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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자본주의 학문인 경영학이 중국에서 어떻게
도입되어 “내부화”되었는지를 알아본다. 중국에서 경영학은 냉전시기 소비에트 기업 이론 위주
로 교육되었고, 대약진운동 기간 생산성 증진을 위하여 실무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대약진운동
의 실패와 그 결과로 이어진 문화대혁명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영학을 도입할 계기를 놓쳤다.
이에 1979년부터 개혁개방이 추진되고 나서야 경영학의 도입이 정식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경영학의 도입은 개혁개방처럼 중국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그 목적은
경영학을 중국의 제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도입시키는 것이었다. 중국의 제도는
80년대는 외자기업의 조심스러운 진출, 90년대는 외자기업의 증가, 2000년대는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및 중국 기업의 성장, 2010년대는 중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이라는 각 시기별 특
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각 시기별 경영학 교육 역시 시기별 특징에 따라 발전하였다. 학부
경영학 교육이 칭화대학, 베이징대학, 푸단대학을 중심으로 8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도입되었
는데, 각 대학의 성격이나 정책적 방향성 및 지역 문화성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중
국 교육부는 근 10년에 가까운 실험적 운영 기간을 거쳐 2002년 경영전문대학원에 학위 수여
를 허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경영학 교육은 중국 경제체제의 자본주의화를 매우
강하게 촉진시켜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주제어> 경영학 교육, 중국, 교육사, 개혁개방 시기, 전환기 경제

Ⅰ. 머리말
현재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개혁개방을 고려하고 있는 이 시점에 사
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학문을 어떻게 도입하고 적용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jooyoung.kwak@yonsei.ac.kr, 제1저자 및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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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그 중, 중국은 경제 체제를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학문인 경영학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학 교육에 쏟는 국가적 관심
과 투자는 글로벌 수준에서도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1)
중국의 경영학 교육은 1979년 개혁개방을 계기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역사가
짧다. 또, 개혁개방 정책처럼 경영학 교육도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발전이 빠른 부분과 느린 부분이 공존한다. 따라서, 전환기에서 중국의 경영학 교
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북한을 비롯한 다수의 전환기 경제
국가에게 경영학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많은 실무적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현지어로 된 논문과 정부보고서 등 문헌연구를 위주로 개혁개방
시기 중국의 경영학 교육 발전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2)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영 교육이 어떤 논의를 통해 진행되었는지
간략한 문헌 연구를 제시하고, 중국의 경영교육 역사를 시기별과 과정별로 개괄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전공별로 경영학 교육 발전을 살펴본다. 끝으로 4장에서는 현재 중
국에서 경영교육과 관련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토론하고 전체 연구를 요약, 마
무리한다.

Ⅱ. 연구방법과 연구모형
본고는 문헌연구(Document Research)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연구의 장
점은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자 개입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반작용이 없으
므로 그로 인한 왜곡이나 편차를 없앨 수 있다. 또, 내용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수집
된 자료는 기술적이고 분석적인 연구에 기초가 될 수 있다. 특히, 본고는 과거의 사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학문적 시도는
한국경영사학회의 30년사를 다룬 연구(고승희, 2017; 김성수, 2017)나 한미 마케팅 연
구사(이준관 & 김형재, 2016) 등 조직이나 특정 주제의 역사적 변화를 연구할 때 주로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에 따라 중국의 경영학 교육이 태동될 때
1) 이미 2015년을 기준으로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지에 의하면 세계의 경영대학 순위에서 중국 대륙
에 위치한 중국유럽경영대학원(11위)이 20위권 안에 들었고, 푸단대학(复旦大学)(55위), 상하이교
통대학(上海交通大学)(55위)도 100위권에 진입했다(조선일보, 2015).
2) 현지어의 경우 고유명사는 현지어 발음을 따르고 보통명사는 한국어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괄호
안에 한자를 제시하기로 한다. “푸단대학”의 예를 들면, 푸단은 고유명사이고 대학은 보통명사이
므로 푸단대학(复旦大学)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대외경제무역대학”의 경우, 대외/경제/무역/대학
이 모두 보통명사이므로 대외경제무역대학(对外经济贸易大学)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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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이러한 시도가 어떻게 경영학 교육의 도입까지 연결되고 전공별
발전을 이끌었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아래 <그림 1>의 연구모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중국의 경영학 교육사 개괄
1. 중국의 경제체제 전환과 경영학 교육 태동
중국 경제의 개방은 국제 경제 협력(이하 경협)과 같이 시작되었다. 경협은 외국인직
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초기 대중국
FDI는 외국 자본의 소유한도를 최대 49%까지만 허용하고 외국 기업과 조인트 벤쳐를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의 규제가 까다로웠다. 또한, 중국과 투자국
간의 경제, 정치, 문화, 제도 등의 거리 문제로 인하여(徐信虎, 2001; 朱雪里, 2003) 쌍
방 소통과 신뢰구축에 많은 문제가 존재하였다. 그 결과, 중국 내부에서 상대방과 상대
국의 경영 기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여 드디어 국가 차원에서 자본주의
학문인 경영학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움직임이 생겨났다(卞华舵 &
吴云海, 2006).
개혁개방 시기 전 생산, 소비, 분배가 국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학은 단지 학문으로서만, 그것도 지극히 제한된 내용과 교육 대상에 대해서 이루
어졌다. 1950년대 중국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소련의 계획경제 모델에 따라 관리
되었다. 하지만 생산 관리, 노동 관리 및 비용 관리 측면으로 20세기 초반 유럽과 미국
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전된 이론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실행되었다. 이 시기 중국
- 57 -

