 표 1

계속

구분

주요 의견
(Lmh) 일부 민영기업의 경우,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강압적임. 2016년 사드 사태 시
한국 관광을 금지할 때 중국정부는 몇몇 관광업체 한국 담당 임원을 불러서 한국 관광안내 사이트를
내리라고 종용하고 이들 민영기업 임원들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바로 사이트를 내림. 협조가 아니
라 일방적인 명령체제임
(Lck) 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명령이 혼재되어 있는 중국의 복잡한 시스템을 감안해야 하지만, 시장이
주도하는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傅金鹏·
方敏
(2004)

정부
와
기업
간의
협조
호소
형

(Rc) 일부 전략산업 등을 정부가 유치하거나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정부는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까
지 기업과 접촉, 상의, 협상, 지원을 수행함. 그리고 정부쪽의 지원책이 없거나 매우 적을 경우에도 기업
이 상당한 부담을 안아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바 이러한 범주 또는 경향을 잘 대변
(Lht) 협조호소형으로 보기 어려움
(Lhg)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동등한 관계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을 자
신의 정책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협조유도형이라고 해야 할 것임
(Jhw) 일부(소수) 경우 있음
(Jms) 중소제조업, 소비형 서비스업, 노동집약 산업 등에서는 정부의 유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규제 체제를 통해 기업을 통제
(Cc) 아직은 이상적인 청사진만 펼치고, 혹은 기대 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천 차원에서 거리가 있음
(Cps) 협조호소형은 간접인도형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판단
(Hns) 부분의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은 현재 이 형태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후진타오 시기에
비해 시진핑 시기에는 좀 더 당과 정부의 힘이 강해지고 기업에 대한 여러 간섭이 심해졌다고 판단 가능
(Kcd) 정부와 외자기업 관계에 해당
(Cws) 협조를 호소하기보다는 기업이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갖췄는지가 중국 시장에서의 주요 성공요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국과는 다소 거리가 멈
(Kso) 정부와 기업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호이용 및 공생
(Ksh) 거시적 차원에서 이익구조의 도구적 합리성과 이익에 기초한 중국 정기관계를 개념화하는데 유용함
(Kyj) 민영기업과 정부는 공공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상호의존적이며, 보완성을 지닐 수 있으므로 비교적
적절한 관계라고 판단
(Rsh) 이원적으로만 분석하기에는 중국 민영기업의 종류와 범위가 다양하고 지역적 특색도 큼

张田·
孙涛
(2015)

이원
상호
작용
설

(Mks) 거대 국유기업은 상호작용설 적용이 가능함. 특히, 외국에 진출할 때 국가 목표에 따라 기업이
움직이는 사례 다수. 이런 대상이 되는 거대 국유기업 때문에 정부-기업 관계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정
해 버리면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민영기업을 설명할 수 없음
(Ygy) 중국내 기업 환경의 거시적 차원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체계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국유기업
이 여기에 해당
(Ygw) 정부와 기업이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 대립과 공생의 현상이 나타난지 오래됨
(Yjs) 핵심은 권력과 기업 간의 (비)대칭적 힘의 변화 여부에 있음. 특히, 민영기업의 경우, 독자적인 사회
적 역량을 구축하거나, 새로운 경쟁자로서 등장이 가능한가가 핵심 질문. 2010년대 초중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IT 민영기업의 발전과 이에 대한 정부와의 공생/갈등설은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를
제기함. 다만, 대형 민영기업을 제외한다면, 권력과 기업 간의 이원적 구분이 기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는 의문. 그런 점에서 공생의 측면이 강조된다면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음
(Lmh) 중국에서 민영기업의 위상은 그 기업의 업종에 따라 구분 가능. 만약 BAT와 같이 전국구이면
당과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정부의 대리인과 기업 상호간에 이익을 공유하면 장기적 경영이 가능하
나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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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계속

구분

주요 의견
(Rc)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각에서 볼 때, 중국 정부와 기업이 동등 또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는 이론적으로 타당하나 그 영향력이 상당히 정부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원상호작용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짐
(Lht) 규모, 성격, 특성(예: 국민경제에 대한 중요성 수준)이 모두 다른 중국의 민영기업을 이렇게 규정지을
수 있을지 자체가 의문. 기업 케이스에 따라서 세 가지 모두 가능할 것임

이원
상호
작용
설

(Lhg) 세 가지 관점 모두 정부와 민영기업의 관계를 해석하는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질문에는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과 정부의 관계를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모순적임. 내용만
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인지 알 수 없음
(Jhw) 거시 수준에서 이원적 혹은 이익기반형 고려보다는 정부정책 혹은 전략적 고려가 큰 영향을 미치
는 경우가 많음
(Jms) 공산당 체제와 민영기업계 간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이해관계의 상호 조정이
지속 작동
(Cc) 오늘날 이원(정부-기업) 이외에 제3의 힘, 사회감독의 역할이 부상됨
(Hns) 중국의 민영기업들은 당, 정부, 금융, 일반 소비자, 기업의 노동자 등과 관련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들을 맺고 있어, 단순히 이원대립의 모델로 설명하기는 어려움
(Cws) 기업은 이윤과 시장에서의 안정된 사업을 위해서 정부가 필요함. 정부는 기업의 성장으로 세수와
일자리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상호 작용
(Kso) 국유기업, 민영기업 모두 정치행위를 통해 기업이익을 달성
(Ksh) 이익 이외에 합법성과 이념 등 다층적 행위 논리를 통해 중범위 수준에서 정기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함

张田·
孙涛
(2015)

(Kyj) 민영기업의 공공성 측면이 강조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기업정치행위설이 타당함
(Rsh) 기업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우호적인 경영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Mks) 중소 민영기업은 관료회피 전략을 쓰거나, 협회를 통해 접촉하는 방식을 선호함. 왜냐하면, 접촉
비용이 회수비용보다 크기 때문임. 그러나 규모가 큰 기업은 적극적으로 정치행위를 통해 이익을 확보하
려는 행위를 함. 따라서 이 분석은 기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전제를 두고 보다 구체적인
분류를 해야만 의미가 있음

기업
정치
행위
설

(Ygy) 기업가적 정부를 필요로 하는 고도로 자율적인 대형 민영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일종의 정치
적 거래관계
(Ygw) 기업과 기업가의 정부의 관련 부문, 정부의 각 층위 관리, 이익집단 등과 정치행위는 정치권력이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함
(Yjs) 개별기업과 정부부문 간의 관계에서 설명력이 있음. 상호 활용하고 외면상 합법성을 띄면서도,
실제로는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능한 모델. 다만, 이러한 기업의 정치적 행위가 가능한 범주/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리가 필요함. 모든 기업이 때론 가능한 일반화될 수 있는 범주로 볼지, 개별
기업의 역량, 지위, 역할에 따라 차등적으로 작동하는 바로 볼지는 의문
(Lmh) 만약 지방정부에 국한되는 사업, 예를 들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업하는 경우, 지방정부
의 대리인과 이익 공유를 해야 함
(Rc) 중국의 민영기업과 정부 간 상호 지원하는 이익집단을 형성하는 일은 통상적임. 그러나 이를 다수의
기업들과 다수의 정부 간 정치적 행위로 보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 가능 큼
(Lht) 규모, 성격, 특성(예: 국민경제에 대한 중요성 수준)이 모두 다른 중국의 민영기업을 이렇게 규정지을
수 있을지 자체가 의문. 기업 케이스에 따라서 세 가지 모두 가능할 것임
(Jhw) 미국의 경우, 기업정치행위설이 많이 타당하지만, 파워의 방향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미국과 반대
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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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계속

구분

주요 의견
(Jms) 민영 대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다양한 정책의지 및 그와 연결된 지원정책을 사업 활동에 적극
고려함. 단, 중국 정부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수준이라고는 보기 어려움

기업
정치
행위
설

(Cc) 중국 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음. 그런데, 이것은 역시 역동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음. 즉,
정부-기업 사이에 다양한 상호작용(공개, 반공개, 은폐)이 존재하지만 시기별 그 구조(각 유형이 자치하
는 정도/비례)가 변하고 있음. 중국도 법제도의 개혁과 개선, 기업경영 환경개선, 대중과 여론의 영향력
이 커지면서 정부-기업 관계도 성장·변화하고 있음. 시진핑 집권 이후, 특히 지난 2~3년간에 민영경제,
민영기업에 둘러싼 많은 사회적 이슈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감지됨. 예를 들어, 반부패, 2018년 전후
기업가 ‘신방(上访/고발)’ 사건, 민영경제퇴장론(私营经济离场论) 등
(Hns) 현재 중국의 민영기업과 관련해서 비교적 적합한 모델임
(Cws) 중국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겠지만, 그 행위는 정부의 기조 안에서
행해지며, 제한적임
(Ksh) 정체성과 감정 등 측정하기 어려운 척도를 운용한 미시적 접근이 실제 연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Kyj) 민영기업은 수익성과 함께 공공성을 지닐 수 있으므로 개체관계설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음
(Rsh) 중국 정치와 개인관계가 시장경제의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자원 획득이나 지배구조에
도 영향을 미침
(Mks) 중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 소유(운영)자의 인적 자산 크기와 네트워크 및 산업
특성에 따라 정부와 접촉 정도가 크게 달라짐. 따라서 이 설명은 상당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봄
(Ygy) 개인 관계망에 의존하는 정부와 기업 관계라고 할 수 있음. 주로 외자기업이나 소규모 민영기업
유형에 나타남

张田·
孙涛
(2015)

(Ygw) 시진핑 정부의 법치주의 중시 풍조에 따라 개인을 위주로 하는 관계망이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중국의 정치체제 및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여전히 강함

개체
관계
설

(Yjs) 가장 미시적으로 개인의 기회와 관계,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설명으로, 최근 더욱 주목할 필요.
특히, IT 등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의 인력 유동성이 높아지고 개인들 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가 활발해지
는 추세를 볼 때, 기업 종사자들 간, 기업-정부부문 종사자들 간, 사회조직을 통한 등 여러 측면에서의
사례연구 필요
(Lmh) 개체관계설에 적용을 받은 경우라면 기업 규모가 소규모로서 한국의 중소기업에 해당됨. 정부보다는
하급관리들과 관계, 특히 이익공유 관계가 중요함
(Rc) 실제 상황에서의 정부–민영 기업 간의 관계는 거시적인 이원상호작용의 반대편에 서 있는 미시적·
개인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이를 객체 관계로 이해하는 게 타당
(Lht) 규모, 성격, 특성(예: 국민경제에 대한 중요성 수준)이 모두 다른 중국의 민영기업을 이렇게 규정지을
수 있을지 자체가 의문. 기업 케이스에 따라서 세 가지 모두 가능할 것임
(Jhw) 중국에서도 기업과 정부(관료) 간 인적교류(교환)가 많은 것이 사실임. 단, 방향은 미국 등의 경우
와 반대인 경우가 많을 것임
(Jms) 주로 중소 민영기업과 하급 지방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작용되어 왔으나, 중앙정부는 반부패
차원에서 이러한 관계 형성을 견제
(Cc) 미시적 차원에서 정치적 유착/연관(political connection)을 논의한 건데, 중국의 사회 현실에 비출 때,
대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파악됨. 이것은 중국 사회적 연결망 특징인 ‘꽌씨(关系)’ 중심의
문화와 결합하면, 흔히 불평등, 은폐, 부패 등과 연계됨. 다만, ‘사회적 사본의 합리적·합법적 활용’ 시각에
서 중국 민영경제 중요성 부상, 기업경영 환경 개선 등에 따라, 정부관료-기업관리 자율 등의 사례 증가
(Hns) 지역의 소규모 민영기업의 경우에는 이 모델로 설명이 가능
(Cws) 개인 간의 감정으로 인한 작용은 최근까지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으나 점차 약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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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구분

중국 기업 거버넌스 행위자 간 중요도 의견에 대한 정리
세부 의견

(Kso) 당은 직접적으로 기업을 관리하며, 기업경영 활동에 개입. 그러나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
(Ksh) 당국가체제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을 규정하는데 있어 당의 역할은 중요. 비록, 최근 중국체제의 권위주의적
속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정치이념적 가이드로서 당의 역할은 명확함. 기업 경영환경을 규정하는데 있어 당의
역할은 정부에 비해 간접적임
(Kyj) 정부조직과 당은 분리되어있지만 당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유형, 공공성 측면에서 당이 중요한 역할
(Rsh) 중국 기업은 중국공산당의 안정적인 집권과 정책실현에 협력해야 경제활동을 유지·성장할 수 있음. 미래에
도 당과 기업 관계는 중요할 것. 당의 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계속 증가
(Nsy)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당과 국가가 동일시되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당이 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최근 민영기업과 외자기업도 내부에 당 관련 조직을 설치해야 할 정도로 당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는 만큼 양자 간의 관계도 점점 중요
(Mks) 이 질문이 의미를 가지질 전제조건은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을 따로 분류하는 것임. 당-기업 관계는
일부 초대형 민영기업을 제외하면, 민영기업은 거의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임
(Ayh) 국유기업은 중국공산당의 펀딩 역할을 함.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통제를 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3가지 무기는 국유기업, 군대, 언론임. 언론자유를 통제하고 군대는 국군이 아니라 당군이며 국유기업은 정부가
통치를 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
(Ygy) 당국가체제에서 당과 기업 관계는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직접 영향을 받음. 기업 자율성이 제약받고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음

당과
기업

(Ygw) 개혁개방 이후 지속된 기업개혁에도 불구하고 정기분리(政企分開) 및 당기분리(黨企分開)가 완전히 이뤄
지지 않음. 국유기업의 경우 당위원회와 같은 당조직이 여전히 인사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민영기업과
외자기업까지도 당조직을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하지만 대학 등과 같은 경우와 같이 당 조직의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듯이 기업도 시간이 가면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기업의 경우, 인사에 기업의 최고 경영층과
당 조직 최고위층이 겸직 등을 통해 당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경영의 자율성이 갈수록 확대됨
(Yjs)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 각 부문에서 당의 영도가 강화되어온 추세로 기업 내 당조직 구축 및 당 지부 역할
강화 등은 많은 관심을 받음. 하지만 단순한 관리·감독·통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기업 차원의 난점을 해소하
는 차원도 동시에 존재. 즉, 정부-기업의 분리란 슬로건 속에, 여러 문제들에 대한 공식·비공식 통로로서의 당
역할의 유용성, 인재 발굴·육성·등용 차원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에 주목할 필요. 다만, 향후 당과 기업 관계는 외부
적 시각에서 볼 때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상존하며, 모든 문제와 책임이 당 차원으로 확대될 우려 또한 존재.
향후 실용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이 어떻게 병행·긴장·결합될지 주목할 필요
(Imh) 당이 정부를 통해서 기업을 관리하는 형태로 최근에는 민영기업에게도 당 조직 강화를 요구(2019년 12월
발표한 민영기업 신28조)
(Lck) 향후 중국의 지도체제에서 권력 집중이 예상되므로, 당과 기업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임
(Rc) 당과 기업의 관계는 현실 세계 속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당 조직을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당의 시각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 그리고 대부분의 중기업, 소기업에는 당 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향력도 거의 없음
(Lht) 당군정체제에서 공산당은 어떤 조직보다 의사결정구조에서 위에 있으며, 노조 등 노동자 조직 또한 당의
영향력 하에 있음. 일부 민영기업의 경우, 겉은 민영이나 지분구조를 추적할 경우, 결국 정부 혹은 당과 연결된
경우가 비일비재함. 또한, 최근 공산당 조직부에서 주요 민영기업에 인원을 파견하여 직접적인 당의 통제를 강화
(Lhg) 시진핑 집권 이후 당의 영도가 더욱 중요한 역할로 강조되고, 국유기업은 물론이고 민영기업이나 외자기업에
까지 당조직의 설치가 사실상 권유되고 있어 앞으로 당과 기업의 관계는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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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계속

구분

세부 의견
(Jhw) 당과 기업 간 권위, 정책, 인적요소의 통합 정도가 높은 것이 사실임.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 수준의 당이
기업에 통합되는 경우도 많음. 즉, 당의 기업화인데, 이 문제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으며 중단기적으로 변화
할 가능성도 크지 않음. 다만, 변화하지 않는다 해서 이 자체가 위기의 근원이 될 가능성도 크지 않음
(Jms) 최근 기업 내 당위원회 설립 장려 등 기업 내 공산당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나, 각 기업 내에서 당조직의 위상
역할은 기업별로 매우 다름(즉, 당-기업 관계가 제도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로 당-기업 간부진의 인적
일치 때문에 동 관계의 중요성이 과대평가됨
(Cc) 일당체제 배경에서 당과 정부는 일체화

당과
기업

(Cps) 당의 방침은 ‘쌍순환’과 같은 거시적인 것에서부터 ‘공급측 개혁’과 같은 미시적인 것까지 두루 존재함. ‘공급
측 개혁’이 발동되면서 과잉 생산이나 과잉 재고 업종으로 지목된 기업이라면 당연히 커다란 영향을 받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대체로 기업 활동에 있어 공산당이 일일이 간섭하지도 않고, 기업도 당을 크게 의식한다고 보기
어려움. 공산당이 이론상 계급혁명을 지향하긴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부강’을 제1순위에 놓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기업 활동에 협조적임
(Hns) 기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당 조직의 각 위계와 맺고 있는 관계가 다양하겠지만 현재 중국을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 당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웬만한 기업 안에는 당 조직이 있기 마련이므로 당과 기업 간의 관계는
중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수임
(Kcd) 중국에서 기업에는 당조직이 있으며 외자기업에도 있음. 앞으로도 당과 기업관계는 아주 중요함
(Cws) 공산당은 기업을 감독하고 통제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행위에 매우 중요함
(Kso) 중앙정부는 기업을 통해 정책집행을 진행하며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중국 정치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한은 지속될 것
(Ksh) 제도를 규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정부가 갖는 역할과 중요성은 매우 큼. 국자위를 통해 기업지배의 제도화
가 진전되었지만 여전히 각 부서와 연계된 기업에 대한 정부와 관료의 영향력은 절대적임
(Kyj) 중앙정부는 일부 국영기업 또는 지방의 독점적 기업에 영향력 혹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중요한 관계임
(Rsh) 대부분의 중국 기업에게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정책목표 달성은 당장의 우선순위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
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이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
(Nsy) 중앙정부가 중국 전체 경제, 사회 관련 국정의 방향과 지침을 설정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업이 전략수립 과정
에서 가장 먼저 주목

(Mks) 당과 기업 관계와 비슷함.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큰 의미는 없음
중앙
정부와 (Ayh)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주로 중앙급 국유기업을 관리하고 통제함. 중국 내부의 대형 프로젝트는 모두 중앙국
기업 유기업을 통해 투자되고 추진됨. 중앙국유기업의 이사장 혹은 당서기는 장차관 혹은 국장급임
(Ygy) 중앙직속 기업과 중앙정부 관계는 당연히 중요하고 특히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국가 산업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음
(Ygw)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
은 여전히 큼. 단, 중앙정부의 경우,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규모와 유형의 소유제 기업보다 더 큼
(Yjs)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과의 관계는 거시 정책과 중앙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관리 여부와 관련되고
특정한 상황 하에 민영기업 등에 대한 개입/갈등이 진행. 다만, 상당부분 실제 집행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단 점에서, 설명력이 약함. 그럼에도, 향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업 거버넌스 구조개혁은 방향성과 구조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짐. 어떠한 모형을 만들 것인지 주목하면서, 각 유형별로, 때론 지역별로 다양한 모델들
이 어떻게 일반화되고 전체적 합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임
(Lmh) 중앙국유기업 100여 개에 대해서는 국유자산관리국과 관계 부서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인사권
은 관계 부서가 갖고 있어 파워는 관계 부서가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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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구분

계속
세부 의견

(Lck) 전문가들은 향후 시진핑 시기에는 당정분리의 후퇴를 대체로 예상하고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대체로 당의 결정에 대해서, 집행 역할에 국한될 것으로, 당과 기업의 관계에 비하면 중요성이 떨어질 것임
(Rc) 중앙정부가 직접 기업 활동에 개입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중앙정부는 정책을 통해 경제를 운용
하며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해당 기업이 대형 국유기업이며 전략 산업일 경우에 국한됨
(Lht) 정부는 실질적인 기업 관리·감독·통제권을 행사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법인
허가권, 조세권, 회계, 작업 안전·환경·품질 관리 등 각종 명목을 상당히 ‘임의적’으로 동원하여 언제든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침
(Lhg) 국자위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중앙(국유)기업 그리고 중앙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형 민영기
업 집단, 다국적 기업 집단의 경우,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이러
한 기업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에게는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할 것임
중앙 (Jhw) 이 문제는 판단하기 어려움. 중앙정부 직속 국유기업이 100여 개 있는데 실제로는 국영기업에 가까움. 따라
정부와 서 중앙정부와 기업 간 관계는 정부의 거시적 기업통제에 근접. 변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으며, 안 변한다고 해서
기업 위기의 근원이 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봄
(Jms) 국유기업의 경우, 대주주인 각급 정부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함. 그러나 대부분의 민영기업에서는 그 관계는
직접적이지도 않고 강력하지도 않음
(Cc) 거시경제 정책, 법제도 정립, 지방정부 권한, 지방정부 및 기업 감독 등 중앙 정부에 의해 이루어짐
(Cps)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100여 개의 중앙국유기업(央企)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음. 이들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움
(Hns) 당의 정책, 특히 거시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 정부라 할 때, 해당 기업의 금융 접근권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이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역시 당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관계
(Kcd) 대규모 투자의 인허가는 중앙정부의 비준이 필수
(Cws) 중앙정부는 기업을 감독하고 통제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행위에 매우 중요
(Kso) 지방정부 역시 지방정부 프로젝트, 경제 활성화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과 기술력 등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을 활용. 기업 차원에서는 내수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직접 창출할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에 적극 협조. 역시
중국 정치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
(Ksh) 기업의 규모, 업종, 형태, 지역에 따라 지방정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특유의 중앙-지방관계에 있어 지역의 지방정부가 기업에 갖는 영향력은 매우 큼. 특히, 지역에 특혜적으로
부여되는 각종 ‘시범지’ 전략으로 지방정부가 각 지역 기업 환경에 갖는 권한은 한층 증대됨
(Kyj)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다양한 업무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관계를 지님
지방 (Rsh)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중국 기업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호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실권을
정부와 가지고 있음. 이에 중요한 관계임. 향후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역할이 위기를 맞고 있으므로 그 관계 중요성이 약화
기업 될 가능성이 있음
(Nsy) 중앙에서 하달한 지침을 구체화하고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정부 주체는 여전히 지방정부임
(Mks) 지방정부는 민영기업의 융자나 대출알선, 세금감면, 각종 행정통제 등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기업인들
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실제로 지방정부 관료들도 이를 이용해 여러 가지 선택적
지원으로 개인이익 확보 사례 많음
(Ayh) 각 지방정부별로 성급, 시급, 현급 국유기업이 있음. 국유기업의 이사장이나 당서기는 모두 정부의 관료
등급이 있음. 지방경제는 국유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 국유기업의 역할은 지방 경제와 사회 안정의 주축이 됨
(Ygy) 대중형 국유기업이라면 지방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나 집체 기업이나 지방 거점 민영기업은 정부에
매우 영향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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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w) 지방정부는 집체기업 및 관할 지역 내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에 대한 영향력이 큼. 특히 지방정부의 도시발전
전략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남. 지역적으로는 이미 안정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연해지역보다 내륙지역이, 상층보
다 하층의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짐
(Yjs) 지방정부는 기업 거버넌스에 핵심 구성요소이자, 행위자로서 역할을 함. 직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인적
연계(퇴직 관료 및 간부), 정책과 재정 연계, 조직적 연계(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등)은 면밀히 검토 필요. 다만, 지방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관계는 한편으로 지방 사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작동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부와 기업 간 부패 커넥션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 또한, 이로 인한 기업의 비효율성 또한
중저속 성장과 신창타이 국면에서는 상당한 위험 요소
(Lmh) 지방정부의 당서기는 지방 국유기업에 대해서 인사권과 금융, 시장진입 등에 대해 절대적 권한을 행사,
베이징의 디스플레이 업체가 사천이나 기타 지방, 특히 내몽고까지 진출해 있으나 이 때 BOE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명의와 기술만 출자함. 거의 모든 비용은 지방정부들이 다양한 형태로 출자함. 따라서 인사권, 금융권 등을
모두 갖고 있는 지방정부의 서기가 지방 국유기업에 대해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 또한, 지방정부의
당서기는 임기제의 임명직으로 장기적인 시각보다는 자기 임기 내 업적 쌓기에 치중하므로 비효율적인 투자 가능
(Lck) 전문가들은 향후 시진핑 시기에는 당정분리의 후퇴를 대체로 예상하고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대체로 당의 결정에 대해서, 집행하는 역할에 국한될 것으로, 당과 기업의 관계에 비하면 중요성이 떨어질 것임
(Rc) 지방정부와 지역 중견 기업 간의 밀착 관계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음.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지역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부 요소 외에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
로 지방정부를 꼽을 수 있음
(Lht) 지방정부는 국가 지출의 80% 이상을 담당하면서 정부의 조달 등을 통해 영향을 줄 수 있고, 지방세 명목으로
조세권을 행사할 수 있음

