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ociety of China Culture in Korea
Vol.50 (2016)

中国 私营企业主阶层의 政治参与过程 硏究*1)
권용옥**1)

▷ 目 次 ◁
Ⅰ. 들어가는 말
Ⅱ. 私营企业主의 孕胎와 成长过程
Ⅲ. 私营企业主의 政治参与와 地位向上 过程
Ⅳ. 私营企业主 政治参与에 대한 政策의 变化过程
Ⅴ. 맺는말

Ⅰ. 들어가는 말
중국에서 私营企业이란 非公有制 企业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인데, 1988년이 되
어서야 그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1). 이 기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그룹을 私营
企业主阶层이라 칭한다. 이 계층의 출현은 개혁개방이후 중국사회 변천과정의 필
연적 산물이기도 하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 사회체제 내에서 사영기업주계층은 그
의 역할에 합당한 위치를 점하거나 정치참여란 엄두도 내지 못할 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사영기업주 계층의 사회적 기여도가 높아지고
인식이 바뀌며 점점 사회 각 분야와 정치적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21세기에 들어서는 중국의 政治、经济、社会 어느 분야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막
강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제 중국 사회가 사영기업주 계층을 시장경제 발전의
* 본 연구는 남서울대 교내 연구과제로 연구된 논문임.
** 权容玉, 南首尔大学校 中国学科 敎授, yokwon@nsu.ac.kr
1) 1988년 4월 12일 全人代에서 〈宪法修正案〉에 “국가는 헌법 범위 내에서 私营经
济의 존재와 발전을 윤허한다.” 라는 규정을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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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 귀결로 받아들이고, 또한 중국 정치 민주화와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력
을 미치는 사회적 그룹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党과 政府가 깊은 관심을 갖고 공
생해야하는 관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사영기업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으며, 그들
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Ⅱ장에서 私营企业主의 孕胎와 成长
过程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Ⅲ장에서 私营企业主의 政治参与 过程과 地位向上
过程, Ⅳ장에서 私营企业主의 政治参与에 대한 政策의 变化过程을 중점으로 연구
하여, 중국에서 私营企业主 阶层의 政治参与에 대한 各 方面의 过程을 深度있게
考察 하고자 한다.

Ⅱ. 私营企业主의 孕胎와 成长过程
1. 사영기업주 잉태과정

私营企业이 孕胎하여 1988년 합법적 지위가 인정되기 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사영기업이 탄생하기 까지 험난한 여정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1978년 中国 共産党 第十届 三中全会에서, 중국의 공업화정책의 중요성과 개혁
개방의 대문을 열어 젖히게 되었고, 사영기업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 정식적
으로 발아하여, 역사의 무대로 그 큰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당시는 사영기업이라
는 명칭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个体经济 혹 个体工商户라 칭하게 되었다.
1979년 3월 국무원이 비준한 첫 번째 个体经济와 관계된 〈关于全国工商行政管
理局长会议的报告〉가 있었고2), 같은 해 9월 中华人民共和国 성립 30주년 기념식
에서 叶剑英이 “목전의 도농 노동자 개체경제는 사회주의 공유제경제의 부속과 보
충 성격으로 계속 존재해야 한다.” 라고 발표했다.3)
1980년 8월 중공중앙이 〈关于转发全国勞动就业会议文件的通知〉를 통해 법률
의 허가 범위 내에서의 개체노동을 박탈하지 않는다고 했다.4) 당시 사회를 되돌아
보면 상영경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망하거나 반대의 태도가 강한 시기였다.
2) 《中国工商报》2008.10.10일자 〈改革开放30年非公有经济发展大事记〉
3) 张厚义등,《中国的私营经济与私营企业主 》(北京: 知识出版社, 2008), 38쪽 에 “目
前在有限范围内继续存在的城乡勞动者个体经济, 社会主义公有经济的附属和补充”라
기록됐다.
4) 张厚义 등,《中国的私营经济与私营企业主 》, 北京: 知识出版社, 2008,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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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党의 十二大 보고서에서 个体经济는 공유제 경제에 필요하고 유익한 보
충역할을 한다고 보고했다.5) 또 같은 해 12월 人大는 최초로 개체경제의 宪法的
地位를 明确히 해 통과시켰다. 그리고 1983년에는 당신의 사회 환경에 따라 정부
가 실제적으로 사영경제를 보호하게 되며, “不提唱、不宣传、不取缔”정책으로 일
종의 보호막을 형성해 주었다. 이렇게 점점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个体经济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분출하며 사영경제가 활성화되고 사영기업주계층이 잉태되어 1988
년 까지 성장의 가속도가 붙었다.