｢경영사연구｣ 제33집 제4호(통권 88호)

2018. 11. 30, pp. 55~72.

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산업화 움직임에 발을 맞추어 경영학 역시 생산성 향상에 대
한 여러 이론적 논의(李自如, 2009; 陈佳贵, 2009)가 이루어졌으나 곧이어 전개된 대
약진 운동(1958~62년)과 실패 및 그 여파로 인한 문화대혁명 발생(1966~76년)으로
인하여 학문과 교육의 발전이 좌절되었다.
문화대혁명 후 개혁개방이 실행되기 전인 1970년대 후반 경영학은 여전히 수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 경영보다 조직 관리를 위해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연장선상에
서 연구되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후 경제적 폐허 상태를 의식, 계급이나 당과 같은
관념적 틀에서 벗어나 기업의 생산성을 “합리적”으로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李
自如, 2009).
개혁개방 이후에는 경영학 이론들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소개되고 경영학 교육도 도
입되었다. 중국 국무원 산하 단체인 자연과학재단위원회(国家自然科学基金委员会)3)는
1987년과 1997년을 중국의 경영교육의 주요 분수령으로 간주하여 중국의 경영학 교
육이 1978~1986년, 1987~1996년 및 1997년 이후라는 세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보
았으며 아래 <그림 2>에 도식화된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첫 단계인 1978~1986년 시
기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중국 정부가 자본주의 학문으로서 경영학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국에 경영학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에
<그림 2> 중국의 개혁개방과정과 경영학 교육의 발전단계