(Lhg) 대부분의 민영기업, 외자기업에게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변용하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지방 산업/투자정책과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함. 지방정부는 자신의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 기업들에 대해서 여전히
정부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기업 (Jhw) 지방정부 산하에 수많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있음. 중국에서 지방정부는 기업과 매우 밀접함. 관계의
중요성은 크나 방향이 정부 → 기업 방향만은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많고, 상호작용인 경우도 많음. 중요도 자체와
변수의 중요성 구분 필요
(Jms) 지방정부에 속한 국유기업 집체기업의 경우 관계가 강력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많은 민영기업은 과거 집체기
업의 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강하게 남음
(Cc) 개혁개방 이후 지방 정부 권력 증대: 정부-기업 관계는 정부가 보조금, 세금, 규제 등 정책을 통해서 관할지역
내의 기업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지방정부는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짐. 법과
정책의 건전성, 공개성, 투명성은 여전히 부족한 현황에서(많이 개선되지만) 정부와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곧 기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보, 기회에서 떨어진다는 뜻임. 당정–기업 관계에 있어서 당정(黨政) 일체, 그리
고 중국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는 배경에서(앞으로도 불변) 정부와 기업 간 ‘대등한 관계’나 ‘평등적 관계’를
갖기 어려움. 다만, 현대적인 시장경제와 법치사회로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기업 관계는 더욱 규범화 되고, 반공
개, 은폐 등 문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큼. 민영기업의 경우, 민영경제의 중요성이 부상되면서 정부 앞에서의 ‘발언권’
이 커짐(민영경제 기여도: 세금 50% 이상, GDP 60% 이상, 기술혁신성과 70% 이상, 도시고용 80% 이상, 기업수
량 90% 이상, 흔히 민영경제의 56789 특징)(新华网, 2018.11.1)
(Cps) 중국에서 정부지출의 80%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짐. 지방정부는 재정을 집행하는 실제 권력기관이고,
돈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기업도 통제할 능력이 있음. 정부조달에 의존하는 기업이라면 지방정부에 가장 크게 의존
할 수밖에 없음. 부동산개발과 그 파급 업종처럼 정부의 계획에 의존하는 기업도 지방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음.
또한, 각종 규제집행도 지방정부가 담당함. 때로는 지방에서 자기 지역의 육성 업종을 의식적으로 키우기도 하는데
그것이 중앙정부의 육성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지방정부의 영향력은 막강함
(Hns) 이것 역시 해당 기업의 규모나 전국 및 지역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실제 해당 기업의 운영에서
해당 지역의 여러 조례나 감독관 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도 중국의 기업 거버넌스에
큰 영향을 미침

758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부록 표 2

구분

계속
세부 의견

(Kcd) 대부분의 투자는 지방정부의 관할 하에 진행함

지방
정부와 (Cws)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수는 기업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을 유치하고 다른
기업 지방의 기업으로부터 경쟁을 차단하는 등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당의 통제를 받는 다는
점에서 ‘비교적 중요’라고 응답
(Kso) 기업 내부 거버넌스에 정부 이외의 이해관계자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은 기업 성장 차원에서는 중요. 중국
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할 상황에서는 내부 거버넌스의 다양성과 정부 외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
이 중요하나, 최근의 폐쇄적 행보나 대외환경 변화로 보았을 때는 변화가 다소 정체될 것임
(Ksh) 권위주의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이 같은 특징이 강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중국 시장제도의 발전
역시 간과할 수 없음. 기업 내부 거버넌스가 기업경영에 갖는 중요성은 비교적 커짐
(Kyj) 기업은 공공성과 함께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므로 기업 내부의 이사회 등 거버넌스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함
(Rsh) 기업 내부 거버넌스 과정에서 관계가 중요해질 수 있음
(Nsy) 거버넌스가 가장 잘 갖추어졌다고 평가되는 중국의 상장사 에서도 주주총회나 감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는
못함. 최근 중국 증시상장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향후에는 내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구속력이 축소될 우려
(Mks) 상장회사의 거버넌스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외국에 상장된 경우는 특히 중요해짐. 여전히 회계가 불투
명하고 내부자지배 현상이 크지만, 회사 경영에서 내부 거버넌스는 다른 것보다 월등히 중요하다고 봄
(Ayh) 상장 국유기업일 경우 국유기업 내부에 이사회, 노조, 주주총회 등 형식적인 부분을 모두 갖춤. 그러나 국유기업
사명이 국가의 거시와 산업정책 방향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관계로 서방 경제에서의 주주이익 극대화라고 보기 힘듦.
국유기업의 대주주 대부분이 국유기업인 경우가 많고, 중국 재정부 혹은 중국 투자공사가 대주주인 경우가 많음
(Ygy) 대중형 국유기업의 내부 거버넌스는 민주적이라기보다는 통제, 관리형 모형. 다만, 민영기업은 시장 지향성
으로 내부 거버넌스 중시하고, 외자기업은 오히려 무관심하고 본사와 관계 중시
기업
내부
거버
넌스

(Ygw) 현대기업제도 확립 이후 지배구조는 신삼회(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와 노삼회(당위원회, 직공대표대회,
노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 조직의 주석과 부주석을 겸직한 동사장과 총경리의 권한이 여전히 막강하여 견제와
균형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함. 주식회사의 경우 국유주와 법인주의 비중이 감소하고 사회공공주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주나 기업 외부의 이해당사자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함. 주인-대리
인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시장에서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영향도 미미함
(Yjs) 기업 내부 거버넌스 또한 중요하지만, 중국 기업의 경우 많은 부분들이 알려져 있지 않음. 핵심적으로, 누가
해당 기업의 오너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특히 외부적 시각에선 많이 제기됨. 중국 국내에서는 무협지 수준의
행위자간 갈등으로 묘사되거나, 홍얼다이 등 권귀자본주의와 부패 등으로 회자되는 경우가 많음. 문제는, 명확한
오너십의 부재가 갖는 경영의 불투명성, 불합리성, 사회적 책임의 부재 등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 보다 성공
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모델들을 연구할 필요
(Lmh) 공산당 특성상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체계가 기업 내 당 회의를 통해서 결정됨. 당 회의는 상급기관의 지령이
있을 경우 복종할 수밖에 없음. 내부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 해결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만장일치제(중국
에서는 이를 민주집중제라고 함)를 채택하여 의사결정 기한이 비교적 길며, 다수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효율적
거버넌스를 갖고 있기는 어려움
(Lck) 중국기업의 주식은 비유통주, 유통주 등으로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고, 자본시장 역시 국가에 의해서 비교적
통제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단기간 내에 기업 거버넌스가 선진적으로 제도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Rc) 중국 기업 내부 거버넌스의 특징은 한국과는 달리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상당
히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며 총경리가 동사회의 통제를 받는 문화도 성숙되어 있음. 주주 및 동사 등의 이익을
고려한 이런 거버넌스 이슈는 상당 수준 이루어짐. 반면 감사 및 회계 등의 정부 및 사회의 입장에서의 통제 기제는
상대적으로 취약함. 어떤 의미로든 기업 내부야 말로 가장 강력한 거버넌스 기제임
(Lht) 경영진과 대비되는 집단으로 노동자 조직인 노조가 있으나 서구식 노동조합이라기보다는 당과 정부의 하위
조직처럼 행동하는 경향. 물론, 기업 내 사안이 엄중할 경우 공회의 문제제기로 드러나고 해결되는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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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계속

구분

세부 의견
(Lhg) 94년 법인화 개혁 이후 중국의 기업 내부의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계속 중요한 영역임. 비록 중국 시장이
정부의 역할과 개입이 지속되지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짐
(Jhw) 민영기업, 그리고 사실상 민영기업에 가까운 지방소속 국유기업이 많아지고 있어 기업 내부 거버넌스가
중요해짐. 중국에서도 기업 내부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커짐

기업
내부
거버
넌스

(Jms) 미시적 운영은 대부분 통상적이 주식회사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 지기 때문에 중요함. 다만 중국에서도 최고
경영자가 사실상 오너로서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내부 거버넌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해짐
(Cc) 기업 자체의 권리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매우 중요함
(Cps) 주주-이사회-경영진으로 구성되는 현대적인 기업 거버넌스 구조가 중국에 자리 잡은 지 오래됨. 엄밀한 법리에
의한 경영권 분쟁도 몇 차례나 있었으며, 여기에 당이나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음. 즉, 중국에서도 “주주가 어떤 경영진을
지지하느냐”가 기업경영에 가장 중요. 단, 국유지분이 높은 기업이라면 당연히 당과 국가의 의중이 경영에 반영됨.
이는 당과 국가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기업 내부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당과 국가가 영향 발휘
(Hns) 해당 기업 내부의 노조 등의 영향력이 시진핑 시기 들어 약화된 상황임
(Kcd) 중국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는 점점 시장경제에 맞게 조정됨
(Cws) 혼합소유제로 인한 국유기업에 투자한 민영자본의 경영 참여도 점차 늘고 있어, 기업 내부의 거버넌스도
점차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정부의 의사결정이 기업의 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됨
(Kso) 사회조직 자체가 역량과 권한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중요도 낮음
(Ksh)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조직 및 언론 매체 그리고 일반 시민이 기업에 끼치는 영향
은 상대적으로 적음
(Kyj) 중국의 경우, 사회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아직 미성숙되어 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미약
(Rsh) 중국의 사회조직은 제도적으로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관계의 중요도는 다른 관계에 비해 낮다
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향후 여러 사회조직과 기업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
(Nsy) 협회 등 공식적인 사회조직은 대부분 준(準)정부적 성격을 띠고 있어 우호적 관계 형성이 중요함.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사회조직의 영향력도 상승하고 있음
(Mks) 시민사회가 약한 중국에서 기업이 사회조직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봄. 노조를 비롯한 관방조직을
포함한다고 해도 이 중요성은 높지 않음

사회조 (Ayh) 사회조직은 국유기업의 회원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각 산업별 협회 등)
직과 (Ygy) 국유기업은 의례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나서나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은 평판 중요성 때문에 사회조직의
기업 움직임에 민감
(Ygw) 노삼회가 신삼회와의 관계정립 속에서 노삼회의 직공대표대회와 노조는 점차 그 존재 자체가 의문시될
정도로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 특히, 노조 역할은 복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으면 그 권한이 일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이해당사자로서 사회조직,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등 사회조직의 영향력도 아직 미미함
(Yjs) 중국 기업 또한 기업인권,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일부 사회조직의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함. 하지만, 여전히 사회조직은 필요한 때 동원부대 역할을 하거나, 기업 가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함. 특히, 소비자조직 등은 최근 주요 고려
(Lmh) 일반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서구사회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 그 원인은 서구사회와 같이 선거에 의한 정치시
스템이 없기 때문, 즉 야당이 존재하지 않음. 단 재개발과 같이 심각한 경제적 이익에 직면할 때는 단체행동도
서슴지 않는 경향
(Lck) 향후 중국에서 사회조직의 성장과 다양화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중국적인 특수성이 지배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업의 거버넌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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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구분

계속
세부 의견

(Rc) 공산당 일당 전제정치체계의 중국에서 당 이외의 영향력을 가지는 사회조직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당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기업 거버넌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사회조직의 존재는 상정하기 어려움
(Lht) 중국 내에서 아직 자유롭고 활발한 기업 관련 사회조직의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Lhg) 중국은 강한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의 모습을 갖고 있음. 다만,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 국가의 관심을 받게 되면, 기업은 정치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Jhw) 사회조직의 개념이 좀 더 분명할 필요가 있음. 독립 NGO로서 사회조직이라 한다면 중국에서는 별로 중요하
지 않은 실정임. 반면 (정부에 의해) 유도된 사회조직이라면 중요하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중요
사회조 (Jms)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동 관계가 중국에서 특별한
직과 지위를 갖고 있다고는 보지 않음
기업 (Cc) 중국에서 사회조직은 결국 당정문제와 연계됨
(Cps) 사회조직이 시민단체를 의미한다면, 기업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음
(Hns) 후진타오 시기에 거버넌스나 협치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중국의 시민사회와 NGO들의 영향력이 조금씩
세지고 있었으나 시진핑 시기 들어 여러 사회 NGO들에 대한 국가와 당의 우위가 강조되면서 현재 많은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봄
(Kcd) 아직 중국에서 사회조직과 기업의 관계는 밀접한 편이 아님.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 사회
조직과 기업의 관계는 중요
(Cws) 중국은 사회조직 또한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사회조직과 기업의 관계가 정부와 기업의 관계
보다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Kso) 언론매체가 당,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관계
(Ksh)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조직 및 언론 매체 그리고 일반 시민이 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음
(Kyj) 중국은 여전히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기업에 대한 언론매체의 영향력은 미미할 수 있음
(Rsh) 중국 공산당의 언론매체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기업과 언론매체와의 관계도 중요해짐
(Nsy) 언론매체가 중국 당과 정부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언론매체와 기업이 직접 관계를 주고받을 기회가 없음
(Mks) 언론매체의 역할이 커져서라기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률이 있고, 언론이 공론화 하면 정부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기업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임. 최근에는 환경운동가
등 민간조직 활동가들이 SNS를 통해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도 크게 보면 여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임

언론
매체와 (Ayh) 국유기업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경영행위와 성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림
기업 (Ygy) 외자기업과 민영기업이 언론의 역할에 민감하고, 국유기업은 상대적으로 소홀. 이는 평판이 언론을 통해서
심화되기 때문

(Ygw) 국유기업의 경우 국유언론 매체가 법인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함.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언론매체는 친기업적임. 단, 극소수의 온라인 매체의 경우 상황에 따라 뉴스보도 등을
통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Yjs) 언론매체는 기업 홍보의 주요 통로이지만, 중국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음. 대다수
언론이 관방의 성격을 갖지만, 특정 국면, 상황에서 일부 자유주의 논조의 언론이나 일부 기자들이 기업의 악행
등에 대한 심층 기사를 작성하고 이것이 공익, 사회질서 등 차원에서 회자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 이런 측면에서
언론매체는 일정한 역할이 있지만, 상시적인 기업 거버넌스의 관계자라고 부르기에는 아직은 부족. 추후 중국
사회가 보다 자유화와 민주화가 진전된다면 언론매체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아직은 기대
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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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계속

구분

세부 의견
(Lmh) 중국의 언론은 당의 통제를 받는 기관임. 서구사회처럼 언론의 자유가 없으며, 기자들도 5년에 한 번씩
재시험을 쳐서 기자증을 받아야함
(Lck) 언론에 대한 통제는 엄격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움. 다만 인터넷 등의 온라인 매체 혹은 소셜 미디어는 엄격한 통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 전망
(Rc) 중국의 언론은 당중앙 선전부가 통제함. 시진핑 주석의 취임 이후 반부패 운동이 전개되면서 부분적으로 언론
의 사회감독 기능이 실행되나 기업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언론 활동에는 이르지 못함
(Lht) 모든 언론이 사실상 당과 정부의 통제에 있는 상황에서 언론매체의 영향력은 당과 정부의 영향력 하에 종속되
어 있음. 사실상의 당과 정부의 대리인에 불과함
(Lhg) 중국의 언론 매체는 사회적 기구이지만 관영 언론임. 언론매체의 영향력은 사회조직과 정부의 중간 정도의 수준임.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관영) 언론매체와의 관계를 항상 잘 유지하려고 함
(Jhw) 중요해지고 있으나 보통 자본주의 국가의 언론-기업과 비교할 수준은 아님
(Jms) 동 관계가 중국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음. 개별기업의 홍보 전략과 주로 관련(적극 활용형,
소극 대응형 모두 존재)

(Cc) 민주주의국가나 선진국에 비해서 중국 언론매체가 ‘제4의 권력’으로써 행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함. (현시점에
언론 서라도 관영매체의 절대적 언론 지배력을 갖고 있고, 중국 언론자유에 대한 통제는 심함). 그런데, 정보화 시대에
매체와 언론매체의 영향력은 급속히 커지고 있음. 기술적으로 정보의 확산력(범위와 속도)은 물론, 내용적으로도 강한
기업 감독능력을 표출하고 있음. 기업과 당정부의 본질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음. 언론매체는 당·정부가 두려워도, 기업
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 비록 정부(주로 지방정부)와 연관된 사건이더라도 중앙정부 표방하는 정신에 ‘일치’하면,
언론매체는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정부관료의 부정부패, 환경오염, 식품안전, 각종 사고 등 거의 모두
기업과 지방정부 관련 됨). 오히려 결과적으로, 언론매체는 중앙정부 국정운영 능력과 당의 집권 합리성을 향상시
키는 ‘도움’이 됨. 현재 중국정부는 ‘사회안정’을 최우선시 함. 앞으로 언론매체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임. 기업에
있어서는 언론매체는 양면의 칼임. 부정적 사건이 터질 때 기업 생사가 좌우됨. 요컨대, 2008년 분유사건이 중국유
업에 대한 타격은 오늘날 소비자 시장에 여전히 영향을 가하고 있음. 2016년 산동성 백신사건, 최근까지 디디(滴
滴) 사건(콜택시) 등 기업에 대한 언론매체의 ‘힘’을 보여주고 있음. 국내만은 아니며, 사드 이후 한중관계의 악화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큰 타격을 받은 것도 사례임. 롯데마트, 삼성공장이 중국에서 몰려나오는 과정에
서 언론매체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음
(Cps) 중국의 언론은 정부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는다는 점에서 언론-기업 관계는 정부-기업 관계의 대리변수로
볼 수 있음. 언론의 부정적 보도는 기업의 사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다른 나라도 동일
(Hns) 위의 NGO와 마찬가지로 후진타오 시기에 비해 시진핑 시기의 언론통제가 매우 강하고 당과 정부에 종속되
어 있다고 보이기에 현재 언론과의 직접적 관계보다는 당이나 정부와의 관계가 훨씬 중요함
(Kcd) 중국에서 언론매체는 공산당의 통제를 받음. 언론매체와 기업의 관계는 결국 당과 기업의 관계임
(Cws) 언론매체는 정부가 관리하므로, 언론매체와 기업의 관계가 정부와 기업의 관계보다 중요하다고는 생각하
지 않음
(Kso) 내수 소비자로서 인민은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중요한 관계
(Ksh)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조직 및 언론 매체 그리고 일반 시민이 기업에 끼치는 영향
은 상대적으로 적음
인민과
(Kyj) 중국은 인민이 주인인 나라이므로 조직화된 인민은 중요할 수 있으나 한 개인의 영향력은 미미할 수 있음
기업
(Rsh) 구매력 있는 중국 인민들이 증가하면서 기업과의 관계가 중요해질 수 있음
(Nsy) 인민은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기업에게 영향을 주며, 특히 왕훙(网红)과 같은 파워블로거, 인플루언
서가 늘어나고 있어 관계 형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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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구분

계속
세부 의견

(Mks) 소비과정에서 인민의 중요성은 존재하지만, 생산과 유통에서 중요성은 거의 없음. 즉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특히 식품 종류와 같은 경우 SNS를 이용해 폭로하거나, 이를 근거로 협박하는 사례가 많아 여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도임. 이에 따라 기업도 여론을 상대할 조직을 정보 및 보강하는 추세임
(Ayh) 국유기업에 근무하는 인민들은 의료, 복지와 국민연금 등 모든 것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조직임. 중국의
경우, 해외에서 협회나 단체가 해주는 일을 국유기업이 많이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음. 현재 그런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유기업은 중국의 기본 경제 주체로서 역할과 담당해야 하는 사회적 기능이 많은 것이 현실임
(Ygy) 국유기업은 인민과 관계에 덜 민감하고 정부관계를 중시하나 민영기업은 인민과 관계를 매우 중시함. 외자기
업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인민의 선호도에 민감하게 반응
(Ygw) 일반 인민이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함. 네티즌들의 직접적 또는 SNS를 통한 개별 기업에 대한
여론 형성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함. 주식제 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일반 대중의 반응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함
(Yjs) 기업과 인민의 관계는 거의 무관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지 주민(로컬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도 함. 특히, 광동, 저장 등 민영기업이 발전하고 사회적 배태성을 갖는 경우는 국가-기업 관계가, 국가-시장-사
회의 3자 관계 내에서 펼쳐진다고 할 수 있음. 그런 점에서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기업의 구분에 따라 보다 다원화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필요
(Lmh) 중국도 소비자 불매운동이라는 것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 중국정부가 보기에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면 소비자의 정상적인 이익을 보호하려고 함
(Lck) 소득불평등 확대, 토지, 수질, 공기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증대되어 사회적 불안정 혹은 갈등요인
이 되고 있지만, 사회통제가 강화되고 있어 향후에도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인민과 (Rc) ‘인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따라 대답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어떤 의미로도 이들은 기업의 거버넌스와
기업 상당한 정도로 연계된다고는 볼 수 없음
(Lht) 인민은 기업 제품의 수요자로서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그 외에 소비자 운동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에 특별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최근 SNS를 통해 일부 기업들의 문제 등이 드러나고
불매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
(Lhg) 중국은 과거에 비해 인터넷, 모바일, SNS 등의 디지털 여론이 중요해짐. 국가가 이러한 디지털 여론을 조작
통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국가가 이러한 디지털 여론을 수용한다면 기업은 정치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Jhw) 기업의 개념을 과거(개혁 전후)의 ‘단위’로서의 기업으로 간주할 경우, 인민과 기업은 오히려 덜 중요해짐.
과거에 기업은 인민의 경제뿐 아니라 정치 생활도 좌우함. 그러나 과거 의미의 기업의 의미는 약화됨. 또 소득 수단
으로서의 기업의 의미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 어떤지 판단하기는 간단치 않음
(Jms) 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인민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Cc) 인민과 기업 관계를 살펴보는 시각이 다양하지만(고용, 소비시장, 주민소득 등), 인민을 소비자라는 시각에서
보면, 민영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
(Cps) 인민이 노조, 시민단체 등 어떤 형태로 조직돼 있다면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겠지만 추상적인 인민의 존재
가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Hns) 위에 중국 사회의 검열과 통제가 강하기는 하지만 현재 발달한 여러 SNS와 개인 매체 등의 영향으로 개별
인민들의 목소리는 상당히 강해진 상황이기에 기업의 여러 이미지들이나 처우 등 문제와 관련해 일반 인민들의
목소리는 강해진 상황임
(Kcd) 인민은 소비자로써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영향이 점점 커짐
(Cws) 개개인의 경우, 정부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론(인민)이 기업행위에 미칠 영향은 사회조직,
언론매체보다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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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

