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시장경제 발전과정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성립

 1978년 등소평이 중국지도부의 전면에 등장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우

선 집단경제의 전형인 농촌지역의 인민공사를 혁파하고 농업의 사영화를 시행함으로써 그 

생산물량 면에서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는데, 이 시기를 전후해서 농업생산액을 살펴보면 

1975˜1980년의 농업생산액 증가는 16.9%(연평균 3.2%)였으나 사영화가 전개된 1980˜

1985년의 생산액은 48.3%(연평균 8.2%)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987년 10월의 제13차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의 계획적 상품경제 체제는 계획과 시장이 

내재적으로 통일된 체제'라고 하여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기능의 강화를 주장하였고, 1992

년 10월에 열린 제14차당대회에서는 드디어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시장

경제의 건설'에 있다고 강택민이 선언하였다.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특징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는 진정한 시

장경제의 일종으로 시장경제 원칙을 충분히 관철했다는 것이다. 즉 부분적 시장도, 반(反)계

획적 시장도 아닌, 완전한 시장 체제인 것이다. 중국공산당 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이전

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또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경제 기능의 강화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둘째,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공유제를 위주로 한 여러 형태의 경제 주체를 기초로 하

여 건립된 것이다. 중국이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과 다른 점은 시장경제 개혁에 있어서 

대규모의 사유화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으로써, 즉 공유경제 위주의 전제 하에 다양한 소

유형태를 지닌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셋째, 시장경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거시조절을 행함으로써, 중국의 시장경제가 국가상황

에 더욱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문제점

1. 국유기업의 개혁

2. 인플레의 억제



3. 지역분권화

4. 도·농간 및 지역 간 소득격차의 확대와 빈곤계층

5. 에너지 수급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흐름

제 1단계는 1978년 12월부터 1983년까지

제 2단계는 1984부터 1987까지

제 3단계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제 4단계를 1992년 이후

중국의 WTO가입

중국은 2001년 12월 WTO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

이러한 중국의 WTO 가입은 내부적으로 개혁․개방을 보다 확실하게 추진하려는 의도와 개혁

개방의 결과물

1. 개혁․개방 확대

 

2. 중국 산업의 세계화 및 고도화

 



 

4. 중국의 WTO 가입 후 변화

(1) 상품시장 개방

① 무역업 개방

② 관세인하 초과 달성

③ 비관세조치(Non Tariff Measures) 완화 완료

(2) 서비스 시장 개방

① 소매유통시장 개방

② 은행 개방

③ 보험시장 개방

④ 정보통신시장 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