2. 사영기업주의 성장과정

1988년 4월 12일 全人代에서 〈宪法修正案〉의 “국가는 헌법 범위 내에서 私营
经济의 존재와 발전을 윤허한다”6)라는 규정을 통해 헌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그
후 여러 해를 거쳐 연구、조사、논쟁을 통하여 비로소 私营经济의 존재와 윤허라
는 공식을 도출해 냈고, 私营经济는 합법지위를 확보했다.
이 헌법규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무원은 1988년 6월 25일 〈中华人民共和国私
营企业暂行条例〉등 법규를 반포했고, 私营企业의 标準、類型、设立条件、登记内
容、权利와义务 등등과 국가의 이에 대한 监督、管理의 기본내용을 규정했으며,
사영기업의 발전과 관리에 대한 법제 규례를 삽입하여 제정했다. 이어서 工商行政
管理部 쪽에서는 전국의 사영기업에 대해 등기와 등록업무를 시작했다.7) 이로써
사영기업주 계층이 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중국의 사영기업주 계층의 성장과정을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 단계와 사영기업주의 등기 숫자 등을 근거로 기준삼아 시기별로 구분하
여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8)
제1기(1989-1993)는 국가의 政策、法规에 근거하여 私营企业에 대한 등기와 등
록 업무를 개시하던 시기로, 이 5년간 등기한 상황을 보면 私营企业户数는 9.1万户
에서 23.8万户로 1.62배 증가 했으며, 사영기업에 종사하는 업주수를 보아도 21만
명에서 51만 명으로 약 1.5배 증가 했고, 종업원 수는 143만 명에서 321만 명으로
5) 《中国工商报》2008.10.10
6) 본문을 보면 “国家允许私营经济在法律规定的范围内存在和发展”이라 돼있음.
7) 张厚义,〈快速成长的中国私营企业主阶层〉, 《2005年 中国社会形势分析与豫测 》,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5, 329쪽.
8) 권용옥,〈21世纪 中国社会 私营企业主阶层의 成长过程에 대한 考察〉, 《中国硏
究》제43집, 2008, 432-4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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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하는 신장세를 보였다.
당시 많은 사영기업이 국유、집체기업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관계
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관계로, 비교적 자유롭지 못한 시대 상황
을 감안해 볼 때,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국
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초를 마련했
음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제2기(1994-1998)는 등소평의 개혁개방이 아직도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불안한 시기다. 자본주의를 두려워하면서 자본주의의 길을 가는데, 자본주의를 해
하는 것인지 사회주의를 해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시기로, 국민들의 우려
와 곤혹 속에서도 사영기업주 계층은 계속 성장했다. 또 등소평은 是非와 得失을
따져보고, 점검하고 실천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中共 十四大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목표를 확립했고, 十五大에서는 公有制를 주체로 하고
多种 所有制 경제를 공동 발전시킬 것을 제기하며, 비공유제 경제를 인정하는 조
치를 내린 것이다. 또 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분배방식과 각종 분배방식이 공존하
는 분배방식을 제도화 하여, 노동에 따른 분배방식과 생산에 따른 분배방식의 결
합을 이루는 등 다양한 분배방식을 개발해 정착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2기
5년간 전국에서 등록한 사영기업호의 숫자는 120.1만호에 업주수가263.8만 명으로
증가 했으며 고용인수가1445.3만 명에 이르는 성장을 하게 된다.
제3기(1999-2003)는 中共 十六大에서 사람들의 정치상황에 따른 판단기준 “三
看(3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한 시기다. 이미 小康사회에 접어든 상태에서 재산 형
성의 有无 또는 재산이 얼마나 형성 했느냐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선진화 됐느냐
혹은 낙후 했느냐로 구분 짓기는 곤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던 시기이다. 때문
에 판단기준으로 첫째는 그들의 정치사상의 상황과 현실적 표현을 보아야 하고,
둘째로는 그들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된 것이며, 재산을 어떻게 장악하고 사용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셋째는 자신들의 노동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 얼마
나 공헌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제3기에는 사영기업주 계층
이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형성됨과 동시에, 정치적 지위가
확립되는 결과를 가져와 그들이 중국공산당 조직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
으며, 국가공무원에도 응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등록된 사영기업호수는 300.6만호에 업주수가 772.4만이며 고용인수가3315.8만영
에 달하여 괄목할 성장을 하게 되며, 고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제4기(2004-현재)에는 사영기업주 계층 스스로도 놀랄 만큼 고속성장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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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갔다. 2004년 4월 8일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사영기업의 경영 관리인들도 국가
공무원 공개 선발에 참여 할 수 있다는 정식 통보를 받게 된다.9) 2004년 전국에서
새롭게 가입시킨 공산당원은 240만이었고, 기타 사회계층의 新 党员 11000명 가운
데 사영기업주 894명이 포함되게 된다. 2005년에는 전국에서 최고 우수한 모범노
동자로 广州의 恒大财阀의 会长인 许家印을 대표로 하는 30명이 선발 되었다. 그
리고 浙江省 温州市에서는 사영기업주 관리인 2명이 공개 고시를 통해 지방정부의
국가 공무원에 채용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2004년 6월말 기준을 보면
私营企业 수는 334万 户에 4714만 명이 종사하며 자금규모는 42146억 원에 달했
고, 2005년 6월말 기준으로 보면 398.42만호에 5565만 명이 종사하고 자금규모는
54295억 원에 달했다.10)

Ⅲ. 사영기업주의 정치참여와 지위향상 과정
개혁개방 초기 중국 정치제제 안에서의 사영기업주는 그의 역할에 합당한 위치
를 점하거나 정치참여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사영기업주
계층의 사회적 기여도가 높아지고 인식이 바뀌며 점점 사회 정치적 무대에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고, 이제는 政治、经济、社会 어느 분야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막강
한 세력으로 변모했다. 이제 중국 사회가 사영기업주 계층을 시장경제 발전의 필
연적 귀결로 받아들이고, 또한 중국 정치 민주화와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적 그룹으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본 장에서는 사영기업주가 정치참
여 과정을 개혁개방 이후 1978-1990년 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전하는 초보단
계, 1991-2000년 까지 사영기업주가 제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서 그 숫자가 급
속 발전하는 과정, 2001년부터 현재까지 사영기업주 계층이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인식되어 공산당과 정치권에 대거 진출하고, 심지어 행정기관 및 법률기구에 까지
다각도로 진출하여 그 영향력을 한껏 발휘하는 제3단계로 구분하여 기본적으로 살
펴보고, 그에 상응하는 지위향상 과정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사영기업주계층의 정치참여과정