당정과 민영기업의 亲과 清 관계에 관한 세부 의견 정리

(Kso)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민영기업의 입장에서는 내수시장 확보, 규제 등을 고려하여 당정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당정 입장에서는 정권의 공고화나 신기술, 신산업 발전이 기존의 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민영기업을 통제해야 할 필요.
그러나 이는 기업이 속한 업종에 따라 상이할 것임
(Ksh) 다른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문화에서 기업의 성장과 비교하면, 중국 역시 정부와 기업 간의 상호 호혜적 관계가 있으며,
기업경영에 있어 편승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타 국가와 비교하면, 시장경제의 확산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미시적 기업경영 측면에 대한 중국 당국가체제의 침투와 지배는 강고함.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기업의 경영 활동은 ‘주어진
조건’에서의 자율성임. 따라서 중국 당기관계를 상호이용관계로 개념화하는 것은 일부 한계가 있음
(Kyj) 중국에서 당정과 기업 간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보완적인 관계임. 이미 중국은 경제규모와 영향력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므로 중국 내에서도 민영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됨. 경제성장 초기에는 당정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으나 경제성장과정의 어느 시점부터는 기업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Rsh) 중국 정부와 민영기업은 서로 이용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최근 민영기업, 특히 IT 분야의 민영기업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당정이 여러 제도적인 제약 부과
(Nsy) 현실적인 실효성 여부로 볼 때 “당정이 민영기업을 통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이유가 크다”고 봄. “민영경제도 국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헌법에 명시하나, 민영기업은 여전히 재산권이나 경영권을 언제 박탈당할지 모르는 위험부담 가짐. 설사
민영기업가가 인민대표대회나 정치협상회의의 일원이 되고 기업 내부에 공산당 조직을 설립하는 등 당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해도 알리바바 마윈 사례에서 보듯, 일단 공산당이나 중국정부의 심기를 거슬릴 경우에는 신변의 위험
을 느껴야 할 정도로 사실상 당정 참여가 직접적으로 민영기업(가)의 신변보장에 기여하는 것은 아님. 오히려 당정이 민영기업
의 정치참여를 허용, 심지어 권장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민영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하는데 활용함. 심지어 2019년
9월 항저우 시정부는 100명의 공무원을 알리바바, 지리, 와하하 등 현지의 대표적인 민영기업에 파견하여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한 바 있음
(Mks) 政商 관계가 형성·유지된다면, 이미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당정이 기업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일당제
국가에서 당연한 유혹이자 의무임. 기업의 경우,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政商관계 유지는 필요한 활동임.
특히 지방정부에서 이 영역은 더욱 중요한 것이 현실임. 그러나 기업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관료의 괴롭힘을 피하는 정도에서
협회 등을 이용해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기도 함
(Sbk)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Ayh) 중국에서 민영기업은 당과 정부와 같은 위치에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님. 당정에게 있어서 민영기업은
필요할 때는 키우고 너무 커서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바로 개입하여 통제할 수 있음.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당정과 장부의 관계는 “줄였다가 풀어줬다가 하는” 관계임. 경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정은 민영기업에게 더 많은 자주
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풀어줌. 그러나 경제가 살아나고 민영기업의 힘이 너무 커진다 싶으면 바로 줄이는 방향으로 감.
‘국진민퇴’와 ‘국퇴민진’의 표현이 시대별로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성숙된 국가의 경우 기업은 공정, 공평, 투명한
대우를 받아야 함. 기업 주체별로 차별을 주면 안 됨. 외국인이 설립한 기업이던, 민간이 설립한 기업이던 정부가 출자한 기업이
던 공정한 시장질서에서 공평하게 경쟁하도록 제도 환경 필요. 경제의 필요에 따라 국진민퇴, 국퇴민진 하는 식의 관리방식은
기업에 대한 당정의 의식 수준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차별이 있음을 증명함. 민영기업이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결국
관료들을 포석을 하여 같은 팀으로 움직임. 따라서 결국 관료자본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어야 진정으로 중국에
서 자리를 잡고 크게 성공하게 됨. 민영기업가들 중에서 공산당원이 아닌 우수한 기업인들은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으로
임명함. 정치협상회의 주석은 반드시 중국공산당원이 되어야 함. 결국, 중국공산당 이외에 여러 정당들이 정치협상회의를
만들어 정치의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치체제가 형성됨.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공산당원이 필수가 되어야 하니 결국 공산당
영도하의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함. 현재의 정치협상 주석은 7명의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 서열 4위인 왕양(汪
洋)임. 결국, 성공한 민영기업인들은 모두 정치협상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산당원이 아니어도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
들은 공산당 영도에 있으며 중국공산당의 정책방향에 협조할 수밖에 없음. 알리바바의 마윈의 경우, 아예 공산당원에 가입함.
중국의 네이버인 바이두(百度)의 이사장인 이연홍(李彦宏)은 아직도 정치협상회의 위원으로 활동함
(Ygy) 중국의 정상관계에서 국유기업은 덜 민감한 반면에 민영기업은 제도, 재정 측면에서 정부 도움이 절실하고 외자기업도
마찬가지. 따라서 정상관계에서 민영기업이나 외자기업은 정부와 관계 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국유기업은 반대로 정부
에 덜 민감함.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국유기업 책임자가 해당 지역 관원보다 정치적 지위가 위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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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Ygw) 서로가 서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당국가체제의 특성상 당 조직과 정부 조직이 민영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강하게 발휘하며 통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많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모두 국가전략,
정책 등의 성과를 기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 또는 암묵적으로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설정함. 기업도 기업 내 당
조직과 공회에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당·정 고위간부 출신을 주석 또는 고문 등으로 채용하여 긴밀하게 당정을 활용함. 이는
곳 기업의 성과와 경영의 순조로운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고, 기업의 운영을 좌우함
(Yjs) 개인적인 견해로는 양자가 모두 존재하고 좋을 땐 윈윈 관계지만, 나쁠 땐 양자 모두 패자가 되는 매우 변화무쌍한 관계.
정부 차원에서 규제, 감독, 인도하기 어려운 많은 측면을 공산당이 해야 하고 해줄 수 있으며 해당 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공산당 중앙의 입장으로 보이지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 과연 그렇게 생각할지는 미지수. 현재 중국 기업의 대부분에 당 조직이
설치되었고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맺는지는 구체적으로 봐야함. 기존의 경우, 외자 기업 내 당 조직 또는 전직 당간부를 이사 등으로
선임하여 주로 공회를 맡기고 이들을 통해 현지 지방정부와 로비하던 관행. 하지만, 지금은 좀 더 조직적·능동적인 역할을 요구됨.
과연 해당 기업의 핵심 인력이 당 조직을 주도하면서 육성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인지, 외부 인력이 들어와서 통제관리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검토 필요. 정부와 기업간 관계는 명확히 하지만, 그 중개자/매개자 역할로서의 당원과 당조직의 역할이 과연
실효적인 것인지, 기존 거버넌스 구조에서 내부화되는 것이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Lmh) 원칙적으로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국가임, 즉 사회주의가 시장경제보다 앞서는 국가임. 따라서 정부가 기업보다
분명 우위에 있는 국가임, 따라서 기업은 부국강병을 위한 수단에 불과함, 궁극적인 체제의 지향점은 공산주의임. 개혁개방
40년 동안 상당수 많은 관료들이 자기들의 권력과 세력결집을 위해서 기업과 손을 잡았고 그 결과는 상호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야합이 많이 있었음. 그러나 집권세력의 변화에 따라 권력투쟁이 자주 발생하였고, 그 결과 전 권력과 밀접한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함. 결론은 중국은 당정 우위국가이며, 기업은 결코 당정의 상대가 아님
(Lck) 중국은 뉴노멀 시기 이전에는 두 자리 수의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 시기에 민영기업은 급속한 성장을 나타냄.
이러한 민영기업의 급성장은 일정 정도 국가의 정책과 지원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주로는 아래로 부터의 성장(development
from below)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민영기업의 적극성 혹은 상호협력이 양자관계를 규정하는 결정요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반면, 2010년대 이후, 중국의 IT 산업에서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민영기업이 급속히 성장함. 이들 거대
민영기업의 출현은 오히려 중국 당정의 지배력 강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특히, 일부 분야에서는 민영기업이 독과점
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해당 산업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파악한 중국의 당정은 해당 민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시작함.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창업자가 강제적으로 퇴진하게 된 것이 좋은 사례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중앙 국유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절대적인 장악력, 지배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국의 정책적 목표임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 향후에도 신흥 산업분야(예: 바이오)에서 새로운 민영기업이 출현하여 지배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알리바바, 텐센트의 경우와 같은 전철을 경험 가능
(Rc) 당정이 민영기업을 통제감독하는 경우, 해당 민영기업의 사회와 경제,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커져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 이를 기타 민영기업으로까지 일반화하여 판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기타 민영기업의 경우 당정이 해당 기업을
통제하거나 감독을 할 이유가 없음. 당정관료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일부 민영기업과의 관계를 도모할 수는 있겠으나
이 또한 일반화될 수 없다고 봄. 그러므로 일반론적으로 말한다면 당정이 민영기업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경우는 매우 적으며
예외적임. 반면, 민영기업의 경우, 해당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보편적임. 그 목적은 정부가 제공할 여러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음. 자원은 보조금과 같은 직접적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을 포함하며 민영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프로젝트 등
사업의 인허가, 그리고 사전 정보의 입수와 같은 것들임. 그러므로 정상관계에 있어 개인 시각이 다르겠지만, 조직 대 조직의 관계로
본다면 민영기업이 당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Lht) 중국의 민영기업 성장사를 보면, 양자 관계가 동시에 작용함. 중국의 거대 민영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치고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경우를 상상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화웨이는 인민해방군 출신의 창업자가 인민해방군의 전폭적 구매
등 지원 하에 성장한 케이스임(화웨이가 민영기업인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할 정도로 정부, 군의 후원을 받음). 민영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 필수적임. 다른 예로, 선전의 BYD는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후 선전 정부가
관공서의 차량을 BYD 차량으로 구매해주는 지원을 받음. 정부는 경제, 산업을 발전시키고 주요 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다
는 목표가 있고, 민영기업은 정부의 도움으로 안정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목표가 있음. 결국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이용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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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

계속

(Lhg) 2001년 7월 1일 공산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에서 장쩌민이 제시한 3개대표론은 민영기업가의 중국공산당 입당을 공식화하고
중국 공산당이 민영기업가(자본가)를 대표할 수 있다는 의미. 무산계급 정당임을 내세웠던 중국 공산당이 이러한 변화를 추진한
것은 성장하는 민영기업가에 대한 당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민영기업가가 당을 장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시진핑
시대 들어 민영기업에 당조직의 설치가 강조되는 것 역시 당의 직접적인 관리가 강화됨을 의미함. 물론 국가의 정책 영향력이 강한
중국에서 민영기업으로서는 중국 공산당을 잘 활용해야 함. 하지만 이것이 민영기업의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정부) 주도
하의 시장경제라는 중국적 상황에 민영기업의 적응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음
(Jhw) 중국에서 정부의 기업 통제가 통제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당(및 정부)의 기업 통제는 감독이나 통제
자체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정책추진 및 이를 위한 유도(가이드)에 있다고 봄. 민영기업도 정부를 이용하기보다는 정책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대정관계에 노력하는 경우가 많음. 다만, 민영기업에 정부는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지방정부임. 민영기업이
지방정부간 경쟁을 이용해 혜택을 극대화시키는 사례도 많음. 정상관계를 표현하는데 親이나 淸보다는 用이 더 적절함
(Jms) 정부/정치와 기업/시장 사이의 이른바 정상 관계는 어느 나라에서나 발견되는 것임. 중국의 경우 계획경제에서 시장경
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대추구 기회 때문에 동 관계가 매우 밀접(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그러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대체로 완료된 이후에는 동 관계는 일종의 부패 현상으로 인식됨. 특히, 시진핑 정부 이후
에는 정상관계의 형성 자체를 범죄시 함. 가령, 시진핑 집권초기 중국정부는 각 대학의 EMBA 과정(정상관계 형성의 플랫폼)
에 공무원이 등록하는 것을 아예 금지
(Cc) 정부와 민영기업 간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윈윈’을 도모하는 관계. 한편, 중국 경제성장 둔화, 고용문제 심각, 사회복
지 수준이 취약한 현실 배경에서 사회적 불안정 요소가 크게 부각됨. 앞에서 언급한 민영경제의 56789 특징(50% 세수, 60%
GDP, 70% 혁신 성과, 80% 도시 취업, 90% 기업 규모)이 시사하듯, 오늘날의 민영경제와 민영기업은 단지 경제 분야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침. 이런 의미에서 민영기업은 정당 치국(治國)에게 필요불가결한 존재임. 사실상
최근에 민영기업과 민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부터 적극적으로 민영기업 발전을 지지하고 민영경제를 추진하는
경향. 2019년 입법「(중공 중앙국무원의 더 나은 발전환경 조성을 통한 민영기업의 개혁발전을 지지하는 의견(中共中央国务
院关于营造更好发展环境支持民营企业改革发展的意见)」은 민영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상징적인 사례임. 세계은행
「2020 기업환경평가보고서」에서 중국 순위는 190개 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해, 2019년에 비해 (46위) 크게 상승. 한편,
중국은 여전히 개도국이고 정부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함. 성숙한 시장경제체제가 형성되지 못하
고, 국유기업 개혁도 완성되지 않은 배경 하에, 민영기업의 성장은 여전히 정부의 도움이 필요. 또한, 오랫동안 정부와 기업은
권위-의존관계로 유지해 오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를 바꾸는 것도 비현실적임. 다만, 정부가 표방하는 ‘친(親)’, ‘청(淸)’의
기준선(한계/경계선, 边界)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음. 그렇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친(親)’, ‘청(淸)’과 민간 기업이 생각하는 ‘친(親)’, ‘청(淸)’은 같은지, 합의가 되는지는 논의 필요
(Cps) 민영기업은 당정의 특별한 관심사가 아님.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듯이 중국도
동일함. 거꾸로 기업들이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임. 중국에서도
법과 상식에 기초한 기업경영이 가장 자연스런 선택임.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에 음모와 정략이 판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됨.
대표적으로, 중국의 특징이 꽌시(關係) 운운하는 것은 ⅰ) 우리도 그렇다는 점에서, ⅱ) 갈수록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함. 당연히 기업은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증권감독원의 포괄
적인 감독을 받을 것이고, 영유하는 업종에 따라 각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을 것임. 이것을 넘어서는 특별한 정상(政商)관계가
중국에 특별히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단지 당정의 힘이 발현되는 양식이, 우리나라에서 정권의 힘으로 발현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큰 수준일 것임
(Hns)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전부 상호작용한다고 판단됨. 기존 후진타오 시기의 협치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맥락에서는
상호 간의 작용을 많이 강조한 편이지만, 아무래도 시진핑 시기 이후 모든 조직보다 당을 우위에 놓는 상황에서는 당정이
민영기업을 더 통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된 것으로 봄
(Kcd)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함.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부가 민영기업에 바라는 것은 고용과
납세임. 민영기업은 정부 지원이 필요
(Cws)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에서 점차 당정이 민영기업을 통제감독하기 위한 이유가 큼. 기업과 정부가 공사가 분명해
지지 않으면 기업을 공산당의 입장에서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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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

구분

중국 정부와 민영기업 간 관계의 전략(세부 의견) 정리
세부 의견
(Kso) 텐센트, 샤오미 등 민간 대기업 대표가 정협위원, 인민대표 등으로 활약하면서 의제를 띄우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계획에 참여(1순위)
(Nsy) 텐센트 CEO 마화텅은 전국청년연합회 부주석, 전국인민대표회의대표이며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처음 제기
하고, 알리바바의 마윈이 일대일로전략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에 ‘디지털 실크로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 등 중국
정부의 지도 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는데 앞장섬. 또한, 2015년 양회 대표 중 204명이
민영기업인일 정도로 정치 참여에 적극적임(1순위)

(Cc) ➀ ➁ ➂ 명확히 말하기가 어렵지만, 최근 수년 동안 민영기업가들은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하는 추세를 주목할
필요. 해마다 전인대나 정협 대표로서 양회 출석하고 다양한 제안을 제출했는데, 그 주제는 주로 산업·기업 발전
과정에 직면하는 제도적 어려움이나 향후 산업/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혁신 산업 추진 등 요구. 중간 절차를
생략하고, 중앙정부와 민영기업 직접 소통하게 됨. 정부는 시장 동향이 더 빠르게 파악되고 정책대안 수립이 효율적
임. 이것은 결국 기업발전에 작용하고 산업성장에 도움이 됨. 주목받는 민영기업가들은 대부분 유명 대기업이고,
전체 민영기업 중에 아주 극소수이지만, (예: 바이두, 텐센트, 엄밀히 말하자면, 알리바바나 텐센트는 중국 민영기업
은 아님). (외자) 그러나 일반적 인식에서 중국 민영기업으로 간주됨. 징둥(京東), 샤오미(小米), 넷이즈(網易) 등
중국 민영기업의 대표로서 목소리를 냈고 영향력을 선보이는 차원에서 의미가 큼. 이 기업들은 또한 정보통신, 전자
상거래 등 신흥산업에 집중됨. 제기됐던 많은 제안들은 예컨대 ⅰ) 온라인 교육, ⅱ) 농촌전자상거래, ⅲ) 원격의료,
ⅳ) 스마트 교통 등, 이미 실현되고 있으며, 올해 COVID-19 대응에도 기여를 함(ebrun, 2019.3.17.) ➁, ➂은
사실상 중국 알리바바(阿里), 텐센트(腾讯), 메이둬안(美团) 등 대표 민영기업은 자체 운영하는 싱크탱크 부서가
직접적인 있음.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활용하고, 통계조사는 정기적으로 산업분석, 시장동향, 소비트랜드 등 보고서를 제시
함. 추가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와 민영기업의 상호작용인데 민영기업의 정치참여뿐만 아니라 정부도 민영기
정치
업의 경제활동에 적극적 나서고 있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부참여’는 ‘관리’, ‘간섭’, ‘통제’의 의미가 아님. 중국
참여
전자상거래(电商)와 왕홍경제(网红经济)의 성장에 의해, 정부기관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고 ‘생방송 판매’에
전략
나섬. 지방정부 시장, 부시장, 향진 간부 등은 직접 ‘라이브 판촉’에 출연해 현지 농산물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흔한 일임. 법원 재판관이 생방송을 통해서 사법경매도 함. 서로 활용하고 ‘윈윈’ 추구하는 전형적 사례임(1순위)
(Cps) 민영기업가 스스로 당원이 되고, 기업 내에 당조직을 만들고, 정협위원이 되는 일은 매우 흔함. 장쩌민이
자본자도 공산당원이 되는 길을 열어놓은 후에 본격화(1순위)
(Hns) 실제 대형 민영기업의 경우도 대표자 등이 당에 가입해 홍색자본가들이 되는 경우가 많고, 지역의 중소규모
민영기업에서도 당에 가입해 많은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많음(1순위)
(Jhw) 각급 지방정부나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이 대표로 선출되거나, 정부조직에서
이들을 적극 선출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음. 민영기업 출신들이 이런 조직의 책임 있는 자리에 선출되어 적극적으
로 활동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음(2순위)
(Mks) 기업인이 인민대표나 정협위원으로 선출만 된다면 사업은 매우 순조로울 것임. 그래서 많은 기업가들은 입당과
동시에 이런 직위를 얻기를 원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큼. 따라서 이 항목은 대부분의 기업인에게는 단지
꿈일 뿐이지만, 모두가 바라는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선택함(3순위)
(Ygy) 민영기업가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안은 지방인대나 전국인대 대표가 되어 직접 법과 제도를 유리하게 변경
시킬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는 것. 이렇게 될 경우, 이미 기업가보다는 정치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정치와 기업을 병행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나 민영기업가 입장에서는 직접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서 매우 매력적인 방향(3순위)
(Jhw) 영향력의 정도보다는 일상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순위가 가장 높음. 중국 각급 정부 주관 회의 등에 참석해
보면 중국의 민영기업가 혹은 기업 관계자들이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1순위)
정보
자문
전략

(Kcd) 민영기업은 공개적으로는 정부의 자문과 지원을 받으려고 함. 정부의 자문과 지원을 받는 다는 자체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1순위)
(Cws) 정보자문 전략은 기업이 시장의 지배력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필수요소라는 점에서 기업이
정부에게 제공하기도 쉽고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주로 사용됨(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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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

계속

구분
상황 반영

세부 의견
(Sbk) 일반적인 민영기업은 정부의 정책에 맞게 대응 전략 구축(1순위)
(Kso) 화웨이 등 기업은 지재권 보고서, 보안 리포트 등을 통해 미중갈등에 대응하고 중국의 입장을 대변(3순위)
(Mks) 관료가 통제하는 영역(금융, 조세, 구매, 사업발주, 행정처분)이 크기 때문임. 기업은 정부에 편승전략을
쓰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큼. 또한, 로비를 통해 일단 꽌시가 형성되면, 관료-기업인 관계는 쉽게 깨어질
수 없음. 왜냐하면, 뇌물을 주기 전에는 관료의 힘이 크지만, 일단 뇌물 수수관계가 구축되면 기업인의 힘이 더
클 경우도 있기 때문임. 이 외에도 정부 발주 사업이나 조세 감면과 같은 것이 필요한 경우, 로비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국 기업인의 인식임(1순위)
(Ygy) 민영기업은 국유기업과 달리 인사, 조직, 재정 측면에서 열악한 위치. 그러나 개체후나 소규모 민영기업이
아닌 대중형 민영기업의 경우, 경제적 성과 못지않게 사회적 영향력. 특히, 지방의 경우 취업 부문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융통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로비 활동을 통해서 정부 관계자와 연결
고리를 확보하는데 민감(1순위)
(Rc) 평소 이익연결 등을 통해 강화된 ‘꽌시’를 기반으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로비를 하는 것은 중국의 민영기업
에 있어 매우 일반적임. 그리고 민영기업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들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기도 함. 중견
기업 규모 이상의 중국 민영기업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일상적 업무 기능(1순위)
(Jms) 하급 지방정부 단위의 인허가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기업 활동의 중요한 병목이며, 중국도 동일.
중국의 이른바 꽌시 망은 지속적인 반부패 캠페인이나 법치 강조에도 불구하고 형태를 바꾸면서 지속되고 있다고
봄(1순위)
(Kyj) 로비 전략은 동일 분야 또는 사업에 있어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할 경우 로비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
중국 민영기업도 사업의 확대와 이익추구 등을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로비가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것임(2순위)

