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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4일 개최된 제19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2018년
~2022년)를 이끌어갈 지도이념으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習近平新時代中國特
色社會主義思想)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의 국가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즉 1단계로 2020년까지 ‘소
강’(小康)사회의 전면적 완성(모든 인민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함), 2단계로 2021~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실현, 3단계로 2036~2050년까
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이 있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19차 당대회에서 중국 사회의 주요모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제
시되었다는 점이다. 즉 중국 사회의 주요모순을 ‘물질문화에 대해 날로 증가하는 대중들의 욕구와
낙후된 사회생산 간의 모순’에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해 날로 증가하는 대중들의 욕구와 불균형적이
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전환되었다고 규정함으로써, 중국식 사회주의가 ‘신시대’로 접어들
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모순의 변화를 올바로 인지함으로써, 민생 영역의 개선과
불균형·불충분 발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빈곤인구 구제, 도농지역 균형 발전과 소득분배 격차 해소, 교육·의료·주거·양
로 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공급부족 문제 해결, 전체 인민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의 실시 등을 통한 민
생 영역의 개선과 지역·영역·집단 간 불균형 발전 문제의 해결 및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의 구축이 시
급하다는 것이다(蔡昉, 2017). 그러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라는 개념 자체는 매우 추
상적이고 주관적이기에 모호한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불균형·불충분 발전 문제의 해결도 정치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기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불투명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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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불구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고민하는 중국 공산당의 향후 사회경제적 개혁 과
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균형발전’, ‘민생개선’ 등에 집중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이홍규, 2017).
그러나 사실 이러한 개혁 과제는 19차 당대회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시진핑 체제하에서
중장기적 발전 전략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특히 2016년에 발표된 ‘13차 5개년 규획’(이하
‘13.5 규획’)과 이에 호응하여 발표된 다양한 정책 문건에서 이미 제시된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
을 추동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노동의 사회적 문제로의 심화 및 확장’이었으며, 또 이것이 향
후 개혁의 성공 여부와 사회경제적 변화의 향방에 무엇보다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이 글에서는 먼저 ‘13.5 규획’ 시기 중국의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노동
관계에 가져올 주요 변화와 도전들을 간략하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진핑 체제하
에서 ‘조화로운 노동관계’의 수립이라는 과제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전망해 볼 것
이다.

2016년 3월에 개최된 제12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2016년의 거시경
제 운용방향을 발표하고, ‘13.5 규획’을 심의‧확정했다. 즉 중국 정부는 세계 경기의 부진, 국제금융
및 상품시장의 불안 등 대외 여건의 악화 속에서 성장 감속, 구조조정, 성장 동력의 전환 등으로
2016년에도 경기하락의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합리적 구간’에서 경제를 안
정시키고, 공급 측 구조개혁에 중점을 둔다는 기본 방침 아래 안정적 성장, 경제구조의 질적 개선,
물가안정, 민생과 복지 증진, 국제수지 균형 등의 5대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안정적 성장’과 2020년
‘전면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장기적 목표, 구조개혁에 따른 성장둔화, 고용확대의 필요성 등을 고려
하여 2016년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로 설정했다(임호열, 양평섭 외, 2016).
