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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 향진기업가의 입장에서 본 꽌시의 기능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을 중심으로-

중국에서는 꽌시(關係, Guanxi)가 “만능은 아니지만 꽌시가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關係不是萬能的, 但沒有關係萬萬不能的)”라고 말할 만큼 중국인들의 사회문화 

전반에 존재하며 향을 미친다. 뿐 아니라 꽌시는 단순한 일상의 문제는 물론이

고 중국의 경제 시스템이 기능하는 데에도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나 꽌시를 부정

적인 시각에서 보는 논의들은 꽌시와 같은 인간관계가 경제행위를 매개하는 까닭

으로 저개발국가가 자본주의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결국 이 시각은 꽌시를 근대화 과정의 일시적인 

부산물로 보아 중국사회의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특수성에 기초한 꽌시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꽌시의 특성을 중국의 독특한 농촌기업 형태인 향진기업의 기업가 

입장에서 접근해 분석하 다. 향진기업은 중앙정부의 관심과 경제적 지원을 받아 

성장한 국유기업과 달리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지방정부가 

지방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과 각종 보호조치의 시행을 가능하게 하 던 경제적 

지역주의로 인해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지방정부의 공식

적인 지원 외에 향진기업가와 지방정부 간부 사이에 꽌시와 같은 ‘비공식적인 관

계’를 기초로 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국의 괄목할만한 농촌공업화는 불

가능하 다.  그러나 향진기업의 지도자와 지방정부의 간부 사이에 발견되는 긴

한 협조관계를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의 연합 결과로만 접근하기에는 여러 가

지 의문이 존재하 다. 그들 사이에는 매우 긴 하고 폐쇄적이며 비공식적인 그들

만의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메카니즘, 즉 꽌시가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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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진기업가는 꽌시를 특정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개인적이거나 물질적인 자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

로부터 얻어지는 사회적 자원 으로서 중국적인 사회자본으로 활용하 다. 일반적

으로 꽌시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신용(신뢰) 을 기반으로 하여, 집단 내에서 미

엔즈(규범)를 고려하면서 서로 간에 빠오다(호혜)를 주고받는 것을 기본으로 할 

때 형성된다. 향진기업가는 가족이나 친족에 기초한 일차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이

것 확장된 이차적인 인간관계, 즉 같은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 동향 사람들 

사이에 꽌시를 자신이 이용 가능한 사회자본으로 활용하여 향진기업 운 에 이용

하 던 것이다. 이 논문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지방 간부와 향진기업가의 긴

한 관계를 통해 발전을 이룩한 몇 개의 향진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꽌시의 기능을 

분석하 다. 사례를 통해서 꽌시가 향진기업의 발전에 거래비용 절감효과, 힘과 

향력의 행사 그리고 광범위한 정보에의 접근에 대한 용이성으로 작용하 음을 보

여줌으로서 꽌시를 중국 사회에 존재하는 독특한 형태의 사회자본이라는 가설을 

검증하 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 단어: 꽌시(關係), 사회자본(Social Capital), 경제적 지역주의, 향진기업(鄕鎭

企業), 향진기업가(鄕鎭企業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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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꽌시(關係, Guanxi)1)는 중국 문화 전반에 존재하며 이 환경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향을 미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사회학자인 비효

통(費孝通)은『향토중국(鄕土中國)』2)에서 중국 사회에서의 꽌시란 단순히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발달하여 광범위하게 작용한다고 말한 바 있다(費孝

通, 1948, p.23). 이렇게 꽌시는 직장을 구하거나 결혼 할 때,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흔히 “꽌시가 만능은 아니지만 꽌시가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關係不是萬能的, 

但沒有關係萬萬不能的)”라는 말을 생활 신조로 삼고 있다.

그러나 꽌시는 단순한 일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중국의 경제 시스템이 기능하는 

데에도 구조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국 경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면

적인 개혁개방과 서구식 자본주의의 철저한 도입이라고 한다면 꽌시는 이와는 어

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 때문에 꽌시를 상법(商法)이나 자본주의적 체제가 성숙

되지 못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접근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이 시각은 중국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

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정착에 필요한 제도의 정비가 만족할 만큼 

1) 한  맞춤법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관시 라고 표기해야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원

어 발음에 충실하기 위해 꽌시 로 표기하도록 한다. 또한 꽌시의 여러 정의 중에서 Luo, 

Yadong(1997)의 정의로서 호의와 상호적인 의무의 교환을 바탕으로 파트너를 교환함으

로서 서로를 결속하는 특별한 종류의 관계 로 정의하고자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의 꽌시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공식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2) 중국의 제 1세대 사회인류학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비효통(費孝通)은 1930년대 연경

대학(현 북경대학)을 졸업하고 국 런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전인대 상

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중국 민주동맹(민맹)주석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는『향토중국(鄕土中

國)』(香港: 三聯書店有限公司, 1948)에서 중국 농촌이 서구화되면서 잃어버리거나 변질된 

기존 질서를 매우 설득력 있게 그려내고 있다. 그의 책은 한국어로는『중국 사회의 기본 

구조』(일조각, 1995, 이경규 역), 어로는 Xiaotong Fei, From the Soil: The Foundations 

of Chinese Society(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로 번역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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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The Economist, 2000.4.8) 일차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가족이나 친족간의 거래관계가 활성화되었으며 또 꽌시가 어떻게 기능을 수행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즉 꽌시와 같이 인간관계가 경제행위를 매개하는 까닭

은 저개발국가가 자본주의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결국 이 시각은 꽌시를 근대화 과정의 일시적인 

부산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사회의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특수성에 기초한 

꽌시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꽌시를 

손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꽌시를 저개발국가에서만 나타나는 법적 미비로 인

한 부정부패의 요소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일반성을 지닐 수 없다. 

