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당신이 살고 싶은 곳 맞다 (당신이 억만장자라면) 
 - <후룬 세계부자순위 2021> 최신호에 따르면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1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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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계 최고 부자 순위를 발표하는 <후룬 세계부호순위 (胡润全球富豪榜) 2021>이 엊그
제 나왔다.[1] 이 연례보고서는 중국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미국의 <포브스 세계부자순위>의 
중국판이라고 할 수 있다.

후룬 이번 호는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분석 보고해 온 지난 몇 년간의 추세를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2] 중국의 억만장자 (자산 1조원 이상 부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 
나아가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래 표1 참조).   

2021년 후룬 세계부자순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억만장자 수는 259명 늘었고 현재 누적 
105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알려진' 억만장자의 정확히 1/3을 차지하는 숫자
다! 미국의 억만장자 수는 같은 기간 70명 증가했고 현재 696명에 이른다. 이 두 강대국의 슈
퍼리치가 전 세계 모든 ‘알려진’ 억만장자의 54%를 차지한다. (표 2 참조)

중국 억만장자들은 대부분 베이징(145명), 상하이(113명), 선전(105명), 홍콩(82명), 항저우
(66명), 광저우(61명)에 살고 있다.

후룬사(社) 회장은 실제 전 세계 억만장자 수는 알려진 것보다 두 배 많은 약 7500명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696명의 억만장자 수가 집계되고 있
는데 실제 숫자는 적어도 그 두 배, 아마도 1500명 정도 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1000여 명이 
집계되고 있지만 실제 숫자는 2500 명에 가까울 것이다.”

보고서에서 드러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헬스케어 분야가 2020년 가장 빠른 초고속 성장
주라는 사실이다. 헬스케어는 중국 기업들이 선두주자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분야다. 현재 
헬스케어와 부동산은 세계 억만장자들의 부의 원천이다. 이는 우리 RCIT가 지난 13개월 동안 
되풀이해서 지적했듯이, 독점자본 상당 부분들이 전 세계 부르주아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이윤을 걷어 들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다.[3]

요컨대 후룬 세계부호순위는 중국이 이름만 "공산주의" 나라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4] 
중국은 완전히 발달한 자본가계급을 가진 나라일 뿐만 아니라, 미국 빼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
한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중국을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성격규정 하는 이유
다. 또 미·중 간 냉전을 현 시기 제국주의 패권쟁투의 핵심 축으로 간주하는 이유다.[5]

이 때문에 사회주의자가 중국을 "진보적인" 국가로 미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맑스주의 



관점에서 단 하나 정당한 슬로건은 다음과 같다.

△ 미·중 대결에서 양대 제국주의 모두 반대!

△ 제국주의 간 충돌·분쟁에서 어느 편도 지지해선 안 된다!

△ ‘자’국 제국주의 지배계급의 패배! 모든 제국주의 지배계급들을 겨냥한 혁명적 패배주의 
투쟁!  

△ 노동자계급·피억압인민 해방투쟁의 국제적 단결!

△ 전 세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전진하자! 

표 1. 2013-2021년 중·미 글로벌 슈퍼리치  

         2013년     2016년     2020년     2021년

 중국     349명      568명      799명      1058명

 미국     409명      535명      626명       696명

표 2. 2021년 중·미 글로벌 슈퍼리치 

          2021년     2020-2021년 증감    2021년 “알려진” 억만장자 수 

 중국      1058명         +259명              전 세계 32.8%

 미국       696명          +70명               전 세계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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