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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중공15대는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 방법론을 주요내용으로 한 덩샤오핑 이론을 신 시기 중국의 국
가지도이념으로 확정한다. 중국식 사회주의의 본질적 성질은 사회주의이고, 그 실질적 내용은 현
대화의 실현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와 현대화의 변증법적 결합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기본공식이다.
중국 현대화 전략구상은 사회주의의 건설과 현대화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임무수행을 반영하고
있는, 당대중국의 치국논리이자 발전이론이며 미래 청사진이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결합은 중국
현대화 전략구상의 기본속성이자 본질내용이며,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의 중국 현대화 전략구상
은 생산력 발전이라는 사회주의 본질이념의 견지와 실사구시의 정신을 철학적 기초로 한다. 인민
의 물질적 욕구충족이라는 사회주의 가치관과 국가경쟁력 증대라는 사회주의 정치성의 양대 추구
목표는 중국 현대화 전략구상의 중요한 특징이다. 부유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부흥
과 사회주의의 미래운명을 담보하고 있는 중국의 현대화 전략구상에 대한 연구는 중국학 연구의
선행작업이자 핵심과제이다.

Ⅰ. 서 론
현대화는 인류사회의 염원이자 역사발전의 대세이다. 특히 인류사회의 발전법칙이라는 각도
에서 보면, 현대화는 18세기 후반의 공업혁명 이후에 출현한 일종의 인류사회의 변천현상으로,
인류문명이 농업문명으로부터 공업문명으로 전환되어 가는 일련의 세계적인 역사발전의 과정
인 것이다(羅榮渠 1993: 16-17). 오늘날 세계각국은 체제와 이념, 그리고 발전 정도상의 차이에
도 불구하고, 모두 자기특유의 방식으로 현대화라는 역사발전의 조류에 자기반응을 보이고 있
다. 중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근대 이후, 중국의 현대화는 중국인민의 오랜 원망(愿望)으로 역사발전의 주제를 형성하였
다. 특별히 신민주주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경제적으로 낙후한 상태에서 사회주의 신
중국을 건립한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에게 있어, 사회주의 현대화의 실현은 그들의 일관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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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목표이자 희망이었다(中共中央文獻硏究室 1993: 520-522). 하지만 경제적으로 낙후한 사회
주의 국가 중국이, 현대화를 실현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현대화를 실현하려는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염원은 중공11기3중전회를 통해 역사적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덩샤오핑(鄧小平)을 중
심으로 한 중국공산당 제2세대 지도세력은 계급투쟁 중심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비판하고,
경제건설을 국정(國政)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본적인 현대화 실현을 위한 3단계 현대화 전
략구상을 확정함으로써,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로 대변되는 새로운 역사발전 시기를 창조하
기 시작한 것이다.
중공15대 통하여 신 시기 중국의 국가지도이념으로 확정된 덩샤오핑 이론의 핵심내용 중 하
나가 바로 현대화 전략구상이고, 이 덩샤오핑의 현대화 전략구상이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이론
의 핵심내용 임은, 이미 중공14대에서 공인된 주지의 사실이다(江澤民 1997: 10 ; 中共中央文
獻硏究室 1996: 10-16). 따라서 현대화 전략구상은 신 시기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과 현대화
실현’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임무수행을 담보하고 있는 당대중국의 치국논리이자 발전이론인
셈이다.
덩샤오핑 시대 중국의 현대화 전략구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중국식 사회주의가 무엇인
가? 사회주의의 본질은 무엇이고, 중국 현대화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등 현재 중국대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시대변혁의 현상 및 과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래를 예견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별히 본 논문은 덩샤오핑의 현대화 전략구상이 곧 당대중국의 발
전이론이고, 그 현대화의 근본전략목표가 곧 당대중국의 치국목표라는 관점에서 글을 전개하
고 있다.

Ⅱ. 중국식 현대화의 함의
1. 덩샤오핑의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현대화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사회주의를 통상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중공11기3
중전회 이후, 사회주의 건설이론 및 그 추진방식이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70년대 말 이
후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작업은, 사회주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
으로부터 시작한다. 즉 ‘빈곤한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과 ‘부유한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
식이 그것이다(鄧小平 1993: 223-224, 227-228, 254-255).
사회주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및 이론적 규정, 그리고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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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수한 사회조건에 맞는 국가 발전 방안에 대한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 그리고 중국인민의
기본입장과 방법론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것이 바로 덩샤오핑 이론이다. 따라서 덩샤오핑 이론
은 ‘어떻게 빈곤한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변화 발전시켜,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당대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에 관한 기본이론이자, 당대중국의
국가지도이념인 것이다.
당대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이론이 바로 덩샤오핑 이론이고, 이론의 핵심 내용이 덩샤오핑의
사회주의 현대화 발전전략에 관한 사상에 있다는 점에서, 당대중국의 중국식 사회주의는 한
마디로 ‘사회주의적 현대화’를 말한다고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당대중국의 사회주의, 즉 중
국식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적 요소와 현대화적 요소의 두 가지 구성부문이 결합된 개념인 것이
다. 여기서 사회주의는 그 본질을 나타내고, 현대화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본질적 표현인 것이
다. 역으로 말하면, 사회주의와 현대화라는 두 요소가 당대중국의 사회주의, 즉 중국식 사회주
의라는 본질적 차원에서 결합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로 대표되는 신 시기 덩샤오핑의 중국식 사회주의는,
첫째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성(社會主義性)을 지니고 있으며, 둘째 그 실질적 내용은 현대화의
실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덩샤오핑에 있어 사회주의는 현대화를 떠나서는
논 할 수 없는 개념으로써, 그에게 있어 ‘사회주의와 현대화의 변증법적 결합’은 중국식 사회
주의의 기본공식인 것이다(陳先奎 1997: 112). 덩샤오핑 사상에 있어 현대화는, 신 시기 중국
사회주의를 구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이다(鄧小平 1993: 206, 229). 즉 사회주의가
경제발전과 현대화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보다 우월하지 못하면, 사회주의는 존립근거
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덩샤오핑에게 있어서 현대화는 사회주의를 사회주의이게 하는 본질
내용임과 동시에, 중국식 사회주의의 외적표현인 것이다.

2. 중국 현대화의 유형 : 덩샤오핑의 중국 현대화 인식관
특정국가 혹은 일정지역에서의 현대화 성공여부는, 우선 주요하게 현대화 유형의 선택에 의
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가지 현대화 유형의 선택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타국
의 유형을 그대로 모방해서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유형은 주요
하게 현대화 실천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한 유형이 형성되는데는, 인간의 이상(理
想)이 최우선적으로 작용하겠으나, 근본적으로 어떤 유형이 완성되고 또 현실 세계에서 성공
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만 검증될 수 있기 때
문이다(陳先奎 1997: 113).