이 논문은 중국 역사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는 꽌시의 특성을 중국의 독특한 농

업기업 형태인 향진기업3)의 기업가 입장에서 접근해 분석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의 

관심과 경제적 지원을 받아 성장한 국유기업과 달리 향진기업은 중앙정부의 무관

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국 개방경제의 특징 중 하나인 경제적 지역주

의가 등장하면서 향진기업은 성장의 계기를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각각의 지방정

부가 지방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채택해 각종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서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상품이 자기 지방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거나 혹은 자기 지방에

서 생산되는 주요 원자재가 다른 지방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박병석, 1999). 향진기업은 바로 이와 같은 중국 경제의 지역 이기주의를 

배경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공식적인 지원 외

에 향진기업가와 지방정부 간부 사이에 꽌시와 같은 ‘비공식적인 관계’를 기초로 

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국의 괄목할만한 농촌공업화는 불가능하 을지

도 모른다(유석춘, 2002). 이와 같은 지방 간부와 향진기업가가 꽌시에 기초하여 

긴 한 관계를 맺으며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향진기업의 사례는 단순한 부정부패

가 이룩한 신기루일 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미 중국 향진기업의 역할과 기능은 

너무 크고 중요한 현실의 일부가 되어 왔다. 또한 중국의 꽌시는 시장의 개방이나 

자본주의의 도입과 같은 서구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수 

3) 향진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의 p.26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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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중국문화에 배태된 사회자본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들의 

관계를 향진기업가의 입장에서 주목하여 향진기업가와 지방정부 간부의  비공식

적 관계를 사례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즉, 중국적인 독특한 사회문화를 배

경으로 하여 꽌시가 어떻게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향진기

업은 지방 경제의 활성화와 여유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전폭

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 다. 향진기업가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지방주의적 정

책과 경제적 지역주의에 편승해 스스로에게 유리한 정책이 시행되도록 지방간부

를 유도하기도 하 다. 따라서 향진기업가는 지방간부와 일정한 이해관계를 공유

한 정책적 파트너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도 있다(Oi, 1992). 그러나 향진기업

의 지도자와 지방정부의 간부 사이에 발견되는 긴 한 협조관계는 공개적이고 객

관적인 정책의 연합 결과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의문이 존재한다. 왜냐

하면 그들 사이에는 매우 긴 하고 폐쇄적이며 비공식적인 관계, 즉 그들만의 유

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메카니즘, 꽌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비공식적인 꽌시의 존재와 기능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

하고 꽌시가 향진기업의 발전에 미친 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

은 결국 꽌시가 향진기업의 성공에 있어 필수적이었던,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역

사적으로 배태되어 있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4)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구성

이 논문은 꽌시를 단순한 이익의 교환 이상의 것으로 본다. 꽌시는 꽌시 네트워

크 내의 사람들끼리 서로 믿고 의지하며 결속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이익의 획득이 주가 되기보다는 부차적인 목적으로서만 기능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꽌시 기능을 향진기업가의 입장에서 주목하여 향진기업가

4) 사회자본은 최근 사회과학 전 역에 걸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목할만한 개념이

다(Bourdieu, 1983, Burt, 1992; 1997, Coleman, 1988; 2000, Putnam, 1993; 1995, Portes, 19

98, Lin, 2000; 2001). 자세한 내용은 p.10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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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방정부 관리의 다양한 비공식적 관계를 사례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연구 목적상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 다. 첫째, 시기적으로 1978년 11

기 3중 전인대회5) 이후부터 현재(2002년)까지의 중국 사회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중국의 향진기업이 1978년 이후 실시된 농가생산책임제6) 및 농촌 

공업화를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또한 1984년 이후의 농촌 공업화와 

경제적 지역주의는 향진기업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더욱 접하게 만들었기 때문

이다. 그리고 1978년 이전의 문제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까지 다룰 경우 꽌시

의 출현과 발전, 변질과정 그리고 WTO 체제의 출범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논

문이 지나치게 방대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향(鄕)․진(鎭) 등의 지역 행정 단위를 세분화하지 않고 현(縣)급 이하의 

지방정부를 총칭하여 분석대상으로 설정한다. 이 논문은 국가 관료 조직과 기층 

사회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기보다는 농촌의 정부와 기업이라는 일면 수직적이

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평적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셋째, 이 논문에서는 지방간부와 개별기업가 간에 존재하는 개인적인 관계를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진기업과 지방정부의 관계라는 기관 대 기관의 문

5)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 전회에서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반(反)좌파 연합

세력은 마침내 당내의 다수파를 장악하고 역사적 노선전환 을 선언함으로써 중국은 모택

동 시대와 전혀 다른 개혁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세력은 3중 

전회에서 우선 경제발전과 4개 현대화를 당과 국가가 추구해야 할 최고 최대의 과제라고 

선언하고, 이를 위해 사상해방, 체제개혁, 그리고 대담한 문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하 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발전과 4개 현대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정적인 향을 주는 

모택동 사상을 비롯한 기존의 좌파사상과 좌파적 정책, 그리고 제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

하 다. 이런 개혁파들의 사상해방, 체제개혁, 문호개방의 논리는 모택동과 좌파의 정치적 

향력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중국사회 전반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6) 중국은 경제개혁에서 농업부문을 강조하 다. 1981년 생산책임제(生産責任制)를 도입하

여 개별농가의 자류지(自留地)를 제외한 생산대(生産隊) 소유의 토지를 청부생산제(請負生

産制)하에 분배하 다. 이에 따라 2∼3년 사이에 90% 이상의 생산대대(生産大隊)가 농가 

생산책임제로 전환하 다. 이러한 농업자유화로 1982년 인민공사가 해체되어 과거 5만 

6,000개인 인민공사는 4만 3,700개의 향(鄕)정부와 1만 1,900개의 진(鎭)정부로 변신하 다. 