‘13.5 규획’은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
단에 기초한 것이다. ‘신창타이’라는 개념은 시진핑 총서기가 2014년 허난성을 시찰할 때, 현재 및
향후 일정 시기를 대상으로 중국경제 발전을 개괄하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2015년 1월
중앙경제공작 회의에서 ‘신창타이’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즉 경제하락의 압력이 증가하
고, 구조조정의 진통이 나타나며, 기업의 생산경영난이 가중되며, 경제적 위험이 출현한다는 내용으
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제기된 중국경제의 ‘신창타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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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둘째, 경제구조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 도농 간 지역격
차의 점진적 축소, 주민소득 비율의 상승으로 보다 많은 대중에게 발전의 성과를 환원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생산요소 및 투자에 의존한 성장 촉진으로부터 혁신에 의한 성장 촉진으로
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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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의 ‘신창타이’ 국면 하에서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아 실물경제는 지속
적으로 하락할 것이며, 일부 기업의 경영난이 가속화 될 것이고, 과잉생산과 도태되고 낙후한 기업
의 퇴출이 본격화되면서 구조조정의 압력도 심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노동관
계의 불안정성도 강화될 것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면 사회적 모순이 더욱 격
화될 것으로 예측된다(張冬梅, 2016). 특히 ‘신창타이’라는 경제국면에서 중국의 노동관계는 다시 재
조정의 도전에 직면했다. 즉 ‘신창타이’의 배경 하에 중국 노동력의 취업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노동자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임금체
불이 상시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사분쟁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집단적 노동쟁의는 사상
최대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인구 노령화의 추세도 심각하며, 빈곤문제도 더욱 심화되고 있
다.1)
이러한 배경 하에 2015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중공중
앙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제정에 관한 건의>(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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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三個五年規劃的建議)는 노동관계의 변화에 대한 대응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13.5 규획’
은 취업과 창업의 촉진, 취업 우선 전략의 견지와 노동력의 자질과 노동참여율 및 노동생산성의 제
고, 노동력 시장의 유연성 증강을 강조했다. 또한 소득격차의 축소, 저소득 노동자 소득의 명확한 인
상, 중등 소득자 비중의 확대를 강조했다. 그리고 과학적인 임금수준 결정기제와 정상적인 임금인상
기제의 완비 및 ‘기업 임금 단체협상 제도’의 추진을 주장했다. 또한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의 건립, 법정인원에 대한 사회보험 전면 적용의 기본적 실현, 보험 정산 균형의 견지, 자
금조달 기제의 완비, 정부와 기업 및 개인적 책임의 명확한 구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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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동관계와 관련된 ‘13.5 규획’ 정책의 주요 내용은 전면적인 ‘두 자녀 허용’ 정책의 실시, 점
진적인 정년연장 방안의 제출,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의 설립, 보다 적극적인 취
업정책의 실시, 최저임금기준 및 최저생활보장 기준의 안정적 제고, 공회의 역할 강화로 구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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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면적인 ‘두 자녀 허용’ 정책의 실시
먼저 2015년 10월에 당의 제18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부부가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할
2)

수 있도록 하는 ‘두 자녀 허용’ 정책의 전면적인 실시가 결정되었다. 이것은 1980년부터 시작된 ‘한
자녀’ 정책의 실질적인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정책의 목적은 현재 중국의 출산율을 제고하여
미래의 노동력 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자원의 급속한
축소가 인한 경제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② 점진적인 정년연장 방안의 제출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는 인력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과 사회보장 제도의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증하기 위해 2016년 말에 ‘점진적인 정년퇴직 연령 연장’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 방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천천히 점진적으로 목표에 도
달한다. 매년 몇 개월 정도씩 연장하는 속도를 견지하여, 상당히 장기적인 기간을 거쳐 점차 목표 연
령에 도달한다. 둘째, 차등적 대우와 단계적 실시이다. 모든 사회집단에 대해 동시에 퇴직 연장을 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퇴직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을 선택해서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간다.
셋째, 사전공고와 완벽한 공시이다. 퇴직연령 정책은 노동자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
로서 광범위하고 충분하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민지(民智)를 모으고 공감대
를 응집할 필요가 있다(喬健, 2016). 이렇게 제출된 ‘점진적인 정년퇴직 연령 연장’ 방안은 5년의 과도
기를 거쳐, 2022년에 정식으로 실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의 설립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사업발전 ‘13.5’규획>은 “전 국민에 대한 적용, 적절한 보장, 권한과 책임
의 명확화, 고효율적인 운영을 견지하여 사회보장의 총괄적 차원과 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킨다.