중국 사영기업주 계층이 잉태 탄생되어 정치참여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9) 张厚义,〈私营企业主阶层成长的新阶段〉,《2006年 中国社会形势分析与豫测》
(北京: 社会科学出版社,2006), 346쪽.
10) 上揭书, 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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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11),
첫째 시기는 1978-1990년간으로, 정치권 밖에서 배회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사영기업주들이 과거의 정치적 영향으로 인하여 정치권에 대한 두려움과 참여 의
식이 전혀 없던 시기로, 정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체제 밖에서 배회하던 시
기이다.
정치권 밖에서 배회하기 이전에는 중국의 개혁 개방의 기운이 막 태동하던 때
로 정치、경제、사회 발전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여 일련의 개체호 그룹들이 생겨
났던 시기이다. 그들은 스스로 자급자족하려 힘을 기르는 개체호 노동자들에 불과
했다. 당시 상황이 비록 사회가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인원
수가 분산되고, 자산이 부족하고, 경제 실력이 크질 못해 뚜렷한 사회계층으로 형
성되지 못했다.
당시의 환경과 배경으로 보면, 그들 대부분은 정식직업이 없는 사회적 소외 계
층의 사람들의 집단이며, 문화소양도 높지 못하고, 자아적 사회지위 인식조차 대단
히 낮은 사람들 이었다. 심지어 자신들이 사회 저급 층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사람
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배회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일련의 개체호들이 사영경제를 이끌며 신
속히 발전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투자저변이 확대되고 경제실력이 급속 성장하여
어떤 이들은 이미 정치참여와 경제기초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党과 国
家가 “社会主义를 계속 추진할 것인가 资本主义를 追从할 것인가”의 정책이 완전
히 매듭 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론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다.
사영기업주들이 정치참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데, 1989년 8월 中共中央 9호 문건에서 “私营企业主와 工
人간에는 실제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하므로 私营企业主는 입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제기된다. 1990년 2월 22일 人民日报에는〈关于反对资産阶级自由
化〉라는 장편의 문장이 발표된다. 이를 필두로 계속해서 대부분의 매체들이 〈问
一问姓社姓资〉식 문장들을 개재하여 자본주의를 매도하게 된다.12) 이로 인해 개
혁개방이후 사영기업주들이 줄줄이 체포되거나 법적 심판을 받는 일대 사회적 변
고를 겪게 되는데 그 罪名은 대부분 탐관오리 혹 공금횡령 이다.
11) 권용옥,〈中国 私营企业主 政治参与意识의 硏究〉, 《中国学論丛》제46집, 2015,
208-213쪽.
12) 于明,苗加淸,〈我国私营企业主阶层政治参与的实践进程〉,《福建省社会主义学院
学报》, 2011年 第2期,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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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 간식으로 유명한 傻子瓜子회사 대표가 문맹에 회계장부도 모르
는 사람인데 탐관오리와 공금횡령 이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투옥되어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다. 이를 바라보던 당시의 많은 사영기업주들이 자신의 사영기업을 集体
에 넘기고 入党 자격을 얻기도 했다.13) 또한 당시의 농촌지역에서 일어났던 상영
기업은 쇠퇴 일로에 놓이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집체경제라는 미명하에 농민 承包
土地 마저도 회수해 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정치적 환경과 사회여론 조건하에서, 서영기업주들 대부분은 옛날의
정치운동 과정을 떠올리며 전전긍긍했다. 더욱이 실질적인 정치참여 행위란 입
밖에 내기도 힘든 당시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사영기업주들은 정치권 밖에서 배
회 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는 1991-2000년까지로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사영
경제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사영기업주들이 정치적 참여의 바람이 조금
씩 실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 사영기업주 들의 입장에서 보면 自觉的이거나
统一的인 정치적 요구가 형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정도이며, 그 정치 참여 범위
도 정부 일부분에만 한정 되었을 뿐 共産党의 기관에서는 전혀 개방되지 않은 상
태였다. 또한 정책과 규범적 조치가 결핍되어, 그들의 정치참여는 地方 党委员会와
政府가 추진하는 정책에 의지하는 정도의 참여에 불과해, 한마디로 질서가 없고
제한적 참여단계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1991년 7월, 中共中央 15号 文件에서 非公有制经济와 그 所有者의 政治
的 地位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한다.
그 내용을 보면 정책을 세부분으로 나누어 규정했는데, “第一, 우리나라 非公有
制经济는 公有制经济를위한 有益한 补充作用을 해야 하며,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
간 동안 존재하며 발전하여야 한다. 第二, 非公有制经济를 잘 이끌어온 대표들의
思想政治 工作은 애국 통일 전선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기에 巩固하게 发展 시켜야
하며, 그들 중 일부를 党을 적극 옹호하는 적극적 지도자의 대열로 배양 시켜야 한
다. 第三, 工商联을 党의 指导아래 经济性과 民间性을 겸비한 人民团体로 육성하
여, 党과 政府에 협조하여 非公有制经济 대표 人士들에게 政治工作의 임무를 分担
하도록 한다.”14)
13) 예를 들면 산동의 사영기업주 王廷江은 600만원 상당의 도자기 회사를 집체에
넘기고 입당 자격을 얻었으며, 절강성 远东集团 蒋锡培는 1800만원 상당의 전기
공장 所有权을 集体에 넘겨주고 共産党 党员 자격과 集体所有制 企业의 우두머리
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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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 15호 문건이 발표된 이후 统战部와 工商联이 그 정신에 입각하여 급
속도로 私营企业主를 주체로 하는 非公有制经济系 인사들을 统一战缐 범위내로
끌어들였다. 그 목적은 한편으론, 私营企业主 대표들에 대한 思想政治工作을 강화
하여 그들의 정치참여 소양을 제고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당하게 그들에게
정치적 안배를 하여 순차적으로 人代· 政协· 工商联 등의 议政에 参与하여, 私营企
业主 阶层을 秩序整然하게 정치참여의 궤도에 진입하게 하는데 있다 하겠다.
1992년 邓小平이 南巡讲话 이후 党의 十四大에서 中国政治体制 改革의 목표는
社会主义民主와 社会主义 民主政治 发展임을 천명한다. 党의 十四大 정신을 철저
히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회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시장경계건설의 积极性과 主动
性을 조정하고 사회주의 민주 사상을 충분히 发扬할 것을 강조했다. 결과로 1993
년 2000여명의 政协 委员 중 20명의 경제계 인사가 처음으로 등장하여, 역사 이래
처음으로 人民 政协 组织과 委员 构成에서 제로 시대를 벗어나게 되었다.
경제계 특별 인사들의 入党과 议政参与는 十四大의 최대 이슈이자 관심거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현상이긴 했지만 사영기업주들의 정치참여는 계속
신장되어 1995년 全人大 八届 三次会议에는 私营企业主를 포함한 각계 대표들이
정치참여 무대에 출현하여 놀랄만한 변화를 보였다. 그들은 과거의 관망하던 태도
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의정에 참여하고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적 건의를
스스럼없이 제기하는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약 3년간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론이 분분해지며
사영기업주들은 또 사회적 비평과 질시의 대상으로 변해 운신의 폭이 다시 좁아
졌다. 그러던 중 1997년 5월 江泽民 총서기가 中央党校에서 公有制经济를 坚持하
고 多种 所有制 经济를 공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함으로 사영기업주들의 정
치적 입지가 다시 안정되기에 이른다. 2000년 5월 江泽民이 江苏、浙江、上海 등
등을 시찰하며 처음으로 非公有制经济 조직 중 党组织을 建立해야겠다고 발표했
다. 또한 조건이 갖추어진 기업은 모두 党团과 工会를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15) 이는 사실상 私营企业主 阶层을 向한 入党의 门户를 활짝 开放하는 신호탄
이 되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이 시기에 사영기업주 계층은 정치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당과 정부도 그들에게 점차적으로 정치참여의 공간과 길을 넓혀 주기에 이르렀다.