그 결과 농업생산성이 증대되어 1984년까지 연 7.8%로 증가하 다. 그러나 이후 1988년까

지 농업에 대한 투자 감소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발전이 둔화되다가 1989년에 다시 

1984년 수준을 회복하 고, 1993년에는 약 4억 6천 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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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진기업과 지방정부의 행동의 선택과 결정은 결국 

개인의 선택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는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연구범위를 토대로 논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제 2장에서는 꽌시의 문제를 부정부패나 저개발 국가적 특성으로 보는 의견과 거

래비용 감소의 이점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중심적 관점 등의 기존 연구의 문제점

을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연구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사회자본과 꽌시

에 대해서 알아보며 꽌시와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왜 꽌시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

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제 3장에서는 향진기업과 지방정부간에 꽌

시가 발생한 이유를 지방정부 차원의 향진기업 육성과 경제적 지역주의, 그리고 

지방간부와 향진기업가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것이다. 제 4장은 거

래비용 절감효과, 힘과 향력의 행사 그리고 광범위한 정보에의 접근에 대한 용

이성 등의 사회자본으로서 꽌시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며, 마지막 결론에

서는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과 사회자본으로서 꽌시의 기능에 대한 전망을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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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꽌시에 대한 기존 연구 비판

  

제 1 절 기존 꽌시 연구의 경향

  

1. 부정적 관점: 저개발국가의 부정부패 

꽌시를 부정부패로 보는 시각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상법이나 자본주의적 체제

가 성숙되지 못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Ralston, etc., 

1992, De George, 1993, Hampden-Tuner, etc., 1993, Yang, 1994). 이러한 논의들

은 대부분 꽌시를 사회주의적 체제에서 자본주의를 성급하게 받아들이다 보니 제

도적 정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The 

Economist, 2000.4.8). 이 관점은 중국이 1978년 이후 개혁․개방 시기에 자본주의

적 요소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틀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꽌시를 이용하

여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적 제도나 상법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포기하는 것

을 뜻하므로 함부로 시행할 수가 없었다. 둘째, 제도적 틀과 법적 체계를 마련하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보다 수월할 테지만, 이러한 방법은 초기비용이 매우 많

이 들기 때문에 1978년 당시 중국의 여건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중국 당국이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상대인 가족이나 친족간의 거래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적 연고나 보다 먼 관계로 거래를 확장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법적 제도에 기반하지(rule-based) 않고 관계에 기반을 두고

(relationship-based) 발전한 체제는 초기에는 설립하기가 쉽지만 자본주의가 발전

해 나갈수록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데 최근의 중국경제 문제점의 원인도 여기

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꽌시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해하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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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첫째, 지나치게 짧은 시각으로 중국

의 꽌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설명에 따른다면 꽌시가 나타난 것은 

1978년 이후라는 것인데 꽌시라는 용어는 아주 오랫동안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서 쓰여왔다(Cho, 1999). 고작 20여 년의 짧은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이 중국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박힌 꽌시를 양산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둘째, 그렇다면 

비교적 발전된 자본주의 체제 하에 있는 대만이나 홍콩, 또는 동남아시아의 화인

들의 경 관행에서 나타나는 꽌시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사실은 

분명히 꽌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다.7) 또한 꽌시와 부정부패

와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한 연구에 따르면(Lovett, etc., 1999) 첫째로 이익과 손실

의 계산이 뇌물을 주고받는 행동을 지배하지만 꽌시에서는 그러한 기능이 상대적

으로 약하며, 둘째는 꽌시의 의무는 장기적으로 확장되지만 뇌물은 즉각적이고 특

별한 목적을 위한 것이며, 셋째로 꽌시는 항상 감정적인 만족이나 감동의 요소가 

구성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꽌시를 단순한 부정부패와 동

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꽌시가 부정부패로서 기능할 가능성도 있겠지

만 꽌시와 같은 연결망의 성격은 이를 둘러싼 사회구조 및 제도의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가변적인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유석춘, 2000). 

2. 긍정적 관점: 거래비용의 효율성 

긍정적인 시각으로 꽌시를 분석한 학자들8)은 중국의 불확실한 경 환경에서는 

꽌시를 구축하지 않으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9)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7) 실제로 Business Week는 홍콩의 리카싱(李嘉誠) 그룹이 지금처럼 성공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그들의 잘 구축된 꽌시 때문이라고 설명했고(Business Week, 2000.2.28) 

동남아시아의 화인기업 역시 꽌시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꽌시가 저개발국가에서 법적 미비

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부패의 요소라고 설명하는 것(Standifird and Marshall, 2000)은 일반

성을 지닐 수 없다.

8) 꽌시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연구로는 Hwang, 1987,, Saloner, 1991, Yang, 1994, Chen, 

1994, 1995, Davis, etc., 1995, Simmon, etc., 1996, Luo, 1997, Yang, 1994, Standifird, 2000 

등을 참고.

9) 거래비용이란 개념은 신고전경제학의 생산비용이 경제행위를 지나치게 좁은 범위로 제

한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등장한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의 비용 개념이다. 거래비용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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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Yang,1994, Chen, 1994, 1995, Davis etc.,1995, Simmon etc.1996, Luo, 

1997, Yang,1994, Standifird, 2000). 거래비용이 생겨나는 원인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과 기회주의 라고 설명한다. 중국의 꽌시 네트워크는 이러한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가 나타날 여건을 감소시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거래비용을 줄

이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보다 경제 주체들의 각종 유․무형 재산권을 명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을 것이다(Coase, 1960).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확

실한 환경 하에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

해서 협상과 타협을 하고 확실한 계약을 맺는 방법을 쓰고, 인간의 기회주의를 막

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나 사전적인 조사와 사후적인 감시체제를 발전시켰

다. 즉 시장(market)과 제도가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때 

이러한 것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거래비용이 된다. 그러나 이 비용이 지나치게 많

이 들면 시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기업집단이나 수직결합(hierarchy)이 형성되어 

거래를 내부화함으로써 비용을 감소시킨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꽌시가 이러한 기

업집단의 수직결합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거래비용을 낮추고 있다. 따라서 꽌시

를 통해 거래비용의 감소는 꽌시의 연결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Standifird and Marshall, 2000). 이 과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사용한다. 

 가설 1. 꽌시망이 잘 발달된 상황은 환경적 불확실성에 의해 야기되는 거래비

용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꽌시망을 통한 이익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할 때 초기에 시장과 소비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꽌시망

을 통하는 것이다. 꽌시망을 이용해서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월마트의 경

우가 환경적 불확실성과 관련된 거래비용을 감소시킨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

정보, 측정, 감독, 집행, 정치행위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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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raar,1994, pp.111-114). 초기 중국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월마트는 태국의 

Charoen Pokphand Group과 손을 잡았다. 중국에 투자할 때 초창기 월마트는 서

구 이외의 지역에는 투자해 본 경험이 없었다. 이와 반대로 Charoen Pokphand 

Group은 중국시장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었고 월마트와 손을 잡을 당시 중국에 

약 55개의 사업체를 운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월마트는 Charoen Pokphand 

Group이 그 동안 닦아 놓은 꽌시망을 이용하여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

고 이는 월마트의 중국사업의 성공의 기반이 되었다. 