로비

(Sbk)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인 로비 전략 사용(2순위)
(Ayh) 특정한 목표 혹은 사업 프로젝트가 있으면 관련 허가를 받거나 융자지원 혹은 기타 자원 확보를 위해 관련
관료를 로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짐. 정부 관료도 로비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해주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도 잘 안 해주려고 함. 대신에 로비는 세련되게, 명의를 만들어가면서 해주어야 타당(2순위)
(Cps) 많은 민영기업들이 지방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미리 파악하거나, 제시하면서 기업의 활로를 도모함. 때로
는 지방정부가 창업가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소유구조가 자유로운 민영기업이 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기도 함(2순위)
(Rsh)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각급 정부에 정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므로 개인적인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 정책적으로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3순위)
(Ygw) 물론 드러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지만 로비는 여전함. 당국가체제가 존속하고 시진핑 집권 2기에 나타난
권력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경향은 피할 수 없음. 단지 드러나지
않게 더 조심할 뿐임. 법치주의의 정착은 다른 선진 국가들의 경험처럼 아주 더디게 조금씩 이루어질 뿐임(3순위)
(Nsy) 기업 소재지의 전직 고위관료를 자문이나 재무담당 등으로 초빙하여 소재지 정부의 관계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활용(2순위)
(Lmh) 중국에서 소위 태자당이라는 것이 있음. 과거 쓰촨성 청두에 출장 갔을 때 우리의 두산타워에 해당되는 상가
재건축 현장에서 중앙의 부총리 아들이라는 사람이 브로커 겸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음. 중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중앙의 유력가들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유리함(3순위)

(Cc) 성숙한 시장경제와 법치국가의 건설은 더욱 공정, 공개, 투명의 정부-기업 관계를 요구함. 앞으로 정부와
기업 관계에 언론매체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임. 서구사회에서 흔히 ‘제4의 권력’이라고 부르지만, 중국의
사회
‘정부-기업’ 이원관계에 있어서, 언론매체는 제3의 요소로써 갈수록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을 발휘함. ⅰ) 정부역량 동원
민영기업의 소통, ⅱ) 정부와 기업 균형적인 관계 유지, ⅲ) 정부-기업 간 공개와 투명성 요구(은폐 및 불법 현상의
감독관리),ⅳ) 정부와 기업 각각에 대한 대중의 목소리 전달, 언론매체는 필요 불가결한 존재임(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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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

계속

구분

세부 의견

(Hns) 매체를 언론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다양한 뉴미디어를 염두에 둔다면, 민영기업의 경우, 국유기업들과
사회
는 달리 기존보다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역량 동원
추세(3순위)
(Kyj) 중국은 여전히 지역별로 경제발전의 정도와 경제 수준의 격차 큰 개발도상국가이므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여서 민영기업은 자신의 사업 영역과 이익추구를 위하여 민영기업은 정부와 정치연계전략을 추구함
으로써 기업의 확대발전과 이익을 모색. 과거 한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정치연계전략이 자주 활용되었음(1순위)
(Rsh) 중국 정부 관원의 개인적 정치적 실적 목표에 부합함으로써 확실하게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1순위)
(Lhg) 정치연계 전략은 당(정부) 주도적 경제에서 민영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임. 당(정부) 지도자들의
주도권이 매우 강한 상황에서 민영기업들은 당(정) 체제와의 연계를 통해서 권력으로부터의 배제에서 오는 손실을
막고 권력에의 편승을 통하여 이익 추구함. 이러한 점에서 중국에서 민영기업가들이 인민대표나 정협위원으로 활약하는
것은 민영기업 기업가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임
(1순위)
(Ksh) 금융지원 등을 고려한 정치연계 전략이 자주 목격되며, 지방인민대표 또는 정치협상회의 대표직을 통한
직접적인 정치참여와 연계됨(2순위)

정치
연계
전략

(Ygy) 로비는 주로 제3자를 통해서 진행된다면 직접적인 관원, 기관과의 관계는 정치적 연계를 통해서 상호 이익
을 주고받는 거래관계를 만들게 됨. 그러나 이는 보시라이 사건에서 보듯, 후견관계가 파괴되거나 흔들릴 경우,
기업 리스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함. 그러나 성공하면 안정된 정부기업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2순위)
(Jms) 하급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작용(2순위)
(Sbk) 정치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3순위)
(Ayh) 중국 민영기업은 평상시에 늘 정부와의 관계를 경영하고, 정부 관원의 정치실적 수요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파트너 개념으로 함께 함. 한번 성공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오래된 관계를 유지하면 늘 같이
가게 됨(3순위)
(Ygw) 위 표의 공개 범주 내 ①, ②, ③은 현실적으로 중국 기업의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없음. 극히 극소수만
이 가능성이 있음. 반공개와 은폐가 주를 이루나 강력한 부패척결을 외치고 있는 시진핑 정부 2기 들어서 많은
제약이 따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국가의 권력과 통제력이 막강한 상황에서는 비공식적 관계를 활용한
정치적 전략이 작동(1순위)
(Rc) 중국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단기적 친분이나 관계는 그다지 힘을 가지지 못함. 장시간에 걸친 인간관계의
경영이야 말로 중국식 접근 방법임.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상호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또한 개인적 관계 외에
조직 대 조직으로서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정부와의 관계를 경영하고, 정부관원
의 정치실적 수요에 분명히 부응함(3순위)
(Kcd) 민영기업은 반공개적으로는 유력한 정부인사와 관계를 구축하려고 함. 이를 통해 다시 공개적으로 정부의
자문과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2순위)
(Kso) 지방정부 프로젝트 참여, 친정부적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재무지원(2순위)
(Rsh) 중국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줘 각급 정부로부터 우호적인 정책지원 획득(2순위)

재무
지원
전략

(Lhg) 정부부문에서 조직한 공식 활동이나 모금, 공익광고 지원, 답사연회나 강연의 지지와 참여 등의 방식은
중국의 민영 기업가들이 합법적으로 당(정부) 권력과 정치적 연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임. 민영기업의 재무지
원 방식은 당(정)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민영기업가들의 합법적인 연계를 통해 향후 은밀한 지대추구행위 통로
가 됨(2순위)
(Kyj) 과거 선진국과 한국의 사례를 보면, 재무지원 전략은 기업의 사업확대 및 이익추구에 매우 효과적임. 따라서
민영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에 대하여 재무지원
전략을 사용할 것임(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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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

계속

구분

재무
지원
전략

세부 의견
(Cps) 민영기업으로서 성공하면, 기업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돈을 씀. 이는
간접적으로 정부 재정을 도와주는 역할임(3순위)
(Cws) 기업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책이 더 원활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면
중국 정부는 정치적 정당성을 더욱 확보 가능. 이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공산당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
되는 중요한 요소이고, 기업은 이러한 체제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주로 사용되는 전략이라고
봄(1순위)
(Ygw) 노골적으로 이익에 직결되는 행동은 가능한 최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정부관리
의 정치적 입지 강화 및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함. 정부의 정책과 규칙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호응
하는 방식으로 기업 전체의 이익과 기업가 개인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영합함(2순위)
(Lmh) 중국에서 민영기업이란, 국유기업이 사업을 하지 않은 곳에서만 존재함. 대표적인 것이 IT 기업들임. 알리
페이 또는 공유차량 등과 같이 새로운 산업의 경우 의사결정이 늦은 국유기업보다는 민영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함(2순위)

제도
혁신

(Cc) 우선, 중국은 신흥 산업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태도임. 특히, 시장성을 보이는 신흥산업은 대체적으로
“법에 금지 사항이 없으면, 해도 된다(法无禁止即可为)”의 원칙대로 함. 즉, 법제도의 공백, 시장 규범화 부재는
신흥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합법화’, ‘안전성’, ‘법과 제도의 보장’,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다가 결국 ‘금지’된 新산업은 중국에서 대체적으로 ‘허용’됨. 공유자전거(共享单车), 온라
인대출, 순풍차(카플-顺风车 혹은 예약 콜택시), 최근까지 COVID-19 이후의 ‘공유직원(共享员工)’ 등 대표적
인 사례임(한국이나 일본은 비슷한 시장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장화 되지 못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림).
그런데, ‘혁신’ 자체에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에(법과 규칙 부재, 정부 감독관리 취약) 오늘날 중국의 많은 신흥산
업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성장함. 순풍차(카플)시장의 규범화는 잇따른 2건의 인명 피해를 겪었
고, 여대생나체대출(裸贷) 사건은 온라인 대출 감독관리의 법제화를 개선함. 혁신에 대해서 정부와 민영기업의
입장은 비슷함. 정부는 혁신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을 기대함. 민영기업은 혁신을 통해서 시장을 확보하고 경제
이익을 추구함. 그래서 정책, 규칙, 법, 제도보다 혁신, 신흥산업의 발전이 더 우선시됨. 문제에 직면하여 정부의
취약성과 공백을 찾아내 정책과 규칙 변화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 주류화함(2순위)
(Hns) 민영기업들도 단순히 꽌시나 부정부패로만 우호적인 기회를 창출하려는 노력보다는 실제로 기업 자체의
혁신을 통해서 사업을 업그레이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임. 실력이 모자란
기업이 특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이제 드물다고 판단됨(2순위)
(Nsy)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혼합소유제 개혁’에 참여. 국유기업과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예:
민영기업 冯仑이 국유기업인 泰达와 공동으로 万通地产을 설립)하거나 아예 국유기업에 지분을 양도함(3순위)
(Ksh) 제도혁신을 통해 정부의 방침을 공개적으로 찬성, 선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자문 역시
연계될 것임(3순위)
(Ksh) 중국 당국가체제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미시적 차원의 이익연결 상황이 주 기업전략으로 예상
됨. 그러나 이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반공개 자원의 로비와 구분이 어려움. 실제 공적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지방정부 관료의 경우, 지역 유력기업의 기업인이 동행을 하며 경비를 비롯하여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함(1순위)

이익
연결

(Ayh) 중국 민영기업은 일반적으로 정부관료의 선물, 자녀 및 친인척 관련 도움 제공, 사업성과 이익을 배분 혹은
옵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평상시에 늘 관계를 관리해가는 방법으로 정부와의 친밀성을 유지하고, 정부 주도
관련 사업정보를 가장 먼저 확보해 나감(1순위)
(Lmh) 중국의 개혁개방은 정부의 허가 권리에 대한 프레미엄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임. 따라서 당, 정부의 대리
인이 자기 이익이 없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국유자산을 민간에게 넘길 이유가 없음(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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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

구분

계속
세부 의견
(Mks) 로비와 유사한 설명인데, 로비가 조금은 공적인 루트를 통한다면, 이익연결은 그야말로 뇌물인 부패구조
형성임. 중국은 전통적으로 뇌물에 너그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음. “청렴한 장관도 3년에 은화 10만 냥은 구한다(三
年清知府十万雪花银)”는 속담이 있음. 또 부패를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것은 ‘인정’을 바탕으로 하는 꽌시 사회가
오래 이어져옴. 그래서 중국인은 나를 중심으로 가까운 정도에 따라 동심원 구조를 가진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대우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김. 따라서 부패는 문화적이며, 중국 기업인은 이를 가장 잘 이용하
는 집단임(2순위)
(Rc) 이 접근 방법이 많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보도와 정보들이 넘치게 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임. 시진핑 주석의 시대 이후 반부패 운동이 일어난 영향도 있고 중국의 민도가 많이 향상된 측면도 있어서
그 정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지금 현재도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이의는
없을 것임(2순위)

이익
연결

(Lhg) 중국에서는 정치연계전략, 재무지원전략을 통해서 민영기업가와 당(정) 지도자 및 간부 들 사이에는 사적
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는 다양한 이익연결 행위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3순위)
(Jhw) 지방마다, 기업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겠지만, 최소한 한국에 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조직적, 인적으
로 밀접하게 연계 혹은 교환(위치 이동) 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교적 빈번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짐(3순위)
(Jms) ④, ⑥, ⑨가 이른바 꽌시 망의 내용을 구성함. 다만, 반부패 캠페인 등 때문에 이익연결의 구체적인 형태는
크게 다름(3순위)
(Kcd)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무료로 움직이지 않음. 민영기업은 정부의 자문과 지원을 받는 대신 어떤 형식으로든
이익을 제공함. 정부의 자녀 장학금, 유학자금 지원 등(3순위)
(Cws) 중국의 정치와 기업 간의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전통적인 수단 중 하나로 그 영향력이 점점 낮아지나,
여전히 정치권력과 기업 간의 대표적인 사적 (은폐적) 수단으로 존재함(3순위)

기타

(Yjs) (1순위) 한국계 기업의 활동 사례나, 중국계 기업 관련 문헌들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익연결로 보임. 일상적
인 꽌시를 지속 유지하는 수준의 은폐된 방식은 적어도 해당 기업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란 믿음에서 유지됨(한
국 사례와도 거의 동일)(1순위). 다음 순위에 대해서는 다소 불명확함.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이해되
고 실천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② 정보자문 전략, ③ 상황 반영, ⑧ 제도 혁신의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적극적인 행사가 필요한 경우와 일단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로 구분됨. 관계 유지를 위한 측면을
2순위, 적극적인 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3순위로 배치함. (2순위) 개별 기업 차원에서 가장 힘든 점은 낮은 수익성
과 강한 불확정성임. 지방정부 관료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규와 그 집행은 정책적·제도적 위험과 위협을 가하고,
실제로 매우 성가신 존재. 개별 기업 차원에선, 정부와의 일상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다음 정도의 순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⑦ 재무지원 전략, ⑥ 정치연계 전략, ① 직접적인 정치참여 전략. 다만 이건 매우 소극적인
전략으로, 일단 일상적인 재무지원을 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뒀을 경우 지방정부의 관료와 지도자가 실적으로
여길 수 있도록 포장하며, 지방정부와 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대, 정협 등에 참여하는 수준. 다만, 정치참여 전략
이란 건 직접적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강렬한 정치적 요구를 표출하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수를 채워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 (3순위)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를 활용할 필요 시 ④ 로비, ⑤ 사회역량
동원, ⑥ 정치연계 전략을 활용함.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맺은 관계를 활용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성과가 보이지
않을 경우, 사회역량을 동원한 여론전을 보임. 중국에서 흔히 나오는 “작게 시끄러우면 작게 해결하고, 크게 시끄
러우면 크게 해결하며, 시끄럽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작동. 중요한 건, 긴장과
갈등을 크게 고조하지 않으면서 그 중간의 브로커를 활용하여 정부, 기업, 사회의 상생 게임을 추구함. 끝으로
정치연계 전략은 협상의 과정과 그 결과를 포장하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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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

국진민퇴에 대한 전망, 근거 및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인식

(Kso) 국진민퇴는 기본적으로 공급조절 등 거시경제 조절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었음. 신산업 분야에서도 민영기
업 못지않게 국가 연구기관 기반의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어, 수치상으로는 민영기업의 비중이 증가한다고 해도 지분관계, CEO
의 정치적 배경 등이 고려된다면 줄어들지 않을 것임
(Ksh)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지방 국유기업의 성장을 1기 국진민퇴로 특징됨. 이
1기 국진민퇴와 최근의 전방위적인 국유기업의 성장과 다분야 진출 양상을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 산업별 특징에 따라,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국진민퇴의 경향은 확연히 틀림. 국진민퇴로 포스트 COVID-19 시대를 규정할 경우 일정정도 한계가 있음
(Kyj) 중국에서 당정과 기업 간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보완적인 관계임. 이미 중국은 경제규모와 영향력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므로 중국내에서도 민영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됨. 경제성장 초기에는 당정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으나 경제성장과정의 어느 시점부터는 기업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Rsh) 중국의 국진민퇴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논의인데 향후 국진민퇴 기조
가 지속될 것임. 민영기업의 영향력 제한을 위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민영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국은 중국 민영기업의 공격적인 투자 프로젝트 제안에 신중하게 협력할 필요
(Nsy) 시진핑 정부 시대에는 국진민퇴가 더욱 진전될 것임.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경기둔화, 사회불안 등 국내
환경 또한 불안한 상황에서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을 더욱 강대화해야 하기 때문임. 특히, 자주적인
기술경쟁력 양성이 더욱 시급해졌으므로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국유기업에 집중 투입해 단시일 내에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자 할 것임. 중국 국유기업과의 불평등한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국 민영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 국내시
장을 공략하는데 활용하고, 한국의 미래전략산업 중 국유기업이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단시일 내에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또는 규제철폐 등 간접지원을 최대한 시행해야 함
(Mks) 국진민퇴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봄. 민간경제는 부단히 커져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 중국 정부가 세계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SOC 관련 국유기업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그로 인한 후유증을 크게 앓고 있음. 또 현재 중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알리바바와 같은 민영기업임. 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비주도 성장전략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에서 국진민퇴를 주장하는 것은 경제 흐름을 오독한 것임. 한국기업은 어렵지만 완제품을 중심으로 승부하는 기술개발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중심에 놓아야 함. 중국의 공업생산에서 수입 대체율은 연간 1%씩 올라가도 있음. 따라서 중간재 중심의
수출전략은 장기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
(Sbk) 향후 국진민퇴는 일정정도 약화될 것임. 국유기업 정책 지원 역량 감소
(Ayh) 시대 상황에 따라 국진민퇴가 될 수 있고, 또 국퇴민진이 될 수 있음. 경제가 경색되고 어렵게 되면 중국정부는 시장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어 있음.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도 많이 격려하고 활성하려고 노력함. 한국기
업은 미래첨단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앞으로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임. 아니면 최종소비 영역에서는 중국인
들의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중국인들의 마음에 맞는 상품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이런 상품을 출시하려면 중국인들을 잘
알아야 하고, 중국인들의 빅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임.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이런 노력이 부족함. 가끔 가다가 한국 상품이
중국에서 대박치는 경우가 있는데(한국시장에서는 설령 실패한 상품이라도 – 영화나 드라마도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함)
우연히 중국인들의 마음에 맞게 된 사례임
(Ygy) 국진민퇴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특히, 중국제조 2025는 사실상 산업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주도적인 정책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한 국진민퇴는 흐름이 될 듯. 그러나 ‘국진’이 반드시 ‘민퇴’를 불러오는 양자택일
의 경쟁구조는 아닐 수도 있음. 오히려 ‘국진’ 과정에서 과감한 아웃소싱이 발생할 경우 ‘국진’과 ‘민진’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음. 이 경우 한국은 유명한 민영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전략을 실행하여 R&D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해외기
업의 인수합병과 연구개발이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 중국 국내법에 대한 사전 면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함. 그리고
어떤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맺을 것인지도 고려해야 함. 가장 좋은 방안은 중국 최고의 가장 잘 나가는 일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
(Ygw) 최근 국진민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특히 제조업 영역에서 2016년 무렵을 기점으로 매출 총액 면에서 국유기업이 민영기
업을 앞서기 시작함.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중국의 ‘공급 측 개혁’과 ‘제조업 2025’ 전략에 따라 생산재 제조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국유기업이 대규모 합병을 통해 영업이익을 유지하거나 끌어올리고 있는 반면에 소비재 영역의 민영기업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재 가격 상승과 경기 부진에 따라 영업이익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임. 민영기업의 은행대출
도 국유기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중국 정부의 민간 제3 금융권에 대한 대규모 단속으로 민간의 지속적 투자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미국과의 무역전쟁, COVID-19사태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중국성장의 원동력인 민영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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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호의 입지가 크게 축소되고 있음. 또한, 국진민퇴는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국유기업 지원 중단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최소한 당분간) 민영기업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민영기업의 역할이
축소되고 국유기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국진민퇴는 국가통치의 실질적인 주체인 공산당 권력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크게
강화되는 것을 의미함
(Yjs) 국진민퇴의 진전은 이미 경제학 쪽에서 많은 평가가 있지만,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중국의 (상대적인) 고립화 전략이
진행된다면 비국유 부문의 상대적인 활력 저하, 국유부문의 역할 증대가 예상됨. 중요한 변수는 중국 국내시장의 육성과 소비
활성화 등에 달려있고, 또한 미국을 제외한 제3자 국가들과의 연결성 및 협력에 달려있음. 한국의 경우, 이슈와 분야, 부문별로
협력을 진행하되, 국가 차원에서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 필요. 즉, 중국과의 협력은 개별 기업에게 맡기고, 한국 정부는 한국
국내적 차원에서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미중간 갈등의 위험을 한국으로 내부화시키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
(Lmh) 국진민퇴는 당연한 결과임. 최근 미중 갈등과 COVID-19로 많은 민영기업들이 도산함. 그러면 그 기업들은 당연히
국영기업, 특히 지방 국영기업이 인수할 밖에 없는 구조임. 중국은 한국과 달리 기업 M&A가 활발하지 못하고 정부개입 없이
M&A를 진행하기도 어려움. 특히, 기업 파산이 쉽지가 않음. 국진민퇴와 관련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음. 파산한 민영기업 또는 국유기업을 인수할 때 당연히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며 그러한 정부 자금 지원혜택을 외자기업이
받기란 쉽지 않음
(Lck) (전망) 시진핑 집권 이후 국진민퇴 전략이 확대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국진민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남.
주로는 국유기업이 은행대출에 있어서 받는 특혜가 확대됨. 일부 IT 기업의 경영진이 강제적으로 교체되고 있다든지, 민영기
업에 당위원회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는 등의 형태로 나타남. 최근 경제패권을 둘러싸고 미중 양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고,
COVID-19에 의한 글로벌 경제 침제로 인하여 민영기업의 피해가 심각하여,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
는 되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정책기조는 국진민퇴의 지속적 확대 추세. 최근에 디지털 위안화의 전면적인 사용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알리페이 등의 민영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옴. 디지털 위안화가 만약 전면적으로 사용된다면
민영기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전면적인 통제가 가능. (한국의 대응 전략) 국진민퇴의 확대로 국유기업의
여건은 민영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예상됨. 또한, 국유기업의 비즈니스 방향은 중국정부의 정책과 대체로
부합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국 비즈니스를 대비하는데 있어서 중요.
중국의 민영기업에 대해서는 당정의 간섭 증가, 재정 상황의 악화 등도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민영기업과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제반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
(Rc) 국진민퇴 현상은 향후 중국에서 매우 폭 넓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큼. 그 이유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
공세로 인한 경제분리, 국제고립, 에너지·식량 등 전략 물자의 수입제한 등을 우려함. 이에 대한 대응정책으로서 ‘쌍순환
경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쌍순환 경제의 초점은 내순환 경제에 있고 내순환 경제는 기본적으로 전시 경제에
해당됨. 따라서 많은 품목의 상품과 제품들이 국가 통제 하에 분배되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에 대비함. 이는 시장경제 기제에
맡기기 어렵다는 의미가 되며 국가 개입을 시사함. 이에 대응하여 디지털 화폐, 전자양표, 해당 제품 유통의 통제 등과 함께
국유기업이 자원배분 기제 안에 보다 넓고 깊게 개입할 것임. 그러므로 국진민퇴 심화 현상은 분명함. 이러한 중국의 동향은
한국 경제에는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을 함께 가져올 것임. 위기요인은 중국 경제의 침체, 그리고 대중경제협력을 제한하는
미국의 움직임으로서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큼. 반면, 기회요인으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하이테크 제품 중 상당
비중이 우리나라와 같은 비서방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중국의 내수경제에 대한 투자와 내수확대가 예상되면서
우리의 잠재판매시장도 함께 확대될 것임. 이러한 위기요인을 피하고 잠재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모두 매우 탄력
적인 대응 필요.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움직임과 중국의 움직임을 일으키고 영향을 주는 미국의 움직임 양쪽 모두를 전략적이
고 실시간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며 이를 우리기업과 경제주체들에게 잘 공급하는 기제구축 필요
(Lht) 시진핑 주석이 있는 한 국진민퇴는 지속될 것임. 시주석은 국민경제에 대한 통제강화를 통해 신창타이, 미중분쟁, 각종
불균형 등을 해소할 방향을 굳힌 것으로 판단됨. 경제 침체로 동원 가능한 리소스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리소스를 원하는
산업에(예: 미중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반도체) 적시에 투입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중앙 통제력을 유지하려 할 것임. 한국은
중국이 집중할 산업 분야(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에서 중국의 추격에 대비하는 동시에 중국의 발전에 편승할
방안 모색 필요
(Lhg) 국진민퇴는 2008년 미국발 자유시장 경제의 위기 그리고 세계경제 위기 시의 정부 주도의 중국 경제의 성과 등의 현실을
통해 정당화된 흐름임. 더욱이 사회주의시장경제에서 사회주의성을 내세우고 공산당의 경제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유기업의 역할은 유지될 것임. 정확히 통계적으로 국유기업의 비중이 갑작스레 크게 증가하고 민영기업의 비중이 크게
축소되는 형태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며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리라 봄. 주목되는 것은 국유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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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

