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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슈퍼리치에게 정말 좋은 시절이군!

후룬 중국 부자 순위 리스트 최신호가 보여주는 것

2021년 11월 8일,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www.thecommunists.net

후룬(胡潤) 중국 부호 순위 리스트 2021년 호가 며칠 전 나왔다.[1] 후룬 리스트는 정기적으
로 중국 슈퍼리치(超富豪)의 현황과 추이를 보고하는 평가기관이다. 이 순위 리스트에는 20억 
위안 (약 3,685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중국 자본가들이 모두 포함된다.

후룬 리스트는 중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포브스 리스트와 맞먹는 위상을 자랑
하고 있다. 후룬연구소는 공식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그 연구 결과는 중국 공식 언론에 의해 
정기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의 공식 대변지 환구시보
가 후룬 리스트 최근호에 대해 보도했는데[2], 이는 중국 정권이 후룬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유
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전 세계에 그것을 홍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번 순위 리스트 작성자들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후룬 부호 명단이 [지난해 대비] 520명
이 늘어난 (22% 증가) 2918명으로 10년 전의 3배에 달한다. 전체 부가 24% 늘어난 미화 5조
3천억 달러로 10년 전에 비해 6배 증가했다."

이 명단의 최상위 인사들 중에는 틱톡 창업자 장이밍, 텐센트의 포니 마, 알리바바의 마윈, 
생수업체 농푸산취안(農夫山泉)의 중산산, 창청자동차의 웨이젠쥔 & 한쉐주안, 전기차업체 비
야디(比亞迪·BYD)의 왕촨푸, 태양광업체 퉁웨이의 류한위안, 허성실리콘의 뤄리궈와 같은 유
명한 중국 자본가들이 있다.

후룬 리스트 보고서에는 중국 본토에 거주하든 본토 밖에 거주하든 관계없이 중국의 독점 
자본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은 중국 본토에 거주하고 있고, 그밖에 홍콩 (사실상 
본토의 일부인)에 151명, 대만에 87명, 미국에 19명, 싱가포르에 12명 등, 본토 밖에는 이게 
다다. 보고서는 또 “명단에 있는 기업인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로는 베이징 선전 상
하이가 꼽혔고, 항저우 홍콩 광저우 쑤저우가 그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자본가계급의 대대적인 성장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 문서를 
냈다.[3] 이번 후룬 부호 리스트 최신호는 중국이 완전히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이 성장이 얼마나 급속했는지 보여준다. 이 최신호가 밝히
고 있듯이, 2011년 이후 중국 억만장자 수는 3배 증가했고 그들의 누적 부는 6배나 증가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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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한 여러 문건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중국은 또한 세계에
서 가장 많은 독점자본가와 독점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정치·경제·군사
력의 급속한 성장을 반영한다. 실제로 RCIT가 다양한 연구문서들에서 증명했듯이, 중국은 
1990년대 초에 자본주의 복고를 겪었고, 이어서 그 뒤에 제국주의 강대국이 되었다.[4]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여기는 각종 스탈린주의자들 ( 및 남미 볼리바르주의자들)의 주장
은 얼마나 기괴한가! 중국이 여전히 “기형적인 노동자 국가”라는 각종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
들의 주장은 또 얼마나 어리석은가! 

RCIT는 사회주의자가 중국을 "진보" 국가, “반제” 국가로 미화하고, 미국 등 "구" 제국주의 
강대국들과의 냉전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단 하
나의 정당한 ㅡ 즉 맑스주의적인 ㅡ 접근법은 일관된 반제국주의 · 국제주의의 강령뿐임을 분
명히 하는 바다.

 ▷ 중국 스탈린주의-자본가 독재 타도/ 노동자·빈농 정부 수립! 
  독점 부르주아지 몰수·수탈!

▶ 노동자·피억압자여, 미·중·EU·러·일 모든 강대국들의 패배/패전을 위해 싸우자!

▶ 미·중 제국주의 강대국 간 대결에서 어느 쪽도 지지해선 안 된다!

▶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모든 제국주의 지배자들을 겨냥한 혁명적 패배주의 만세!

▶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적 투쟁으로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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