中共中央统一战缐工作部,《新时期统一战缐文献选编》, 北京: 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97, 333-334쪽.
15) 于明, 苗加淸,〈我国私营企业主阶层政治参与的实践进程〉, 9쪽.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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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충분히 완전 개방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사영기업주 계층은 아직도
여전히 제한적 정치참여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셋째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로 실질적으로 私营企业主阶层의 经济的 利益
까지 보장해 주는 시기이다. 사영기업주 계층이 新社会阶层으로 인정되어, 党과
政府가 法律과 政策上에서뿐만아니라, 또한 私营企业主 阶层들이 적극적으로 의정
에 참여하도록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문호를 활짝 열어 놓은 시기이다. 그리
하여 이 시기는 상여기업주 계층들의 정치참여 수준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했으
며, 확대 발전되는 단계로 보면 된다.
2001년 江泽民 总书记는 中国共産党 创立 80週年 记念式에서, 처음으로 私营企
业主는 장차 中国特色的社会主义 事业의 建设者 라 정의 해 그들에게 건설자의 신
분을 승인했다. 또한 그들의 정치상의 지위를 인정하고 党员들과 平等하게 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新社会阶层 人士들을 选拔하여 中国共産党 组织의 力量을 강
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中国共産党의 大门이 私营企业主 들에게 활짝 열리
게 되었다.16)
2002년 11월 党의 十六大会议에 처음으로 7명의 私营企业主 身分의 党代表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执政党 党代表 身分으로 직접 参政하게 되었다. 이로써
사영기업주 들이 入党하여 政治活动을 활발히 할 수 있는 契机가 마련되었으며,
中国 共産党 发展史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실시한 第五次 全国 私营企业主 近况调査 결과 조사된
2717명 私营企业主 중 17.1%의 사영기업주가 각급 人民代表에 选出되었고, 35.1%
의 사영기업주가 각급 政协委员으로 按排 되었으며, 79%의 사영기업주가 工商联
组织에 가입했다.17)