 가설 2. 꽌시망이 잘 발달된 상황은 행위적 불확실성에 의해 야기되는 거래비

용을 감소시키거나 거래비용을 낮춘다. 

꽌시는 행위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데, 이는 상호 폐쇄적인 성질을 가진 꽌시망은 구성원들에게 서로간에 대한 신뢰

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되어 AST의 중국진출 케이스는 행위적 불확실

성과 관련된 거래비용 감소를 잘 보여준다. 1994년에 AST는 미국 컴퓨터시장에서 

5위 으나 중국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었다(Pitta, 1994). 이는 AST의 공동설립자

인 Albert Wong과 Thomas Yuen이 자신들이 화교출신이라는 점을 잘 이용하여 

중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킬 수 있었던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AST는 중국내에서 파트너들을 구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비용을 소

비하면서 믿을 만한 파트너들을 구하 는데, 이는 AST의 Wong과 Yuen이 정부

관료들과 쌓아둔 꽌시에 의한 것이었다. 즉 다시 설명하자면 AST의 설립자들은 

화교 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외국계기업보다는 정부관료들과 돈독한 꽌시를 맺을 

수 있었고 따라서 파트너들은 AST가 그 관료들과 연결된 꽌시망에 있다는 것만

으로도 AST를 일정 정도 신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 3. 꽌시망이 잘 발달된 상황에서는 기회주의적인 행위는 줄어들게 된다. 

어떤 행위자는 만약 자신의 기회주의적인 행동 - 예컨대 배신이나 사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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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꽌시망을 잃는 것보다 크다면 그러한 행동을 할지도 모른

다. 꽌시망 내에서 어떤 일방이 타방에 대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그 

꽌시망 전체로 파급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으로 체면을 잃게 만든 것이 된다.10) 따

라서 상호 폐쇄적인 꽌시망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꽌시망 내의 어떠한 행위자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실제로 많

은 외국계기업들은 그들이 꽌시를 중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상대편의 기회주의

적인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제 2 절 꽌시 연구의 대안 모색

 1.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특정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동원

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개인적이거나 물질적인 자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의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사회적 자원 (Lin, 2001, p.58)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개념은 피에르 부르디외(Bourdieu, 1983, pp.241-258)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고, 콜

만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Coleman, 1988, pp.95-120; p.200; pp.300-324). 

콜만은 개인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을 물리적, 인

적, 사회자본으로 나누어 구분했는데, 그 중 사회자본은 개인이 타인들과 가지는 

사회관계로부터 형성되는 자본으로서 그러한 자본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는 어

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생산적인 자본 으로 설명하 다(Coleman, 

1988, p.98). 그는 그러한 사회자본이 개인의 인적 자본의 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려고 시도했는데 그의 이론은 그 후 버트(Burt, 1992, pp.31-56)

에 의해서 발전, 체계화되었다. 버트는 조직 구성원간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네트

워크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구성

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보다 빠른 승진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그는 

10) 이는 곧 꽌시를 잃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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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조적 혈(structural hol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

는데 구조적 혈이란 한 네트워크 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구성원들을 

연결해주는 중간자적 위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버트는 특정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이유를 ‘정보적 이점’과 ‘통제적 이점’ 때문이라고 보

았다(Burt, 1997, pp.339-365). 즉, 그러한 구성원은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다양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구성원들간의 정보교환을 매개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타 구

성원들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포르테스(Portes, 1998, pp.1-24)는 사회자본이 “한 개인에게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그 개인이 타인들과 가지는 관계들의 집합에 내재된 하나의 특성이며 

사회자본은 배태성(embedded)의 산물”이라고 설명하 다. 

<<그림그림 1> 1> 사회자본의사회자본의 구조구조

호 혜

폐 쇄 성

신 뢰

규 범

<<그림그림 1> 1> 사회자본의사회자본의 구조구조

호 혜

폐 쇄 성

신 뢰

규 범

호 혜

폐 쇄 성

신 뢰

규 범

한편 사회자본의 기능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다. 이 논문에서는 <그림1>과 같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규범, 신뢰와 호혜성(기대와 의무감)(Coleman, 1988,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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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Putnam, 1993, pp.35-42)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사회자본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일반적으로 폐쇄성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구

조의 폐쇄성은 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다시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을 사회 성원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의 <그림2>는 관계의 

폐쇄성으로 인한 관계내의 규범, 신뢰, 호혜성을 보여준다. 한편 <그림2>의 (a)에

서처럼 개방된 사회구조 속에 존재하는 행위자 A는 행위자 B 및 행위자 C와 관

계를 맺고 있고, 그러므로 B와 C 혹은 두 행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B와 C는 서로 아무런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D와 E)

과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의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를 동시

에 가할 수 없다. 만일 B나 C가 단독적으로 A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해를 입

지 않았거나, A에 대응할 만한 힘이 없다면, A의 이러한 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A

CB

ED

A

B C

<그림2> 비폐쇄성 네트워크(a)와 폐쇄성 네트워크(b)

출처: Coleman, 1988. p. 106.

A

CB

ED

A

CB

ED

A

B C

A

B C

<그림2> 비폐쇄성 네트워크(a)와 폐쇄성 네트워크(b)

출처: Coleman, 1988. p. 106.

그러나 <그림 2>의 (b)와 같이 사회구조가 폐쇄적이라면, B와 C는 연합하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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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인 제재를 A에 가할 수 있고, A를 제재한 것에 대한 다른 보상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폐쇄성의 결과는 사회자본 내부의 구성원의 행동을 감시하고 지

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를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자본의 범위의 역할을 한다. 

