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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적과 내용
▪ 강의 목적
- 중국의 부상 이해: 아시아 강대국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 이해
→ 중국은 지금 어떤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가?
<참고> 중국은 왜 또한 어떻게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 강의 내용
- 중국의 부상
- 중국의 현실인식과 국가발전 목표
- 중국의 발전전략 분석: 정치, 경제, 사회
- 중국의 향후 발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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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국의 부상
□ 의미와 내용
□ 경제적 측면
□ 군사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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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국의 부상: 의미와 내용
□ 의미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성장, 군사력 증강,
소프트 파워(soft power) 강화를 기반으로
‘아시아 강대국’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현상

□ 내용
- 경제력 증가: 국내총생산(GDP)과 외환보유고
- 군사력 증강: 군사비와 군 현대화(첨단무기 등)
- 소프트 파워 증가: 문화적 매력(최근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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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국의 부상: 경제적 측면
□ 경제성장: 연 9.9% 성장률(1978-2010년)
<표1> 미국과 중국의 경제규모 비교(단위: 1억 달러)

Source: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ic and Development Studies (Tsinghua
University), The Rise of China's Power and International Role (A Study Report) (Jun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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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9.

I. 중국의 부상: 경제적 측면
□ 경제 전망 1 (Keidel): 2035년 무렵 미국 추월
<표2>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예측 (2008년 7월 연구보고서)

Source: Albert Keidel, China's Economic Rise: Fact and Fiction (Carnegie Endowment for
7
International Peace, July 2008), p. 6.

I. 중국의 부상: 경제적 측면
□ 경제전망 2 (IMF/ 2011년 3월 ): 2016년 미국 추월
단위: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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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국의 부상: 경제적 측면
□ 경제전망 3 (清華大學 國情研究中心 ): 2020년 미국 추월
- 『中国2030-邁向共同富裕』 (2011. 9. 22)
- 향후 20년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GDP): 7.5%
· 2010-2020년: 8% · 2021-2030년: 7%

- 2020년: 경상 GDP에서 중국이 미국 추월
· 중국 23조 달러, 미국 22조 달러

- 2030년: 중국 GDP는 미국 GDP의 2~2.2배 예상
· 중국 67조 달러, 미국 33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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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국의 부상: 경제적 측면
□ 경제적 부상의 함의
- 세계의 시장(경제규모의 확대): 세계의 중국 무역의존도 증가
- 세계의 투자자(외환보유고 증가): 세계의 중국 투자의존도 증가
- 세계의 규칙제정자: 국제기구(World Bank, IMF)에서의 역할 증대

⇒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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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국의 부상: 군사적 측면
□ 군사적 부상(SIPIRI): 급격한 군사비 지출
<표3> 중국의 국방비 지출 (단위: 10억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국국방예산

20

25.7

29.8

최저추정치

45

50

59.6

70

최고추정치

65

70

89.4

105

33.6 38.5

46

60

69.2

78

91.5

85

97

105

n/a

n/a

n/a

125

139

150

150

160

n/a

Sourc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ual Report to Congress)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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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국의 부상: 군사적 측면
□ 군사적 부상(SIPIRI): 세계2위 군사비 지출
<표4> 국가별 국방비 지출 비교(단위: 10억 달러/ 2010년 가격기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방비

361

362

376

379

426

484

528

553

562

576

619

669

687

World share(%)

37.6

37.0

37.1

36.5

38.6

41.2

42.5

42.7

42.1

41.8

42.6

43.6

44.3

국방비

25.9

29.8

32.1

39.5

45.9

49.8

55.2

62.1

72.9

84.1

92.7

110.1

114.3

World share(%)

2.7

3.0

3.2

3.8

4.2

4.2

4.4

4.8

5.5

6.1

6.4

7.2

7.4

국방비

51.3

51.4

51.8

52.3

52.8

53.0

52.5

52.3

51.6

50.9

50.2

51.0

51.4

World share(%)