공평성의 증강, 유동성에의 적응, 지속가능성의 보장을 중심으로 하여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사
회보장 제도를 건립 완비”할 것을 제기했다.3) 또한 ‘13.5 규획’은 ‘법정 인원의 전면적 적용, 각 사회
보험의 개선, 합리적인 대우의 조정기제 건립’ 등을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작업 이외에도 일부 새로
운 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컨대 “사회의 상호부조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해서, 노동능력 상실
자에 대한 장기적인 기초생활보호와 의료 및 간병을 위해 기금이나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제
도의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국무원의 사회보험료 납부비율의 단계적 인하에 관한 총체적
배치에 따라, 2016년 4월에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재정부와 함께 기업 노동자의 양로보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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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 납부 비율의 단계적 인하와 실업보험료 비율의 단계적 인하에 관한 문건을 발표했다.

④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의 실시
2015년 4월 27일에 국무원이 발표한 <새로운 형세 하에서 취업과 창업 업무를 더욱 개선하는 방
안에 관한 의견>(國務院關於進一步做好新形勢下就業創業工作的意見)은 “취업우선 전략의 실시를 심화
해야 하고, 반드시 대중 창업과 만민 혁신의 새로운 엔진 육성에 진력해야 하며, 더욱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창업과 취업을 결합하여 창업·혁신으로 취업을 선도하며, 경제와 사회발전의
신(新)동력을 촉진하고, 민생의 개선과 경제구조조정 및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력자원과사회보장사업발전 ‘13.5’규획(人力資源和社會保障事業發展
“十三五”規劃) >도 “구조적인 고용 문제의 해결, 취업의 질과 양의 제고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취업
정책을 더욱 완비해야 한다. 노동자의 자발적인 취업모색과 자주적인 창업을 지지하고, 기업의 중점
집단 취업 수용을 지지하며, 정책의 적실성과 유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牛玲, 喬健, 2016).
이러한 기초 위에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는 ‘13.5 규획’ 기간에 ‘대학 졸업생 취업촉진과 창업선도 계
획’, ‘재취업 지원행동’, ‘직업안정 서비스 발전 추진 계획’, ‘노동자 소질 향상 행동’, ‘농민공 직업기능
훈련 계획’ 등을 시행하려고 한다. 또한 실업 모니터링 기제와 전국 인력자원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
보 모니터링 및 발표제도의 건설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생산과잉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적
절하게 배치하기 위해 국무원은 여러 가지 문건을 발표하여 직공의 적절한 배치 공작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 발표된 <국무원의 철강업종 과잉생산을 제거하고 곤경에서
벗어나 발전을 실현할 것에 관한 의견>(國務院關於鋼鐵行業化解過剩產能實現脫困發展的意見)에서 “직
공의 적절한 배치를 과잉생산 제거 업무의 핵심으로 놓고, 기업의 주체적 경영 방침과 사회보장을
서로 결합하여 다양한 조치들을 동시에 추진해서 노동자의 적절한 배치를 잘 처리해야 한다. 배치
계획이 불완전하거나 자금의 부족 및 직공대표대회 혹은 전체 노동자의 토론을 거치지 않은 노동자
배치 방안은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牛玲, 喬健, 2016).

⑤ 최저임금기준 및 최저생활보장 기준의 안정적 제고
<인력자원과사회보장사업발전 ‘13.5’ 규획>은 “최저임금 인상기제의 개선과 최저임금 평가 기제의
설립”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상반기에 전국 6개의 성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 했으며, 최저생활보호 기준도 지속적으로 제고되었다. 특히 상하이와 선전은 월 최저임금기준
이 각각 2,190위안과 2,020위안으로 모두 전국에서 선두에 있다. 또한 상하이는 시간당 최저임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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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19위안에 달해, 베이징을 추월해서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다. 한편
2015년 말에 전국의 최저생활보호 대상은 1701.1만 명이었고, 도시 최저생활보호 평균기준은 월
451.1위안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했다. 2016년에 각 지역의 최저생활보호 기준이 잇따라 제고되었
으며, 가장 많이 제고된 지역은 상하이, 베이징, 톈진으로 각각 월 880위안, 800위안, 780위안이다.