꽌시는 폐쇄성를 통해서 효율적인 규범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사람들의 심리적

인 계약 때문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은 동일한 꽌시에 속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상

호작용 또는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신뢰자와 신뢰대상을 하나로 묶어주는 행동 

규율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규율은 규범으로 발전하여 규범의 준수는 전체 꽌시 

차원에서 보상을 받으며 규범의 위반은 엄격한 제재의 대상이 되리라는 믿음을 

공유하게 된다. 규범은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데 

이는 꽌시의 이해를 추구해야 하고 명예․지위와 같은 가치로 보상받는 공동체적 

규범으로 전통적 사회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강력한 형태의 사회자본이다. 이러한 

효율적인 규범은 폐쇄성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관계의 구조가 개방적

인 경우에는 규범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폐쇄성은 신뢰의 형성을 통

한 의무와 기대를 가능하게 해준다. 신뢰는 호혜성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사람들이 

활발하게 자원을 주고받기 위해 도움을 제공했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즉 꽌시 내부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는 사회성원들이 모두 직접 연결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서로 많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상호작용의 범위가 

폐쇄적일수록 그 수준이 높다. 그러나 꽌시의 이러한 혜택들이 무상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꽌시는 호혜주의 원칙 하에 사회제도 속에 체화되어 발전되어 왔으

며, 특히 중국인들은 꽌시의 구축․유지 노력을 자신과 가족의 생존과 안녕을 위

한 일종의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로 간주하여 왔다(Yang, 1957, 

pp.204-206). 그러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는 꽌시의 형성을 위해 여러 형태의 사

회자원을 지출하여야 하며, 간접적으로는 배신을 당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대우

를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배신당하지 않고 믿을 수 있

는 접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게 된다. 

폐쇄적인 구조 내에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나 기타 다

른 부정적인 향을 준다. 만일 사회구조가 폐쇄적이지 않다면, 의무를 저버린 사

람에 대한 제재는 단지 그 의무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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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뢰를 증가시키는 집단적 제재도 개방된 사회구조 속에서는 적용되기가 어

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폐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신뢰라는 것이 생성된다고 이야

기할 수 있다. 이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해주고, 또 그 누군가가 나에게 

언젠가는 다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러한 관계라는 것은 구성원간

의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일 것이다. 신뢰란 한 행위자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 

로서 사회 관계를 전제로 하며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신뢰가 있음으로 해서 

관련 행위자들은 협동을 할 수 있고, 감시와 통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Coleman, 1988). 실제의 제재 부과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꽌시 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신뢰를 파기했을 경우 받게 될 제재의 ‘가능성’을 높게 

인지하게 한다. 왜냐하면 배신 행위는 신뢰 관계의 당사자간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꽌시 전체로 확산되기 때문에 집단구성원간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서 배신을 당한 사람 뿐 만이 아니라 꽌시 내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서 집단적

으로 감시되고 처벌되리라는 사실은 신뢰자에게 신뢰대상이 심리적 기대를 자발

적으로 파기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제공함으로써 신뢰가 일방적이지 않을 것이

라는 호혜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호혜성의 믿음은 불안감이나 위험에도 불구하

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그러한 관계 속에 두겠다는 결정을 하게 한다.

이는 꽌시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가지는 의무

(obligation)와 기대(expectation)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참

여하는 사회적 관계는 참여 성원들로 하여금 서로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여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이 있다면 다음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을 기대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의무는 일종의 사회적 빚과 신용

(credit)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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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자본으로서의 꽌시의 개념과 특징 

꽌시는 중국사회에서 개인적 관계의 구조적 성격을 나타내는 대표적 개념으로 

어의 connection, personal connections, networking, interpersonal networks 등

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우리말로 줄, 연줄, 뒷줄, 끈, 관계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 꽌시의 본질은 대가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은혜(의무)가 교환되는 사람 사이

의 상호적인 관계이다. 중국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꽌시가 절대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최근의 어

느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사회에서 꽌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

으며 응답자의 70% 이상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일 먼저 꽌시를 쓰겠다고 대답

했다(費孝通, 1948). 

일반적으로 꽌시는 중국사회에서 오랫동안 그러한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는 사

람들간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자원의 동원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자본으

로 작용해 왔는데 특히 재정적인 보증 없이 돈을 빌려준다든가,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다던가, 당 간부가 한 마을에 사는 기업주에

게 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든가, 실직을 당할 위기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제공하는 것 등이 모두 꽌시가 작용한 예이다. 한마디로 꽌시는 한 개인에게 고유

하게 존재한다기 보다는 그 개인이 타인들과 가지는 관계들의 집합에 내재된 하

나의 특성으로서, 관계 속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배태된 산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꽌시는 효과적인 자원을 얻는데 필요한 개인적 ‘배경’이며 유․무형의 사회적 자원

이 교환되고 번거로운 절차상의 문제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일상적인 통로로서, 

원칙적으로는 복잡한 특정과제의 수행을 쉽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개인적 관계의 

사회자본화를 의미하지만 단순한 인간적 연계나 관계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

상 서술한 꽌시를 더욱 구체적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a. 런칭(人情)-폐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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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칭이 교류되는 범위까지가 꽌시의 범위가 된다. 런칭은 인간 상호의 호의의 

교환의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호의를 교환하는 중간에 균등의 법칙

이 깨지는 일이 생긴다든가, 나의 미엔즈(面子)가 상한다든가 친구가 갑자기 기분

이 상했을 경우 등을 통해서 꽌시가 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은 꽌시를 연결하는 한편 그들이 미래에 빠오다(報答)를 돌려받을 

수 있는 나름의 한계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되돌려 받을 런칭을 공유한다

(Hwang, 1987, pp.35-41). 결론적으로 런칭은 상호교환의 도덕적인 기본과 균등의 

법칙에 의한 내용과 질량을 규정한다. 

b. 미엔즈(面子)-규범

미엔즈(面子)는 중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인 개념으로 한국어로는 면목, 체

면, 얼굴 등으로 해석이 되지만 사실은 복잡한 의미을 가진 개념이다. 미엔즈는 다

른 사람들에 의해서 인식되어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체적인 사회적 역할에 

의해서 획득되어지는 개인의 공식적인 또는 사회적인 이미지이다. 비록 매우 추상

적인 것일지라도 중국인들에게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미엔즈는 중요한 문제

이다(Yau, 1988, pp.45-46). 누군가의 미엔즈를 상하게 하 다는 것은 상대의 눈이

나 코와 같은 신체의 일부를 손상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Hu(1944)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체면이란 두 종류로 나뉘는데 리엔(臉)과 미엔즈(面子)이다. 리엔을 잃