3) 1986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으며, 국무원 직속 산하인 국립자연과학재단(National Natural Science
Foundation)을 관리하는 국영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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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화된 경영학 이론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학문적 기반을 다지는 일부터 시작하였
다. 중국 정부는 1977년 12월 국가적 차원에서 경영학 교육 도입의 첫 시도로서 “경제
관리협력그룹(经济管理协作组)”이라는 태스크포스를 설립했으며, 여기서 중국 경영학
도입의 큰 그림을 그렸다. 다음 해인 1978년 11월 15일 민간 연구자 및 기업경영자로
이루어진 “중국경영현대화연구협회”(中国管理现代化研究会)가 설립되어 경영학 교육
도입에 관해 정부에 자문해주었고, 1979년 3월 3일에는 기업 정책 수립을 컨설팅해주
는 국가기관인 민정부(民政部) 소속 중국기업경영협회(中国企业管理协会)4)가 설립되어
경영학 교육의 실무 적용에 대한 방향을 연구하였다.
경영학 연구를 이끌 조직이 설립되자 경영학 교육의 대중적 보급을 위한 준비가 빠
른 속도로 실시되었다. 1979년 1월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은 중국 최초의 경
제경영학 학술지인 “경제관리(经济管理)” 1호를 발간하였으며, 1985년에 국무원발전
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가 “관리세계 (管理世界)5)”를 발간하였으며, 이는 현재 대
부분 관리학원이 인정한 제일 권위있는 중국 저널이다. 이들을 필두로 경영학 교재 출
판도 시작되었다. 1984년 런민대학출판사(人民大学出版社)의 <중국공업기업관리학(中
国工业企业管理学)> 출판을 시작으로 1987년에는 중국사회과학출판사(中国社会科学出
版社)에서 <국외경제관리대작 시리즈(国外经济管理名著丛书)>를 번역 출판하는 등 경
영학 교재의 대중적 소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4년 교육부는 대학별 경영학과6)의
설립을 비준하고 경영교육을 시작하였다.7)
두 번째 단계는 1987년부터 1996년까지로 분류된다. 이 시기에는 지난 시기에 마련
된 기반위에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경영학 교육에 큰 관심을 쏟아 선도 대학을 중
심으로 경영학과가 실제로 설립되었다. 1920년대부터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시작했던 사례기반교육법(case-based teaching)은 제일 효율적인 강의방식이지만 중
국에서는 1980년대까지 교육에 활용할 만한 사례를 발굴하지 못했다. 따라서, 1987년
부터 경영학 교육은 개념 위주의 이론 교육을 탈피하여 사례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따롄이공대학(大连理工大学)에서 기업사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이어 베이징대학(北京大学), 칭화대학(清华大学)도 기업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시
작하였다. 2007년 5월 전국공상관리전공 학위연구원 교육지도위원회가 중국관리사례
4) 중국기업경영협회(China Enterprise Management Association)는 1999년 4월 24일에 중국
기업연합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http://www.cec-ceda.org.cn).
5) 영문으로는 Management World로 표기된다.
6) 중국에서는 관리학과, 공상관리, 경제관리학과, 무역관리학과 등의 명칭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영어의 Business나 Management를 번역한 것이다.
7) 1984년 4월, 칭화대학, 우한대학(武汉大学), 상하이교통대학, 톈진대학(天津大学)에 관리학원 및
경제관리학원 설립을 비준하였고 그해 푸단대학, 시안교통대학(西安交通大学), 하얼빈공업대학(哈
尔滨工业大学), 통지대학(同济大学) 등 10개 대학에서 추가적으로 관리학원 설립을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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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센터(中国管理案例共享中心)를 설립하여 사례를 전국의 경영대학끼리 공유하고 있
다. 또, 학부 이상의 전문적 경영학 교육을 위한 제도 마련 역시 시작되어 1990년 국
무원이 경영학석사(Mas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학위 도입의 가능성
을 최초로 언급하였고, 각 대학들은 그 가능 여부를 비학위과정의 형태로 장기간 실험
적으로 운영하였다(赵纯均, 雷暇 & 杨斌, 2003).
1992년 11월 국가기술감독국(国家技术监督局) 주최로 중국사회과학원정보센터(中国
社会科学院文献情报中心), 국가과학기술위원회종합기획국(国家科委综合计划司), 중국과
학원기획국(中国科学院计划局), 자연과학재단위원회 등 기관이 공동으로 <중화인민공
화국 학과분류 및 코드 국가표준>(中华人民共和国学科分类与代码国家标准)을 발표했으
며 관리과학(管理科学)이라는 코드명으로 학문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1997년부터 시작하는 3단계에서는 전 시기에서 실험적으로 시행하던 MBA 과정이
2001년 중국 국무원에서 학위과정으로 <공공관리석사학위 설치방안>(公共管理硕士专
业学位设置方案)을 공지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이 문서에 근거하여 경영
학 석사 과정에서 2003년 회계 MBA(Master of Professional Accounting, MPAcc)
와 공정관리 석사 학위(Master of Project Management, MPM)가 생기는 등 분야별
로 다양한 과정이 만들어졌다. 또, 주로 중간관리자들이 입학하는 MBA 외에도 최고경
영자를 겨냥한 EMBA 과정도 생겨나는 등 학생층의 폭도 넓어졌다.
이 시기에는 경영학 교육이 자리를 잡으면서 학과 및 학위가 다양해지고 경영 연구
기관이나 경영학 관련 해외교류도 증가하였다. 국내 대학들이 앞다투어 경영학 석사
과정을 도입하면서 대학 간 경쟁이 생기고, 중국 정부 또한 자국의 경영학 과정의 수준
과 위상을 제고시키려는 차원에서 각종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수들이 논문을 해외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독려하기 시작하였다(苏勇 & 刘国华, 2011; 王圆圆, 2014). 이
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중국 경영학 교육의 단계적 발전
단계

1단계

년도

1978~1986

내용
• 정부가 경영학의 중요성을 인식.
1977.12 “경제관리협력그룹” 설립.
1978.11.15. “중국경영현대화연구협회” 설립.
1979.01 “경제관리” 창립.
1979.03.03. “중국기업경영협회” 설립.
1985 “경영세계” 창립.
• 경영학 교재 출판 증가.
• 1984년 교육부는 대학의 경영학과 설립을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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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내용

2단계

1987~1996

• 경영교육과정이 제도화되기 시작함.
• 1987년 기업관리사례 데이터베이스 설립하기 시작하며
사례기반 교수법을 도입.
• 1990년 국무원은 MBA 학위 도입에 대한 고려를 공식화함.
대학은 비학위과정으로 실험적 운영함.

3단계

1997~2007

• 학위 다양화; 연구 기관 증가; 학과 다양화; 대외교류(해외)증가.
2001 MBA 학위과정 인가.
2002 EMBA 학위과정 인가.