5.3

5.2

5.1

5.0

4.8

4.5

4.2

4.0

3.9

3.7

3.5

3.3

3.3

국방비

18.4

19.1

26.0

28.8

32.0

34.1

35.5

38.7

42.3

45.9

50.9

53.3

52.6

World share(%)

1.9

1.9

2.6

2.8

2.9

2.9

2.9

3.0

3.2

3.3

3.5

3.5

3.4

국방비

15.7

15.3

16.2

16.7

17.2

17.8

18.5

20.0

20.8

21.7

23.1

24.4

24.3

World share(%)

1.6

1.6

1.6

1.6

1.6

1.5

1.5

1.5

1.6

1.6

1.6

1.6

1.6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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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국의 부상: 군사적 측면
□ 군사적 부상의 함의
- 방어적 군사 정책 유지: 근해(대만, 남중국해 등) 방어가 중심
← 미국 군사력에 비해 열세: 15~20년 격차

-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과 경쟁 가능: ‘반접근 전략’(Anti-access
strategy) 추진(예: 항모 파괴 미사일, 인공위성 저격미사일 등)
→ 아시아 국가의 불안감과 경계심 증가
→ 미국과 동맹국(한국, 일본 등)의 군사적 경계 강화

⇒ 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 지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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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현실인식과 국가발전 목표
□ 현실 인식
□ 정책 목표
□ 21세기 초기(2020년)의 정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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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현실인식과 국가발전 목표: 현실 인식
▪ 시기 설정: 2000~2020년 (20년) (2002년 16차 당대회 결정과
2012년 18차 당대회 재확인)
▪ 현실 인식: ‘중요한 전략적 기회기’
▪ 정책 목표: ‘전면적 소강사회’(全面小康社會) 완성

□ 현실인식: ‘전략적 기회기’
o ‘전략적’ 시기: 중국은 1인당 GDP 1,000 달러(2000년 기준)
의 모순 표출기에 진입하여 국가발전의 성공 여부는 향후
20년에 달려있음
o ‘기회의’ 시기: ‘중화민족의 중흥’ 위한 ‘천재일우’의 시기
→ 전면적 소강사회 완성에 매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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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현실 인식과 국가발전 목표: 인식과 목표
□ 정책 목표: ‘전면적 소강사회’ 완성
* ‘전면적’의 의미: 경제발전과 정치·사회·문화 발전을 동시
달성
- 정치: 인민민주와 법치의 실현, 공산당의 통치능력 강화 등
- 경제: GDP 및 주민소득(2010년 기준) 을 2020년에 2배 증가
- 사회: 취업 달성과 완전한 교육·과학·문화·위생체계 수립 등
- 문화: 중국의 ‘문화 소프트 파워(soft power)’ 증강 등
- 생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개선, 자원·에너지 이용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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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현실인식과 국가발전 목표: 덩샤오핑의 전략
< 참고> 덩샤오핑의 ‘3단계 발전 전략’과 18차 당대회
(1980년대 초 제기, 1987년 공식 결정)
o 1단계(溫飽): 1990년 무렵 1980년의 국내총생산 2배 증가
o 2단계(小康): 2000년 무렵 1990년의 국내총생산 2배 증가
o 3단계(中等發展): 21세기 중엽 무렵 개발도상국 수준
(1인당 국내총생산 4,000달러)
→ ‘전면적’ 소강사회 완성(18차 당대회): 2010~2020년의 목표
o 성장률: 연 7~7.5% (GDP/주민소득 2배 증가에 필요)
o GDP: 약 20조 달러 (미국 추월) (물가 및 환율 고려)
o 1인당 GDP: 1만 2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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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현실인식과 국가발전 목표: 정책 방침
□ 2020년까지의 정책 방침: 국정 키워드(Keywords)
o 정치: 법치(法治)
-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국가 통치)의 전면적 실시

o 경제: 전환(轉變)
- 경제발전 방식의 전면적 전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o 사회 : 민생(民生)
- 취업·주택·교육·의료 문제의 전면적 해결: 국민 삶의 획기적 향상