게 되면(丢瞼, diu lian) 중국인들은 그 공동체에서 살수가 없다. 그러나 미엔즈를 

잃게 되면(丢面子, diu mianzi)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다. 즉 리엔은 한 인간에 대한 통합적인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인 자존심을 나타내

며 미엔즈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품격과 성취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의 결과로서 꽌시 내에서 미엔즈를 잃게 했

다는 것은 동료들이 더 이상 그를 신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꽌시 내의 동료들은 그를 더 이상 같은 꽌시 내에 두지 않게 하며 미엔즈는 꽌시 

내에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의 기회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서 작용하는 것

이다. 리엔은 자신의 통합적인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인 자존심을 나타낸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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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꽌시 내의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이 보답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보답을 소홀히 

하 거나 혹은 그 기회를 회피하 을 때에는 상대의 미엔즈를 상하게 하 기 때

문에 꽌시 내의 사람들로부터 규제를 받게된다.  

c. 신용(信用)-신뢰

신용(信用)은 꽌시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 신용은 런칭과 연관이 있는데 두 사

람 사이에서 런칭이 크면 클수록 신용은 커진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은 생

존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다. 생산기술의 발달이 미약했던 과거의 중국에서

는 가끔씩 닥쳐오는 자연재해에 따라 극심한 흉년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아에 고통을 받는 때가 많았다. 그리고 중국 사회 내에 오랫동안 엄격한 공법

(公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과 아편전쟁, 국공내전,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등 

연속된 전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

황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신뢰가 낮은 중국사회에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내부인

들끼리 결속을 다지고 꽌시 속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생활을 위하는 것이 자

신과 가족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인

은 일반적으로 가족 내에서 그리고 친족 집단 간에서 신용이 높은데 이는 중국인

들이 가족 외 집단을 신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인은 만약 서로 잘 모

르는 두 사람이 사업상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그들 사이에 두 사람 사이를 연결

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중간자로서 세우려고 할 것이다. 새로운 꽌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신용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특히 사업을 하

는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인들은 특히 개인적인 신뢰를 중요시한

다. 구조적인 신뢰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 내에서 존재하는데 신뢰를 낳고 사람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며 분배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 

기능의 일부를 형성한다. 신용은 상대의 사회적인 평판이나 교육적 배경, 이전의 

기회주의적 행동이나  다른 사람과의 기존의 꽌시 관계의 탐색이 선행된다. 신용

은 그들이 항상 약속을 지키는가 혹은 그들의 꽌시 내의 구성원들이 도움이 필요

하다고 했을 때 최선을 대해서 도움을 주었는지에 의해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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꽌시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데 신용은 꽌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회사에 고용된 간부의 경우 당장 현금이 

없어서 물건 가격을 구두상으로 의논한 다음에 재료들을 일단 먼저 공장으로 배

달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돈을 주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 회사의 현금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1년치 연봉

에 해당하는 돈을 개인 저축에서라도 지불해야 한다.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

우 그의 신용은 손상을 입게 된다.

d. 빠오다(報答)-호혜성(의무와 복종)

빠오다는 중국사회 꽌시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빠오다는 중국어에서 보답(報答), 

보은(報恩)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향촌사회의 중국인들은 경제적

으로 농사와 개인자금 상에서 꽌시 네트워크에 많이 의존했다. 긴 한 향촌사회 

내의 많은 상황에서 사실상 개인 네트워크는 물질이나 금전보다 더 귀중했다. 농

사철에 일손이 부족한 집안 가 가 나 에게 일손을 빌리는 것이 환공(換工)

이다. 한편 다 라는 노동력이 부족한 집안이 다른 집안들(라, 마, 바) 에게 도움

을 청하고 나중에 갚으려는 것이 방공(幇工) 으로 노동력의 교환이 힘든 가정의 

경우는 돈을 주어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방공은 다 는 다른 집안 라

마 바 에게 갚아야 할 사회적인 빚을 지고 있고 나머지의 집안들은 다

로부터 되돌려 받을 은혜가 있는 것이다(Hsu, 1975). 

이러한 의무관계는 다 로 하여금 다른 기회에 라 마 바 에게 갚을 

의무가 주어지며, 라 마 바 는 언젠가 이를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된다(Hsu, 1975). 이러한 관계는 중국의 향촌사회와 같이 호구제도가 존재해

서 거주이주가 용이하지 않았던 사회에서는 관계내의 구성원간의 범위와 구성원

이 안정적이고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폐쇄적인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

고, 구성원들간의 사회적인 채무관계가 이행될 것이라는 확신이 존재하게 된다. 이

러한 사회의 상대적 폐쇄성과 안정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꽌시를 통한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꽌시는 호혜성이 없다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누군가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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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체면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이며 이는 불신으로 이어진

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 있어 빠오다는 독특하다(Kirkbride, 1991, pp.365-386). 이

러한 개념은 사람들에게 의무감을 지우는데, 우선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를 되갚

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먼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한 망설

임이 적어진다(Gouldner, 1960, pp.161-178). 중국인들에게 있어 거래나 교환은 상

호적인 이익이 존재할 때 발생하는데 이러한 빠오다는 관계를 유지시키는 수단으

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전술한 것과 같은 특징을 가진 꽌시는 어떻게 발생한 것일

까. 전통 중국이 정치․문화적 통일체를 이룬 하나의 보편적 국가 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족제도의 연장이었다. 그래서 전통 중국사회에서 가족은 국가의 원형이

자 모형이었으며 또 국가는 가정이 확대된 것으로 보았다.