출처：苏勇 & 刘国华(2011), ｢中国管理学发展进程(1978~200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에서 학부 수준의 첫 본격적인 경영학 교육은 개혁개방보
다 3년 늦은 1982년에 시작하였다. 공산당 당교인 런민대학(人民大学)은 1950년 상학
원(商学院)을 설립하여 당 간부 위주로 자본주의 경영에 대한 교육은 해왔으나, 사회주
의 체제에서 학문적으로서 제한적인 내용만이 교육되어서 경영학 교육의 효과는 미미
하였다(冯芷艳, 2010). 그러나 1982년에 대외경제무역대학(对外经济贸易大学)내 국제
상학원(国际商学院)이 설립되면서 일부 당 간부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학부 수준의 경
영학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조차도 분야별로 균형 잡힌 경영학 교육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대외경제무역대학의 설립 목적에 맞게 경제특구 내 대외무역담당 인력
양성에 편중되었다. 현재 런민대학 상학원의 경우, 7개의 학부 전공,8) 대학원 석박사
과정 및 MBA 학위를 수여하는 경영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상학원은 5개 학부 전공9)을 운영 중이다. <표 2>는 위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표 2> 중국의 초기 경영학 교육
경영대학

설립년도

특기사항

중국런민대학
상학원

1950

• 공산당 당교.
• 현재는 학부 7개 전공(기업관리학과, 조직 & 인적자원
학과, 관리과학 및 공정학과, 무역경제학과, 마케팅학과,
회계학과, 재무 & 금융학과) 및 대학원 석박사 과정과
경영전문대학원 운영 중.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상학원

1982

• 5개 학부 전공(공상관리, 회계, 마케팅, 재무, 인사관리)
운영 중.

출처：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자료취합.
8) 기업관리학과, 조직 및 인적자원학과, 관리과학 및 공정학과, 무역경제학과, 마케팅학과, 회계학과,
재무 및 금융학과가 이에 해당한다.
9) 공상관리, 회계, 마케팅, 재무 및 인사관리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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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학 교육의 전개: 교육과정의 도입
중국에서 학부 경영학 교육의 대중화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는데 경영학 교
육의 대표적 모델로는 칭화대학, 베이징대학과 푸단대학이다(각 대학별 특징은 아래의
<표 3> 참조). 칭화대학 경제관리학원(经济管理学院)은 1984년에 설립되었으며 경제학
과와 경영학과가 통합되어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베이징대학은 1978년 경제학원(经济学院)에서 국민경제관리전공을 설립, 1980년부
터 학부 학생을 모집하였는데, 1985년에 경제학원 안에 별도로 경제관리학과를 설립
하였다가 1993년 여기서 경영과학센터를 분리시켰다. 경영과학센터를 위주로 화교 자
본의 도움을 받아 1994년 마침내 광화관리학원(光华管理学院)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
데, 이것이 베이징대학의 경영대학이다.
1985년엔 상하이 소재 푸단대학이 관리학원(管理学院)을 설립하였다. 상하이는 1800
년대 말에 난징조약으로 인해 중국의 첫 번째 조계지로서 대외적으로 개방되었는데 이
러한 경험으로 상하이는 일찍부터 국제적인 비즈니스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또, 주변
저장성에 민영기업들이 많아서 경영학에 대한 지역 내 수요가 존재하였고 그 결과 자
체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다. 이들 세 대학의 비교는 <표 3>에서 제시하였다.
<표 3> 중국 학부 경영교육의 도입
경영대학

설립년도

특기사항

칭화대학 경제관리학원

1984

•
•
•
•
•

베이징대학 광화관리학원

1994

• 1985년 경제관리학과 설립.
• 1993년 경제관리학과와 경영과학센터 설립.
• 1994년 광화관리학원으로 명칭이 변경.

1985

•
•
•
•

푸단대학관리학원

1926년 경제학과를 개설.
1979년 경제관리공정학과를 설립.
1984년 경제관리학원을 설립.
경제학과와 경영학과 통합됨.
학장이 부총리를 맡는 등 기업보다는 정부 대변.

1929년
1952년
1979년
1985년

상학원을 설립.
대학교 정책 조정을 인해 임시적으로 중단됨.
관리과학과 개설.
관리학원을 다시 설립.

출처：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자료취합.