2. 사영기업주계층의 지위향상 과정

1981년 6월 十一届中全会议에서 통과된 〈关于建国以来党的若干歷史问题的决
议〉에 “国营 经济와 集体经济는 중국의 基本 经济形式이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동자의 个体经济는 公有制经济의 必要와 补充이다”라고 했다.18) 그리고 1982년
12월에는 个体经济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에 이른다.
1983년 中共中央에서는 〈当前农村经济政策的若干问题〉라는 제하에 합법적
16) 上揭书
17) 〈私营企业主政治状况透析与初探〉,《中华工商时报》, 2003.10.14.
18) 《中国工商报》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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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확보 차원을 벗어나 “不提唱、不宣传、不取缔”정책을 주장하며 사회의 흐름
에 맞추어 다른 형식의 합작경제를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19)
1988년은 사영기업이 중국에서 명실상부한 지위를 확보하는 원년이라 해도 과
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해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에는 1982년 확보된 헌법
지위에 헌법수정안을 통과 시키면서 다시 한번 私营经济가 宪法的地位를 确立하
게 되었으며, 1988년 6월 中国 私营企业 发展史에 있어서는 综合的이고 最高 重要
하다 할 수 있는 基本法规 〈中华人民共和国私营企业潜行条例〉가 반포 된다. 이
로써 私营经济의 管理와 发展이 法治化의 轨度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1992년 党의 十四大에서 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의 目标를 确立하고 구체적으로
“所有制 构造上 公有制를 포함한 全民所有制와 集体所有制经济를 主体로하고, 个
体经济、私营经济、外资经济를 补充으로하는 여러 종류의 要素들이 长期公同发展
해야 한다”는 目标를 제시했다.20) 十四大의 보고에서 “补充”、“长期公同发展”등의
용어들이 등장하고, 국가가 〈有限责任公司潜行条例〉와 〈股份有限公司潜行条
例〉 반포하며, 중국의 경제정책이 기본적으로 计划经济로 대표되는 政策经济 시
스템에서 市场经济로 대표되는 制度经济 시스템으로 转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7년 9월 党의 十五大 보고에 이르러는 “非公有制经济는 중국 社会主义市场
经济의 重要组织成分이라 强调하고, 个体、私营등 非公有制经济에 대해서는 계속
激励 引导하여 그들로하여금 健康하게 发展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21)
2004년의 宪法 修正案에서는 国家가 非公有经济의 合法的利益을 보호할 것을
明确히 밝혔으며, 法에따른 监督과 管理를 천명하며, 公民의 合法的 私有财産의 保
护를 宪法에 명시했다. 또 2005년에는 국무원이 〈国务院关于鼓励支持和引导个体
私营等非公有制经济发展的若干意见〉을 공포 했는데 이를 “非公36条”라 칭한다.
이는 1978년 以来 最高 积极的으로 非公有经济의 发展을 促进한 文件이기도 하다.
이 정책성 문건의 발표로 非公有经济가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电力、电信등 国策
産业과 公共事业의 基础设备, 社会事业, 金融서비스업, 国防科学技术領域 등에 进
出하는 계기가 되었다.22)
2007년 십칠대에서는 흔들림없이 公有制经济의 发展을 공고히 하고, 非公有经
济의 发展을 鼓励、支持、引导하여, 平等한 物权保护를 坚持하고, 각종 所有制 经
19) 张厚义 등,《中国的私营经济与私营企业主 》, 北京: 知识出版社, 2008, 39쪽.
20) 孙本尧 외,《十四大记录》, 北京: 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92, 15쪽.
21) 中共中央文献硏究室编,《十五大以来重要文献选编》, 北京: 人民出版社, 2000, 22쪽.
22) 李元,《中国私营企业主政治参与硏究》, 南京大学硕士論文, 2011,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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济의 平等竞争과 相互 促进하는 새로운 局面을 形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3) 이렇
게 볼 때 사영경제의 지위가 진일보 상승했으며, 사영경제의 법률상의 평등지위와
경제적 평등경쟁이 보장됨을 보게 된다. 또한 같은 해 3월 物权法이 통과되며 대담
히 정치에 차여하고 자신의 경제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5월 国务院은 〈国务院关于鼓励和引导民间投资健康发展的若干意见〉을
공포하는데, 이 문건은 “新非公36条”라 지칭되기도 한다. 이 문건은 2005년의“非公
36条”을 좀 더 상세히 그리고 진일보 보충한 문건이기 때문이다. 그 중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私营经济
地位에 대한 표현의 변화를 보면, 十二大 、十三大의 “必要的有益的补充”, 十四大
의“补充共同发展”, 十五大、十六大의“重要组成部分”, 十七大의 “不动摇와 平等竞
争”으로 私营经济를 적극 옹호하며 발전 시켰음을 본다. 이런 일련의 표현들을 보
며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영경제의 지위가 부단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
게 되며, 党과 政府가 한걸음 한걸음 당시 상황에 맞게 사영경제 발전의 환경을 만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 지지하에 私营企业은 1989년，国家工商行政管理局에서 私
营企业의 등록 업무를 시작할 때, 그해 私营企业 90,581 户였었다. 1992 年 邓小平
의 “南巡讲话”가 私营企业 发展的 봄을 가져다 주었으며, 90 年代末，国有와 集体
企业에 대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 대다수 国有企业 管理者들이 私营企业主로
변하기도 했다. 1993—2011 年간의 ，私营企业 数量은 33倍 이상으로 증가 했으며,
연 평균 28.87%씩 중가 했다. 2013年 3月 国家工商总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실질적인 企业은 1,374.88 万户로 같은 기간 0.61%씩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 중 私营企业은 1, 096.67 万户로 같은 기간 1.01%씩의 증가율을 보였으며,企业
总数의 약 8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보듯이 私营企业은 이미 중국
国民经济发展의 重要力量이자, 国家 财税收入의 重要한 支柱이자, 취업시장의 중
요한 거점으로 성장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24)

Ⅳ. 사영기업주 정치참여에 대한 정책의 변화과정
2009년 발표된 第八次 全国 私营企业主 관련 설문조사 결과, 사영기업주가 각급
23) 何谷亭,《论十七大的重大意义》, 北京: 人民出版社, 2007, 42쪽.
24) 李文波,〈中国私营企业生存发展与法律政策环境的实证分析〉, 《河北经贸大学学报》
第13卷, 2013, 78-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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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大代表· 政协委员의 총 수는 2101명이며, 설문조사 대상자 중 각급 党代表를 담
당하는 자는 28.3%에 달했다. 그 중 省级 党代表가 15명 全国 党代表가 7명이 포
함돼 있다.25) 따라서 사영기업주 들의 정치참여는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
들 중 일부는 地方 人大와 政府의 指导者 职务를 担当하고 있어 정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政商兩栖 또는 老板公务员 등의 표현
으로 봐도 많은 사영기업주 계층이 정치 무대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1. 사영기업주 정치참여에 대한 党과 政府의 정책변화