덩샤오핑의 ‘유형’개념 및 ‘유형’을 창조해야 한다는 의식은 매우 명쾌하다. 현대화 건설사업
의 초기, 덩샤오핑은 ‘중국식 현대화의 길’이라는 명제를 제기하였다(鄧小平 1994: 163).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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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과 1982년, 덩샤오핑은 정식으로 ‘유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특별히 혁명과 건설의
과정에서, 첫째 개별국가의 구체적인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정된 공식이나 전형적인
방법을 다른 나라에 억지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둘째 각 국은 자신들이 처한 구체적인 국정에
기초한 유형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형’에 대한 인식관을 표명하였다
(鄧小平 1994: 318 ; 鄧小平 1993: 2). 덩샤오핑의 중국 현대화에 대한 원론적인 인식은, 현대화
건설이라는 구체적인 실천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주의적이고, 중국특색적이며, 국제적인 성향을
가진 개념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첫째, 덩샤오핑의 중국 현대화는, 사회주의와 분리할 수 없는 ‘사회주의적 현대화’이다. 여기
서 사회주의는 본질이고, 중국에서 진행되는 현대화는 사회주의 현대화이지 결코 다른 류의
현대화가 아닌 것이다(鄧小平 1993: 181, 204). 사실 현대화 자체가 비록 사회발전의 과정이긴
하지만, 가치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덩샤오핑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를 두 가지 주요한 현대화 실현방식으로 간주하고(馬俊邁․陳尙偉 1998: 142), 그 중 사회주의
방식을 현대화를 실현하는 더 나은 방식으로 보는 것이다(羅榮渠 1993: 150-159 ; 馬仲良
1997: 91-96 ; 張靜如 1991: 6-8). 특히 덩샤오핑이 구상하고 또 추구하는 중국의 현대화는 사
회주의적인 현대화로, 그 실질적인 내용은 인민의 공동부유(共同富裕)에 있으며, 자본주의적인
현대화가 필연적으로 겪는 양극분화라는 고통스런 과정을 피하려는 것이자, 절대다수에게 최
대의 이익을 주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덩샤오핑의 중국 현대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
이다.
둘째, 덩샤오핑의 중국 현대화는, 본질적으로는 사회주의 현대화이지만, 또한 분명히 중국적
인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현대화, 즉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이다(鄧小平 1994: 259). 이는 한
편으로, 중국 현대화는 중국의 구체적인 국정(國情)과 역사경험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그렇
지 않으면 현대화 자체가 뿌리 내릴 수 없고 또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현대화는 실천의 과정을 통해 중국유형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즉 문제는 비록 현대화 일
반에 관한 것이지만, 그 해결은 중국 특유의 방법을 찾아 처리한다는 것이다. 현대화 과정중의
도시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해 제기된 중국 특유의 향진기업(鄕鎭企業)의 유형을 통
한 문제처리 방안은 그 대표적 실례다(陳先奎 1997: 116-117).
셋째, 덩샤오핑의 중국 현대화는, 현대화의 보편적 요구와 국제적인 규율에 부합하는 현대
화이다. 덩샤오핑은 사회주의적 현대화를 주장하지만, 그것이 현대화의 일반규율에서 벗어나
야 함을 의미하거나, 자본주의 현대화와 대립되는 현대화를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 하나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자본주의 현
대화는 상호 종적인 연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통적인 현대화 대 생산의 기초, 규율, 표준,
방법, 수단 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식 현대화는 결코 중국 특유의 산물이
아니며, 또 중국식 현대화는 결코 고립되고 폐쇄된 환경에서는 실현될 수 없고, 반드시 대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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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국제적 교류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鄧小平 1993: 63-64, 90-91, 325-326).
이와 같이 덩샤오핑은, 한편으로는 현대화의 중국특색과 중국유형 그리고 중국적 노선에 따
른 현대화 건설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각국의 보편적인 현대화 발전법칙을 찾
아내고, 그 보편 타당한 현대화 추진방법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적용시켜, 중국의 현대화
를 국제적 기준과 통념에 맞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강조한다. 특수성과 보편성
의 결합을 통한 중국식 현대화의 건설, 이것은 바로 덩샤오핑의 중국식 현대화의 인식관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속성과 본질적 내용인 것이다.

Ⅲ. 당대 중국의 치국목표: 중국 현대화의 근본전략목표
당대중국의 현대화 전략구상이 추구하는 근본목표는 부강(富强), 민주(民主), 문명(文明)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이고, 이는 곧 당대 중국의 치국목표이다. 여기서 현대화는 치국목표를 실현
하기 위한 토대이고, 현대화 과정을 통해 중국을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현대화 강국으로 건
설하는 것은 치국목표의 핵심 내용이다.
전략목표는 전략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전략주체가 일정한 역사시기 내에서 추구하는 총체
적인 분투목표를 말한다. 이를 현대화 전략과 연결시킨다면, 전략목표는 한편으로는 미래에 도
달하고자 하는 수준과 요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전략시기 안에서의 수행임무인 것이
다(方雷 1996: 106-107 ; 張長生 1998: 18). 특히 전략목표의 구성체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략
목표는 거시적인 전략목표와 미시적인 전략목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顧海良․張雷聲 1996:
302). 여기서 거시적인 전략목표가 바로 근본전략목표(根本戰略目標)이고, 이는 발전전략의 전
과정과 각 영역의 발전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총목표(總目標)를 말한다. 따라서 근본전략
목표는 발전의 방향을 결정하고, 전략의 기본 성질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발전
과 관련시킨다면, 근본전략목표는 바로 한 국가의 치국목표인 것이다.
이상의 개념에 기초하면, 당대 중국 현대화의 근본전략목표는 바로 중국식 사회주의의 건설
인 바,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당대중국의 국정(國情)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통해서만 가능
하다. 첫째, 당대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으로, 이 객관적 사실은 ‘사회주의’라는 역
사시기에서의 중국의 분투목표가 ‘공동부유의 실현’이라는 사회주의의 근본목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써의 ‘중국식 사회주의의 실현’이 됨을 규정한다. 이것은 바로 당대중국의 총목표가
된다. 둘째, 당대중국은 아직도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다는 중국 사회주의의 역
사발전단계에 대한 인식이다(中共中央文獻硏究室 1991a: 9-13). 이 요소는 당대중국의 사회주
의 초급단계에서의 총목표를 규정짓는 것으로, 중국공산당의 기본노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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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민주, 문명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건설’의 분투목표로 표현되고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할 때,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는 당대중국의 근본전략목표
는 ‘부강, 민주, 문명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이라는 명제로 규정된다(中共中央文獻硏究室
1991a: 15).