계속

대한 민간부문의 지분 참여나 민영기업에 대한 국유부문의 지분 참여를 함께 추진하는 혼합소유제의 방향임. 혼합소유제
형태의 기업지배구조는 세계경제의 변화가 어느 쪽으로 가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혼합소
유제 개혁 방향의 장기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중국 국유기업 지분에 참여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의 성공에 편승할 필요
(Jhw) (전망) 정부 주도 산업기술정책, 더 나아가 디지털전환 정책이 지속되는 한 국진민퇴 정책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임. 그러나
민영기업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커질 것임. 디지털 기반(첨단산업 지향성)인 한 국진민퇴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디지털 전환 자체가 ‘국진’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대응) 국진 혹은 국퇴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 변수가 되지는 않음.
우리에게 관건은 중국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경쟁력 강화임. 경쟁에 나서서 이길 가능성은 없으며, 중국의 막대한 내수시장과
발전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경쟁할 필요도 없음. 개방적 통상을 견지하는 동시에 어떻게 대중협력 전략을 만들 것 인지가 과제임
(Jms) 시진핑 정부의 장기 국가비전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제도화” 의 핵심이 국유기업의 지속 발전과 영향력 확대 계획임.
따라서 주요 전략산업에서 국유기업의 성장은 지속될 것임. 그러나 이를 ‘민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국유기업의 발전추구
와 동시에 국유기업 영역의 축소(전략적 의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시장경제 영역에서는 퇴출)도 동시에 추진됨. 즉,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동시 발전이 중국의 전략임. 또한, 시진핑 정부는 국유-민영기업 사이의 ‘혼합소유제’ 전략을 추진하여 국유-민영
의 이분법 자체를 장기적으로 해소 모색.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주력산업 일부(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가 국유기업에 의해
주도됨을 유의할 필요. 이는 국제통상 규범상 불공정한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임. 따라서 이 이슈에 대한 (통상전략 차원)
대응전략 수립 필요
(Cc) 특정 분야(국가 안보, 국민경제 명맥 등)에는 ‘국진민퇴’ 현상이 지속되거나 심지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일반 산업, 국유기업이 딱히 경쟁 우세가 없는 분야에서는 민영기업와 민영경제의 비례와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임. (근거)
ⅰ) 명시되어 있는 시장경제 개혁, 국유기업개혁 방향, ⅱ) 민영기업이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ⅲ) 중국의 정치체제
성격(국정관리에 대한 절대적 권력 확보, 경제 분야도 예외가 아님. 시장경제 하더라도, 정부 통제관리의 ‘힘’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개입의 범위와 정도를 축소하는 것임). 그런데, ‘국진민퇴’ 현상에 민영기업이 겪는 어려움 중의 상당한
부분은 국유/민영기업에 대한 정책적 차별에 비롯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 국내외 경제 불황, 국내산업 구조조정,
환경보호 강화, 기업운영 자체의 문제점 등도 큰 영향을 끼침. 또한, 사실상 국유/민영 상관없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하위산업(산업사슬의 끝부분에 위치)에 있으면, 충격에 더 민감하고 리스크 대응력이 약함. 충격을
받을 때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금용대출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당연한 일임. 다만,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은 거의 민영임. 물론 이런 현실을 만들어낸 주원인은 과거 오랫동안 국유와 민영에 대한 차별에서 찾을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최근 수년간, 정부가 민영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특히 세금감면, 경영환경의 구축)은 다양하고, 2018년 이후 이른바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원칙(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경쟁공정성 보장)도 많이 제기되었지만, ‘국진민퇴’ 현
상은 여전히 나타남. 즉, ‘게임의 법칙’은 같더라도(공정성) 민영기업은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여서 우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음. 여기서 국유기업에 대한 ‘관례적(慣例的)’ 우대를 더불어 더 많은 우려
(Cps) 시진핑 지도부는 2013년 3중 전회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혼합소유제”를 천명함. 사실상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셈임. 그 후 국유기업을 공익형, 핵심상업형, 상업형으로 나누어
개혁을 진행중. 공익형은 당의 절대 지분 유지 혹은 비상장, 핵심상업형은 제한된 지분개방, 상업형은 민영화에 가까운 지분개
방이 진행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동시에 국유 지분이 민영기업의 지분을 획득하는 현상도 아울러 벌어지고 있음. 즉, 덜 중요한
국유기업에서는 국유지분을 털어버리는 반면, 중요한 민영기업에서는 국유지분이 확대될 가능. 이는 실증적으로 검증이
필요한데, 이것이 맞는다면 전반적으로 소유구조에서 국진민퇴 현상이 벌어짐. 중국공산당에게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침을
바꿀 특별한 유인이 없어 보임.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운영하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선택임
(Hns) 국진민퇴의 경우, 이를 단순히 국가 대 시장, 혹은 관방 대 민간의 이분법적 대립으로 보기는 어려움.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제로섬 관계가 아닌 조금 더 복잡한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 현재 방향은 전반적으로 당과 국가의 목소리가 거세지
고 있지만 적어도 소유권 측면에서의 상황을 보면, 일방적인 국유지분의 확대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식제나 혼합소유제의
확대가 이뤄지는 모양새임. 그렇기에 이 흐름에 대해서는 굳이 한국의 대응전략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됨. (실제
중국의 자본시장이 대외적으로 폭넓게 개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진민퇴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투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국진민퇴라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한국의 대응전략이랄 것이 필요 없을 것임)
(Kcd) 중국은 40년이 넘는 개혁을 하면서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의 역할이 이미 20년 전에 확정되어 있음. 국진민퇴
개념은 20년 전에는 적절했지만 지금은 상황에 맞는 표현이 아님
(Cws) 미중무역분쟁, 탈중국을 중심으로 한 GVC의 재편으로 인하여 국유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임. 국제 무역에서
의 탈중국이 가속화된다면, 국가의 중요 지주산업(에너지, 철도 등)을 독점하고 있는 국유기업을 토대로 한 내수중심의 경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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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6

구분

중국 정부-외자기업 간 관계의 장애요인(세부 의견) 정리
세부 의견
(Kso) 불공정 게임도 결국 법령과 규제의 문제(1순위)
(Kyj) 문화와 관행의 차이로 야기되는 법령과 규제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차이가 외자기업에게는 어려운 과제라
고 생각됨(1순위)
(Mks) 2006년 이후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는데, 현장에서는 공무원의 자의
적 법해석과 부당한 간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중국 법률은 규정 범위가 넓고 모호하기 때문에 담당공무
원의 해석 범위와 재량권이 큰 특징이 있음. 예를 들면, 위생환경과 안전문제를 공무원이 문제 삼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도 빠져 나갈 수 없음. 그래서 외자기업 경영자는 중국이 부패할 때 사업하기 좋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지금은 갈수록 공무원과의 꽌시 맺기가 어렵고, 관련규정에 대한 부담이 커짐(1순위)
(Sbk) 정부의 정책이 자주 변화하고 구체적 집행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1순위)
(Ygy) 법령과 법규의 문제는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기업환경에 관련된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외자기업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 따라서 공관이나 국제상회 등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해야 함(1순위)
(Yjs) 위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감독환경의 불투명성, 예측불가능성, 불공평성이 가장 큰 문제로 이해됨. 한국
계 기업이 이와 유사한 불만을 많이 토로함(AmCham China, 2020)(1순위)

①
중국
법령과
규제의
문제(예:
법령의
불명확성,
법령
집행의
비일관성
등)

(Lht)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색 지대가 많고,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평소에는 문제가 없거나 네트워크
를 통해 해결하다가 특정한 시기(예: 사드 제재기)에 문제를 삼고 법적·제도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외자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음(1순위)
(Cc) 개선될 것이지만 ‘관례’를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함(1순위)
(Cps) 정부조달 시장의 경우, 정부에서 제시하는 white list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 대표적으로 배터리 부문에서 우리 기업이 배제됐던 것을 들 수 있음(1순위)
(Ksh) 비공식적 제도에 비해 제도화된 법령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함 (4순위)
(Rsh) 중국 자체적인 정치적 거시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중국 법령과 제도가 임의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작은 변화라도 외자기업에게는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음(2순위)
(Ayh) 중국 법령에 대한 이해와 규제의 상시변화, 불명확성 및 법집행의 비일관성 등의 문제로 중국에서 실제적
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비용이 확대되고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음(3순위)
(Rc) 먼저 중국은 완전한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 그리고 삼권분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의 사법시스템과 다르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그리고 중앙정부의 법의 실행에 있어 상당부분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체계가 지방에 따라 다르다는 인식도 필요함. 그리고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구미식 법률체계나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의 법령체계
는 집행기구에게 상당히 넓은 해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집행기구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서구식의 법률체계에 익숙한 대부분의 외국기업에게 있어 중국의 법률체계는 불명확, 불확실, 비일관된
것임에 다름없음. 여기에 중국의 법률과 규정이 매우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내용이 적정하게 그리
고 유효하게 외국기업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중대한 문제임. 이러한 인식하에서 중국의 법률 환경은
매우 불안정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특징을 보임. 그리고 불가예측성은 외국기업에게 있어 사업의 출발점을
흔들 수 있는 근본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음. 앞서의 진입장벽이나 지재권의 문제는 중국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고려되어야 할 이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들이라면 법률 환경의 이슈는 중국시장 진입 이후 언제든
사업의 타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얼마나 큰 손실이 발생하는가의 이슈라고 할 수 있음(3순위)
(Hns) 위의 1순위 및 아래 4순위와도 연결되는 문제로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상당히
다른 중국의 법체계와 강한 국가규제(특히, 중앙과 지방의 이중적 규제가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함)로 인해 현지
에 착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3순위)
(Lmh) 중국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법령 적용과 해석에 많은 차이가 발생(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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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6

계속

구분

세부 의견
(Jhw) 과거에 비해 최근 3~4년간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되었지만 중국의 큰 규모와 지방적 다양성, 지방정부의
강력한 권한 등으로 조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4순위)

①
중국
법령과
규제의
문제(예:
법령의
불명확성,
법령
집행의
비일관성
등)

(Nsy) 산업연구원의 2019년 4분기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경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타 제조업의 경우 현지
정부 규제를 경영상의 최대 애로사항(전체의 29% 차지)으로 꼽는 등 현지 정부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나, 법령의
불명확성 등이 초래하는 리스크는 이전보다 줄어듦(5순위)
(Ygw) 중국 법령과 규제의 경우, 이미 진출한 외자기업에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에게는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수업료와 같은 것임. 중국은 중앙, 지방, 각 부처 등 수많은 행정 단위별, 분야별로
법규가 매우 많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법규가 많아 실제 그 집행에 일관성이 담보되지 못함. 중국에서 법령의
효력 순위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항상 그 법령의 제·개정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음. 전략이
나 정책의 변화,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고무줄처럼 탄력성이 있음. 지방정부의 권한이 매우 큼. 상위법규의
추상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일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이 지방마다 다른 경우도 많음. 특히, 법규를 실행하는
데 있어 자국기업에 비해 외자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매우 큼. 또한,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공론의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특정 상황에 대응하는 입법 절차나 법규 집행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나 신속해질 수도 있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음(5순위)
(Lhg) 중국에서는 산업 관련 규정들이 상당히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중국 지방정부
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왜곡집행 하거나 변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남. 다만 과거에 비해 법령과 규제의
내용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변화는 있다고 함(5순위)
(Csw) 중국 법령과 규제의 문제(예: 법령의 불명확성, 법령 집행의 비일관성 등) 법령과 규제가 지방별로 다르
고, 불명확한 점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현지의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력이 큰 장애요인(3순위)
(Nsy) 중국 정부의 조달시장에서의 국내기업 우선선정, 중국제조 2025 관련 산업의 지원 등을 통해 이미 불공
정한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중 분쟁이 격화, 장기화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우선
시하는 전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1순위)
(Lmh) 한국의 배터리가 중국 전기차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1순위)
(Lhg) 중국의 정부 주도적 경제는 전략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
이는 중국의 체제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근원적으로 고쳐질 수 없는 거시적인 경제체제의 문제임(1순위)
(Ksh) 국내기업과 차별적으로 부여되는 불공정 게임의 문제. 특히, 이미 조달체계가 수립되어 있는 기존 산업과
별개로 신생/육성산업의 경우 외자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불공정 게임의 문제가 발생(2순위)

② 불공정
게임의
문제

(Ygy) 불공정 게임의 문제는 중국 토종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중국 기업에 대한 배타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 문제는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에 대한 외자기업의 문제인 동시에 중국 내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간
경쟁 환경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인 바 이를 일개 기업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접근할 필요.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기업의 변호사 활동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돌파 방법 중 한가지임(2순위)
(Ygw) 2005년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드라마가 자국 시장을 크게
잠식하자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자 반한류를 자극하여 국산품 애용을 장려하고, 중국 정부가 자국 매체에 압력
을 가하여 한국 드라마 방영을 줄인 사례가 대표적임. 최근에는 한국이 사드배치를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대표적임. 중국의 사드보복을 견디지 못하고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사실상 철수한 예와 현대자동차의 합작파트
너인 베이징자동차가 밀린 부품 대금지급을 거부하며 한국 부품사를 자국회사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 예도
대표적임. 이외에도 많은 비공식적인 경제제재가 시행되고 있음(2순위)
(Kso) 사실, 외자기업에 대한 게임의 룰 자체가 불공정하다기 보다는, 중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외자기업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해외 인터넷기업의 서버를
중국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등(3순위)
(Kyj) 외자기업은 문화와 관행 나아가 법령체계가 다른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이므로 사고한 내용에서부터
불공정한 게임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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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6

계속

구분

세부 의견
(Rsh) 중국 환경에서 정치적인 인연의 유무에 따라 외자기업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음. 언론을
통해 기업이미지 측면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환경은 외자기업에게 부가적인 비용
지출을 초래하게 됨(3순위)
(Mks) 비제도적 장벽을 통한 불공정 게임은 중국의 특징임. 외자기업은 뭐라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불공정을 큰 장애요인으로 느낌. 특히 중국기업과 경쟁이 치열한 분야의 기업일수록 비제
도적 장벽도 높음(3순위)
(Sbk) 외자기업에 법규 집행 불공정(3순위)
(Jhw) 1순위 문제가 최초의 문제라 한다면 3순위(이번 문제)는 실제 경영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시간적인 순위에서 뒤로 밀릴 뿐 문제의 심각성은 1 및 2번 문제와 큰 차이가 없음(3순위)
(Yjs) 실제 진행과정에서 각종 불공정 게임의 문제는 일상적인 불만 사항. 다만, 미국 및 한국계 기업의 상당수는
중국 기업에 비해 비교우위에 처한 경우가 많고, 만약 비교우위가 하락한다면 굳이 현지 공장을 운영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조업 차원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님.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정, 체념 등의 정서가 있음(4순위)

② 불공정
게임의
문제

(Rc) 외국 기업이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불공정 게임임. 여기에는 명시적 불공정과 암시적 불공정
이 있음. 명시적 불공정이란 입찰 기회나 수주 기회에 있어 명시적으로 외국 기업이 배제되는 경우를 말함.
원칙적으로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일한 사업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 특히 정부 자금
에 의한 또는 정부기구에 의한 사업의 경우, 외국 기업이 원천 배제 되는 경우가 자주 있음. 문제는 명시적 배제일
경우에도 외국 기업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천 배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이든 방치이든
외국 기업 배제 조건이 접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임. 따라서 외국 기업들
의 경우, 많은 수주 노력과 투자, POC(Proof Of Concept) 등의 노력을 하고 나서 배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암시적인 방법으로 배제되는 경우는 정부의 공개프로세스가 아닌 비공개 프로세스로 사업자가
결정되는 경우. 어떤 과정과 어떤 평가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를 공개하지 않음. 또한, 당정이 분리되어 외국기업의
배제 방침은 당에서 결정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외국기업의 항의나
클레임에 대응하기도 함. 또 하나 자주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는 복합적인 시스템인 경우,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국기업에게 전체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임. 순진하거나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기업의 경우 중국기관의 이러한 술책에 자주 넘어감.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기술을 빼앗
기는 경우가 매우 많음(4순위)
(Hns) 지방정부 등이 자국 기업 보호 위해 고의적인 견제나 규제 등을 하는 경우(4순위)
(Ayh) 이는 구체적이 사례를 통해 설명해야 할 것 같음(6순위)
(Cc) 개선할 것(6순위)
(Kcd)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지원을 많이 받음. 이에 반해 외자기업은 법이 제정한 범위에서
만 혜택을 받음. 보이지 않는 불공정 문제가 많음(3순위)
(Cws) 너무 추상적이지만, 다른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큰 개념인 것 같아서 1순위로 대답함.
외자기업이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이라고 하면 불공정 게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 자체도 중국시
장에서의 어려움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봄
(Rsh)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불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1순위)

(Ayh) 중국기업들은, 특히 전기자동차, 전기배터리 등 신흥산업 영역에서 정부보조금의 지원으로 비용에 상관
③
없는 투자와 생산을 할 수가 있으며, 저렴한 단가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키워나갈 수 있음(1순위)
기업보조금
(Nsy)
일례로 중국정부의 자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말까지 자국산 베터리를 사용한
의 문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함. 이로 인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LG, SK
등은 가격 경쟁력에 밀려 중국 국내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없었던 데 반해 중국 국내기업은 단시일 내에
성장할 수 있었음(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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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6

계속

구분

세부 의견
(Cps) 외국계 기업이 중국에 법인을 세울 때 지분제한을 받아 중국측 파트너가 다수 지분을 가져감. 이는 외자기
업의 지식재산을 이용하려는 목적임. 이 문제는 2020년 들어 많은 업종에서 해소되고 있지만, 자동차 등 주요한
업종에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 최근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의 중국 계열사가 스스로 독립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2순위)
(Lht) 2차 전지의 경우, 2016년에 시작된 한국산 배터리 탑재차량에 대한 불공정한 보조금 제외 정책이 지난
5년간 한국산 배터리의 중국시장 진입을 막았음. 중국의 소위 전략적 산업은 대부분 막대한 보조금이 지불되며,
애초에 외자기업과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함(3순위)
(Lhg) 중국은 자국의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를 위해 재정 및 금융 지원, 구조조정 지원, 세제지원, 특정 기업
지원, 정부구매 지원, 기술개조 지원, 특정 지역 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 옴(3순위)
(Cc) 현시점에서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경쟁 공정성 개선에 따라 완화(3순위)
(Kso) 산업지원정책, R&D정책 등으로 대대적인 기업보조금이 집행되어 글로벌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나, 어느 국가이든 유사한 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4순위)
(Sbk) 외자기업 정부보조금 제외(4순위)
(Ygy) 기업보조금 문제는 중국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외자기업이 나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WTO 등 국제규
범을 통해서 중국 내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경쟁 환경의 필요성 공감대를 국제사회에 확산시켜가는 노력이
요구됨. 예컨대 중국 내 기업보조금 문제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자국 내 정부를 상대로 해외진출
기업의 보조금 등 기업 환경 지원방안을 제도화하는 국내 지원방안 마련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4순위)
(Ygw) 미국과 무역분쟁에서 쟁점인 막대한 보조금지급 문제도 심각함. 막대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초대형 국유
기업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지원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한 플레이 사례. 중국의
‘국진민퇴’ 전략이 초래할 위협과도 연결됨(4순위)

③
기업보조금
의 문제 (Kyj) 기업조조금의 문제는 해당국가의 정부정책과 WTO 규정 등에 의하여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화와 관행 나아가 정부정책이 다른 상황에서 중요한 애로사항이 될 가능(5순위)

(Mks) 기업보조금은 외자기업에 대한 직접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음. 중국 정부는 자국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엄연한 차별인 것임. 그렇더라도 중국진출 외자기업은 이를 공개적
으로 문제 삼을 위치에 있지 않기에, 국제기구나 국가 간 협상에서 다뤄지기를 희망함(5순위)
(Yjs) 기업보조금 또한 1-4와 상동의 이유로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음. 즉, 미중 양국 간 갈등의 핵심 문제이
자, WTO 까지도 갈 문제이지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 기업보조금의 문제는 적어도 중국 현지 진출기업 내에서
는 생각보다는 파급력이 높지 않음(5순위)
(Lmh) 기업보조금에 있어 외자기업과 중국기업 간 차이가 많이 발생, 전기자동차, 미중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미국 정부가 제시(5순위)
(Rc) 중국의 기업보조금은 우선 외국 기업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WTO 규정 위반 사항임. 하지만
중국의 사회체계에서는 건국 이래 어떤 특정한 규칙과 프로세스에 입각하여 예산과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민영기업이든 국유기업이든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임의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가 됨. 중국의 기업보조금은 외국기업에게 있어서는 중국기업과 결코 원가우위를 가질 수 없다는 조건을 산출
하기 때문에 기 중국시장 진입 외국기업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 또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외국기업을 진입 유도한 후 앞서의 여러 방법으로 기술을 확보한 후 중국기업이 이를 사용하여 경쟁기업으로
등장한 후에 이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외국기업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단계적 수법을 종종시
장에서 관찰 할 수 있음(5순위)
(Jhw) 기업보조금의 문제는 외자(재외) 기업이 보기에 이 문제는 심각함.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의
입장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많이 완화되고 있음. 중국 진출 외자기업도 기업보조금
의 수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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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s) 역시 기존에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때에는 기업보조금 등이 문제가 되었지만, 현재 중국 기업들
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한편 국가 역시 기업보조금을 남용하지는 않기에 기존에 비해서는 문제의 심각성
③
기업보조금 이 많이 떨어짐(6순위)
의 문제 (Cws)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기업보조금을 점차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과도한 보조금은 중국 현지기
업의 경쟁력을 낮추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정책(4순위)
(Ygw) 중국 법령과 규제의 문제, 불공정 게임의 문제, 진입장벽의 문제 등은 이미 인지하고 진출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대비가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님. 가장 문제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업스파이 문제임.
외자기업이 기술 유출로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이유임. 2008년 이후 중국의 인건비가 급상승해왔
기 때문에 외자기업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진출한 기업은 많이 남아있지 않음.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남아 있거나 새로 진출하는 외자기업의 경우, 기술경쟁력이 가장 중요함. 하지만 중국도 산업 고도화
를 위해 오랜 기간 막대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자체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업스파이를 통한 기술 유출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외자기업의
생존을 위협함(1순위)
(Kyj) 법령과 규제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차이로 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외자기업은 이에 대한 사전적인 학습과 경험의 공유가 필요할 것임(2순위)
(Yjs) 이 부분은 다소 논란적일 수 있음. 미국계 기업이 주로 지재권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는 반면, 한국계 기업의 경우 제조 기업들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 미국 만큼 우려는 없는 편. 다만,
소비 부문 등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갈등 사항(2순위)
(Lmh) 특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범죄의식이 없음, 한국산
자동차, 핸드폰, 디스플레이의 기술 유출(2순위)
(Rc) 외국 기업의 경우, 중국 기업에 비교하여 가격우위 전략을 펼치기는 어려움. 따라서 대부분 외국 기업은
기본적으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외국 기업이 보유한 브랜드, 기술, 노하우, 명성 등이 전략
수단이 됨. 그러나 중국에 만연한 지재권 경시 풍조와 사실 상 지재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않는 사업 환경에서
④
짝퉁 브랜드나 복제 제품 등은 외국 기업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줌. 게다가 중장기적으로는 명성에까지 손상이
지식재산권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임. 특히, 현지에서 고용한 종업원에 의한 기술유출과 기술복제는
침해 및
그대로 중국기업의 기술로 모양을 바꾸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원천지재권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산업스파이
고소하여 지재권을 빼앗아 가기도 함.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 특히 지방정부는 사업허가를 내줄 당시 기술이전
등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으며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여 허가를 내준 후 이를 빌미로 기술이전을 요구하기
도 함. 이러한 기술탈취는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규모가 큰 투자를 한 외국
기업에게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해야 하는 일이 많음. 따라서 중국시장의 진입이
곧바로 대형 경쟁사를 만들어 주는 일과 동일시되는 이런 상황은 외국기업에게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의 하나이
며 보유한 기술의 수준이 높고 중요할수록 그러함(2순위)
(Jhw)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업스파이 측면에서 기존 진출 업체들이 가장 빈번하고 심각하게 애로 사항을
표출하는 문제임. 그리고 법집행 과정에서 제약이 많음을 토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피부로 느끼는) 문제라
할 수 있음(2순위)
(Cc) 세부 규정 명시 필요(2순위)
(Nsy) USCBC가 최근 발표한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 2020」에서는 61%의 응답자가 과거 10년간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치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으나(대폭 개선 10%, 일부 개선 51%), 여전히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제품생산제조, R&D 등 여러 분야에서 소극적일 수 있다고 응답함(3
순위)
(Mks) 기업 규모가 크거나 하이테크 산업일수록 지적재산권 보호의 어려움을 토로함. 또한 산업스파이는 직접
적인 기술 절도를 포함해 핵심 근무인력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전을 유도해 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음. 이런
인력 빼가지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뿐만 아니라 자국의 기술자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각국 기업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음(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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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h) 과거 중국정부는 외국기업들의 중국진출 요건으로 중국기업과 합자하거나 합작하는 조건으로 라이센스
를 부여함. 대부분의 경우, 중국 기업이 통제지분을 확보해야 함. 따라서 외국기업의 경우, 기술양도를 대가로
중국시장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 통과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외국기업들이 아직도 중국내에서의 특허출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상표권이나 특허가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4순위)
(Lht)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거나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인재 빼가기, 산업스파이 등의 사례가 많이 보고 있음(4순위)
(Lhg) 그동안 중국 정부가 모조품,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 지재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오지
않음. 다만, 미중무역전쟁 이후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강화, 모조품 단속하는 등의 변화가 중국에서 나타남(4순위)
(Kso) 지재권 침해도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나, 아직도 카피캣이 만연하고, 특정 기술인력을 빼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5순위)
(Ksh) 중국 진출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업스파이 문제 역시 큼. 그러나 외자진출 기업의 국내 진출시
다양한 합작 등으로 제도화된 방식으로 기술협력을 함.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 함(5순위)