o 문화: 소프트 파워(軟實力)
- 사회주의 가치체계의 확립과 문화적 매력의 국제적 확산

o 외교 :화평굴기(和平崛起) (평화적 부상)
- 미국의 견제를 극복하고 세계 강대국의 지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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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치 발전전략
□ 개혁시기 정치개혁 컨센서스
□ 당면 과제
□ 세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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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치 발전전략: 컨센서스
□ 개혁시기 정치개혁 컨센서스
o 경제성장은 최대 국정과제: 경제성장 지상주의
→ “경제발전이 최고의 도리”(덩샤오핑)
o 정치 · 사회 안정이 최우선: 경제성장의 필수 요소
→ “안정이 최우선”(덩샤오핑)
o 공산당 지배하의 권위주의체제 유지 필요
→ “네 가지 기본원칙”: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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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치 발전전략: 당면과제
□ 당면 과제
o 국가: 통치 제도화와 사회관리 강화
-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 개인적 소유제도, 시장제도 도입
- 낙후된 국가 통치체제와 방식: 인치(人治)와 관료주의
o 공산당: 통치능력 강화와 통치 정당성(legitimacy) 제고
- 혁명당에서 집권당으로 변화: 경제발전·사회관리 능력 필요
- 부패문제 해결: 공산당의 최대 정치문제
o 정치 민주화(democratization)의 배제: 다당제, 직선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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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치 발전전략: 세부 정책
□ 세부정책
1. 국가개혁: 법치국가 달성
- 과정: 1997년 제15차 당대회 결정
- 목표: 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국가 통치방식의 전환
- 내용
· 의회개혁: 의회의 입법·감독 기능 강화
· 행정개혁: 법에 의한 행정(依法行政)
· 사법개혁: 사법공정·효율제고
· 공산당 개혁: 법에 의한 집권(依法執政)

⇒ ‘정치 민주화’가 아닌 ‘정치 제도화’ 우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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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치 발전전략: 정치 발전의 이해
<참고> 정치 발전의 이해
o 정치 발전의 두 가지 길
- 정치 민주화: 선거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사례> 한국과 대만
- 정치 제도화: 정치재(political goods: 안전, 법질서, 복리, 자유 등)
공급 위한 정치체제의 수립과 운영
<사례> 싱가포르와 홍콩

o 민주화 없는 정치 제도화의 두 가지 문제
- 권력 집중과 장기 집권의 문제
<사례> 싱가포르의 국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 국민의 정치 참여 제한: 실질적인 다당제와 자유 경쟁 선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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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치 발전전략: 세부 정책
2. 공산당 개혁: 통치능력 / 당내민주 / 반(反)부패
- 공산당 ‘통치능력’(ruling capacity)의 강화
· 5개 영역: 경제·민주·문화·사회·국제

- ‘당내 민주’(intra-party democracy)의 확대
· 권력 분산과 민주적 운영: 당서기 권한 제한
· 당 지도부 선거 확대

- ‘반(反)부패’(anti-corruption) 정책의 추진
· 당정 고위간부 처벌의 강화
· 제도화 통한 예방: <공산당 반부패조례>(2003년)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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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경제·사회 발전전략
□ 개혁기 경제개혁 컨센서스
□ 21세기의 인식 변화
□ 농촌문제
□ 경제 정책
□ 사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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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경제·사회 발전전략: 컨센서스
□ 개혁기 경제개혁 컨센서스
o 경제발전은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 확보 토대
- 사회주의 이념(평등)의 설득력 상실
- 민주적 절차(선거)에 의한 정당성 확보 불가능

o 경제발전은 중국의 국제지위 향상 위한 기초
- 종합국력: 경제력, 군사력, 과학 기술 수준, 국민 응집력 등
o 국가주도의 점진적 개혁 전략
- 중국: “Growing out of the plan” ↔ 소련: “Shock therapy”