당대중국의 근본전략목표는 사회주의의 자체의 본질적 요구와 중국식 사회주의의 근본적
발전법칙을 반영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국식 현대화의 가치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서
는, ‘경제, 정치, 문화’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는 근본전략목표의 의미를 덩샤오핑의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사상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당대중국의 근본전략목표로써의 ‘부강(富强)’은 경제적인 현대화를 의미한다. 그 핵심
내용은 고도의 사회주의 물질문명을 건설하고, 중국의 경제수준을 중진국 수준에 도달토록 한
다는 것이다. 덩샤오핑은 경제건설을 중국 현대화의 근본전략목표 중 핵심목표로 설정하고있
다. 덩샤오핑의 사회주의 건설사상에서, 물질은 토대인 바, 인민의 물질생활 수준향상은 문화
수준의 향상과 정신세계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기초인 것이다. 따라서 덩샤오핑에게 있어, 현
대화는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해야하며, 경제건설 위주의 현대화를 실현치 못하면 물질토대를
상실하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는 사상누각이 되는 것이다. 즉 덩샤오
핑에 있어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심은 경제건설이고, 경제적 현대화의 실현여부는 당대중국의
미래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鄧小平 1994: 162, 240, 250 ; 鄧小平 1993: 89).
둘째, 당대중국의 근본전략목표로써의 ‘민주(民主)’는 정치적인 현대화를 의미한다. 그 핵심
내용은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구현하고, 점차 고도의 민주와 법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정
치제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鄧小平 1994: 359). 이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정치적 측면에서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덩샤오핑은 민주정치와 사회주의 건설 그리고 현대화의 관계
문제에 대해, 민주가 없으면, 사회주의도 없고 사회주의 현대화도 실현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鄧小平 1994: 168). 즉 민주정치의 구현을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과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의
중요한 보장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를 강화시키는
것을 전체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원 가능하게 하는 가장 적극
적인 방법이자, 순조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보장하게 하는 조건으로 파악하고 있다(鄧小平
1993: 210). 특히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민주를 중시한 바, 서구식 민주의 무조건적인 모방을 철
저히 배척하고 중국의 객관적 현실상황에 근거한 민주정치의 구현을 강조하면서, 중국에서의
민주는 사회주의 민주이어야 하며, 당대중국의 민주정치는 사회주의 법제와 상호 결합되어 구
현되어야 함을 지적한다(鄧小平 1993: 249).
셋째, 당대중국의 근본전략목표로써의 ‘문명(文明)’은 문화적인 현대화를 의미한다. 그 핵심
내용은 고도의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중점적으
로 표현하고 있는 요소로써, 자본주의 현대화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중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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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의 건설과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덩샤오핑의 사회
주의 건설사상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바로 물질문명의 건설과 정신문명의 건설을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의 양대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鄧小平 1994: 367). 즉 정신문명 건설이
강화되지 못하면 물질만능과 부정부패 등 불건전한 사회풍조가 만연됨으로써, 경제건설의 성
공은 그 의미가 많이 삭감될 것이고, 더 나아가 물질문명의 건설 자체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鄧小平 1993: 144, 154). 따라서 덩샤오핑은 정신문명의 건설을, 물질문명의 건
설을 보장하는 조건 요소임과 동시에, 그 자체를 자본주의 현대화와 구별되는 요소이자, 사회
주의 체제의 비교우위를 견지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당대중국의 근본전략목표는 경제, 정치, 문화의 세 영역에 걸친 부문별 전략목표
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의 실현이라는 총체적인 발전목표이자 치국목표의 요
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근본전략목표는, 첫째 자본주의 현대화가 추구하는 목적
과 비교할 때 선명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方雷 1996: 19-24), 둘째 중국이 처한 사회주의
의 역사발전단계에 근거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식이라는 특수성을 견지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Ⅳ. 현대화 전략구상의 형성 및 발전
중국공산당은 당대중국의 근본전략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단계별 전략절
차를 수립한다. 전략절차는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규율과 책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근본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단계 및 각 전략단계별 실현목표의 설정으로 구성된다(方
雷 1996: 107). 당대중국의 전략절차는 덩샤오핑의 3단계 현대화 전략구상으로 집중 표현되는
바, 구체적인 전략단계의 설정 및 각 단계별 전략목표의 다음과 같다.
제1단계, 1981년부터 1990년까지의 10년간, 1980년 대비 국민총생산액을 2배(飜一番)로 증가
시키고, 인민의 끼니문제(食飯問題)를 해결한다. 제2단계, 1991년부터 20세기말까지 10년간, 국
민총생산액을 다시 한번 2배(1980년 기준으로 飜兩番)로 증가시키고, 인민생활을 중류생활수
준(小康水平)으로 향상시킨다. 제3단계, 21세기 중반까지, 일인당 평균 국민총생산액을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비교적 풍요한 상태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한다.
이와 같은 당대중국의 3단계 현대화 전략구상은 주요하게 덩샤오핑에 의해 제기되었고, 그
주요사상과 내용이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점진적으로 형
성, 발전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대략 초보형성단계, 확립단계, 발전 및 성숙단계로 구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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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중국 현대화 전략구상의 초보형성단계
시기적으로는 중공11기3중전회 이후 1982년 중공12대까지로, 이 시기 덩샤오핑과 중국공산
당은 20세기말까지 일인당 평균 국민총생산액의 4배 증가(1980년도 기준 飜兩番)와 중류생활
수준(小康水平)의 실현이라는 전략목표와 2단계 전략절차를 확립한다. 당대중국의 3단계 현대
화 전략구상의 초보적 틀이 준비, 형성되는 단계이다.