 전통사회가 이 같은 가정을 중시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전통 중국사회가 농

업 중심의 사회라는 점과 접한 관계가 있다.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농민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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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조상들

이 살던 땅에서 살고 후손들도 같은 땅에서 살 수 밖에 없었다(Hsu, 1965). 또한 

주업인 농업은 소수의 몇몇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친족

(씨족)간의 집단적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곳에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정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오

랜 기간동안 뿌리깊게 배어있는 유교 문화의 향으로 친족간의 부조(扶助)가 가

능하 던 것이다. 또한 이웃이나 처가, 외가는 철저하게 친족의 범위에서 제외된

다. 하지만 (한 마을 내에서) 혼인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들은 ‘확장된 가족’의 개념

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정분의 교환은 제한된 관계의 사슬의 범위 내에 한

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은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이용하 으

며 관계 내의 사람들에게는 심리적 만족을 줌과 동시에, 각자에게 장차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해 상부상조를 통한 보험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꽌시는 

인간 생활의 중대사를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해결해 왔으며, 꽌시는 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맥관계

를 형성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3.  사회자본으로서의 꽌시의 기능

꽌시에 대한 기존 연구에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입장과 동시에 부정적인 면

을 강조는 하는 입장이 공존하듯이 꽌시를 사회자본으로서 접근할 때도 이 두 가

지 측면이 같이 나타난다. 우선 부정적인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사회와 

같이 시장의 변화가 빠르고 대처가 점점 더 급박해지는 환경 하에서 장기적인 측

면에서 꽌시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비효율을 의미할 

수 도 있으므로 부정적 향을 초래 할 수 있다. 꽌시와 같은 연결망이 많은 경우

는 적은 경우보다 일의 수행에서 효율성을 가지지만(Hansen, 1998), 너무 과도할 

경우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단점은 구축하는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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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둘째, 꽌시 내의 결속력은 갈등을 낳을 수 있다. 특히 꽌시는 관계 내부에서는 

규범을 통해서 신뢰를 형성하고 기대와 의무를 주고받는 작용을 하지만 꽌시 밖

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차별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꽌시 내  사람

들 간에 존재하는 강력한 결속력은 꽌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구성원들을 과도하

게 구속하게 된다. 이러한 구속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룹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불신과 불평등을 낳아 파벌주의와 삶에 대한 무기력을 초

래하게 된다. 

셋째, 꽌시는 부정부패와 연결된다. 사회자본으로서의 꽌시는 인적․물질적 자본

과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우정이나 애정에서 기인한 

것일 경우에는 별 문제 되지 않겠지만 금전과 권력의 고리를 통한 거래가 중심이 

된다면 주저없이 부정부패와 쉽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긍정적인 측면은 우선 꽌시는 광범위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데 있다. 중국에서는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꽌시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은 곧 시장상황과 사업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는데 자원이 되며 

장래의 사업 전망을 좋게 만들 것이라는 점과 새로운 사업을 얻을 수 있는데 효

율적이다(Davies  etc., 1995, pp.207-214). 네트워크는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를 모

으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 특히 법률 조항보다는 일에 대한 책임자가 곧 

법인 중국적인 상황이나 같은 중국 내에서도 각 지방마다 다른 법해석을 고려해 

볼 때 그런 사항이 잘 성문법화되어 있지 않고, 수입규제나 제한과 같이 변동이 

심한 부문에서는 꽌시 네트워크가 아주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정보의 획득에 있

어서 정보의 수혜자가 구조적 혈의 위치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전체적인 차원에

서도 가치 있는 정보의 확산을 통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불확

실한 중국시장에서 꽌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작용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래비용을 줄이며,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

할도 한다.

둘째, 힘과 향력이다. 다양한 꽌시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꽌시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큰 향력을 가진다. 이를테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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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싱가포르에 살고 있지만 과거 중국의 A라는 지역 출신의 화교 사업가 왕은 A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내의 다른 사업가와 A지역 내부의 관계자

를 서로 연결시켜줌으로써 힘의 이익을 가질 수 있다. 왕은 이러한 가교 역할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중간에서 중재함으로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는 결속력이다. 강력한 사회규범과 신념은 국지적인 규율과 관습에 따르

도록 독려하고, 같은 꽌시 내에 있는 사람들은 꽌시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친족 조직과 같이) 강력한 규범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가지는 결속력의 이익을 

통해서 감시비용을 줄이고, 높은 책임을 가짐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가

질 수 있다(Ouchi, 1980). 

4. 기업가의 입장에서의 꽌시 활용 

기업의 꽌시 활용은 기업가의 입장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기업가에 대한 기

존의 연구11)와는 달리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어 가는 기업가의 경제활동에 중점

을 둔다. 기업가란 기존의 사회관계, 가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거나 변형시켜서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유형의 사람이다(Belshaw, 1955, p.23). 또한 기업가의 특

성은 하나의 단위로서의 사업 경 관리, 이윤 획득을 위한 투기, 사업의 혁신, 불

확실성의 창출을 하는 것이다(Belshaw, 1955, p.23). 이는 기업가가 기업발전을 위

해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할 때 기업과 외부의 연결망을 발전시킴으로서 여러 인

11) 기업가적 행위의 동기로서 작용하는 가치와 태도를 규명하려는 시도(Max Weber, 

1904)로부터 시작되어 기업가들의 성장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

려는 사회심리학적 연구(Geertz, 1963, Hagen, 1963, Kunkel, 1963, McClleland, 1963)로 이

어진다. Weber는 유럽의 자본주의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트파의 종교적 

윤리 속에서 경제적 합리성의 기원을 찾으려고 하 다. 그러나 C. Geertz(1963)는 인도네시

아 자바의 모조쿠토(Modjokuto)와 타바난(Tababa) 지역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특정 형태의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기업가적 활동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입증하 다. 또한  

McClleland(1963)는 ‘성취동기’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으며 Hagen(1963)은 이전의 위계질서 내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고 느끼던 하위 엘리

트 집단이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 창의적인 인성

을 형성을 형성하도록 자극하고 결국은 기업가 정신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 다. Kunkel 

(1963)은 Hagen의 연구를 비판하면서 ‘조직적 조건화’, 즉 상벌의 조작을 통해 바람직한 행

동을 학습시키는 방식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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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물적 자원, 즉 꽌시와 같은 사회자본들을 활용하고 기업가의 결정을 정당화하

며 특정한 사회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Barth는 노

르웨이에서의 연구12)를 통해서 기업가가 개인의 노력을 통해 기업가 자신의 이윤

을 극대화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Barth의 연구모델을 이용한 한상복은 한국의 사

례13)를 통해서 기업가는 개인이윤이 비록 낮을지라도 기업과 같은 공동체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보아 Barth와는 다른 결론을 내었다.

