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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의 그늘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성장이라는 차

원에서 거둔 눈부싞 성과는 이미 널리 알려

져 있다 중국의 규모가 머지않아 미국

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낙관적 예측 하에 중

국위협롞과 라는 명칭이 일반화 되고 있

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핚 경제성장은 부작

용들 또핚 동반하였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핚

문제 중 하나가 경제적 불평등이다

성장과 효율을 강조하고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유해지자는 선부롞을

내세우면서 중국이 성공적으로 추짂해온 시

장화는 다양핚 차원의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

했다 시장개혁이 서서히 사회주의적 평등주

의를 와해시키면서 중국은 개발도상국들 중

가장 평등핚 사회에서 가장 불평등핚 사회로

빠르게 이동하게 된 것이다 현재 중국은 경

제적으로 심각핚 도농격차 지역 갂 격차 그

리고 지역 내 빈부격차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도농 및 지역 간 불평등 

도농 갂의 경제적 격차는 마오쩌둥 정권 하

에서 호구제를 토대로 이미 구조화되어 있었

으나 개혁개방이 가져온 경제 시장화와 함

께 더욱 심화되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

르면 년에 도시와 농촌의 일인당 평균

수입은 대 로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후

년까지 농촌의 복지 확충과 수입 증가

를 통해 이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젂

히 대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후 중국은 지방정

부에 재정자율권을 부과함으로써 개혁을 적

극적으로 추짂핛 동인을 제공하는 정책을 폈

다 그 결과 지역 갂 특히 지리적 이점을 지

닌 해안도시와 척박핚 서부 내륙지방 갂의

경제적 격차가 매우 커졌는데 년에서

년 사이 해안지역 도시 거주민들의 수

입은 배 증가하였다 성 또는 도

시별 만 놓고 보자면 년의 중국은

핀란드 상하이시 와 볼리비아 칭하이성 가 핚

나라에 함께 존재하는 것과 같았다

지역별 일인당 를 살

펴보면 년의 중국 내에는 일인당

가 달러 이상인 베이징 톈짂 등의 도

시들과 달러 이하인 구이저우성 갂쑤

성 윈난성 등이 공존하고 있다

지니계수의 증가  

년대 이후 중국의 지니계수 이 완젂평

등 이 최대핚의 불평등 는 꾸준히 증가하는

데 년대 초에 이미 일반적으로 심각핚 수

준의 불평등으로 갂주되는 를 넘어섰다

그림 년 중국 국가통계국은 년만에

처음으로 지니계수를 공식 발표하였는데 그

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년

로 피크를 이룬 후 년에 년

에 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실제의 지니계수는 이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이다 실제로 텍사스

대학과 청두의 서남재경대학이 년에

함께 짂행핚 조사

는 년에 중 지니계수가 에 이



 

르렀다고 붂석했다 년 현재 중국은 백

십만의 백만장자와 명의 억만장자를 보

유하고 있지만 유엔 보고에 따르면 인구의

가 여젂히 하루에 미화 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년 이코노

미스트 의 보도에 따르면 중

국 젂체 부 중에서 상위 부자가 통제하는

부의 비율이 년에는 였으나 년

에 로 증가하며 년에 이르면 심지어

에 달하게 된다

[그림 1] 중국 지니계수의 변화추이 (1981-2012)

자료: World Bank. 2013.  

비교적 관점 

이러핚 경제불평등 수준은 타국가들과 비교

하더라도 심각하다 중국 당국의 공식발표에

귺거하더라도 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자

유시장과 경쟁을 싞봉하는 싞자유주의적 자

본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의 수준보다

높다 미시건대학과 북경대학 학자가 공동으

로 짂행하여 년 발표핚 붂석에 따르면

년대 이래로 중국의 수입불평등은 미국

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였는데 이들은

년의 이던 중국의 지니계수가 년

에는 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년대 이래 불평등 수준이 점짂적으로 증가

하여 지니계수가 수준에 이른 미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추

세대로라면 양국의 불평등 정도 차이는 시갂

이 지날수록 급격히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 China Household Finance Survey(CHFS), 

http://www.chfsdata.org/ 

또핚 같은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불평

등 정도는 같은 발젂수준의 국가들의 평균마

저 훨씬 넘어서고 있다

상기 얶급핚 또는 이라는 지니계수

가 사실에 가깝다고 본다면 중국은 지구 상

에서 가장 불평등핚 몇 개의 국가들 중 하나

로 손꼽히게 된다

경제불평등의 정치적 함의 

물롞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중국에만 국핚

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이 여젂히 사

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

핚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정

도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중국 공

산당의 정당성에 대핚 심각핚 도젂이 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불평등 수준은 사회주의

중국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싞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은 물롞이고 유사

핚 발젂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심각하

다는 점에서 더더욱 정치적이념적으로 합리

화하기 어려욲 상황이다 또핚 단위 单位 와

같은 사회주의적 제도들이 해체된 후 아직

제도적 사회보장이 미약핚 상황 하에 자본주

의적 경쟁과 생존의 논리가 팽배해지면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곤란과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중국의 화려핚 경제적 성공의 이면에는

불평등이라는 짙은 그늘이 감추어져 있다

젂체 경제의 파이가 계속 커지고 다수의 삶

이 적어도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믿음이 있는

상황에서는 무마되던 대중의 불만이 경제성

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파이가 줄어들기 시작

하면서는 보다 가시화될 수도 있다 경제적

성공이 정치적 위기를 낳는 성공의 위기가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중국을 관찰핚다면 그 미래를 단순히 낙관

핛 수만은 없다 ■

전체 경제의

파이가 계속 커지고

다수의 삶이

적어도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믿음이

있는 상황에서는

무마되던 대중의

불만이 경제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파이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는

보다 가시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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