1979년 12월 6일, 덩샤오핑은 일본의 전(前)수상 오시라 마사요시(大平正芳)와의 회담에서
20세기말까지의 중국식 현대화의 실현목표와 그 의미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일천달러’와 ‘중
류생활수준의 국가(小康之家)’라는 용어을 사용해 처음으로 밝힌다(鄧小平 1994: 237). 이어
1980년 1월 16일, 덩샤오핑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의에서 ≪당면한 형세와 임무≫라
는 문건을 통해 당(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중국 현대화에 관련한 전략구상을 제기한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20세기말까지 일인당 평균 국민총생산액을 일천달라로 증가시켜 중류생활수
준(小康水平)에 이르도록 한다. 둘째, 당시 중국의 현실상황에 비추어 일인당 평균 국민총생산
액 일천달라의 실현은 쉽지 않으나, 만약 목표를 실현한다면 그 상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이천달라 이상의 생활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이상과 같은 중국식 현대
화의 목표를 20세기말까지의 20년 기간 동안을 전, 후10년 단위로 나누어(2단계 전략절차 설
정), 단계별로 실현한다는 것이다(鄧小平, 1994: 241, 259). 덩샤오핑의 중국식 현대화에 대한
인식과 전략목표 및 전략단계의 설정에 대한 기본구상이 비록 초보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일천달라’라는 정량목표(定量目標)의 설정이나, ‘중류생활수준
(小康水平)’이라는 정성목표(定性目標)의 설정(溫樂群 1993: 121), 그리고 전략목표 실현을 위
한 2단계 전략절차를 설정하고 있는 점등은 덩샤오핑이 당시 이미 중국식 현대화 실현을 위한
총체적 전략구상을 수립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덩샤오핑의 ‘飜兩番과 小康水平’의 실현을 목표로 한 20세기말까지의 2단계 현대화 전략구
상은, 중공12대에서 확정된다. ≪전면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신국면을 창조하자≫라
는 제하의 중공12대 보고서는: 첫째, 1981년부터 20세기말까지 20년간의 중국 경제건설의 총목
표를 ‘공농업연총산액(工農業年總産値)’ 4배 증가(飜兩番)의 실현으로 설정하고; 둘째, 목표가
달성되면 인민의 생활은 중류생활수준(小康水平)에 도달할 것이고; 셋째, 이상 20년간의 분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단계 전략절차가 필요한 바, 처음 10년은 기초를 다지고 역량을
키우는 단계이고, 다음 10년은 경제부흥시기로의 진입단계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대중국의
‘2단계 현대화 전략구상’을 확정하였다(中共中央文獻硏究室 1986: 14, 16).
이 기간은 중공11기3중전회 이후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신 명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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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대화 전략구상이 처음 제기되고, 또 초보적인 틀이 형성된 시기이다. 이 기간동안 덩샤
오핑은 당대중국의 현대화 전략구상의 형성에 두 가지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그 하나는 초보
적이기는 하지만 정성(定性)과 정량(定量)을 결합한 전략목표를 제시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2단계의 전략절차와 단계별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2. 중국 현대화 전략구상의 확립단계: 3단계 현대화 전략구상의 확정
시기적으로는 중공12대 이후 중공13대까지로, 이 시기 덩샤오핑과 중국공산당은 1980년대부
터 21세기 중반까지, 일인당 평균 국민총생산액의 16배 증가(1980년 기준 再飜兩番)와 중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의 장기전략목표와 3단계 전략절차를 확정한다. 세
기를 뛰어넘는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미래 청사진이자, 당대중국의 치국목표를 국가전
략의 차원에서 계획화한 ‘3단계 현대화 전략구상’이 공식 확립되는 단계이다.
1984년 4월 이후, 덩샤오핑은 본격적으로 세기를 뛰어 넘는 전략구상을 시작한다. 이는 중
공12대에서 제기한 기존의 현대화 전략구상을 보완, 발전시킨 개념의 현대화 전략구상이다. 그
변화된 현대화 전략구상의 주요관점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현대화 전략목표의 程度問題(목표수위 설정문제)상에 변화가 발생한다. 이 시기 덩샤
오핑이 제기한 현대화 실현의 정성목표(定性目標)는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이고(中共中央文獻
硏究室 1986: 57, 109), 20세기말까지의 정량목표(定量目標)는 일인당 평균 국민총생산액 ‘일천
달라’가 아닌 ‘팔백달라’이다(中共中央文獻硏究室 1986: 64). 특히 주목할 점은, 당시 덩샤오핑
이 ‘팔백달라’의 정량목표(定量目標)를 설정할 때, 구체적으로 중국의 인구증가문제를 고려했
다는 점이다. 현대화 전략구상이 현실과 유리된 탁상계획이 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중국의
현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덩샤오핑의 실사구시 정신이 철저히 반영된 것이다.
둘째, 현대화 전략목표의 時間問題(실현시기 설정문제)상에 변화가 발생한다. 이 시기 덩샤
오핑은 최종 현대화 전략목표의 실현시기를 당초의 20세기말까지의 20년 기간에서, 21세기 중
엽까지의 70년 기간으로 연장 설정한다(李紅鋒 1994: 291).
셋째, 현대화 전략목표의 실현을 위한 전략절차의 설정상에 변화가 발생한다. 이 시기 덩샤
오핑은 총70년 기간을 두 단계로 나누고, 20세기말까지 ‘飜兩番’의 실현을 제1단계(제1목표)로,
21세기 중엽까지의 50년을 제2단계(제2목표)로 설정한다(鄧小平 1993: 79).
넷째, 이 시기 덩샤오핑은 추상적인 개념인 20세기말까지의 현대화 전략목표, 즉 중류생활
수준(小康水平)에 대해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상태로, 비교적 잘 생활할 수 있는 수준
(鄧小平 1993: 79)이라는 자기해석을 제시한다. 이러한 작업은 대다수 인민들에게 국가적 사업
계획과 전략목표를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민 스스로가 국가적 대사를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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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또 자발적으로 현대화 건설계획에 동참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후 1985년부터 1986년까지의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덩샤오핑의 현대화 전략
구상은 더욱 구체화되며, 1987년의 중공13대를 통해 당대중국의 3단계 현대화 전략구상은 완
전한 틀로 형성, 확정된다. 이 시기 덩샤오핑은 기존의 현대화 전략구상을 수정, 보완한 좀 더
체계화된 ‘3단계 현대화 전략구상’을 제기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한 당대중국의 기본적인 현대화 실현을 위한 전략목표를 기존
의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에서 ‘중진국 수준에의 도달’로 수정한다(鄧小平 1993: 212).
둘째, 당대중국의 3단계 현대화 전략구상을 체계화하고, 각 단계별 전략목표를 구체화한다.
제1단계의 목표는 1980년대 10년간 일인당 평균 국민총생산액을 2배로 증가(飜一番)시키는 것
으로, 정량목표(定量目標)로는 ‘오백달라’를 이루는 것이고; 제2단계의 목표는 20세기 말까지
다시 한번 2배로 증가(1980년 기준 4배, 再飜一番)시키는 것으로, 정량목표(定量目標)로는 일
인당 평균 국민총생산액 ‘일천달라’를 이룩하는 것이고, 정성목표(定性目標)로는 중류생활수준
의 사회(小康社會)로 진입하고, 빈곤사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제3단계의 목표는 21세기의 30
년-50년 기간 안에, 다시 한번 4배 증가(1980년 기준 16배,再飜兩番)를 이루는 것으로, 구체적
인 정량목표(定量目標)로는 일인당 평균 국민총생산액 ‘사천달라’를 실현하는 것이고, 정성목
표(定性目標)로는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鄧小平 1993: 226).