최저생활보호 기준이 가장 낮은 곳은 신장으로 월 357위안이다.4)

⑥ 공회의 역할 강화
2015년 1월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대중단체 사업 강화와 개선에 관한 의견>(關於加強
和改進黨的群團工作的意見)을 발표했으며, 이에 호응하여 2015년 11월에 ‘중앙 전면 심화개혁 영도소
조’는 제18차 회의에서 <전국 총공회 개혁 시범방안>(全國總工會改革試點方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
다. 이 방안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및 기제의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배치를 진행했고, 노
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 강조, 노사 협상에 대한 민주적 참여 기제의 정비, 농민공의 공회 가입과
이들에 대한 지원 업무의 향상, 공회 자산을 이용한 노동자 지원 기능의 강화, 효율적인 노동자 지원
체계의 구축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회가 각종 지원 기능의 제고를 통해 노동관계 조정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노동자를 위한 법률정책 서비스의 제공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빈곤한 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 등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농민공 및 정리해고·직무전환·대기발령된 노동자를 위한 권
리수호와 임금체불 문제 등 노동자의 이익 침해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
리고 취업정보 플랫폼의 건립 등 노동자를 위한 노동관련 정보 서비스의 제공과 의료, 법률지원, 기
능훈련 및 문화오락 등의 복지 서비스의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13.5 규획’ 시기에 중국의 노동관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며, 공평하고 지
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의 설립, 적극적인 취업정책의 실시, 최저임금기준 및 최저생활보장 수준의
안정적 향상, 공회의 역할 강화 등 노동관계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
으로 볼 때, ‘13.5 규획’ 시기 중국 노동관계의 변화는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노동의 유연화’라는
큰 방향에서 추동되고 있다. 즉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기둔화로 인해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
화가 시급해 졌으며, 이에 따라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노동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을 ‘13.5
규획’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최근에는 ‘공급 측 개혁’
과 ‘국유기업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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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다. 특히 철강과 석탄 등 과잉 설비를 안고 있는 산업 및 경쟁력이 낮은 분야에서 국유기업
에 대한 인수·합병과 퇴출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약 180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자의 저항과 노동쟁의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한 일자리의 재배치와 실업대책 기금 조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완화로 인해 노동자의 권익이 위협받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향후 ‘정부-기업-노동자’
간에 더욱 치열한 각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주지하듯이 중국에서 노동문제는 협소한 의미의 ‘노동’ 영역이 아니라, 통치 전략 전반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문제이다. 특히 2천 년대부터 본격화된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과 조직화 추세로 인해 노
동관계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이러한 노동관계의
재설계는 중국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변화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관리(社會管理, social
management)’에서 ‘사회치리(社會治理, social governance)’로의 전환이라는 보다 큰 틀의 사회통치
체계의 변화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전통적인 관리 체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소
위 ‘사회로 확장된 노동문제’가 나타나면서 노동문제의 ‘사회치리’ 체계로의 진입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백승욱 등은 다음의 네 가지로 이러한 현상의 출현 배경을 설명한다. 첫째, 도시에 장
기적으로 거주하는 농민공의 대량 출현이다. 도시 산업의 주요 노동력이 된 농민공의 파업이 증가하
면서 농민공에 대한 사회관리에서 ‘노동’과 ‘사회’는 서로 배제될 수 없는 범주가 되어가고 있다. 둘
째, 노동자의 집단적인 저항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노동 영역이 사회관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가
장 중요한 지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노동자의 집단적인 저항이 전개되는 양상이
달라졌다. 특히 공회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집단적인 저항을 조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회 계
통을 통한 노동관리 시스템의 기능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당정 통제의 범주
에서 벗어나 있는 노동 NGO의 출현이다(백승욱·장영석·조문영·김판수, 2015).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15년 3월 22일에 ｢조화로운 노동관계 수
립에 관한 의견(關於構建和諧勞動關系的意見)｣(이하 ‘조화노동 의견’)을 발표하여 사회관리의 차원에서
노동문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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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으로 격변의 시기에 있으며, 노동관계의 주체 및 그 이익 요구가 갈수록
다원화되고 있다. 또한 노동관계의 모순이 이미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
새로운 역사적 조건하에서 중국 특색의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수립하려는 노력은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하는 것이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또한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의 중요한
기초이며,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발전의 중요한 담보이고, 당의 집정 기초를 증강하는 것이며, 당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필연적 요구이다(中共中央國務院, 2015).