(Rsh) 최근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나 중국 내에서 외자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지식재산권
④
침해가 아직 많이 일어나고 있음
지식재산권 (Sbk)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업스파이 사건 발생(5순위)
침해 및
(Ygy) 이 문제는 기업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처해야
산업스파이
하고, 개별 기업은 오히려 중국 내 관련 대응 조치에 신중할 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중국 내 일부 외자기업에
대한 불공정 기업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야 함(5순위)
(Hns) 종종 지적재산권 침해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기존의 중국 산업의 경쟁력이 매우 낮을 때에는 중국 특유의
산짜이 문화와 개념 없는 지적재산권 훔치기 등이 심각한 문제에 비해서는 나아진 상황임, 현지 당국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단속이 이전보다 많이 늘었으며, 일반 네티즌들도 원조나 질적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함(5순위)
(Kcd) 중국은 후발주자로서 지식재산권을 지키면서 선두주자를 쫓아오기에는 시간이 없음. 산업스파이도 빠
르게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것(2순위)
(Cws) 산업스파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 받으면 대응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지만, 중국에서는 점차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 또한, 중국
은 그동안은 해외의 원천기술을 수입 혹은 모방하여 상업화, 현지화에 치중하였는데 최근 미국이 원천기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자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원천기술의 개발은 지식이
라는 비배타적이고, 무형의 자산을 제도적으로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가 중요한데 향후 중국은 제도적으로 계속
개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5순위로 선정함(5순위)
(Ksh) 다른 문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진입장벽의 문제가 가장 큼(1순위)

⑤
진입
장벽의
문제

(Rc)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음. 그리고 자국 기업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외국 기업보다 처진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므로 외국 기업의 시각에서
는 접근할 수 있으면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시장일수록 진입장벽이 높다는 의미를 가짐. 진입장벽의 하나
로 시장개방이 있음. 중국은 WTO 가입 당시의 시장개방 약속을 지금까지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미중무역 마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서 강제 적합자 규정을 들 수 있음. 특히,
제조업의 경우, 일괄 중국측 파트너의 투자를 강제화하고 합자기간이 종료되면 잔여 자산과 정보가 모두 중국
측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등은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중국시장에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임(1순위)
(Jhw) 진입장벽의 문제에 관해, 거의 외자기업 진입 리스트(‘외상투자기업 가이드 목록’)를 통한 진입제한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긴 했지만, 서비스업 및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단서 조항, 단서 조치가 많아 진입장
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외자기업의 참여 자체를 봉쇄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최초로 직면하는 문제
라 할 수 있음(1순위)

780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부록 표 6

구분

계속
세부 의견
(Hns) 이 항목들과 관련해서는 외자기업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순위가 조금씩 바뀔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중국의 국가-외자기업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선정. 글로벌 규모의 IT 기업, 플랫폼 기업들은 중국에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검열 때문에 철수한 구글, 아예 진입하지 못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중국은 현재 자국
기업 보호와 정치사회적 이유로 이러한 글로벌 플랫폼 자체를 들여오지 못하게 함. 이는 중국 내의 다른 자국
플랫폼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상황이기도 함(1순위)
(Kso) 외자기업 진입 시, 특정 산업섹터에 대한 합작요건 등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구글 등 해외서비스를
차단하는 등의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2순위)
(Sbk)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외자기업에 진입 장벽 존재(2순위)
(Ayh) 중국 정부는 수익성이 높거나 전망이 있는 산업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금지 목록에 넣어 주로 국유기업
중심으로 독점으로 운영하게 함.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이 들어가는 대부분 영역은 중국이 외국기업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충분히 경쟁이 되는 산업영역임. 외국기업 대부분은, 특히 한국기업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
에게 부품이나 소재를 제공하는 산업에 분포되어 있음. 아직 중국기업과 완전경쟁에는 영역, 특히 중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소비 영역에서는 중국기업의 경쟁력 상승으로 점점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대표적인 사례
가 스마트폰 시장임. 한국 삼성은 현지시장에서 과거 20% 넘는 시장점유율에서 현재 1% 미만의 시장점유율로
떨어짐. 지금은 자동차 시장에서도 밀리고 있음(2순위)
(Lhg) 중국은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반화되어 있고 산업 별로 중국 국유기업의 독과점 분야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중국 민영기업 조차도 진입장벽을 느끼는 것이 다반사임. 특히, 외자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운영은 중국의 대표적인 진입장벽 체제임(2순위)

⑤
진입
장벽의
문제

(Ygy) 이는 외자 기업의 중국내 활동을 제약하고 중국 내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시장 보호, 기업 보호
측면과 함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공격적 인수합병 등 중국 기업 고사 우려에 대한 자국 기업보호
장치(일종의 경쟁력 확보)로 볼 수 있는바, 진입장벽의 우회로를 확보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3순위)
(Ygw)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모든 선진국의 타겟임. 하지만
중국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외자기업의 거대한 중국 시장에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수십 년 동안
외국인투자와 대외수출을 통해 성장해온 중국이 내수경제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의 성장 동력을 중국
내 소비와 시장·기업에 의존하는 전략을 취한 상태에서 미국과 무역갈등이 심화하고 COVID-19로 인해 중국
과 디커플링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이 독자 기술개발과 국산화 비중을 더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음. 특히,
부품·소재를 자급해 완제품을 만드는 자급자족의 홍색 공급망 구축은 한국 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3순위)
(Yjs) 중국 내 진입장벽은 투자 환경을 악화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 한국계 기업의 경우, 이 문제가 2순위일
수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거시적 관리 및 투자규제는 한국계 기업에 많은 악영향을 끼침. 현대차의 충칭
공장건설이나 SK의 우한 프로젝트 등은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중앙 차원의 규제 때문에 지연되거
나, 추가적인 비용 발생(3순위)
(Lmh) 외자기업은 근본적으로 중국 국유기업 영역이나 중국 정부가 중요시하는 산업에는 진입에 제한(예:
에틸렌, 자동차산업의 50% 지분 제한)(3순위)
(Cps) 중국의 특수성을 운운하며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을 금지하고 있음. 다양한 외국계 서비스 기업이 중국
에서의 활동을 할 수 없음. 우리나라 게임 업계도 중국 진출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음(3순위)
(Kyj) WTO 규정에 의하면 무차별원칙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관행과 문화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
하므로 특정 산업 혹은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있다고 판단됨(4순위)
(Rsh) 최근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중국의 여러 시장 부문에서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5순위)
(Nsy)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및 리스트 축소, 대외개방 확대 천명 등으로
볼 때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을 해소하려는 중국정부의 노력은 이전보다 증가하였으나, USCBC의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기업이 최근 1년 사이 중국에서 투자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이유” 중 4위가 “중국 시장의
진입제약 확대 또는 기타 비즈니스 환경 악화(26%)”임을 볼 때 진입장벽은 여전히 외국기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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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6

계속

구분

세부 의견
(Cc) 분야별 차이 있음. 주요 인프라 산업, 핵심 산업에 자국기업에 대한 ‘우대’는 어느 나라에서도 당연하나
증권/보험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있어 기준 차별 문제는 크게 완화(4순위)
(Lht) 아직 중국 시장은 미개방 된 곳이 많음. 특히, 건설시장에서 외국기업이 정부 수주에 입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자본시장 또한 외국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영업이 여전히 제한(5순위)

⑤
진입
장벽의
문제

(Mks) 유통업의 진입장벽이 특히 심함. 중국은 산업의 혈맥이라는 유통업을 외국에 넘겨줄 수 없다는 방침으로
보임. 그래서 세계적인 유통회사도 중국에서 성공한 사례는 하나도 없음. 또한 석유, 금융 등 전략산업은 정부의
발전전략에 따른 규제가 따른 것을 중국만의 잘못이나 특징이라고 할 수 없음. 진입장벽은 언제 어디서나 있었
던 것이고, 이것을 모두 개방하라는 것 역시 제국의 논리와 큰 차이가 없음. 그러나 일반적인 분야에서의 진입장
벽은 오히려 외자기업 차별(비제도적 규제)로 외화되는 경우가 많음(6순위)
(Kcd) 중국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 진입장벽이 많이 있음. 이러한 진입장벽은 명문화
된 경우도 있고 명문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특히, 내부 지침만 있고 명문화되지 않는 경우 외자기업은 대응할
방법을 찾기 쉽지 않음(1순위)
(Csw) 외자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점차 줄고 있지만, 진입 불가는 시장에 대한 진입조차 못하게 한다는 점에
서 다른 문제에 비해 중요한 장애요인이라고 생각됨(2순위)
(Ayh)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는 최근 중국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분야임. 특히, 공업 소재 사용 등 측면에서
친환경 소재를 요구하는 추세임. 그리고 기업공장 설치 등 측면에서도 환경표준 요구에 맞게 건설하기를 요구
하기에, 이는 기업의 시설투자 등 면에서 비용으로 이어지기에 사전에 체크해야 되는 부분임(5순위)
(Jhw)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문제는 최근 많이 약화되고 있기는 하나 최소한 한국에 비해서는 정부의
‘손가락 방향’에 맞는 활동이나 책임지는 행위가 없을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5순위)
(Kso) 크게 문제가 될 것 없음(6순위)
(Ksh)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자기업이 갖는 강점(6순위)
(Kyj)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해당국가 혹은 사회의 성숙도와 시민의 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자기업의 기업 자국과 중국과의 차이로 인한 애로가 발생할 것임(6순위)
(Rsh)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향후 큰 이슈가 될 것(6순위)
(Nsy) CSR 활동은 중국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만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념 구현이나
기업 호감도 상승 등 기업 내부적인 필요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음(6순위)

⑥ 기업의 (Sbk)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6순위)
사회적
(Yg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장기간 생존하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한 일종의
책임(CSR)
기업의 공공외교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특히, 외자기업과 중국 노동자, 외자기업과 중국
의 문제
지역사회, 외자기업과 중국 정부와 관계를 유리하게 만들어 가는데 CSR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기업과 기업인
의 이미지를 고양하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기업의 가치 책임까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CSR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실행해야 함(6순위)
(Yjs)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지만, 실행하는데 있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님. 외국계 기업은
중국 내 사회적 책임의 높은 순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공회를 활용한 활동도 다수.
애플처럼 국제적인 이슈가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중국 내 외자기업의 CSR은 커다란 문제가 없고, 중국 내
여론상에서는 중국 기업이 이를 배워야 함이 여러 차례 강조됨(6순위)
(Rc)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는 외국 기업에게만 특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
말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과 중국적 상황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 기업과 지역 사회, 기업과 직원, 기업과
고객, 기업과 제품, 기업과 사회 등 폭 넓은 이유에 있어서 서방 세계에서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법률적
행정적 강제성을 가지는 범위를 벗어나지만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기업이 도리를 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중국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은 폭 넓은 해석권과 재량권을 가진 중국 정부에 의한 압박이기 때문임. 이러한 압박
은 사안에 따라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외국 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적용이라는 관점에
서 본다면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임(6순위)

782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부록 표 6

구분

계속
세부 의견
(Ygw) 중국에서 CSR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높아짐. 급속한 압축성장의 부작용인 환경파괴, 경제적 불평등,
노동자 인권과 복지, 식품안전, 기업경영 윤리의 부재 등의 문제가 속출하면서 기업의 평판이 중요해지고 있음.
중국기업들도 CSR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이를 언론매체,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중국사회과학원에서는 매년 중국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 랭킹을 발표하는
데 이 지수가 발표되면 이와 관련된 기사가 많이 생산됨. 한국의 대기업들의 경우,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가
빈곤지역 청소년의 학업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희망공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음. 문제는 재정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들도 CSR에 신경을 쓰려면 비용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7순위)
(Lht) 노조에서 한국인 경영진의 경영을 문제 삼으며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임금, 복지 등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존재함(7순위)
(Lhg) 중국에서는 외국기업의 경우 민족주의 여론을 타고 쉽게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중국 소비자들의 CSR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임. 그러나 아직 CSR 문제가 중국 내 비즈니
스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지는 의문임(7순위)

⑥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Mks)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는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의 문제 이를 잘 활용한 기업은 이비지 개선에 도움을 받지만, 단지 비용으로만 여기는 기업에게는 상당한 압력으로
다가옴.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환경오염 방지비용과 시민사회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이 증가(7순위)
(Hns) 글로벌 규모의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중요하지만 기타 중소규모의 외자기업에
서는 크게 중요성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경우, 단순히 중국내에서만 사회적 책임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심각하다고 보임. 예를 들어 나이키나 아디다
스가 아동노동/청소년 노동을 시키는 경우, 중국 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심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기도 함. 애플의 하청공장인 폭스
콘에서 일어난 일련의 노동자 자살 사건의 경우에도, 물론 중국 내에서 폭스콘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사회적
여론이 들끓었지만 애플로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았음. 다만 유럽이나 기타 해외 지역에서는 애플의 폭스콘
관리감독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이어지기도 함(7순위)
(Csw) 사회적 책임제도를 잘 활용하면 중국 현지에서는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에 비해서 순위가
낮음(예, 중국 삼성)(6순위)

(Lck) 외자기업의 업종, 규모, 진출 시기, 지역에 따라서 외자기업이 경험하는 장애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순위
부여는 큰 의미 적음. 한편,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의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해당국의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해당국가의 기업협회 등이 정기적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애로사항을 서베이하여 발표함. 이를 참조하는 것이
현재와 같이 일부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것보다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한국의 경우에도, KOTRA에서 「중국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조사」를 발간하고, 재중 중국한국상회에서
도 유사한 조사를 수행한 바 있음

⑦ 기타

(Mks) 2016년부터는 주춤했지만, 12.5규획 기간 5년 동안 최저임금이 100% 올라 많은 외자기업의 탈출이
이뤄짐. 특히, 저임금에 기반해 생존하고 있는 임가공형 외자기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가장 큰 어려움.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분명해진 2016년(13.5규획)부터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지
만, 외자기업인의 불안감을 여전함. 중국은 소비주도 성장을 위해 임금 인상을 시도했으나, 기업의 도산과 탈출
을 목도하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감(2순위)
(Lht)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에 중국의 비즈니스 문화가 한국과 달라서 현지화에 어려움.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고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식 비즈니스 문화에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당황하고 실패했던 사례 다수(2순위)
(Hns) 이는 주로 소규모 기업들(특히, 한국 등의 중소 외자기업들)의 문제이기도 하며, 때때로 일정하게 규모를
갖춘 외자기업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현지의 소비자 문화 등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중국 시작의 토착성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이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되는
문제(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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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6

계속

구분

세부 의견
(Cc) 일부 국가만에 적용. 중국 소비시장의 잠재력과 전망이 긍정적임. 정부-외자 관계에 근본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5순위)
(Ygw) 고용비용 장애요인을 들 수 있음. 이직률, 인건비 상승, 생산직 인력난, 환율변동 등이 외자기업의 현지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외자기업의 특유의 경쟁력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했지만, 중국 현지에서 체감하는
중국 현지 기업과 외자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기업 활동 수행을 어렵게 함. 중국은 더 이상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노동집약형 조립기지가 아님. 잦은 이직률, 생산직 노동자의 인력난과 더불어 중국
정부의 산업고도화 정책에 따른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축소의 요인 등이 외자기업의 제조업투자를
어렵게 함.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첨단기술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전환됨(6순위)

⑦ 기타

(Lhg)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노동시장 정책이 임금 인상을 추동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음.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이나 최저 임금인상 등을 통해 중국의 임금 상승이 가속됨. 시진핑의 내수경제 중심 그리고 탈빈곤
정책 등 경제사회정책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흐름은 계속(6순위)
(Kyj) 기업행위는 지속성과 함께 변화 등이 요구되는데 환경변화에 따라 해당산업, 국가 혹은 사회와 결별할
수 있는 여건이 기업 활동에도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외자기업의 경우 환경변화에 다른 출구전략이
중요한 애로사항 될 것임(7순위)
(Rsh) 미중 무역분쟁이 심해지고 보호주의 기조가 강해지면서 각국의 자국 브랜드 선호가 강해질 수 있음.
이는 외자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7순위)
(Ygy)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 내 이미지는 많은 돈을 주는 세련된 기업. 그러나 인간적으로 끈끈한 유대감은
그리 높지 않다는 일반적인 평가에 기초하며, 기업 내 중국 노동자, 지역사회 등과 상생하고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문화적 연대감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지역사회 활동을 중시해야함. 특히,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상호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역사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실천하는 것도 필요함 (7순위)

부록 표 7

중국 정부와 기업 간 대내외 환경 요인별 현황/전망과 한국의 대응 정리

영향요인

세부 의견
(Kso) (전망)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자생력을 갖추어야 하는 단계이므로 중국 정부와 국유, 민영기업에 대한 영향
매우 높음. 외자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이나 자금에 대한 의존도 높아질 수 있으나, 단기간의 협력에 끝날 가능성도
높음. (대응) 한국의 기술우위 분야를 찾아서 중국 내수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모색 필요
(Ksh) (전망) 패러다임 전환기로 모든 기업에 절대적 영향. 중국 국내 차원에서 자기완결적 산업가치사슬 형성이
가속화될 것임. 중국이 강점을 갖는 비대면 내수소비 활성화 예상. (대응) 중국 기업과의 다각적 협력을 통해 중국
내순환경제에 참여. 내수소비 플랫폼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지원. 중국기업과의 다각적 협력을 통해 중국 내순환
경제에 참여. 내수소비 플랫폼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지원

내순환 (Kyj) (대응) 중국 정부와의 우호적인 협력강화로 중국 현지화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
경제전략 (Rsh) (전망)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우대 등 지원 강화될 가능. (대응) 공정한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없이 중국 시장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 필요
(Nsy) (전망) 국내에서는 자력갱생형 경제순환구조, 신 인프라건설 전략을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국내기업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임. (대응) 중국 국내의 산업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기
업과의 협력을 강화(예: 중국산 부품 사용률 제고)
(Mks) (전망) 내수중심의 경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정부-기업 관계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며, 기업의 경영전
략의 조정은 예상 가능. (대응) ⅰ) 국가 브랜드 향상,ⅱ) 소비형 완성품 브랜드 제고, ⅲ) 지역거점 전략 강화,
ⅳ) SNS 활용 맞춤형 광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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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7

영향요인

계속
세부 의견
(Ayh) (전망) 국유기업은 내순환경제를 위한 투자 주체가 될 것임. 민영기업은 중국 GDP의 60%, 일자리의 80%,
세수의 50%를 담당하기 때문에 내순환경제에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민영기업의 일자리 안정이 중요함. 외자
기업 역시 중국노동력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외자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은 중국이 내수로 성장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역량임. 현재 외자기업 관련 일자리는 2억 명과 관련되어
영향이 지대함. (대응) 노동밀집형 산업에 있는 한국 기업은 중국내 노동임금, 토지, 자본 등 비용의 상승으로 2008
년 이후 사실상 경쟁력을 잃음. 아직도 이 분야에 있는 기업은 공급 체인을 동남아로 이전하거나 사업에 대한 구조조
정이 필요함. 고기술 첨단기업에 있는 한국 기업은 앞으로 중국내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중국 시장에 알맞은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Ygy) (전망) 국내경기 활성화에서는 국유, 민경, 외자기업의 역할, 중요도 차이가 거의 없음. (대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과감한 인수합병을 시도
(Ygw) (전망) 생산, 분배, 유통, 소비 전반에 걸쳐 국내시장 의존도를 높이고 새로운 가치사슬을 형성해 성장
모형을 전환하고 있음. 내수 확대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첨단 미래산업 분야의 비중이 커질 것임. 내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견돼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임.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국유
기업과 민영 스타트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내수 촉진을 위해서는 서비스 업종의 전망이
밝은데 민영기업의 약진도 기대됨. 외자기업의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악영향이 클 것임. 하지만 4차 산업
혁명 핵심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외자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음. 또한, 경제 수준 향상과 고령화로
인해 의료 분야에서도 외자기업이 선호될 것임. (대응) 국내 소비와 국내 산업발전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춘
자립형 내수 구도 구축을 시도하기 때문에,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경우, 오히려
현지 직접 진출을 권장함. 중국 현지 기업과 합자나 합작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산업 고도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한·중 산업의 비교우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
성에 대비하여, 한국은 비교우위에 따른 신산업 분야에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여 중국과 새로운 분업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함. 특히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에 있어 중국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기회가 가능함. 첨단기술 경쟁력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내순환
경제전략 (Yjs) (전망) 미중갈등에서 중국의 고립화 경향이 강화되며 내부 행위자 중심(일부 외자기업 포함)으로 내수 및
시장 확대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음. (대응) 정부는 뒷받침만하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슈에 대해 대응하고 중국
진출 및 협조 방안을 모색 필요
(Lmh) (전망) 중국에서 외자기업은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에 특화됨. (대응) 중국 내수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가성비가 탁월해야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음. 중국의 대량 생산체계를 극복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 기술
을 개발하거나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
(Lck) (전망) 내순환경제전략은 향후 14차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대폭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그러나
식량자급 실패, 에너지 해외의존, 철광석 등의 원자재 해외의존, 핵심부품의 해외의존,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
규모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시. (대응)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전략에는 면밀한 이해와 분석이 요청됨. 한국의 대중 수출은 IT,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산업, 유화부문의
소재산업 등 몇 개 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 내순환경제전략에 대해서 특별히 면밀한 분석이
요청됨
(Rc) (전망) 내순환 경제라는 개념은 최초로 류허 부총리가 상하이 포럼에서 서면 발표한 후 줄곧 화제가 되됨.
9월 심화개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중국공산당의 정책으로 채택됨. 이제 14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고
5중 전회에서 구체적인 모습이 들어날 예정임. 내순환경제가 얼마나 깊게 그리고 넓게 운영될 것인지는 아마도
미국의 대중 압박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좌우됨. 또한, 디지털화폐나 전자양표, 공분제도 등도 내순환경제정책
에 따라 실행여부가 결정될 것임. (대응) 내순환 경제는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의 위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일차적으로 위기로 작용할 것임. 그러나 중국의 내수위주의 투자와 경기 진작책
이 대규모로 진행될 것이고, 미국 등 서방으로 부터의 기술과 경험의 유입과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한국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음. 방향성은 일정하다 하더라도 정도와 순서, 그리고 규모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고 역동적으로 대처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기존과는 달리 정부가 금융 등의 정책보다는 정보수집, 분석가공 등의 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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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7