셋째, 특히 덩샤오핑은 제2단계 및 제3단계의 정량목표(定量目標)인 ‘일천달라’와 ‘사천달라’
의 실현이 지니는 의미를 강조한다. 즉, 비록 일인당 평균 국민총생산액 수준은 매우 낮지만
인구증가를 감안한 국가 총액상으로는, 대략 ‘일만억달라’와 ‘육만억달라’를 초과하는 것으로
국가의 총량기준 경쟁력은 매우 증대된 것이라는 점이다(鄧小平 1993: 216).
이상과 같은 덩샤오핑의 중국 현대화 전략구상은 중공13대를 통해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의 ‘3단계 현대화 전략구상’으로 확정된다. 중공13대의 ≪중국특색적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전
진하자≫는 제하의 보고는 “중공11기3중전회 이후, 중국은 경제건설의 3단계 전략절차를 확정
했다. 제1단계에서는 1980년 대비 국민총생산액을 2배 증가(飜一番)시키고, 인민의 끼니문제
(溫飽問題)를 해결한다. 이 임무는 이미 기본적으로 실현되었다. 제2단계에서는 20세기말까지
국민총생산액을 다시 2배 증가시키고, 인민의 생활을 중류생활수준(小康水平)에 이르도록 한
다. 제3단계에서는 21세기 중엽까지 일인당 평균 국민총생산액을 중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하
고, 인민이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며,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한다. 그 이후, 이와
같은 성과를 기초로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한다”(中共中央文獻硏究室 1991a: 16)고 천명함으로
써,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로 대변되는 신 시기 당대중국의 총체적인 발전방향과 전략목표
그리고 전략절차를 구체화한 ‘3단계 현대화 전략구상’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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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현대화 전략구상의 성숙, 발전단계
중공13대에서 당대중국의 3단계 현대화 전략구상을 확정한 이후, 중국사회는 급속한 경제성
장과 동시에 통화팽창과 경제질서의 혼란이라는 경제적 위기와 국내외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
한 정치적 혼란을 맞이한다. 이러한 시대상황은 중국사회에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
혹은 선택을 요구하게 된다. 그 하나는 당대중국의 3단계 현대화 전략구상의 정확성 문제(발
전의 속도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발전전략의 수정여부문제)이
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중국공산당은, 단기적으로 치리정돈(治理整頓) 방침을 선택하여 경제
성장의 완급을 조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중공13대에서 확정한 전략목표의 실현방침을 견
지한다(鄧小平 1993: 305-306). 특별히 덩샤오핑은 치리정돈 과정 중에 파급된 과도한 ‘안정’논
리가 경제파국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飜兩番’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속도가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鄧小平 1993: 354-356). 당대중국의 3단계 전략구상을 견지하고 실
현하겠다는 중국공산당의 원칙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1988년 하반기부터 1991년 중반기까지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 상황을 수습한 이후, 덩샤오
핑은 경제발전과 관련한 몇 가지 방법론을 제기한다. 덩샤오핑의 1992년 남방시찰 중의 담화
를 통해 구체화 된 경제발전 방법론의 주요내용은: 첫째, 기회를 포착하여 경제를 발전시켜,
몇 년 간격으로 한번씩 경제도약을 이룩해야 하고; 둘째, 문제가 발견되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즉시 처리하고, 그 이후에 성장을 지속 추진하며; 셋째, 경제는 안정되고 균형있게 성장시켜야
하지만, 성장을 더 중시해야 하고; 넷째, 공동부유를 향한 발전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鄧小平 1993: 373-377). 특별히 덩샤오핑은 당시 남방시찰 중의 담화에서 중국 현대화 3단계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몇 년에 한번씩 경제의 도약적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
(經濟發展上臺階)과 향후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매진할 것을 강조한다. “향후
현대화 건설과정 중, 성장속도와 효율적 측면이 모두 양호한 경제성장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
고, 또한 이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鄧小平 1993: 377) ; “만약 건국 이후 100년 안에 중진
국 수준의 발전된 국가를 건설한다면, 이는 매우 대단한 일이다. 현재부터 다음세기 중엽까지
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우리는 현대화 건설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 우리 어깨 위에 놓인 책임
이 무겁고 매우 크다.”(鄧小平 1993: 383).
이상과 같은 덩샤오핑의 중국 현대화 전략구상과 관련한 사상관점에 근거하여, 중공14대는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보폭을 가속화하고, 중국특색적 사회주의 사업의 승리를 쟁취하
자≫라는 제하의 보고에서, 90년대의 경제성장 목표와 향후 21세기 중반까지의 현대화 전략구
상과 관련한 진일보된 장기전략목표와 전략절차를 제기한다. 중공14대가 제기한 1990년대 이
후의 현대화 전략구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에 초보적으로 새로운 경제체제를 건립하
고, 중류생활수준(小康水平)에의 진입이라는 제2단계 전략목표를 실현한다. 둘째, 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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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건당(建黨) 100주년 때까지, 사회 모든 부문에 보다 성숙되고 정형화된 각종제도를 완비한
다. 셋째, 이를 기초로 21세기 중엽, 즉 건국(建國) 100주년 때까지 제3단계 현대화 전략목표를
달성하고,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다(中共中央文獻硏究室 1996: 46-47). 전략목표
와 전략절차에 중국식 사회주의의 건설과 현대화 건설을 접목시킨 것으로, 이는 당대중국의 3
단계 현대화 전략구상이 성숙, 발전되어 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중공15대는 21세기 50년간의 제3단계 전략목표의 실현을 위한 비교적 세분화된 전략
절차와 단계별 전략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중국 현대화 3단계 전략구상의 내용과 틀을
더욱 풍부하고 발전된 형태의 장기 국가발전계획으로 성숙시켰다. 중공15대가 제시한 21세기
50년간의 신3단계 전략구상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 2010년까지 국민총생산액
을 2000년 대비 2배로 증가(飜一番)시키고, 인민의 중류생활수준(小康水平)을 좀 더 풍요하게
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비한다. 제2단계, 2020년 즉 건당(建黨) 100주년 때까지, 국
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각종 사회제도를 더욱 완전한 형태로 정착시킨다. 제3단계, 2050년
즉 건국(建國) 100주년 때까지,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하여 부강, 민주, 문명의 사회주의 국가
를 이룩한다(江澤民 1997: 4). 이 같은 내용의 중공15대의 신3단계 현대화 전략구상의 제기는,
중국공산당의 현대화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성숙을 의미함과 동시에, 중국 현대화 3단계 전략
구상이 발전되어 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2010년까지의 전략목표를 국민총생산액 ‘飜一番’의
실현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구축을 결합시켜 설정한 점과 2020년까지의 전략목표를 국
민경제의 발전과 각종 제도 및 체제의 완비와 결합시켜 설정한 점은, 현대화가 결코 경제의 지
표상의 성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공산당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과, 중국 현대화 전략구상이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부단히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Ⅴ. 현대화 전략단계 상호간의 내재관계
현대화 실현을 위한 3단계 전략절차의 설정은, 중국 현대화 건설과정이 3단계의 역사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각 전략단계가 종적인 결합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현대화 실현과정은 3단계이고, 각 전략단계는 각 단계별 구체적인 목표와 임무로 인하여
상호 명확한 차별성과 특수성을 보유함과 동시에, 각 전략단계 상호간에는 동일성과 계속성
그리고 결코 각 전략단계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호 보완적인 내재관계(內在關係)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제1단계는 1980년대 10년간의 기간으로, 국민총생산액의 ‘飜一番(1980년 대비)’ 실현과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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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끼니문제(溫飽問題) 해결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전략단계는 현대화 건설의 전과정을
준비하고, 그 기초를 공고히하는 단계로써, 기초설정단계라 규정할 수 있다.