<조화노동 의견>은 노동보장에 관한 법률과 법규의 완비, 법에 근거한 기업 고용의식의 강화, 법
에 근거한 노동자 권리보호 능력의 제고, 노동보장에 관한 법집행 감독과 노동분쟁 조정의 강화, 노
동관계 모순의 법에 근거한 처리 등 노동관계의 수립·운영·감독·조정의 전체 과정을 법제화의 궤도
에 올려놓을 것을 명확히 제시했다. 또한 고용을 더욱 규범화하고, 임금의 합리적 인상, 노동조건의
지속적인 개선, 노동자 안전과 건강의 실질적인 보장, 사회보험의 전면적인 적용, 인간에 대한 존중
과 배려(人文關懷)의 강화, 노동관계의 모순에 대한 유효한 예방과 화해를 실현함으로써 질서와 규율
이 있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수립할 것
을 핵심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화로운 노동관계 수립의 법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법과 노동계약법, 노동쟁의조
정중재법, 사회보험법, 직업병예방치료법 등 일련의 법규와 규정, 정책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강
조한다. 또한 근로기준의 규범화, 단체협상과 단체협약의 전면적 실시, 기업임금의 표준화와 실질적
보장, ‘노동보장 감찰제도’의 실시, 기업민주관리의 실현, 노동관계의 조정을 위한 ‘3자 기제’의 수립
등 제도적·정책적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노동보장을 위한 법률 체계를 완비해 나가고자 한다. 노
동관계조정을 위한 ‘3자 기제’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회(노동조합), 기업연합회와 공상연합회 등
의 기업대표조직으로 구성된 ‘노동관계조정3자위원회’를 의미하며, ‘3자 기제’의 기능과 역할을 완전
하게 하고, 그 시행제도를 완비하여 정부, 공회 그리고 기업대표조직이 노동관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해결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정규식, 이종구, 2016). 그리고 지역별, 업종별 공회연합회와 현(시, 구), 향진(가도), 촌(사구), 공
업단지의 공회 조직 건설을 보다 심도 깊게 추진하며, ‘산업 공회 조직’(산업별노조) 체계를 완비하려
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특히 기층 공회 주석의 민주적 선출 기제를 보완하고, 기층 공회 간부의
직업화 방법을 모색하며, 기층 공회 간부의 합법적 권익보호 제도를 완비하고자 한다. 또한 현(縣)급
이상의 정부와 동급 총공회의 연석회의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공회가 조화로운 노동관계의 건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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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이러한 <조화노동 의견>의 구현을 통해 ‘중국 특색의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수립함으
로써,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및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
리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두 개의 백 년’이라는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
을 실현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이 제시되었다. ‘두 개의 백 년’이란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 2049
년 중화민주공화국 건국 100주년을 일컫는 것으로, 2021년까지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를 건설하
고,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대동(大同)사회’를 이룩한다는 목표로 제시되었
다. 그러나 차오젠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 특색의 조화로운 노동관계’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부합
하는 것이어야 한다. 첫째, 대립이 아닌 화합과 협력의 방식으로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파업권을 포
기하며 사회안정을 유지한다. 둘째, 노동관계 조정 업무의 참여 주체는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치적인
신뢰도가 높아야 하며, ‘이데올로기 지향적, 노동자 권익보장 지향적’인 노동 NGO는 배제되어야 한
다. 셋째, 노동관계 주체의 독립을 추진하고 조정 과정을 강화하며,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중
국 특유의 톱-다운(top-down)식 시스템을 모색한다(喬健, 2016). 요컨대 <조화노동 의견>의 구체적
인 실행에서는 여전히 ‘안정유지’와 ‘위로부터의 관리’ 및 ‘정치적 성격의 사회조직 배제’라는 원칙이
견지되고 있는 것이다(정규식, 2017a).