개혁개방이후 1987년 党的 十三大에서 私营经济의 槪念이 提起되고, 私营经济는
公有制经济의 必要하고 有益한 补充이라 긍정적 党과 政府 立场이 发表되며 급속성
장하다가, 2005년 “非公36条”가 발표되면서 실질적인 시장진입이 실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2005년부터 党과 政府의 政策 变化过程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26)
2005년 2월 国务院이 〈国务院关于鼓励支持和引导个体私营等非公有制经济发展
的若干意见〉을 발표하는데 이는 非公有经济가 市场进入을 开放하는 政策의 变化
요, 非公有资本이 法律과 法规로 禁止되었던 領域에 진입을 许諾하는 措置요, 非公
有 外资资本의 진입과 行业을 许諾하는 措置다. 이로 인해 投资유치、金融서비
스、财税政策、土地使用、对外贸易、经济技术 合作 등등 각종사업에서 非公有制
와 其他所有制가 同等한 对偶를 享有할수 있는 政策적 措置가 내려진 것이다.
2006년에는 〈关于加强中小企业信用担保体系建设意见〉의 발표로 资金과 税收
뿐 아니라, 银行과 担保기구 합작 등 각 방면에 정책지지를 했다. 2008년 에는 国
务院이 〈关于当前金融促进经济发展的若干建议〉을 제기해 金融서비스를 촉진시
키고, 中小企业发展을 지원해 주었다. 이로 인해 23만호의 사영기업이 7,221억 위
안의 담보를 해결하였으며, 800만원 이하의 97%가 사영기업 서비스 부분이 차지
한다는 통가가 발표됐으니 중소기업의 경제적 숨통을 트이게 해주 지지요 조치였
다고 하기에 충분하다. 2009년에도 〈国务院关于进一步促进中小企业发展的若干意
见〉이 발표되어 “中小企业发展 29条”가 正式 하달되어 중소기업 발전에 저금리
정책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졌다.

康燕雪,〈私营企业主阶层政治参与价値·限度与规制〉, 《中共福建省党校学报》, 2010,
26) 李文波,〈中国私营企业生存发展与法律政策环境的实证分析〉,《河北经贸大学学报》
第13卷, 2013, 78-79쪽.
25)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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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에는 国际金融危机에 대처하기 위하여，国务院이 〈关于鼓励和引导
民间投资健康发展的若干意见〉（新 36条）27)를 발표하여，民资가 基础产业과 基
础설비 투자부분에 진입을 허용했고, 市政 公用事业과 政策性의 아파트建设、社会
事业、金融서비스、商贸流通、国防科技工业등 6大 领域의 진출을 허락하는 정책
적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市场准入 환경을 확보해 주고, 国际竞争의 참여할 수 있
는 좋은 环境울 정책적으로 조성해주었다.
2011년 10월 国务院 常务会议에서 “小型과 微型企业 发展의 金融、财税政策措
施”를 확정하여 国家产业과 环保政策、就业을 확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서비스
산업、가공업 等에 부합된 산업에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지원 정책을 구축했다.
이로써 12월에 财政部、工业部、信息化部 명의로 财库〔2011〕181号인 〈政府采
购促进中小企业发展暂行办法〉을 발표함으로，政府 조달 政策 功能을 发挥함은
물론 国家经济와 社会发展政策의 目标에 부합하는, 상품、서비스、신용이 좋은 中
小企业의 발전을 促进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12년 4월에는 小微企业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国务院 〈关于进一
步支持小型微型企业健康发展的意见〉을 발표하여 첫째 党과 政府의 支持의 重要
意义를 충분히 인식하게 하고、둘째 财税의 支持力력을 강화시키고、셋째 融资의
困难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넷째 创新发展과 调整능력을 촉진하며、다섯째 市
场개척의 힘을 더욱 강화시켜 주며、여섯째 经营管理수준의 제고를 철저히 도우
며、일곱째 集聚发展을 촉진하고、여덟째 公共 서비스를 강화하는 이 8가지 지원
조치를 발표하여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 사영기업주들이 정치참여는
당의 조직에 가입하고, 민주당파에 가입하며, 심지어 기층 정치 등등의 방면에 전
면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했다.28) 그러면서 그들이 영향력이 커지
고 사회변화의 현실이 반영되며 위에 서술된바와 같은 정책적 변화의 과정을 통해
변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2. 国家 法律과 规定등의 변화과정

우선 国家法律과 行政法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988년 4월 第七届 全国人民代表大会 第一次会议에서 〈中华人民共和国
27) 2005년 발표된 “非公36条”를 '老 36条'라 칭하고 2010년 발표된 조치를 '新36条'
라 구분하여 칭한다.
28) 汪新源,〈中国私营企业主阶层政治参与硏究综述〉, 《法制博览》, 2015, 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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宪法修正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국가가 私营经济의 法律规定 范围内
에서 존재와 발전을 명확히 허락하는 규정을 처음 제정하게 된 것이다.
또 6월에 国务院이 〈中华人民共和国私营企业暂行条例〉를 공포함으로
명실상부한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발전할 계기를 맞게 된다.
2002년 6월 第九届 全国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 第二十八次会议에서 通
过〈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이 통과 되었다. 이는 중국 국가가
中小企业发展의 발전을 지지하고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첫 번째 法律 专
门 이다. 이는 私营企业发展의 法律적 措施로 资金의 支持、创业의 扶
持、技术의 创新、市场의 开拓、社会 서비스 등 五个 方面의 지지를 规
定하고 있다.
2007년 3월에는 〈物权法〉이 통과되어, 私人 财产所有权의 法律적 地位
가 확림 되었다. 또한 市场交易의 安全적 각도에서 볼 때, 법률적으로 담
보계약의 효력발생과 보호를 받게 되어 私营企业主의 经营 积极性을 대
대적으로 보호 증진시키게 되었다.29)
다음으로 규장과 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2001년 이래로 发改委와 税务总局에서 中小企业에 질 좋은 융자와 담보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中小企业 信用、担保 机构에서 营业税 면세 정책을 시행했다.
2003년 2월에는 〈中小企业促进法〉의 실시를 관철시키기 위해, 国家经贸委、
计委、财政部、统计局이 합동으로 연구하여 〈中小企业标准暂行规定〉제정했고,
国务院의 同意를 거쳐 반포하기에 이른다.
2005년 11월에는 创业 前 中小企业의 直接融资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国家
发展과 改革委员会、科技部、财政部、商务部、中国人民银行、国家税务总局、国
家工商行政管理总局、中国银监会、中国证监会、国家外汇管理局이 联合하여 〈创
业投资企业管理暂行办法〉을 공포했다. 즉 다른 계층의 中小企业 投资회사의 设立
과 发展을 지지、유치하기 위한 조치였다.
2006년에는 전문적으로 中小企业 发展资金 관리를 규범하기 위해, 财政部、发
改委가 〈中小企业发展专项资金管理暂行办法〉을 制订했고, 2007년에는 中小企业
의 信用担保 融资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해 财政部와 国家税务总局이 〈关于中
小企业信用担保机构有关准备金税前扣除问题的通知〉를 내 놓았으며, 같은 해 13
部 위원회 联合으로 〈关于支持中小企业技术创新的若干政策〉을 하달하였다. 이
는 모두改革开放 以来 처음으로 中小企业의 创新과 发展을 겨냥한 指导性 文件들
이기도 하다.
2008년 1월 세법에