⇒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최우선’ 정책:
빠른 경제성장 달성이 최고의 국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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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경제·사회 발전전략: 개혁 방식과 내용
<참고> 개혁·개방 정책의 방식과 내용
o 두 가지 경제체제: 소유제도와 자원분배 방식의 차이
- 사회주의: 사회적 소유(국유제)와 계획(plan) 경제
- 자본주의: 개인적 소유(사유제)와 시장(market) 경제

o 개혁 방식의 차이: 점진적 방식(중국)과 급진적 방식(소련)
o 중국 개혁·개방의 정책 내용
- 사유화(privatization): 국가소유/집단소유 +개인적 소유
- 시장화(marketization): 계획경제→시장경제
- 개방화(opening-up): 통상과 외국직접투자(FDI)
- 분권화(decentralization): 국가→사회·기업 / 중앙→지방
27

IV. 경제·사회 발전전략: 21세기 인식 변화
□ 21세기의 인식 변화
o 경제인식의 변화
- 덩샤오핑(제2세대)·장쩌민(제3세대): 경제성장 지상주의
→ ‘선부론’(先富論): “경제발전이 최고의 도리”
- 후진타오(제4세대) )·시진핑(제5세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환경보호 동시 추구
→ ‘공동부유’(共同富裕) :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민생
개선이 최고의 도리” (?)

→ 인식 변화의 원인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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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경제·사회 발전전략: 21세기 인식 변화
o 불균등 발전의 심각성: ‘4대 격차’의 발생
· 도농격차 :도시·농촌
· 지역격차: 연해·내륙 지역
· 계층격차: 한 지역 및 사회 내 빈부차이
· 민족격차: 한족·소수민족

- 지역격차: 상하이·귀저우성(貴州省) 1인당 GDP: 12.9배(2002년)
<참고> 이후 축소: 9.6배(’07년) → 5.1배(’11년: 12,800$ ↔ 2,500$)

→ ‘하나의 중국 네 개의 세계’(一個中國 四個世界)
- 계층격차: 지니계수(Gini Index)와 상하위 소득 10% 비교
· 지니계수: 정부 발표 0.4 정도↔연구소 발표: 0.5 이상(남미 수준)
· 상위 10%와 하위 10% 소득격차: 7.3배(1988년) →23배(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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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경제·사회 발전전략: 농촌문제
□ ‘삼농’(三農: 농민 ·농업 · 농촌) 문제의 심각성
o 도시민과 농민의 소득 격차 확대
- 수입(가처분소득) 격차 확대:
1.36배(1978년)→1.72배(1985년)→3.1배(2001)→3.3배(2007년)
<참고> 2009년(3.33배) 이후 축소: 3.23배(2010) →3.13배(2011)

- 실제 생활수준 격차(각종 정부보조금 포함): 6~7배 정도
o 심각한 농민 취업 문제
- 과잉 노동력: 6.7억 농민(2011년 13.4억 인구의 약 49.9%) 중
1.5~ 4.5억이 반(半)실업 상태
- 2.5억 명 농민공(農民工): 호적제도로 인해 불법노동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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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경제·사회 발전전략: 집단소요사건
o 사회불안의 증대: ‘집단소요사건’(群體性事件)의 발생
· 정부 발표: 2004년 7만 4천 건 → 2005년 8만 7천 건
· 현재: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 추정 (예: 2010년 18만 건)

⇒후진타오 정부의 최우선 사회·경제 정책
o 판단: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최대 장애
o 개혁정책
- 농업세 전면 폐지(2006년)
- ‘신농촌운동’ 전개(한국의 새마을운동 모방)
- 호적제도 개혁: 농민공 처우 개선

⇒시진핑 정부로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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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경제·사회 발전전략: 경제정책
□ 경제 방침: ‘과학적 발전관’ (科學發展觀)
o 등장 과정
- 2003년 등장, 17차 당대회(2007년) <당헌> 수정: 당의 공식이념
- 18차 당대회( 2012년)의 <당헌> 수정: “당의 행동지침”으로 승격