끼니문제(溫飽問題)의 해결은 역대 중국 지도자와 중국인민의 염원이다. 중국공산당의 창당
(創黨)과 중국혁명,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사업이 추구하는 공통된 근본목표는, 우선 생산력
의 해방과 발전을 통해 인민의 끼니문제(溫飽問題)를 해결하고, 그 기초 하에 지속적으로 생산
력 수준의 향상시켜, 최종적으로 최고목표인 공동부유의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중국혁명의
성공 이후, 중국사회는 초기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경제적 낙후상태를 많이 탈피하였지만, 인
민의 끼니문제(溫飽問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 하였다. 덩샤오핑과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객관적인 중국의 현실상황에서 출발하여(鄧小平 1994: 90-91), 인민의 끼니문제(溫飽問題) 해
결을 제1단계 전략목표와 임무로 확정한다. 당대중국의 제1단계 현대화 전략목표는 당초의 계
획보다 3년 일찍 실현된다. 중공13대는 다음과 같이 제1단계 전략목표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
음을 공식 선언한다. “제1단계에서 국민총생산액의 1980년 대비 ‘飜一番(2배 증가)’을 실현하
고, 인민의 끼니문제(溫飽問題)를 해결한다는 임무는 이미 기본적으로 실현되었다.”(中共中央
文獻硏究室 1991b: 16).
제1단계는 제2단계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준비하는 역량축적 및 조건창조의
전략단계인 것이다. 덩샤오핑과 중국공산당은 제1단계 전략목표에 대한 자기해석을 통해, 중
국현대화 3단계 전략구상의 전 과정 속에서 제1단계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80년대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이다. 이 10년간 기초를 충실히하고, 그 위
에 다음 10년을 더할 때만 중국식 현대화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鄧小平 1994: 241) ;
“20년 기간을 전10년과 후10년으로 나누고, 전10년은 후10년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해야한다.”
(鄧小平 1987: 7) ; “전10년은 주요하게 기초를 튼튼히하고, 역량을 축적하고, 조건을 창조하는
기간이다.”(中共中央文獻硏究室 1986: 16).
제2단계는 1990년대 10년 기간으로, 국민총생산액의 ‘再飜一番(1980년 대비 4배)’의 실현과
인민의 중류생활수준(小康水平)에의 진입을 목표로 설정한 단계이다. 이 단계는 전체 중국 현
대화 건설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10년의 기간으로, 최종적인 현대화 전략목표가 실현 가능한가
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성(尺度性) 단계로써, 관건(關鍵)단계라 규정할 수 있다. 이는, 제2단계
의 중요한 실현목표가 인민의 중류생활수준(小康水平)에의 진입이기 때문이다. 즉 중류생활수
준(小康水平)의 진입이라는 실현목표가, 통상 물질생활의 개선과 정신생활의 풍요, 소비생활수
준의 향상과 사회복지 측면 및 노동환경 측면의 개선 등등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
대화 실현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1990년대 10년이 전체 현대화 건설과정에서 매우 중
요한 시기(關鍵時期)가 된다는 것이다. 중공13대 보고는 다음과 같이 제2단계의 중요성을 표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2단계를 잘 추진하는 것이다. 제2단계의 임무를 실현하게 된다면
장차 현대화 건설사업은 많은 새로운 성과를 거둘 것이다.”(中共中央文獻硏究室 1991a: 16).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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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중공13기7중전회에서 통과된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년계획과 “八五”계획의
제정에 관한 건의≫는 중국 현대화 전략구상 속에서 제2단계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함께, 제1,
3단계와의 연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역사과정 중,
본 세기 최후의 10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關鍵時期)이다.”; “끼니문제(溫飽問題)의 해결단계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인 것과 마찬가지로, 끼니문제(溫飽問題)를 해결하고 중류생활
수준(小康水平) 상태를 달성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역사발전단계 인 것이다.”(中共中央文獻
硏究室 1991b: 1373, 1401). 이와 같이, 현대화 건설의 제2단계는 제1단계의 성과를 기초로 진
행되는 것임과 동시에, 향후 제3단계 전략목표의 실현을 준비하는 중간단계로써, 제2단계의 전
략목표의 성공적인 실현여부는 제3단계 전략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
요한 단계, 즉 당대중국의 현대화 실현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는 중간단계가 되는 것이다.
제3단계는 21세기 중엽까지의 50년 기간으로, 일인당 평균 국민총생산액의 중진국 수준에의
도달과 인민의 비교적 부유한 생활수준의 영위를 실현목표로 한 단계이다. 제3단계의 전략목
표가 실현되면, 중국은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 기간은 중국 현대화 건설의 비
약시기라 규정할 수 있다.