계속

영향요인

세부 의견
(Lht) (전망) 내년부터 본격화될 내순환전략은 정부가 국내 기업(국유, 민영)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
될 것임. 또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부 우수 외자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임.
(대응) 미국 등 서구와 분리된 중국 국내의 VC 형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
(Lhg) (전망) 전시처럼 내순환경제전략은 주로 내수소비와 국내 산업 발전을 대외 의존도를 낮춘 자립형 내수경제
구도 구축을 강조한 전략. 이는 계획경제의 기능이 재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유기업과 디지털경제 분야의
민영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임. 내순환경제전략에서 상대적으로 외자기업의 역할 여부는 중국정부와의 연계
수준에 좌우. (대응) 재중 한국기업 가운데 내수경제에 깊이 연동되어있는 경우, 이러한 내순환경제전략이 추진될
경우,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바 중국 내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임. 한국 국내
기업의 경우,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한중 FTA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내순환경제전략에서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
(Jhw) (전망) 내수기반 성장을 적극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의 성격이 강하며, 최근에 거론되기 시작해 실질적
영향력이나 추진 정책은 많지 않음. (대응)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더욱 노력
(Jms) (전망) 주로 자본재와 중간재 분야를 담당하는 국유기업들의 향후 투자전략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 (대
응) 중국의 수입대체 본격화에 따라, ⅰ) 지속적인 기술경쟁력 확보, ⅱ) 중국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대응

(Cc) 2020년 5월 중앙정치국 ‘쌍순환(双循环)’ 전략 제기함. 7월에 국내대순환을 위주로 한 쌍순환을 강조. 이는
‘14차5개년계획’의 핵심전략이라고 평가됨. 6월에 「국유기업개혁 3년 행동 방안(2020~2022)(國企改革三年行
动方案(2020~2022年)」 가동. 미중갈등, COVID-19 방역 배경에서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내순환을 원활하게 추
진하려면, 기존 국내 소비시장 역동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성숙한 시장경제체제
구축이 요구됨. 이런 의미에서 내순환 전략은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소비시장의 차원에서
민영기업과 민영경제는 특히 서비스업, 정보통신기술을 기반한 온라인소매, 유통 등 산업에 우세를 띠고 있음. 포스
내순환
트 COVID-19 시대에 소비수요와 소비패턴의 변화는 민영기업의 성장에 좋은 기회를 제공함. 또한, 안정적인 시장
경제전략
공급을 위해 체계적인 제조업은 중요함. 국유기업개혁 동시에, 민영기업은 물론, 선진제조업 우세를 갖고 있는 외자
기업에 있어서도 좋은 기회임(아울러 올해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Cps) (전망) 국내 조달을 늘이고 자국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이 늘어날 것. (대응) 우리나라도 기업보조금
을 많이 주고 있음.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삼성전자임. 섣불리 보조금 축소를 해외
무대에서 주장하면 안 됨
(Hns) (전망) 현재는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향후 중국의 중요전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미중경쟁과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일대일로보다 더 큰 전략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중국내 국유기업과 민영기
업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음. 외자기업의 경우에는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될 수 있음. (대응) 중국이 내순환경제전략 및 이중순환 경제 전략은
중국 내수 중심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대외 의존을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의미. 이에 한국기업 역시 중간재 수출에서 위기가 될 수 있음. 또 한편으로는 중국 중심의 가치사슬
체계에 들어가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함. 철저하게 기술적 우위(예를 들어 반도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Kcd) (전망) 내수시장 확대 전략으로 모든 기업에 중요. (대응) 중국 내수시장 적극 공략
(Css) (전망) 중국은 7월 31일 중앙정치국회의를 통해 ‘쌍순환’ 이 ‘자국봉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내 제도를 재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수시장을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대외시장에서의 역할을 확장 의지
밝힘. 중국의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외개방 수준을 높이느냐가 이러한 전략이 내수뿐만 아니라
탈중국이라는 GVC재편에서 중국이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목표 달성 가능함. (대응) 중국은 “요소시장화(토
지, 노동, 자본, 기술, 데이터)를 통해 국내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 특히, 중국의 ‘데이터 시장화’와
‘데이터 무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합 경제협력 및 대응방안 필요
(Kso) (전망) 중국 정부가 시장 루트를 만들어나가는 작업이므로 중국 내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은 당연히 높으며,
일대일로
외자기업들도 참여하여 연선국가 시장 기회에 주목. (대응) 일대일로의 분야별, 지역별 성공가능성과 실패가능성
전략
을 면밀히 따진 후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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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7

영향요인

계속
세부 의견
(Ksh) (전망) 인문 유대를 제외한 전 분야 걸쳐 일대일로 전략의 수정 예상. 일대일로와 연계된 중서부 지역 인프라
기업을 위한 국내 뉴딜 전망. (대응) COVID-19 진정 이후 일대일로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IIB 등의 지속
참여. 중서부 인프라 기업과의 협력관계 모색
(Kyj) (전망) 최근 글로벌 정치, 경제적 환경 악화로 일대일로전략은 다소 주춤한 상황으로 판단됨. 그러나 중국은
지속적 성장 및 대외 위상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대응)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직접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과 민간기업 차원에서 적극 노력 필요
(Rsh) (전망) 중국 정부의 대외전략에 맞춘 투자 프로젝트 진행. (대응) 중복투자나 경쟁을 피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에만 관여할 수 있도록 노력
(Nsy) (전망) 핵심부품 생산은 국내에서 담당하는 대신,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조립과 완제품 생산은 신남방 지역
으로 옮기는 등 의도적인 전략적 GVC 재편과정이 진행 중임. 이 과정에서 정부전략을 직접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국유, 민영기업의 역할은 확대되겠으나, 중국을 수출기지로 활용하던 외자기업의 입지는 오히려 좁아질 위험.
(대응) 최근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음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일대일로전략과
신남방-신북방전략’을 연계하는 공개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Mks) (전망) 일대일로가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정부와 함께 해외 진출한 대형 국유기의 경영에 영향을 받지만,
다른 관계는 비교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 (대응) ⅰ) 동남아에서 한중 합작사업 강화, ⅱ) 일대일로의 역할 분담
자청, ⅲ) 중국을 배제한 동남아 진출 전략 신중

(Ayh) (전망)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전략은 과거 국유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해옴. 그러나 국유기업의 부채부
담이 커지고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현재 일대일로 국가들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융자의 지속성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중국 시진핑 정부는 현재 세계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를 독려하고 세계 각국의 동참을 독려
하고 있음. 중국내에서는 민영기업의 투자확대와 연해안 지역에 있는 외상투자 기업의 중국내 서부대개발 지역으
로의 산업이전을 독려하고 있음. (대응) 일대일로 대부분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결여됨. 따라서 한국기업의 입장에
일대일로 서는 한국의 원자재 수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일대일로의 국가의 항구 건설이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여 한국의
전략
석유 등 전략적 물자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한국 중심의 일대일로 투자를 새롭게 그린 이후 중국과의 협업이
나 동참을 고려할 필요
(Ygy) (전망)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의 아젠다로서 7년을 넘기면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진행되는
바, 협력 주체로서 기업 특히 대중형 국유기업, 대중형 민영기업의 역할이 요구됨. (대응) 한국은 이미 일대일로와
북방협력, 납방협력의 접점을 찾아 제3국 공동진출에 인식을 같이하는바, 제3국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분
야와 협력 기업을 내실 있게 준비할 필요
(Ygw) (전망) 일대일로 전략은 정부의 구상과 전략, 정책 등에 좌우되고 대형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주로 대형
국유기업에 유리하며, 정부의 기업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될 것임. 일대일로 루트를 따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스타트업 민간 기업에게도 기회가 많음. 서비스업이 중국 내륙지역 등을
포함하여 지역적으로 확대 활성화되는 것도 민간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음. 외자기업은 기존 인프라 건설 및
신형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강점. (대응)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가치사슬이 연계돼 발전했듯이 일대일로 구상에
따라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서 중국과 적극적인 기술협력 필요. 특히, ‘신형 인프라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Yjs) (전망) 일대일로 전략은 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중국의 고립화 경향이 강화된다면 일대일로 전략
에 투자할 여지가 상당히 감소될 것. 다만, 특정 지역, 국가에 집중될 가능성은 존재. (대응) 일대일로 전략에 한국
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명시적으로 이를 부각시킬 이유는 없음. 실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중심으로
실용주의적 접근 필요
(Lmh) (전망) 일대일로 전략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략임. 즉,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맞선 것으로 결국 실패할 것임. 왜냐하면 저축은행처럼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때문임.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수원국과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현상은 남중국해 갈등과 더불어 동남아
국가에서 나타남. (대응) 무시하는 전략이 가장 이상적임,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하에서 한국이 굳이
일대일로 전략을 언급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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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7

계속

영향요인

세부 의견
(Lck) (전망)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국가자본, 국유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임.
중국 국내의 토목건설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과잉생산 능력을 해외(주로 연선국가)에서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엄밀하고 정확한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 사업이 ODA 즉 원조사
업의 성격을 갖기 보다는 주로 상업적 프로젝트의 성격을 갖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사업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우려가 높아짐. (대응) 원래 전통적으로 수송 인프라(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건설 프로젝트는 수임기간도 길고,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 다수임. 최근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반발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참여국가의
거버넌스 불투명성 등으로 한국기업의 관심 및 참여는 당초부터 높지 않았던 것이 현실임. 따라서 중국 측이 요청
하고 있고, 우리가 합의한 일대일로 공동참여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Rc) (전망) 일대일로는 점차 경제적 성격이 옅어지고 안보적 성격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미국 등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이전보다도 추진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많음. (대응)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됨
(Lht) (전망) 일대일로 전략은 내순환전략과 상호배타적으로 축소될 전망. 일부 전략적이며 상업적인 사업을 중심
으로 여전히 국유인프라 기업, 국유은행 위주로 진행될 것임. (대응) 미중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일대일로
구상에는 소극적으로 대응 필요

(Lhg) (전망) 일대일로는 우선 중국 내륙지역 그리고 주변국과의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는 것인 만큼 국유기업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의 경우 국유기업의 일대일로 연선 진출 전략에 편승할
일대일로 수 있는 경우에는 성장의 기회가능. (대응) 일대일로의 중몽러 노선이 한반도와 연계되는 만큼 중국 동북지역-러
시아 극동지역-남북한-일본을 연계하는 환동해 경제권 구축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차분히 진행해야 함. 일대
전략
일로가 민심상통을 강조하고 있는바 한류를 활용한 문화산업, 관광산업 발전의 기회로도 모색 필요
(Jhw) (전망) 유라시아 대륙, 더 나아가 아프리카지역까지 아우르는 인프라 및 규범(이론적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이미 5년여에 걸쳐 강력 추진됨. 미국, 일본 등이 견제하겠지만 중국은 중장기 국책으로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 (대응) 독자적인 규범과 통상 원칙을 강조하되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할 필요. 미국의 경계가 매우
심함을 고려 융통성 있는 태도와 협력방안 필요
(Jms) (전망) 미국의 중국견제 등으로 인해 일대일로 민간기업이 참여할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함. 즉,
사업 리스크가 매우 커짐. (대응) post China 생산기지 선점을 위한 노력을 지속
(Cc) 민영기업, 민영경제는 중국 경제 지형도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에 부상. 대외무역 측면에서 지난 4월 중국
수출액의 절반 이상은 민영기업에 의해 이루어졌음. 이것은 COVID-19의 영향도 있지만, 미중갈등과 국제환경
의 변화에 의해, 민영기업의 ‘관심’은 유럽과 미국에서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아세안으로 이전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임. 일대일로 추진 단계를 보면, 초기에 국유기업에 더 유리하지만(인프라건설 등), 한 7년이 경과한 현시점에
서, 향후 민영기업의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임190)
(Cps) (전망) 일대일로에 따라 건설 관련 업종이 큰 수혜를 받고 있음. 일대일로의 본질은 중국의 패권확장이
아니라 개도국의 인프라 수요와 중국의 자금 공급임. 이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일대일로는 계속될 것임. (대응)
섣불리 일대일로의 좌절을 전망해서는 안 되고, 일대일로가 계속 된다는 전제로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접근 필요

190) 中国民营企业“一带一路”可持续发展报告. (2019). Retrieved from https://www.undp.org/content/
dam/china/docs/Publications/%E4%B8%AD%E5%9B%BD%E6%B0%91%E8%90%A5%E4%BC%81%
E4%B8%9A%E2%80%9C%E4%B8%80%E5%B8%A6%E4%B8%80%E8%B7%AF%E2%80%9D%E5%8F%
AF%E6%8C%81%E7%BB%AD%E5%8F%91%E5%B1%95%E6%8A%A5%E5%91%8A.pdf(검색일,
2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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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7

영향요인

계속
세부 의견
(Hns) (전망) 거창하게 내놓은 전략임에 비해서 많은 견제를 받게 되면서 현재는 기존에 비해 영향력을 다소 잃은
상황임. 예를 들어 중국어로는 계속해서 “일대일로”라고 표현하지만 영어 공식 명칭도 “One Belt One Road”에
서 One이라는 어휘가 주는 패권적 느낌 때문에 “Belt and Road”로 변경함. 특히, 일대일로 정책이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에 일부는 혜택도 되었지만, 신제국주의라는 비판도 신경 쓸 수밖에 없기에 다소간 숨 고르는 시기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됨. (대응) 본래 일대일로와는 큰 연관을 맺지 않았기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 다만,
남북관계 개선과 연동 속에서 잘 활용할 필요

일대일로
(Kcd) (전망)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으로 국유기업에 중요함. 해외진출 기업은 대부분 대규모 국유기업임.
전략
(대응) 세계 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한 전략 마련 필요

(Css) (전망) COVID-19로 인하여 연선국가에서 반중정서가 강해지고 있어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이 점차 어려워
지고 있음. (대응) 현재까지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음. 오히려 일본이
민간차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협력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할 필요
(Kso) (전망) 미중갈등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국유기업, 민영기업 모두 가치사슬 자국화의 필요성에 노출. 신산업
분야 외자기업의 중국 사업이 난관에 부딪칠 수 있음. (대응) 미중 양국의 탈동조화에 대한 대응 필요
(Ksh) (전망) 미국 대선 이후, 미중 갈등은 일시적 소강국면으로 진입. 중국은 전략적 겸허를 통해 미국과의 출혈
경쟁을 회피할 것임. 단, 살라미 전략을 통해 동아시아 주변국가에 대한 경제적 협력 강화를 강제할 것임. (대응)
사안별 접근 필요. 전략적 모호성 외에 경제 분야에 있어 한국의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전에 천명함으로써,
미중 양자택일의 위험을 사전에 분산 필요. 한국의 입장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 역내경제협력 모형을 선제적으로 공표
(Kyj) (전망) 미중패권전쟁의 비용과 경제적 손실은 양국 모두에게 크게 나타나므로, 미래 특정 시점에서 대타협
가능. (대응) 한국은 기존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경제적 및 비경제적 영역을 확보 필요
(Rsh) (전망) 탈중국, 가치사슬 재조정 등 서구 국가들의 전략은 수출기업의 기업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 (대응)
한국도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자국 우선의 정책 설계가 필요. 기업 차원에서 민족주의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차원의 기업전략 설계 필요
(Nsy) (전망) 중국기업의 미국 기술 활용이나 시장진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차적인 타깃은 국유기업
임(군이 소유한 기업 포함).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민영기업인 화웨이가 최대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볼 때 미국이
경계하는 중국기업은 표면적인 소유 형태와는 무관하므로 국유, 민영기업 모두에게 불리할 것임. 중국에서 사업
미중패권 을 하는 외자기업도 미국의 기술을 활용해야 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사업을 유지
어려움 예상. (대응) 기존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포지셔닝을 정비할 필요. 수출 위주 기업은 중국 이외 국가(지
전쟁
역)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중국 내수시장 타겟 기업은 철저히 중국 중심의 마케팅과 생산을 진행
(Mks) (전망) 이는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호의적 이미지를 중국에서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음. 결과적으로 중국 내수시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 (대응) ⅰ) 한국의 독자성을 보일 수
있는 전략구사(국가전략 차원), ⅱ) 한국의 기업 및 제품 브랜도 강화, ⅲ) 대중 공공외교 강화
(Ayh) (전망) 미중패권전쟁은 앞으로 적어도 15년 동안 글로벌 경제 환경과 중국과 미국, 그리로 이 두 나라에
수출하고 경제적 협력이 높은 국가들의 운명과 직결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임.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냉전이 아닌 량전(涼戰)으로 끌고 가려고 함. 냉전이 되는 즉시 중국은 거의 경제 경착륙이 일어나 몇 십 년 전으로
경제가 후퇴할 것임. 미국 역시 크게 타격을 받아 세계는 역대의 위기가 발생할 것임. 따라서 중국정부의 전략은
길게 천천히 끌고 가려는 것임. 그러나 미국은 더 강하게 때려서 자신들이 정한 룰(공평, 공정, 투명한 거래와
시장주의, 정치체제의 민주화)로 중국이 변해가기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임.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잡는
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음. 예를 들면 인터넷 시장개방 같은 것은 중국공산당이 가장 양보할 수 없는 언론개
방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응할 수 없는 문제임. (대응) 일대일로 대부분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결여됨.
따라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원자재 수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일대일로의 국가의 항구건설이나 인프
라건설에 투자하여 한국의 석유 등 전략적 물자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한국 중심의 일대일로 투자를 새롭게
그린 이후 중국과의 협업이나 동참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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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7

계속

영향요인

세부 의견
(Ygy) (전망) 미중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 기업의 경제활동 역시 본격적인 경쟁구도에 놓이는바, 정부가 적극
적으로 기업을 관리감독할 것임. (대응) 화웨이 건을 계기로 미국이 SMIC 등에 제재를 시사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반도체 호황을 전망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으나, 대중국 사업을 접지 않는 이상 과도한 언론 플레이를
경계해야 함. 한국의 중국과 경제관계가 매우 깊다는 점에 유념하여 미중경쟁을 피하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져야
함. 섣불리 정부가 나서기 보다는 경제 주체인 기업의 판단을 존중하는 선에서 접근 필요
(Ygw) (전망) 미중패권전쟁이 심화하여 양국의 탈동조화 현상이 커진다면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과 통제
력은 더욱 강화될 것임. 미중 협상이 진전된다면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간섭, 개입이 축소될 가능. 미중패
권전쟁의 심화로 국진민퇴 현상이 강화되면 많은 민영기업이 쇠퇴하거나 지배권이 국유자본으로 넘어갈 가능.
하지만 결국 중국정부는 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이며 국유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두 세배나 높은 민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음. 단기적으로 외자기업의 경우 고관세율로 피해가 크겠지만, 계속된 협상의
결과는 점진적으로 중국시장을 개방영역과 수준을 확대해야 하고 속도를 당겨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외자기
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큼. 패권경쟁은 외국기업 유치경쟁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외자기업에
대한 환경개선과 그에 따른 기회 확대 가능성. 하지만 중국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과 분리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된다면 외자기업의 피해는 막대할 것임. (대응)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음. 미중무역분쟁의
심화로 한국은 고관세 타격에 매우 취약하지만, 그런 혼란 속에 등장할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수입업체, 생산업체는 대체 공급자, 생산지를 찾기 마련임. 한국은 중간재와 최종재
를 아울러 미국 수입업체가 눈을 돌릴 무역 전환의 수혜국이 될 가능. 첨단기술 분야의 가치사슬의 중요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임.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추월하기 시작한 중국이 미국
과 기술패권전쟁으로 주춤하는 상황은 한국 기업이 체력을 비축하고 극적인 반전될 가능

(Yjs) (전망) 미중패권전쟁은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지만, 부문, 지역, 기업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또한,
주중미국상회 조사에서도 보이듯, 중국에서 빠져나갈 기업은 이미 상당수가 나간 상황이기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일단 전체적으로는 버티기 전략을 쓰면서, 변화 양상에 맞게 대처할 것임. (대응) 가장 중요한
미중패권 것은, 미중패권전쟁을 한반도로 내부화하지 않는 것. 적어도 수십 년 간의 장기 전쟁이기 때문에, 이슈별로 상황에
전쟁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 또한, 미국과 중국 간 선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고 유용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개별 대응 필요
(Lmh) (전망) 미중 갈등이 통상에서, 바이러스, 기술, 군사대립까지 갈수록 확대. (대응) 미국의 정확한 의도 파악
이 가장 급섭무임. 중국을 얼마만큼 타격하고 싶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파악
필요
(Lck) (전망) 미중패권전쟁의 확산 여부가 세계경제에 중요한 불확실성 가능. 미국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겠
지만, 공화, 민주 양당이 발표한 중국정책에 따르면 향후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이 일정 정도 예상됨. (대응) 정당별
중국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됨. 미중 양국 간 디커플링이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지
만, 미국의 과학기술, 금융 방면 등 일부 분야에서는 부분적으로 디커플링이 시도될 가능성은 충분.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이 현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이 받는 영향, 대책 등을 선별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임
(Rc) (전망)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그 차이는 방향성의 차이가 아닌 정도와 수단의 차이가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미국의 대중 정책은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지속될 것이며 대중 경제 압박도 지속될 것임.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전략 중에 한중일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대응)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협력은 주로 중국의 수출과 내수 시장에 필요한 기술과 부품, 설비 등을 우리나라가 제공
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제조된 소비재와 농산물 등의 수입이 주류임. 기본적으로 협력 구조상의 변화는 있기
어려우나 전반적인 위축이 예상됨. 타개의 방향은 제3국 시장의 개발도 있겠으나 중국 내수시장의 개척이 주
목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FTA의 진행과 우선적으로 체결될 한중 FTA가
이러한 우리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임
(Lht) (전망) 중국이 내순환경제전략을 하게 만든 배경임. 특히, 주요 핵심 산업 분야(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 자립도를 높이려고 할 것임. (대응) 일본, 호주, 싱가폴, 베트남 등 미중 사이에 낀 유사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신중히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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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7