학부 경영학 교육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반면, 경영전문대학원은 1994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초기 경영전문대학원은 대부분 해외 자본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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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중국유럽상학원(中欧国际工商学院)은 중국의 첫 EMBA 과정으로서 중국 정부
와 유럽상공회의소의 합자로 상하이에서 설립되었다. 학생모집은 1995년부터 시작하
였으나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학위수여가 시작된 것은 국무원 학술위원회가 비준한
2002년 8월 30일 이후이다. 앞서 학부 경영학 교육을 도입한 칭화대학과 푸단대학은
1991년과 2002년에 각각 MBA 및 EMBA 과정을 시작하였고, 베이징대학은 1994년
과 1999년에 각 과정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전반적으로 경영학 교육의 도입은 중국 경제의 체제적 전환을 촉진시키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기업의 생산과 분배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던 국가주도의 계획은 서서
히 경영학에 기반을 둔 기업 내부의 상향적 의사결정에 그 중요성을 내주기 시작하였
다. 선도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역시 국가의 정책에 맞추어 앞다투어 경영대학 학부과
정과 경영전문 대학원을 설립하였다. 타 학문과는 대조적으로 경영전문 대학원을 중심
으로 학생 수 역시 급증하면서 경영학 전공 역시 세부화되고 경제학, 심리학, 행정학,
통계학 등의 이론을 경영대학 내에서 내부화시키게 되었다. 초기 경영학 교육을 이끈
대학들은 국가 경제 정책의 입장에서(칭화대학),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베이징대학),
혹은 지역 내 경험과 비즈니스 문화를 바탕으로(푸단대학) 대학 나름의 독특한 경영학
교육의 학풍과 지식자원을 마련하였다. 이들과는 별도로 대외경제무역대학 등 경영 관
리에 필요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행하는 비종합대학의 설립도 늘어났다.

Ⅳ. 경영학 전공별 발전
경영학은 보통 여러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세부 전공의 특징과 발전 형
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중국에 도입된 방식도 각 전공 마다 차이가 있다. 첫 번째로 중
국 회계의 경우, 발전 양상이 중국 경제 전환기의 각 시기별 특징에 따라 특색을 보이
고 있다(<표 4> 참조). 1949년,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국가를 설립한 후 바로 사
회주의식 중앙 집중 회계 시스템10)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회계 업무가 통
일되었으며 국유기업 회계 시스템도 만들어졌다(张静, 2015). 이 시기엔 소비에트 회
계 교재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이 개설되었으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인하여
회계학 교육은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1986년부터 1999년까지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회계학에도 많은 연구 성과가 이루어
10) 회계중앙회계시스템(Centralized Accounting System)은 회계법인의 소유권, 사용권 및 재정
적 자치를 전제로 하여 회계 중앙 집권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에서 회계 결산, 회계
감독 등을 통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계정을 개설하여 특별한 회계시스템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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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1980년 중반에는 회계학회가 늘어나며 다양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에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예를 들면 1990년 12월 31일 국무원이 <총회계
사조례>(总会计师条例)을 발표하여 회계법을 대폭 정비한 것이다(于玉林, 2009; 王光
远 & 吴联生, 2000). 회계법이 정비되면서 회계사는 전문적인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
을 부여받는 직업이 되었다.
회계학은 특히 2006년 재정부가 <기업회계표준-기본표준>(企业会计准则-基本准则)
을 발표한 뒤 기업들이 국내 회계 표준을 통일하게 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현재
까지는 국제회계표준으로 통일시키지는 못한 채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국내 회계 표준
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상장회사나 해외자회사가 있는 기업은 국제회계표
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표 4> 전공별 경영학 교육 발전사: 회계
사기

특기사항

1949~1986

• 1949년에 도입하여 사회 주의식 중앙 집중 회계 시스템을 개발
• 국가 기관 및 기관의 회계 업무가 통일되었으며 해당 국유 기업 회계
시스템이 수립되었음.
• 소비에트 회계 교재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설.

1986~1999

• 1980년 중반 회계 학회가 늘어나며 연구가 시작.
• 1990년대 회계법 및 전문적인 회계사가 등장.
• 회계시장, 회계 연구 등을 포함한 회계 연구가 발전.

2000~

• 2006년에 재정부가 <기업회계표준-기본표준>을 발표하여 기업들이 회계
표준을 통일.

출처：张静(2015), ｢会计学发展 60 年的回顾与展望｣; 于玉林(2009), ｢会计学发展60年的回顾与展望｣;
王光远 & 吴联生(2000), ｢中国会计理论研究: 回顾与展望｣.