제3단계의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50년이라는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친 중국인
민의 현대화 실천과정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제3단계의 전략목표 실현은, 당대중국의 사회주의
역사발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제3단계의 전략목표 실현은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해 있는 당대중국의 역사적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중국 사회주의가 초급단계를 마감
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의 역사발전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덩샤오핑은 제3단계 전략목표 실현의 어려움과 현대화 목표달성이 중국 사회주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확정목표 중 더욱 중요한 것은 제3단계
의 목표, (중략) 즉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큰 뜻이자 포부이다. 비록 목
표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닐지라도, 실현하기가 그리 수월한 것은 아니다. (중략) 제2단계의 목
표 역시 충분히 완수할 것으로 보이지만(中共中央文獻硏究室 1997: 1751), 제3단계는 제1, 2단
계보다 더욱 힘들 것이다.”(鄧小平 1993: 226). “몇 백년에 걸친 자본주의의 발전에 비하면, 우
리 사회주의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는 20년의 세월을 낭비하기도 하였다. 만
약 건국으로부터 약 100년 기간 안에 중국을 중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면, 이는 매우 놀랄
만한 일이다.”(鄧小平 1993: 383).
결론적으로, 당대중국의 3단계 전략목표와 전략단계는 다음과 같은 기본 틀을 지닌다. 즉 제
1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인민의 끼니문제(溫飽問題)를 해결하고, 제2단계에서 제1단계의 성과를
물적 토대로 하여 인민의 생활상태를 중류생활수준(小康水平)으로 향상시키고, 마지막 제3단
계에서 중국을 중진국 수준의 발전한 국가로 성장시키고,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내용
이다. 여기서 당대중국의 현대화 전략구상이 첫째, 전략절차라는 측면에서는 낮은 목표실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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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부터 전차 높은 목표실현 단계로 순차적으로 전진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둘째 전략
목표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각 단계별 전략목표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연속성을 갖고있
고, 셋째 매 전략단계의 목표실현 과정이 이전 단계의 성과를 기초로 진행되고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상호 밀접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당대중국의 3단계
현대화 전략구상은 매 전략단계가 각 단계별로 특수성과 차별성을 보유하면서도, 각 전략단계
가 결코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기초단계- 관건단계-비약단계라는 연속성을 지니는 내재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Ⅵ. 중국 현대화 전략구상의 특징
당대중국의 치국논리이자 발전이론인 3단계 현대화 전략구상은, 중국적 특색과 현실성, 그
리고 과학적인 체계성과 세계성 등 자기특유의 현대화 전략으로써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덩샤오핑의 현대화 전략구상과 관련한 사상관점을 중심으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첫째, 당대중국의 현대화 전략구상은 중국의 객관적인 현실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으로,
실현가능성을 중시한 매우 현실적이고 실사구시적인 발전계획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현대화 전략목표의 실현을 위한 필요시간을 70년, 즉 1980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화 전략목표 실현의 어려움과 장기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덩샤오핑은,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다는 실제상황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과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과학기술력의 낙후와 인구과다 등 많은 어
려움 때문에, (중략) 단기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반드시 현실상황에 근거해서 시작하여야 하며, 결코 목표설정이 실제
와 동떨어지거나 목표달성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짧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鄧小平 1993: 224).
이와 함께 덩샤오핑은 현대화 실현과정을 매우 험난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현대화 건설의 최
종 제3단계 정성목표(定性目標)를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에서 ‘중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
였다. 이는 매우 현실 상황에 부합된 목표설정이자,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한 목표설정으로 평
가할 수 있으며, 바로 당대중국의 현대화 전략구상의 실사구시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당대중국의 현대화 전략구상은 각 단계별 전략목표가 정량화(定量化)되어 있고, 또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指標)와 계량단위(計量單位)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대중국의 현대화 전략구상의 실현목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인당 평균) 국민총

176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0집 1호

생산액이라는 지표와 미화(美貨, 달라)라는 계량단위를 사용해 제정되었다. 과거 사회주의권에
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던 ‘공농업총산액(工農業總産値)’이라는 지표를 버리고, 국제적인 지표를
사용한 것은, 중국의 국민경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지표체계(指標體系)에 변혁이 발생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金羽 1992: 307 ; 方雷 1996: 127-129). 또한 미화를 계량단위로 사용하여
중국의 전략목표를 정량화 한 점과, 특별히 정량목표(定量目標) 설정 시 중국의 인구증가를 중
요한 고려요소로 포함시킨 점(鄧小平 1993: 64, 216) 등은 전략목표 설정의 현실성과 과학성을
높이는 부분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대중국의 현대화 전략구상은 현대화 사업을 세
계적 범주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또 국제적인 비교 시에 발생 가능한 판단 척도상의 혼란요소
를 제거하고 있다. 현대화 전략목표가 지니는 과학성과 국제성이라는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이
라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당대중국의 현대화 전략구상은 인민의 생활향상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대중국의 현대화 전략구상은 인민의 물질적인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과거 중국에서 계획, 추진된 많은 경제발전 전략은 기본적으로
공업, 특히 중공업 발전을 우선 시하고, 성장의 속도를 강조하며, 규모의 확대를 중시한 반면,
경제의 효율성과 과학기술의 진보, 특히 인민생활의 향상 등의 측면은 경시하였다. 이에 반해,
당대중국의 현대화 전략구상은 인민생활의 수준향상을 매 전략단계의 구체적인 실현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끼니문제(溫飽問題)의 해결’, ‘중류생활수준(小康水平)의 실현’, ‘중진국 수준에
의 진입’ 등의 개념은 인민의 생활수준과 직접 연계된 것이다(尹世杰 1994: 1 ; 李鵬 1991: 83
; 中共中央文獻硏究室 1996: 32). 이와 같이 당대중국의 현대화 전략구상은 인민의 생활수준과
경제발전수준을 밀접히 결합시킨 단계별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인민의 질적 생활수준 향
상을 중시하는 현대화 전략구상의 특징이 견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당대중국의 전략구상은 고도의 정치적 목표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종합국력의 증대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덩샤오핑과 중국공산당은 현대화 전략목표의 설정 시, 인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국가의 종
합국력의 증대를 밀접히 결합시키고 있다. 이는 당대중국의 현대화 전략구상이 국제정치 무대
에서의 영향력 신장을 위해 종합국력의 증대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덩샤
오핑의 현대화 전략목표의 설정과 관련한 일련의 강화(講話)에서 이 같은 사상관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4배 증가(飜兩番)의 의미는 매우 크다. (중략) 총량상(總量上)으로 말하면, 바
로 세계의 전열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중략) 이는 국력상으로 비교적 강한 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략) 국력은 진정으로 증대되고, 중국의 국제적인 영향력도 매우 달라질
것이다.”(鄧小平 1993: 88-89).