영향요인

계속
세부 의견
(Lhg) (전망) 미중패권전쟁은 중국의 국유기업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 서방 각국에서 중국의 국가 주도적
경제에 대해 문제제기가 커지고, 특히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임. 미중 패권경쟁은 중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니 만큼 중국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에게도 악영향 가능. (대응) 미국과의 군사
적 동맹관계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모두 중요한 한국 정부로서는 이러한 갈등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스마트외교 필요. 다만 북미 정상회담의 재개를 통해 남북경제협력 가속화를 통해 미중 패권경쟁의 구도에서
빠져나올 구멍이 필요.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일방적 의존은 벗어나야 함
(Jhw) (전망) 미국이 공세, 중국은 ‘실질적 우위’를 감추면서, 수세적인 입장임. 그러나 경제 분야에 관한 한 미국은
사실상의 수세이며, 공세가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중국의 경제력 강화가 지속될 것임. (대응) 자유경제, 개방경
제, 다자주의, 협력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규범을 적극 표방하고, 이 원칙에 부합하는 한 중국과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강력 표명하는 동시에 추진
(Jms) (전망) 미국은 이미 중국의 국유기업 체제를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의 하나로 지목. (대응) 관련 국제통상규
범 논의(WTO 산업 보조금 규정 등)에 적극 참여
(Cc) 특히,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있어서 중국이냐 미국이냐 라는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함.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와 관계 변화 가능

미중패권 (Cps) (전망) 국내 대순환으로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함. 이것이 어려운 업종도 있음. (대응) 미국의 대중제재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는 업종도 있지만, 중국 가치사슬의 붕괴로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음. 가령, 화웨이
전쟁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비용이 13조 원인데 이는 우리나라 대중수출의 6~7%에 달함
(Hns) (전망)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봤을 때 COVID-19와 더불어 가장 큰 불확실한 변수가 되고 있음.
무역전쟁의 측면은 현재 많이 가라앉았으나 향후 기술패권 및 플랫폼 선점을 두고 큰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지속될 기조로 판단됨. 무역전쟁은 완화되나 선도 기업들
간의 경쟁은 무척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음(반도체 및 IT분야 등 미래산업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됨. (대응) 현재 한국에게 가장 큰 정책 난이도를 안겨주는 정세 상황이라 판단됨. 다만, 현재 국면도
그렇고 향후에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극에서의 제로섬 게임이나 두 개의 선택지만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다각적
이고 실리적인 신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이 상황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Kcd) (전망) 미중 패권전쟁은 중국 내수시장 및 글로벌 시장 모두에서 모든 기업에 중요. (대응) 미중패권경쟁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마련(예: 중국 내수시장 확대 및 글로벌 시장 경쟁 대응)
(Css) (전망) 미중 패권전쟁은 COVID-19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패권전쟁으로 인한 탈중국에 대해서 잠차 경각심을 가짐. (대응)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지속적으로 경제적 협력을 하고 있는 유럽국가들 또한 중국의 ‘비공정한’ 방식에 대하여 지속적으
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또한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자유무역주의’라는 원칙으로 중국의 ‘비공정
한’ 방식을 개선 요구할 필요. 이러한 원칙은 RCEP 등을 통해 분명히 할 필요
(Kso) (전망) 중국 비대면 시장, 디지털 전환 등이 대대적으로 예상되나, 이미 중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 (대응) 우리 기술기업들의 진출할 기회가 가능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약진에 더욱 대비할 필요
(Ksh) (전망) COVID-19 질병의 만연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 공동체 가능성 증대. (대응) 한국의 국익에
기초하여 필요한 분야에 한해 한국 기업의 진출 장려
(Kyj) (전망) COVID-19는 국가 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며, 이로 인하여 글로벌 공급망은
상당부분 수정 및 보완될 것임. (대응)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국가
COVID와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19
(Rsh) (전망) 전염병으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크게 늘었고 중국 정부의 정책집행 스타일도 많이
변함. (대응)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외자기업으로써 여러 제약이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함. 그러므로 상황 변화에 따라 좀 더 유연한 기업전략 필요
(Nsy) (전망) 중국 국내 상황이 호전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중국판 뉴딜정책과 연관된 기업들은 더욱 회복
이 빠를 수 있겠으나, 글로벌 시장 위축과 무역축소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에게 불기하게
작용할 것임. (대응)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 경제의 회복이 가시적이므로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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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7

계속

영향요인

세부 의견
(Mks) (전망) 중국의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했고, 이를 회복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며, 중국 경제 회복
역시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일 것임. (대응) ⅰ) 중국 진출 기업은 이 난국에 계속 함께 한다는 이미지를 쌓아야
함. ⅱ) COVID-19로 인한 대기업의 중국 탈출은 없을 것이나, 중소 서비스업은 한국 리턴도 고려할 필요
(Ayh) (전망) COVID-19는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적어도 내년까지 예상됨. 내년까지 대부분 국가의 경제는 내수
경제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일 것임. 중국은 현재 중국 국내 내수 위주의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 농촌. 농민들을
동원하여 호구제도 완화, 도시 농민 공동주택구매 허용, 농민들의 주변도시 취업지원 등 정책추진. (대응) 미중패
권전쟁 확대에 따라 한국 기업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함. 기존 수출형 기업의 경우, 미중시장의 불안으로, 나아가
글로벌 경제의 불안 확대로 전세계 시장의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타격 가능. 산업별로 영향이
다르겠지만 빠른 시간에 영향을 진단하고 미리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최첨단 기술영역에 있는 기업은 중국에
대한 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음. 유럽과 미국 및 일본의 중국 시장 기술 수출에 대해 제한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이기회에 넓은 중국시장을 미래산업 영역에서 선점할 기회. 이는 한국 국내시장의 좁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기술
영역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을 발판으로 유니콘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따라서 핵심 기술기업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과 이들의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기임
(Ygy) (전망) COVID-19 시대 정부 기업 관계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음. 정부도 방역과 경제재
건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하고 있고 국내대순환 경제정책을 펼치는바 모든 경제주체가 선순환 될 것임. (대응)
중국에서 대규모 전염병의 유행은 상대적으로 백신개발을 위한 사례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중국과 협력 고리를
찾으면 우리에게도 유리한 국면이 조성됨. 한국은 상대적으로 방역을 잘해서 확진자가 적지만 이는 백신개발을
위한 사례수의 부족을 의미하는바 백신개발 기업의 대중국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

(Ygw) (전망) COVID-19 사태는 중국에 위기이면서 전략적 기회임. 중국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가속하고 있기 때문임. 탈중국 공급망 재편과 탈동조화 움직임을 초래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의 내구성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도 함. 중국과 같은 강성 권위주의 국가에서 디지털화는 정부의 통제력 강화를 의미하고,
COVID-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강화 가능. (대응)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는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은 COVID-19 사태로 인해 재확인됨. 한국도 중국 못지않게 COVID-19
19
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이 선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 COVID-19 사태를 계기로 미국, 독일, 영국 등 전통적인 의료강국들이 휘청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의료의 글로벌 위상이 현격히 높아짐. 한국형 의료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여 경쟁력을 놓여
중국에 적극 진출 필요. 의료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국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도 장점임
(Yjs) (전망) COVID-19의 효과 또한 부문, 기업, 지역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중국 내 대유행이 조기에 종료되면서, 생각만큼 큰 영향 가능성 적음. (대응) COVID-19 이후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함. 방역/의료, 여행/관광/항공업, 문화산업, 소비산업 등. 또한 COVID-19의 효과를 보면서 혁신
적 분야에서 협력과 참여를 보다 독려할 필요가 있음. 공동 기술개발, 합자회사 및 인수합병 등도
(Lmh) (전망) 동아시아 국가보다는 미국, 유럽 등 전통 선진국에 심각한 타격. 특히, 마스크 등 생필품 수급에서
어려움을 겪은 선진국들이 중국 중심의 부가가치 사슬구조에 회의적 시각 존재. (대응) 중국 중심의 부가가치 사슬구
조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
(Lck) (전망) 중국은 국가 주도로 COVID-19의 방역,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에 가능한 자원과 자금을 투입할
것임. COVID-19의 종식선언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국가의 통제(이동제한, 정보통제 등)가 더욱 강화되고
엄격하게 될 가능성은 상존함. 실제로는 COVID-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 다만
위생, 방역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COVID-19로 인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지는 불분명함.
(대응) COVID-19의 대처는 한중 두 나라의 관계를 넘어서는 문제임. 두 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대처가 필요.
국내적으로 COVID-19 확산에 대처하는 것에 추가하여 국제적인 노력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 COVID-19 사태
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Rc) (전망) COVID-19 상황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적어도 수 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중국의 경우,
현상적인 상황은 해결되었지만 무증상 환자, 해외 유입 환자, 국가 통제력이 닿지 않는 지역으로부터의 재발 등은
반복적으로 발생 예상됨.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경제활동에의 영향을 막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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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7

영향요인

계속
세부 의견
수단을 동원할 것임. 백신이나 치료제의 경우도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임상, 접종과 치료 등을 강행해
나갈 것으로 보임.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우 내년 안에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정상화 예상됨. (대응) 중국 정부는
국내 COVID-19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후에야 외국과의 인력 이동을 풀 것임. 한국의
COVID-19 상황이 마찬가지로 완전에 가깝게 통제되어야 한국과의 인적 교류를 풀 것임. 다행히 한국의 통제는
잘되고 있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으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점에서 전면적인 인적교류가 재개될
가능성이 큼. 그것은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있어 상대적인 우위 가능
(Lht) (전망) 백신이 나오면 정리될 것임.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중국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던 비대면 경제의 전면적 실현을 좀 더 앞당길 가능성. (대응) 중국의 비대면 경제의 전면화에 편승하기
위한 각 산업 분야에서의 구체적 전략 수립
(Lhg) (전망) COVID-19 상황이 현재 중국에서는 잘 통제되는 방향으로 전개됨.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든 아니든
COVID-19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오히려 민영기업 위주의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가 COVID-19 사태 이후 중국에서 더욱 심화 가능. 중국 소비자에게 환영받는 외자기업 제품의
경우 COVID-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의 비중은 줄어들지 않고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경제와
연동될 가능. (대응) 재중 한국기업이나 중국 수출 기업의 경우 중국 내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문화산업과 같이 언택트 분야의 경제 영역에서 한중 경제의 연계성 강화 필요
(Jhw) (전망) COVID-19를 맞아 ‘전시경제’ 수준의 강력한 경제적 동원, 정부 주도하의 기술 개발(특히, ICT
및 생명의학)을 추진하면서 자국 기업에 대한 통제력이 강해질 것이고,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우호적인
태도 강화 필요. (대응) 한중간 기술적 상호 보완성, 공동 방역과정에서 획득한 우호적 분위기를 살려 공동이익을
최대화 및 발굴하고 이를 중국 진출 확대 기회
(Jms) (전망) 각국의 리쇼어링 경향 및 생산기지 분산화 경향에 따라 외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
(대응) 기업 차원의 조달선 분산이 지역 차원으로는 기존 생산기지로 집중될 가능성

COVID- (Cc) COVID-19가 중국 민영기업, 특히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충격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19
지에 따라 정부-민영기업 관계를 좌우하고, 중국 전반적 경제 상황과 사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임. 중국 다수
산업 체인의 끝부분은 중소·영세기업이 담당하고 그들의 경영난은 결국은 대기업, 전체 산업사슬에 영향을 미침.
민영기업은 취업노동시장의 80%에 기여, 사회안정 유지의 핵심 역할. 한편, 중소·영세기업의 취업자는 소득,
복지, 직업 안정성이 취약하니까 COVID-19가 그들에 미치는 영향은 곧 실업 문제, 사회안정, 당정집권의 정치문
제와 연관됨. 2020.01.23 우한폐쇄를 중국 COVID-19 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3월 12일까지(약3주) 정부
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한 정책조치는 무려 55개음(중앙문건, 상무부, 재정, 금용, 취업, 기타 민생 등).
물론 현실적으로 여전히 많은 민영기업, 중소 영세기업이 큰 손실을 보게 되거나 도산됐지만,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대한 중국 내 여론 평가는 긍정적임. 또한, 이 과정에서 조칙의 발표는 다양한 언론매체, 특히 SNS
를 많이 활용함. ⅰ) 정부정책의 홍보(농촌지역 등), 정보의 공유와 신속전파는 물론, ⅱ) 중소영세 민영기업의
수요와 요구 반영, ⅲ) 정책집행의 민중감독 등에 있어서 온라인채널(SNS)의 역할과 효과는 뚜렷함. 이런 의미에
서 COVID-19는 정부-민영기업 소통을 촉진하고, 상호작용을 활성화 계기
(Cps) (전망) 중국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 이는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로 표현됨.
(대응) 위안화 보유와 사용을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늘려야 함
(Hns) (전망) 2020년 1사분기에는 중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나 현재는 봉쇄 이후 세계에서(경제 규모로는)
거의 유일하게 일상생활을 회복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국유기업에 미친 영향을 미미하다 할 수 있으며,
다만 국내 중소규모의 민영기업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큰 타격이 있었음. 향후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관리하느
냐에 따라(즉, 중국내 2차 판데믹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추세로는 중국이 이 바이러스에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한 지역이라고 판단됨(타이완, 베트남을 포함).
(대응)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바이러스 방역에 가장 성공한 나라였으나 현재 주춤하고 있는 상황. 중국의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측면으로 활용될 가능성. 다만, 양국 간 인적교류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방역에 성공하면서 이 두 나라간의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는 조치들이 실행되어야 중국의 내수
회복에서 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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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7

계속

영향요인

세부 의견
(Kcd) (전망) COVID-19 영향은 1~2년이며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대응) COVID-19
이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Cwc) (전망)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 내 COVID-19는 종식되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무증상인 경우
COVID- 확진자로 잡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종식보다는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백신 개발
19
을 통한 원조 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악화되고 있는 반중정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하지만 백신개발을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치중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COVID-19라는 충격을 “14.5규획”을 통해서 개선할
것으로 보임. (대응) 중국 정부가 향후 “14.5 규획”을 통해서 COVID-19로 인하여 발견되었던 사회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중협력 방안 필요
(Kso) (전망) 중국의 ICT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속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나, 미중 갈등이 변수로
작용하여 AI 등 기타 미국이 원천기술을 장악한 분야에서는 반도체의 사례처럼 중국이 초기 기술부터 다시 쌓아올
려야 할 우려가 존재. 원천기술 R&D 방면에서는 국유기업의 역할이 커질 것이며,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민영기업의 노력도 가속화될 것. (대응) 대다수 ICT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중국에 기술을 추격당한 상황이며, 대응방안
을 찾기 쉽지 않음
(Ksh) (전망) 정부 주도로 중국의 선도적 기술혁명 및 실제 적용 예상. (대응) 한국기업의 전략적 제휴 필요
(Kyj) (전망) ICT의 파괴적 혁명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은 더욱 가속화 할 것임. (대응) 한국은 중국과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전략적 협력과 투자 등 필요
(Rsh) (전망)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시장의 경쟁구도가 변하면서 기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가속화 가능. (대응) 한국은 중국에서 파괴적 기술혁명을 달성하고 성장하는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경쟁을 피하며 한국 기업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빨리 선점해야 함
(Nsy) (전망) 중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육성에 적극적이며 AI, Big Data 등 영역에서는 이미 상당한 기술력
을 갖추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해당 영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자기업은 내자기업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갖지 않고
는 중국시장에서 선점하기 어려울 수 있음. (대응) 중국 국내 소재 우리 기업들은 중국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생산의 스마트화를 신속히 추진
(Mks) (전망)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중국은 국가전략과 기업의 기술력이 결합되어 있는데, 전환기에서
ICT
파괴적 상당한 경쟁력을 가짐. 중국이 앞으로도 이 분야를 선도할 가능성은 높음. (대응) ⅰ) 한국의 국가경제전략을 구체
기술혁명 화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해야 함. ⅱ) 국가-기업의 협력체제가 강화되지 않고 기업에만 위임한다면 한국의
경쟁력이 추락할 것임
(Ayh) 항공길이 멈추고 물류가 힘들어지면서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수출형 기업들은 장기간의
준비 필요. 대신에 기술개발을 더 확대할 필요. 이럴 때 일수록 첨단 영역 기술개발을 확대하여 미래시대에 대비할
필요. 바이오 관련기업은 오히려 기회이기 때문에 투자를 확대하여 중국과의 협업도 고민할 필요
(Ygy) (전망) 미국과 경제무역 갈등은 기술경쟁으로 중폭되고 이는 ICT로 격돌하는바, 향후 기술을 둘러싼 미중갈
등이 중국 내 정부 기업 관계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짐. (대응)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사실상 기술경쟁의
전초전임. 미국은 중국의 기술 수준이 더 높아지기 전에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중국은 시간을 벌면서 기술을
추격하여 뛰어넘으려 하고 있음.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과감한 정책지원이 고려되고 있고,
도태되는 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중국 내 기업 사냥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재정
적 기초를 재구성하고 이에 대비해야 함. 우리 기술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 인재를 격려하는 기업뿐만 아니
라 정부 차원의 정책 조치 필요
(Ygw) (전망)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업 고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 ICT 융복합 전략인
‘인터넷 플러스’, 혁신창업 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극단적인 경우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아예 산업 생태계가 중국과 비(非)중국 두 개로 분리되어 별도의 독자 체계 개발을 부추길 수 있음. 하지만 실패할
경우, 중국 경제가 몰락할 수 있음. 중국 대 비중국의 적대적 블록화가 형성될 경우, 한국의 선택에 따라 거대한
중국시장을 잃을 수도 있음. 중국이 경쟁력을 제대로 강화할 경우, 한국이 미래 산업분야까지 추격당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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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7

영향요인

계속
세부 의견
소유구조와 상관없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될 가능성이 큼. (대응) 4차 산업혁명 분야는 모두 표준과 관련되어 있어 먼저 치고 나가는 국가, 기업이 표준을
이끌게 되고, 선발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게 중국의
목표임.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은 후발자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을 제일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임. 중국은 국가와 기업이 함께 합심하여 4차 산업혁명 영역을 개척해가고 있음. 기술을 선도하
고 우위를 유지할 노력
(Yjs) (전망) 다만, ICT의 효과는 민영기업과 외자기업 중심으로 중요. 중국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고립화
경향 속에서 자동화, 플랫폼, ICT 기술기반의 활용 등은 특정 부문, 기업,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가능. 다만,
전체적으로는 상이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2점으로 표시. (대응) ICT의 효과는 중국이 보다 빠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참조점이자 협력자로서 주목. 특히, 자동화, 플랫폼, ICT 기술 기반의 활용은 중요함. 이를 통한 사회적
활용과 사회적 논란 또한 주요 참조점이 될 것임
(Lmh) (전망) 일부 ICT, 특히 AI, 빅데이터에서 중국이 연구인력 규모와 내수시장을 비교우위로 한국보다 앞서기
시작. (대응) 전통 제조업과 달리 중국은 미국, 유럽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는 연구 인력과
자본, 시장을 가짐.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의 미중 갈등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선결과제임
(Lck) (전망) 중국은 핀테크, AI(특히, 안면인식, 음성인식), 5G,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권에 있다는
평가. (대응) 시장 규모 등을 감안,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전면적인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고,
美中의 플랫폼 기업의 협력파트너 역할이 가능한지에 집중할 필요. 따라서 미중 기업이 개발한 플랫폼 하에서
틈새 분야를 개척하는 방안 탐색 필요

(Rc) (전망) ICT의 기술 중에서도 Big Data와 AI는 중국이 미국 및 기타 서방 국가에 비교 우위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분야임. 그리고 중국은 이를 국가 전략적으로 활용. 이 과정에서 기업은 국가의 정보자원을 활용하고
정부는 기업의 기술을 활용하는 공생적 관계를 가짐. 그리고 이에 대항할 수 있을만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
ICT
파괴적 중국의 이런 제체에 이길 수 있는 국가는 근본적인 기술혁신이 가능한 미국 외에 없을 것임. 반면, 중국의 일당
기술혁명 전제체계와 폐쇄적 사회제도, 사상의 통제에 의한 자체검열 문화는 창조적인 기술개발을 제한함. 장기적으로
ICT는 중국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임. (대응) 한국에 있어 특별한 대응 방안이란 있기
어려움. Big Data와 AI 등으로 중국과 정면 경쟁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통신망 분야가 앞서 있기 때문에 IoT
분야 등에서 새로운 혁신을 노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Lht) (전망) 미국의 압박으로 목표 달성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결국 상당한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
(대응) 확대될 중국의 ICT 시장 속에서 한국 기업이 들어갈 틈새시장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
(Lhg) (전망) ICBMA 분야는 중국의 신 성장 동력으로 향후 급속한 발전이 예상됨. 특히 이 분야는 정부의 기간설
비 투자 및 정책지원과 민간의 창의력이 결합된 분야이니 중국의 혁신적인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에게 모두 큰
수익 기회를 제공할 것임. 외자기업의 경우 중국의 혁신적 민영기업이나 기간설비 분야의 국유기업과의 연계성
여부가 성장의 기회에서 중요. (대응) 한국 기업은 ICBMA 분야에서 중국 혁신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서 향후
중국 신흥 산업의 발전에 편승할 수 있어야 함. 한국 정부는 한중 FT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중국 ICBMA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야 함. 다만,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기제로 활용 가능,
중국의 5G산업이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민감 이슈인 만큼 세심한 주의 필요
(Jhw) (전망) 중국은 조만간 미국과 대등하거나 추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중국은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표준,
시장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자국 중심의 디지털 통상전략을 본격 추진할 것임. (대응) 조만간 지구에 미국과 중국
양대 디지털 센터가 형성될 것임. 중국이 미국보다 더 무서운 점은 막대한 규모의 경제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와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점임. 우리가 중국과 디지털 협력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 구축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에
직면 가능
(Jms) (전망) 중국 ICT 업종은 다수의 민간 기업들에 의해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정부의 새로운 인프라구축
등 전략의 수혜를 받게 될 전망. (대응) 전통 제조업 가치사슬과는 달리 신기술/신산업 플랫폼의 경우, 미중 간의
플랫폼 분리(블록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2개 시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기업 중심으로 마련할
필요. 정부가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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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7

계속

영향요인

세부 의견
(Cps) (전망) 미국이 우세하나 중국의 추격이 계속되고 있으며, 집행에서는 중국이 더 우세함. (대응) 중국이 App
생태계를 구축할 때 한국 기업에게 시장 기회
(Hns) (전망) 이는 중국만 겪는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가 동시에 겪는 상황임. 다만, 중국은 체제의 특성상 빅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유리한 상황임.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이 인권적 차원이나 사적소유권 차원에서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에 제한을 거는 상황에서 중국은 벗어나서 중국 기업들에게 상당히 유리함. (대응) 현재 글로벌 IT
플랫폼에 관련 미국 중심과 중국 중심으로 양극단으로 재편되는 상황. 한국의 경우, 이 둘을 다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이 플랫폼을 미국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대처하기보다는 여러 기업이나 사회적 수요에 맞춰 능동적으
로 양 측에 다 적응할 다원성이 필요

ICT
파괴적
기술혁명 (Kcd) (전망) ICT의 파괴적 기술혁명은 앞으로 모든 영역에서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줌. (대응) ICT의 파괴적
기술혁명에 따른 미래 모습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방안 마련
(Cws) 중국은 민영기업과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시장을 이해하고 이를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추진해나가고
있음. 현재 기업과의 중국표준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혁명을 통해 기존의 기술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성장하려는
전략. (대응) 전문가들은 5G 구축망을 시작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표준체계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표준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이러한 경우, 사이버보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의 경우 반도체 등 중간재의 중국시장에 수출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을 대체할 국가를 단기간에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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