자본주의 학문의 대표적인 예인 마케팅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하게 도입되었다. 1978
년부터 1990년까지 중국 대학들은 각 지역의 주요 대학마다 마케팅 학과를 설립하였
으나 주로 서구 자료를 입수하여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 치중하였다(何佳讯 & 卢泰宏,
2004). 이 시기는 내부적으로는 경영학 교육을 위하여 준비를 진행하고는 있었으나,
아직 국가경제체제가 자본주의로 완벽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비 시장이 발달하
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학문 및 교육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李飞, 2009). 1990년
전까지는 해외와의 다양한 학술교류를 통해 자본주의 학문인 마케팅을 이해하려고 노
력한 시기로 구분된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는 연구와 교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마케팅 도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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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도 대폭 증가하였으며 1991년에는 칭화대학, 런민대학, 푸단대학, 샤먼대학, 톈진
대학 등 9개 대학에서 마케팅을 세부 전공으로 포함한 MBA과정11)을 시작하였다. 같
은 해 중국의 첫 마케팅 학회(中国市场学会)가 설립되었다. 2001년부터는 중국 정부가
브랜드 육성에 자원 투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기 시작하면서 마케팅이 경영의 핵심기능
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에 중국 기업들이 브랜드, 제품, 유통, 서비스 등 세부적인 마케
팅 분야에 집중하자 대학도 관련 전공을 개설하고 고급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
하게 된다(晁钢令, 2005). 각 시기별 특징은 아래 <표 5>에서 요약하였다.
<표 5> 전공별 경영학 교육 발전사: 마케팅
사기

특기사항

1978~1990

• 주로 서구 자료를 통해 배우는 단계.
• 대학은 해외 교재로 마케팅 교수법 연구.
• 1980년 대외 무역부는 제네바의 국제 무역 센터(ITC)와 협력하여
베이징에서 첫 마케팅 교육 시작.

1991~2000

•
•
•
•
•

2001~

• 중국 정부가 브랜드 육성에 자원 투자를 비약적으로 늘림.
• 브랜드, 제품, 유통, 서비스 등 세부적인 마케팅 분야에 집중하기 시작.

마케팅 관련 도서를 출판하기 시작.
1984년 중국 대학에서 마케팅 연구회를 설립.
1991년 중국 마케팅학회를 설립.
1991년 마케팅 위주의 MBA 과정 시작.
1991년에 마케팅 학회 설립.

출처：李飞(2009), ｢中国营销科学30年发展历史回顾｣; 晁钢令(2005), ｢中国市场营销发展报告｣; 何佳
讯 & 卢泰宏(2004), ｢中国营销25年 1979~2003｣.

국제경영 전공의 경우는 마케팅과 동일하게 1979년 개혁개방 후에야 비로소 도입되
었다. 그러나 체제 전환이 시작되면서부터는 학문 도입에 있어서 연구와 교육의 속도
가 가장 빨랐다(<표 6> 참조). 1979년 정부가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中
外合资经营企业法)>12)을 발표, 관련 제도들이 어느 정도 마련된 80년대 중후반부터
다국적기업은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90년대에는 교육
부 및 국무원은 “국제경영(무역)”학과13) 개설을 승인하고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대외
경제무역대학 등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국제경영(무역)학과를 개설하였다. 초기에는 대
11) 9개 대학교는 런민대학, 칭화대학, 난카이대학(南开大学), 톈진대학, 푸단대학, 샤먼대학, 상하이
재경대학(上海财经大学), 시안교통대학(西安交通大学), 하얼빈공업대학(哈尔滨工业大学)이다.
12) 출처：http://www.npc.gov.cn/npc/xinwen/2016-09/06/content_1997113.htm.
13) 1990년 국무원 학술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박사, 석사학위와 대학원의 학과, 전공목록(授
予博士、硕士学位和培养研究生的学科、专业目录)>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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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무역학과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이후 국제무역(国际贸易), 국제상무(国际商
务)나 국제기업관리(国际企业管理)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개설되었다(王建邦, 2006).
2001년 WTO에 가입한 후에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 역시 자국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실행하면서 국제
경영 개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中国商务部, 2018).14)
<표 6> 전공별 경영학 교육 발전사: 국제경영
사기

특기사항

1979~1990

• 1979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발표하고 다국적기업들은 점점
중국시장에 진입.
• 1988년까지 외국기업과 합작회사를 적극 독려.

1990~2001

• 1990년대에 국가교육부 및 국무원이 “국제무역(경영)”학과를 개설을 승인.
• 다국적기업들의 중국진입이 늘어나면서 대학에서도 국제무역이나
국제경영학과가 활성화.

2001~

• 중국 정부가 자국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제시.
• 자국기업의 해외 진출 독려하기 위한 연구가 유행.

출처：王建邦(2006), ｢浅议国际贸易学科研究领域与方向的拓展｣.