당대중국의 현대화 전략구상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당대중국의 현대화 전략구
상이 단순히 경제수준의 향상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고도의 정치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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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덩샤오핑은 현대화 전략목표가 지니는 정치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상관점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문제에 관해 문외한인 본인이 몇 차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모두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한 것이다. (중략) 우리가 확정한 정치목표는: 경제를 발전시켜, 본
세기말까지 4배 증가(1980년 대비 飜兩番)를 실현하고, 일인당 평균 국민총생산액 팔백달라와
중류생활수준(小康水平)을 실현하는 것이다.”(鄧小平 1993: 77). 덩샤오핑은 현대화 전략목표를
정치적인 실현목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첫째 당대중국의 현대화 전략구상은 중국의 종합국력의 증대를 중요한 전략목
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둘째 당대중국은 현대화 건설사업을 당대 최대의 정치로 간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대중국의 현대화 전략구상이 표방하고있는 정치성을 극명하게 보
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Ⅶ. 결론 : 현대화 전략목표 실현의 의의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척도이다. 이 장에서는 당대중국이 설정한 3단계 현대화 전
략목표의 실현이 당대중국과 중국인민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을 중점 분석할
것이다. 이는 당대중국의 3단계 현대화 전략구상이 중국특색적 사회주의 건설노선과 밀접히
결합된 치국이론이자 발전이론이며, 동시에 중국인민의 염원을 담고있는 당대중국의 미래 청
사진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화 전략목표의 실현이 갖는 의의를 민족
적, 세계사적, 그리고 사회주의의 장래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이를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현대화 전략목표의 실현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빈곤 낙후한 상태에서 벗어나 부유한
사회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룩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중국혁명의 성공과 신 중국 수립이후, 중국은 일정한 사회주의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
전히 경제 사회적으로 낙후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있다. 빈곤의 탈출과 생산력의 발전을
통한 부유한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한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의 분
투임무이자 실현목표이다. 중공11기3중전회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한 현대화 국가건설을
목표로 3단계 전략구상을 확정하고, 그 전략절차에 따라 현대화 건설사업을 진행하여 이미 제
1, 2단계의 전략목표를 달성하였고, 21세기 중반까지 다시 한번 4배 증가(2000년 기준 飜兩番)
를 실현하여, 일인당 사천달라와 국민총생산액 육만억달라의 달성으로 세계의 선두대열에 서
려는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 이는 21세기 중엽까지, 중국을 부강, 민주, 문명의 사회주의 현대
화 국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이자,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다시
말해, 당대중국의 3단계 전략목표의 성공적 실현은 중화민족의 재 부흥을 성취한다는 민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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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신념을 실현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둘째, 현대화 전략목표의 실현은, 중국의 종합국력의 신장과 이를 통해 인류사회의 발전과
역사진보에 공헌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제3단계 전략목표가 실현되는 시점의 중국인구는 약15억에 육박할 것이다. 이 수치는 전 세
계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15억 인구를 가진 중국의 생활수준이 비교적 부유한 상태인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인류사회의 발전과 진보에 공헌하는 것이라 평가
할 수 있다. 비록 일인당 평균 국민총생산액 사천달라의 달성이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과 사회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의 운영체계와 추
구이념을 원론적으로 긍정한다는 전제하에서 평가할 때, 당대중국의 일인당 평균 사천달라 달
성과 현대화 전략목표의 실현이 갖는 세계사적 의의는 지대한 것이다. 특히 제3세계 국가에
속한 중국의 국력신장과 국제적인 지위의 향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세계적인 발전문제
중 하나인 남북문제의 해결에 공헌할 수 있다는 덩샤오핑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주목할 필요
가 있다. “현대화 전략목표가 성공적으로 실현된 그 때, 국가의 종합적인 국력은 증대될 것이
고, 그 때 남북문제의 해결과 같은 인류의 발전과 진보에 관련한 사항에 중국은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鄧小平 1993: 233) ; “남측이 일정 수준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북측의 자본
이나 상품의 시장확보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만약 남측이 계속 빈곤상태에 머문다면,
북측은 어떤 다른 출로(出路)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鄧小平 1993: 106). 중국의 현대화 전략
목표 실현이 인류역사의 발전과 진보에 공헌하는 것이라는 세계사적 의의를 집약적으로 표현
한 것이다.
셋째, 중국이 3단계 현대화 전략목표를 실현하고,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사회
주의 건설의 성공과 사회주의 이론과 실천의 승리를 객관적인 현실세계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1990년 전후, 국제정세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혼란이라는 세기적 변동을
맞이하였다. 공산사회를 건설하려는 인류의 이상이, 사회주의 제도를 통해 현실세계에서 실천
된 지 약70여년 만에 커다란 좌절을 겪은 것이다. 전 세계 인류는 사회주의의 운명을 주시하게
되었고, 자본주의 세계는 전체 사회주의권의 쇄망을 예견하면서, 사회주의의 실패와 공산주의
의 종식을 희망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중
국에, 전 인류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사회주의의 가치와 제도의 존립 자체에 많
은 회의와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덩샤오핑은 중국식 현대화의 실현이 지니는 역사적인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동구와 소련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중략) 이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획에 따라 제2단계 전
략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하나의 성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
음세기 중엽, 만약 중국이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한다면, 이는 진 일보 한 사회주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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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중국은 안정되어 있고, 발전목표를 실현하였다.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중략) 중국이 붕괴되지 않기만 해도,
세계인구의 1/5이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가
져야 한다.”(鄧小平 1993: 320-321). 다시 말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성공은 사회주의가 자본
주의 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인류역사가 추구해야 할 필연적인
노선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대중국의 현대화 전략목표의 실현이, 첫째
사회주의의 미래 운명을 담보하고 있고, 둘째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실천을 통해 입증하
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현대화 전략목표의 실현이 갖는 사회주
의의 장래성과 결부된 역사적인 의의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중국식 현대화의 실현여부는 중국의 흥망성쇄, 중화민족의 재 부흥, 사회주의의 미래운명,
더 나아가 인류역사의 진보와 결부된, 당대중국의 핵심과제이다. 과거 계급투쟁 중심의 사회주
의 건설노선을 폐기하고,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한 중국의 객관적인 현실상황에서 출발하여,
부유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의 의지는,
당대중국의 3단계 현대화 전략구상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당대중국의 치국이론
이자 발전이론인 3단계 현대화 전략구상의 실체와, 그 속에 내재된 의미를 올바로 파악함은
당대중국의 현재와 미래의 정책방향을 정확히 예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선행작업이자,
당대 중국학 연구의 핵심과제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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