微型企业에 대해서는 세율 우대정책을 시행하며, 小型企业의

29) 李文波, 前揭书,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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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得税는 20% 인하해서 징수하고, 高新技术企业은 15%의 세율로 징수하며, 또한 条
件에 符合되는 연구 개발비는 더욱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밖에도 交易额이
100万 以下의 小规模 纳税人에게는 일률적으로 3%의 세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떠 창
업기업의 경우 기업주 본인 주식투자분에 대해서는 면세를 받기도 한다.

2009년 5월，中国银行业 监督管理委员会와 科技部가 联合으로 〈关于进一步加
大对科技型中小企业信贷支持的指导意见〉을 提出하고, 科技资源과 金融资源의 结
合을 추진하며, 科技型 中小企业에 대한 신용대출을 지지하고, 그들의 융자문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도출했다. 또 같은 해 财政部와 国家税务总局이 联合하여 〈关于
金融企业涉农贷款和中小企业贷款损失准备金税前扣除政策的通知〉를 발표했고, 金
融企业의 涉农과 中小企业의 대출을 격려했다. 12월에는 人力资源와 社会保障部、
财政部와 国家税务总局이 联合하여 人社部 发〔2009〕175 号文을 발표했는데，强
调의 重点은 困难한 中小企业에 일정 기한 내 社会保险费를 계속 지원해 줄 것과
실업보험기금을 사용하여 곤란기업과 근로자들의 문제를 안정시켜 줄 수 있게 하
자는 내용이다.
2010년에는 知识产权 저당 융자를 추진하여, 中小企业의 创新과 发展을 지지하
자 하며, 财政部 等 六部가 联合하여 〈关于加强知识产权质押融资和评估管理支持
中小企业发展的通知〉를 발표했다. 4월에는 中小企业의 信用担保 资金管理와 资
金使用의 效率을 提高하기위한 工信部 명의의 〈中小企业信用担保资金管理暂行
办法〉을 발표하고, 5월에는 ，工信部가〈关于加强中小企业信用担保体系建设工作
的意见〉을 발표하며, 中小企业 信用担保机构의 健康한 发展을 위함이라고 했다.
6월에는 财政部가 〈地方特色产业中小企业发展资金管理暂行办法〉발표하고, 같은
달 中国人民银行、银监会、证监会와 保监会가 联合으로〈关于进一步做好中小企
业金融服务工作的若干意见〉을 제출 하는 등，继续해서 中小企业 金融서비스 개
선과 보호를 위한 우대 정책들이 발표됐다.
2011년 6월에는 工信部 等 四개부처 위원회가 연합으로 〈关于印发中小企业划
型标准规定的通知〉를 발표하여, 새롭게 微型企业의 标准을 제시하고, 企业分类를
세분화 하는 새로운 정책을 펴기도 했다. 9월 工信部가 〈“十二五”中小企业成长规
划〉을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 최초의 中小企业发展의 전형적인 国家级 规划이기
도 하다. 10월에 财政部 발표한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과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의 결정은 小型微利企业 营业税와 增
值税의 起点과 표준이 되기도 했다. 또 12월에 财政部、工业和信息化部가 발표한
〈政府采购促进中小企业发展暂行办法〉은 国家가 中小企业이 参与한 政府 조달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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策의 표준과 지표가 되었다.
2012년 5월 25일 中小企业의 信用担保와 资金管理 규범을 강화하고，资金使用
의 效率 제고하기 위해 财政部、工业和信息化部가 〈中小企业信用担保资金管理办
法〉을 발표했으며, 같은 날 财政部、工业和信息化部 또 〈中小企业发展专项资金
管理办法〉을 발표했다. 또 월말에 国家发展改革委 等 12个部처가 经贸〔2012〕
1619号로 〈关于鼓励和引导民间投资进入物流领域的实施意见〉을 발표하며, 民间
资本의 社会化物流 서비스사업 참여를 적극지지 독려 했다. 6월 18일에는 商务部
가 〈关于鼓励和引导民间资本进入商贸流通领域的实施意见〉을 발표했고, 商贸流
通 영역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보장과 혜택을 발표했다. 또 같은 날 民营企
业의 技术创新能力을 제고하고, 民间资本이 科技 创新领域에 투자를 促进하기위하
여, 科技部가 〈科技部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民间资本进入科技创新领域的意见〉을
발표한다. 같은 달 工业과 信息化部도 〈关于鼓励和引导民间资本进一步进入电信
业的实施意见〉을 발표하며, 民间资本이 移动通信 판매업까지 진출하기를 촉구했
다. 또 계속해서 민간자본이 通信工程设计、施工监理、信息网络系统集成、用户管
线建设 및 通信建设 代理机构等에 투자 해 줄 것을 우대 정책을 펴며 참가를 촉구
했다. 같은 해 国家 发改委、财政部는 〈关于安排政府性资金对民间投资主体同等
对待的通知〉를 발표하여, 各地方 各部가 政府性 资金을 안배할 때, 法律、法规와
有关 政策规定에 근거하여, 明确한 规则统一标準으로 民间投资 主体가 同等한 对
偶를 받도록 규정했다.30)
사영기업주들이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人大의 代表가 되고, 政府
관원들과의 政经癒着을 통해 지방정권을 획득하는 등 非制度性 政治参与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31) 그러나 이상과 같이 法과 制度를 정비하
는 변화과정을 통해 私营企业主들의 政治参与에 正当性이 부여되고, 법과 제도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됐음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Ⅴ.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기업주 계층은 당시 정치、경제、사회의 각종
변화에 적응도 하고 변화를 이끌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30) 李文波, 上揭书.