인사관리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실시하는 동시에 도입하게 되었으며 도입에 가장 많
은 국가적 관심을 기울인 분야이다. 체제 전환은 기존 국유기업 위주의 조직 관리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분야에 걸쳐 활발히 도
입되었다. 1984년 현 베이징경제학원(北京经济学院의 전신 수도경제무역대학 原首都
经济贸易大学)에서 “인사관리”학과를 개설하였으나 1986년부터 1989년까지 학과의
활동은 주로 서구식 인사관리 이론에 대한 이해에 집중되었다.
이후 1990년 이후부터는 서구식 인사관리에 관한 중국 나름대로의 학술 연구를 진
행하여 중국이라는 환경에서 서구식 인사관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교육하기 시
작했다. 王重明 저 <노동인사심리학>(1988), 张德 저 <사회심리학>(1990) 및 时勘 저
<노동 및 인사>(1990)는 이 분야의 대표적 교재로 사용되었다(赵曙明, 2009). 90년대
초반의 이론적 정리의 결과 1993년 런민대학이 종합대학으로는 최초로 “인적자원관
리”학과를 설립하였다. 특히, 1991년에 각 나라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관
리에 대해 이론 분석 및 정리한 후에 중국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이론과 대대적인 비교
연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였으며(赵曙明，1999), 이를 확장하여 1999년에는 중
14) <대외무역 균형 발전을 위한 수입확대에 관한 의견(商务部解读<关于扩大进口 促进对外贸易平衡
发展的意见)>(http://www.gov.cn/zhengce/2018-07/11/content_530572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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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직업 훈련, 인사고과평가 방식, 보너스를 비롯한 인센티
브 시스템에 대하여 기업 수준에서 전국적 센서스를 진행하였다(赵曙明，2003). 사례
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서 1999년까지 전국에서 37개 대학이 인적자원관리학과를 설립
하였다(李兴旺 & 李亚慧, 2008).
2000년 이후 인사관리 교육에 대해서 더욱 사회적 수요가 많아져서 2007년까지 239
개 대학에서 인적자원관리학과를 개설한 것으로 기록되었다(李兴旺 & 李亚慧, 2008).
이에 따라 인사관리 교육도 2000년대부터 사회주의식의 일반노동력관리와 서구식 인
사관리 및 기업관리 전공이 융합된 인적자원관리 전공, 여기서 국제경영과 융합되어
분화한 국제인적자원관리 전공, 노동경제학과 사회복지학에서 파생한 노사관계 전공으
로 세부화되어 각각의 학과를 구성하거나, 한 학과에서 세부전공으로 인적자원관리, 국
제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 나누어 교육되고 있다.
<표 7> 전공별 경영학 교육 발전: 인사 조직 관리
사기

특기사항

1986~1989

• 인사관리 이론을 중국에 도입.

1990~2000

• 1991년 각 나라의 다국적기업과 중국기업을 중심으로 비교연구 진행.
• 1999년 중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직업훈련, 인사고과평가 방식,
보너스를 비롯한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해 전국적인 서베이 진행.
• 기업에서 성과급 제도 시작되면서 인사 전문가에 대한 수요 높아짐.

2000~

• 인적자원관리, 기업 보상 시스템, 지식관리 등의 교육에 집중.
• 인적자원관리, 국제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 등 세부 전공으로 나누어짐.

출처：赵曙明(2009), ｢中国人力资源管理三十年的转变历程与展望｣.

마지막으로 재무관리의 도입은 중국 개혁개방과 비슷하게 진행되었으며 타 분야처럼
3단계로 나누어진다. <표 8>에 제시되었듯이 1986년에 열린 12차 공산당삼중전회에
서 처음으로 계획경제에 따른 재무 자원의 관리가 아니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무관
리 역량을 갖추도록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재무관리 또한 학문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방침을 반영하기 위해 경영대학(상학원)과는 별도의 학과를 세워 재무관리를 연구하
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 아래에서 재무의 본질과
재무활동의 규칙에 대하여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회계, 금융경제학, 재정학 등 타
분야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방향성이 정해졌다(郭复初, 1985; 王庆成, 1996).
1989년 교육부가 상하이재경대학(上海财经大学)에 처음으로 재무관리 학과개설을 승
인한 후 전공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듯 1990년대에는 전국 대학들은 앞다투어
학부에서 재무관리 전공을 개설하였으며, 이는 석박사 과정도 예외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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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996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가계획경제”와 자본주의적 재무관리의 병존이
라는 중국 특유 특징을 담은 재무관리 이론의 탐색과정으로 특정된다. 이에 학계에서
는 <재무과학> <재무월간> 등 학술지를 창간하여 재무관리 이론을 현실에서 수용할 방
법을 찾고자 하였다(彭韶兵, 1999). 2006년부터는 재무관리 전공 내 수강과목이 통계
학, 서양경제학, 경제법, 기업관리학, 시장관리학, 재정 및 세입 등 다양해졌다.
<표 8> 전공별 경영학 교육 발전: 재무
사기

특기사항

1986~1994

• 1986년 12차 공산당삼중전회에서 기관 및 기업의 재무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를 강조.
• 1989년 상하이재경대학(上海财经大学)에서 재무관리학과를 개설.
• 199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재무관리 전공이 대학에서 도입.