o 내용
- 원칙: ‘국민을 근본으로 여김’(以人爲本)
→ 함의: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민생 개선 위한 질적 발전
- 내용
· 전면적 발전: 경제·사회발전의 동시 추구
· 협조적 발전: 도농 동시발전, 지역균형발전, 인간·자연 조화 발전
· 지속 가능한 발전: 경제성장과 인구·자원·환경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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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경제·사회 발전전략: 경제정책
o 경제정책 1: 발전 방식의 전환(qualitative development)
- 투자(정부)·수출 의존 → 소비·투자·수출의 협력 의존:
민간소비(내수)의 확대가 중심
- 제2차 산업 의존 → 제1·2·3차 산업 협력 의존: 제3차
산업(서비스업)의 확대가 중심
- 양적 성장(물자·자원 의존) → 질적 성장(과학기술· 노동소
질·관리혁신)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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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경제·사회 발전전략: 경제정책
o 경제정책 2: 균형발전(balanced development)
- 도시와 농촌의 동시발전
· 농촌 과잉인구 해결: 호구제도 개혁 통한 도시 이주 허용
· 농업세 전면 폐지와 9년 무상교육 재정 보장(2006년)
· 의료보험 확대
- 지역 균형발전
· 서부대개발: 2000년부터 본격 실시
· 동북3성(東北三省) · 중부지역 진흥 정책: 2005년부터 실시
· 통합경제권 개발: 광동성 지역, 상해 지역, 천진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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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경제·사회 발전전략: 경제정책
o 경제정책 3: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 2007년 <기후변화 대응 국가방안> 제정 발표
- 에너지 효율 제고와 오염물질 배출 감소
- 재생에너지(수력·풍력·태양광) 적극 활용과 “녹색성장”
추진
<참고> 실제 에너지 수급의 전략: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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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경제·사회 발전전략: 사회정책
□ 사회정책: ‘조화사회’(和諧社會) 건설(2004년)
o 의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법치, 공평, 복지, 자연보호)의 동시 추구
o 정책: ‘민생(民生) 개선’
- 빈부격차 해소: 적극적 재분배 정책의 추진
· 소득재분배 정책과 복지정책의 확대 등
· 저소득층 소득의 증대: 최저임금의 인상, 직접 누진세의 확대 등

- 취업·교육·의료·주택 문제(‘4대 과제’)의 해결
· 취업 확대: 연 7% 이상의 경제 성장률 유지
· 농촌 의료보험 및 교육지원의 확대
· 국민주택(保障性住房)의 확대 공급

- 도시농촌 통합 정책: 호적제도 개혁 (농민공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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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평가와 전망
□ 평가
□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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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평가와 전망: 평가
□ 평가
o 경제성장: 21세기 중엽 목표의 조기 달성
- 성장률: 1978-2010년까지 연평균 9.9%
- 국민총생산(GDP/ 2010년): 5조 8천억 달러 (세계2위)
→ 2011년: 약 7조 3천억 달러 (9.2% 성장률)
- 1인당 GDP(2010년): 4,200달러
→ 2011년: 5,414달러
외환보유고( 2012년 8월): 3조 3천억 달러(세계 1위)
o 외교전략: 대성공
- 확고한 지역 강대국 지위 확보
- 세계 강대국 부상 중: ‘G-2’ 개념,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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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평가와 전망: 평가
o 정치발전: 성과와 한계
- 국가 통치체제의 안정과 공산당 통치능력의 제고: 성과
- 정치적 민주화: 한계
·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 보장 미흡
·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일당제 유지, 직접선거 제한 등

o 도시·농촌 동시발전과 조화사회 건설: 미흡
- 농촌문제: 노동격차 확대, 농민공 실질 처우개선 부족 등
- 각종 격차 확대
- 에너지 효율과 오염 감소: 목표 달성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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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평가와 전망: 전망
□ 전망: 2020년
o 중요 요소
- 지속적인 경제성장 유지: 연평균 6~8% 경제성장률의 유지
- 안정적 정치체제 유지: 엘리트 정치의 안정(권력승계)
- 민생문제 완화: 교육 · 주택 · 의료문제(3대 현안)의 해결
o 전망: 목표 초과달성 예상
- 경제: 충분히 초과 달성 가능
- 정치: 최소한 2020년까지 현행 정치체제 유지될 것
- 사회: 도농격차, 지역격차, 환경문제 존재하지만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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