더욱이 앞서 본 것처럼 ‘13.5 규획’을 통해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노동의 유연화’가 강조되면
서 이러한 <조화노동 의견>의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 및 실효성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13.5
규획’의 발표 이후 기존의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 및 제도가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삭제되는 사례들
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016년 1월에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에서는 최저임금조정에 관한 문건
을 발표하여 기존에 최저임금을 평균임금과 연계시켰던 것에서 기초생활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수
정했으며, 또 2016년 이후 중국 내 7개의 성에서 연금, 병원비 등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 비율을 하
향 조정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광둥성에서는 향후 2년간의 최저임금 기준을 동결하는 정책
이 통과되었다(喬健, 2016). 이처럼 거시적인 국가정책 및 전략의 변화에 따라 중국 노동관계는 새로
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업-노동’ 간의 제도 재설계를 둘러싼 각축도 새로운 양
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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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2기의 국가발전 전략 이념으로 제시된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함의와
향방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중국 내외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진핑 사상의 공산당
당장 삽입이나 정치국 상무위원 선출 등 후계자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시진핑 개인 권력의 강화 및
당국가체제의 변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그리고 2018년 3월 5일 개최된 제13기 전
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과 국가부주석의 임기제한 폐지와 국가감찰위원회의 신설 등이 결정됨
으로써, 이것이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인지, 혹은 ‘종신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중국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분석을 단순하게 정책 중심적 연구나 권
력엘리트의 지형변화 및 권력배분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행위자의 실천과 개입
은 간과될 위험이 있다. 더구나 중국의 역사적 과정을 보면 위로부터 제시된 발전전략이나 이데올로
기는 현실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경합에 의해 굴절되고 변용되어 (재)생산되어 왔다. 따라서 이 과
정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중국 발전전략이 갖는 정치·사회·경제적 함의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시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가늠할 중요한
통로 중 하나가 바로 노동자의 조직화와 주체성 형성이다.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국 노동자들
의 저항과 운동에서 사회주의 시기의 기억과 담론들이 소환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도 이와 무관하
지 않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노동’을 매개로 사회주의 시기와 개혁개방 이후에 대한 ‘기억
의 정치’가 전개되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 사회 변화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로부터의 국가 발전전략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저항과 실천에 대한
분석을 연계하여 중국식 사회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전망을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이 글은 중국의 노동문제를 단순하게 ‘노동’에 대한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중국 ‘당-국가’ 정책과의 상호작용 및 그에 따른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했다. 즉 ‘13.5 규획’ 시기에 전개될 중국의 거시적인 사회경제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서, 시진
핑 체제하에서 노동영역에 어떠한 주요 변화와 도전적 상황이 놓여있는지를 고찰했다. 앞서 보았듯
이 ‘13.5 규획’ 시기 중국 노동관계의 변화는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노동의 유연화’라는 큰 방향
에서 추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공급 측 개혁’과 ‘국유기업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자의 저
항과 노동쟁의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중국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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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일자리의 재배치와 실업대책 기금 조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
제완화로 인해 노동자의 권익이 위협받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향후 ‘국가-기업-노동자’ 간에 더욱 치
열한 각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국 특색의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경제
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및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겠다는 목표가 이미 제시되었지만, 여전
히 ‘안정유지’와 ‘위로부터의 관리’ 및 ‘정치적 성격의 사회조직 배제’라는 원칙이 견지되면서 아직까
지 실효성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거시적인 국가정책 및 전략의 변화에 따라 중국 노동관
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각축이 ‘신시기 중국 특색의 사
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로부터의 국가
발전 전략의 추진과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들의 대응과 실천이 향후 어떤 양상으로 조우하게 될 것인
지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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