1996~2004

• 중국 특색한 재무학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
• <재무학 체계 재건에 관한 연구> <중국 새로운 재무 학과 체계의 재건>
<재무학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등 저작을 게재됨.

2006~

• 재무학과 내 수강과목 세분화 및 재무 이론을 보완함.
• 체계적인 재무학 교재를 출판.

출처：郭复初(2017), “｢论财务学 科建设与发展——兼论建设世界一流财务学科的构想｣.

경제체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외자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 역시 국가 경제의
주요 주체로 대두되면서 경영학 전공별 교육 역시 내용이 심화되었다. 내용이 심화되
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문제 역시 드러나게 되었고, 글로벌 시장
압력에 노출된 중국 사영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제도의 모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
력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회계는 국내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이 아직 통합되
지 않고 있지만, 해외 사업을 하는 중국 기업은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게 되는 등 선
도기업을 중심으로 경영학 교육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V. 토론 및 결론
서구식 경영학 교육은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학부 내 경영학
교육과 관련 학과 설립이 제도화된 후 경영전문대학원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이 뿐만
아니라, 단시간 내에 중국의 경영학계에는 교육과정이 증가하고 전공도 분화 및 심화
하게 되고, 그리고 학생 수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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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학술적, 실무적으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학술적으로는 중국이 표방하는
“국가자본주의”가 교육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논문의 내용
은 중국 정부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되 경영학 교육 전개를 위한 주된 노력은 대학이 담
당하였다. 한편, 공산당 위주의 정책 결정이라는 국가 체제의 본질적인 한계 아래에서
기업의 의사 결정 역시 하향식 전달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영학 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단지 교육 콘텐츠나 대학의 적극적 역할이 아니라 경영 환경 및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고는 또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급속 성장하는 국가 경제 아래에서 교육
된 내용의 실무 도입 간에는 9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무엇보다도 명확한 경
영 윤리가 확립되지 못하였다. 경영 윤리 이론은 해당 조직마다 다르게 적용되거나 해
석된다. 경영 윤리가 실무에서 확립되지 못하면서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많이 발생
하고 있으며(Du, 2011; Goo & Loo, 2011), 특히 다국적기업과 전략적 제휴나 합작
투자를 할 경우 경영 윤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관계가 깨지고 소송까지 이르
는 사례가 흔하다.
또, 개혁개방 초기에 경영학은 직원의 직무 만족이나 행복감 같은 감정적 보상은 소
홀히 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국 노동자들은 회사를 자아실현의 장소로 여기지 않고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언제
든지 떠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伍美云, 杨河清, 格雷戈 & 穆雷, 2017). 기
업 역시 종업원 인센티브 시스템을 완벽히 제도화시키지 않아서 직원의 이직률이 높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蔡昉, 2007).
본고는 개혁개방 시점부터 시작된 중국의 경영학 교육의 발전사에 대해서 조망하였
다. 중국의 경영학 교육은 개설 대학의 수와 교원 및 학생의 숫자 등 양적 측면에 있어
서 단시간에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으나, 교육 내용의 실무 적용 여부 등에 있어서는 적
지 않은 문제를 보인다. 향후 비슷한 내용을 추진하려는 국가들에게는 중국의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본고의 연구방법은 주로 저술과 콘텐츠 자료 수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좀 더 경영
학 교육 발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나 이유를 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
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대학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하여 검증, 보완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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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siness Education History During China’s
Post-Reform Period
15)

Jooyoung Kwak*ㆍLishuang Wang**

Abstract
We examine that how academic education for business administration (hereafter
AEBA) became institutionalized in China during the reformd. In China, AEBA
continued in the cold war era, focusing on the Soviet corporate theory, and then
pursued productivity increase during the Great Leap Movement (GLM). However,
the failure of GLM and the subsequent Cultural Revolution deterred the AEBA
adoption until the market opening in 1979. Like the reform policy, the introduction
was led by the National Council, which gradually implemented AEBA to the
institutional changes in China. The changes characterize the foreign entries for
the 80s, and their rapid growth for the 90s, accession to WTO and the global
pressure for the 2000s, and Chinese firms’ globalization for the 2010s. Accordingly,
the AEBA history reflects the institutional traits per period. The first AEBA was
undergraduate education at Tsinghua University, Beijing University and Fudan
University in the mid 1980s. These schools presented the differentiated university
structures, policy directions or regional cultures. After ad-hoc operation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program for ten years, the Ministry of Education
allowed conferral of the MBA degree in 2002. Overall, the AEBA in China strongly
urged spread of capitalism and contributed to the rapid economic growth.
<Key Words> Education for Business Administration, Education History, China,
Post-Reform Period, Economies in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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