31) 汪新源,〈中国私营企业主阶层政治参与硏究综述〉,《法制博览》, 2015, 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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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여 제도권에서 영향력을 넓혀갔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변화를 살펴볼
때 사영기업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발전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석연치 않음
도 있다. 사영기업주들이 정치와 사회 각 조직에 참여하여 기업이익을 극대화 하
려는 노력이 있는 반면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조직을 통해 党과 政府의
세력을 확대、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2000
년 9월 中共 中央组织部가 〈关于在个体和私营等非公有制经济组织中加强党的建
设工作的意见（试行）〉을 발표하며, 私营企业主의 入党을 암묵적으로 허락했다.
그 후 약 10년이 지난 2012년 5월 中共 中央 办公厅이 〈关于加强和改进非公有制
企业党的建设工作的意见（试行）〉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건에 부합한
기업인의 출자와 입당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그 당원들의 교육훈련을 통해 생
산、경영의 고급간간부로 양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32)
2010년 말 전국에서 일정 정도이상의 규모를 갖춘 비공유제 기업의 96%가 기업
내에 당 조직을 만들었다.33) 이로 인해 당과 정부의 작용과 영향이 사영기업 내부
에 깊숙이 파고들어, 당과 정부와 사영기업간의 관계가 갈수록 긴밀해지며, 사영기
업은 이미 당의 조직 체계이자 정부의 체계의 연장선에 놓이게 되었다, 34)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사영기업주의 성장과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처음에는 기업의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의 환경 하에서 독자적
으로 발달하기란 녹녹치 않은 제약들이 존재했다. 때문에 당과 정부와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하며 오늘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사영기업주는 첫째 국가의
공민이며, 단독개체이기도 하지만 정치참여의 권리 또한 근본적으로 준비되었으
며, 둘째로는 그들 또한 중국에 존재하는 또 다른 계층을 형성 했으며, 정치참여를
통해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촉진하는 효과를 보았고, 셋째로 그들의 정
치참여 과정을 통해 중국인들의 시민사회의식이 고취 되었음은 부인 할 수는 없
다.35) 다만 우려하는 것은 사영기업주들이 기업이익을 도모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
상시키기 위해 정경유착으로 발전하여 기업 내에 당조직과 공회를 만드는데,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다시 초기사회주의
식의 당과 정부에 의해 농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과 정부를 견제할 능
32) 游正林, 〈私营企业类单位化〉, 《学海》, 2015, 75쪽.
33) 李源潮, 〈以改革精神创新加强非公企业党的建设〉, 《党建硏究》, 2012.
34) 游正林, 《地方政府对勞资关係的软性调控》,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4.
35) 汪新源, 〈中国私营企业主阶层政治参与硏究综述〉,《法制博览》, 2015, 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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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추어 윈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이 현실적 생각임을 부인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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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私营企业是中国内非公有制企业的总称. 经营这些企业群叫私营企业主阶层.
他是改革开放以后中国社会变迁过程之必然的産物. 改革开放以来, 中国私营
企业得到了长足的发展. 2011年底, 全国私营企业有967.68万户, 从业人员1.04
亿人的规模. 他们对改善民生·促进就业及完善市场经济体制有巨大的作用. 在
市场经济背景下,私营企业主阶层政治参与及其社会经济地位提升是必然结果.
私营企业主属于国家公民、单独个体，塬本就具备参与政治的权利; 其次，私
营企业主又是一个阶层，他们的政治参与能够有效促进经济发展、政治稳定剂
社会进步; 再者，私营企业主阶层政治参与可促进形成中国市民社会.
这洋的背景之下在中国怎麽洋诞生私营企业以及怎麽洋参与政治的过程之硏
究是非常有意义的. 以上的基本认同之下本硏究分三大部分硏. 在第二章重点
探讨私营企业主孕育及成长过程,第三章探讨私营企业主政治参与和地位提升
过程, 第四章考察对私营企业主政治参与的政策变化过程.
주제어: 중국, 사영기업주, 정치참여과정, 지위향상과정, 사영기업주의 탄생,
정부정책과 법률규정의 변화
中国, 私营企业主, 政治参与过程, 政府政策与法律规定的变化
China, Participationingovernment, Political Participation, Change inthe perception. the process of status improvement,
the birth of the private entrepreneur, change of codes and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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