 그러나 중국의 향진기업가들은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동향사람들의 이익도모 

그리고 자신의 이윤추구 모두를 위해 노력해왔다. 향진기업가는 지방활성화를 위

해 노력하는 지방간부와 자신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꽌시가 있는 지방간부의 

미엔즈를 상하게 할 수 없었으며 자신을 믿어주는 지방간부에 대한 빠오다를 위

해서라도 지역공동체의 이익에도 소홀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

업가는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자본인 꽌시도 이용하 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향진기업가는 효율적인 기업 운 을 통해 개인의 이익과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

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그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내부 혹은 외부의 꽌시를 사회자본으로서 이용하 다고 할 수 있다.   

12) Barth(1963)는 북부 노르웨이의 여러 지역공동체 내에서의 기업의 역할과 향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단시의 사회 변동과정, 외부의 변동에 대한 전통적 유형의 지속, 지방 기업가

의 활동과 이에 대한 공동체 성원들의 반은 등을 설명하 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기업가적 활동의 본질이 새로운 거래의 가능성을 개척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가의 이윤은 극대화된다는 점을 강조하 다.   

13) 한상복(1984) 은 한국 남해안의 한 어촌에서 사회변화를 일으켰던 지방사업의 기업과정

을 분석하 다. 그는 한 어민의 기업가적 활동을 중심으로 기업과정을 분석하고 기방사업

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경제 역의 변화와 미래의 사회경제적 개혁에 관하여 예측하 다. 

또한 공동체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을 이용하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기

업가정신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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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향진기업 발전과 꽌시의 역할

제 1 절 경제적 지역주의와 향진기업의 발전

1. 경제적 지역주의의 발생과 향진기업의 발전

1978년 이후 계속되어온 개혁 개방 기간동안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하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중 가장 큰 문제는 지방분

권화를 통한 경제적 지역주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박월라, 1992).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적인 자유화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확대시켜 주었으

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로의 경제정책의 권한은 급속히 이전되었다. 지방정부는 자

신들의 지역 안에서 경제 운 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율권 확대를 

통해 중앙정부에 의한 계획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이라는 숙제를 해결

하 으며 점차 지방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강화로 이어졌다. 과거 중앙통제 하에 

있던 기업들이 지방통제로 이양됨으로써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

한을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한 자주권 확보와 기

업에 대한 통제 강화라는 이중적 관계에서의 권한 확대를 통하여 분권화로 인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일부 지역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 내지 장

려한다(先富)”라는 불균형성장 정책은 장기적인 국가 목표인 ‘공동부유(共同富裕)’

에 이르는 중간 단계에서 용인될 뿐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에서 사실상 연해지역과 

내륙지역간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

지 못한 내륙지방으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에 대해 더욱 불만을 가지게 

하 다(박병석, 1999). 따라서 지역적 장점을 특화시킨다는 방침은 오히려 각 지방

이 중앙의 차별적 재정할당과 투자분배에서 자기지역이 차지하게 될 몫에 큰 관

심을 집중시키게 되고, 각 지방간에 자기 지방을 보호하려는 ‘지방보호주의적’ 경

향을 강하게 대두시켰다(박병석, 1999). 또한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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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장을 분할, 봉쇄하는 등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독립적인 정치적 경

제적 단위를 형성하려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첨예화되고 있다. 

개혁 후 중앙정부는 세율, 통화량, 곡물 수매가격 등 간접적이고 거시적인 조절 

기능을 의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방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재정, 물자, 인력 공급은 주로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자원 배분

에 의해 이루어졌다(Chiristin, 1992). 특히 중앙과 성(省)을 비롯한 각급 행정 단위

간에 재정청부제(財政承包制)14) 개혁이 실시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확대시

켰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재정수입의 증대의 추구를 목적으로 지방

경제에 대한 간섭의 필요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 다. 지방정부의 재

정수입은 지방사회의 생산결과물에 따른 배분과 관련된 상급기관에 의해 결정되

는데 일반적으로 경제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지방들은 상급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급정부로부터 재정보조금 등 보다 많은 지

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경제 상태가 좋고 지방재정수입이 높은 지역의 

경우엔 가능한 상급정부에 대한 상납을 줄이고 지방의 경제적 중요성을 수단으로 

하여 해당 지방의 이익을 상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반 하고자하는 등 지방정

부의 이득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 

지방정부는 농업보다 공업화를 선호하 는데 그 이유는 농산품과 공산품간의 

협상가격차에 의해 농산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농업 생산은 상대적

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전성흥, 1995, p.100).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농

업생산이 증대되더라도 지방정부의 세금수입 증대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

문이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농업생산의 증대가 지방경제의 발전과 직결되지 않고 

잉여유출의 증대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농업생산의 과제는 타지방에 전가하고 자

기 지방은 공업발전을 통해 재정수입과 경제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Joe, 

1998.p.43) 개혁 이전 중국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원화된 사회구조’ 하에,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를 엄격히 통제하여 대부분의 농촌 인구의 도시 유출을 막을 수 

14) 재정청부제는 각급 정부단위 별로 중앙과 상급정부와 재정청부계약을 체결하여 지방 

재정수입의 일정 부분을 중앙 및 상급정부에 상납하도록 하고, 나머지 유보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처분에 위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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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러나 공업화에 진행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화 상황은 여러 가지 사

회문제를 낳았다. 왜냐하면 이들이 도시로 유입될 경우에 도시 주민에 대한 복지 

부담의 증가로 제한된 중앙재정에 향을 미칠 것이 자명했으며 이는 곧바로 복

지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민들의 불만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유입될 농촌인구들에게 사회보장이라던

가 주택, 연료 공급 및 자녀 교육들에 대한 재정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유입은 바로 중앙정부의 부담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향진기업이 열악한 중앙 재정 하에서의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중앙정부는 향진기업의 발

전으로 농업을 지원하겠다는 농촌 내에서의 순환적인 발전을 생각했던 것이다. 비

록 상급정부에 통제를 받지만 작은 지역 내에서 작지만 완전한(小而全) 형태의 

독립적인 행위주체로서 자율권을 지닌다(Byd, 1990, p.359). 향진기업은 인민공사

(人民公社) 해체이후 기존의 사대기업(社隊企業)을 대신하여 등장한 것으로 새로 

투자․설립된 집체기업(集體企業)을 비롯하여, 개체호(個體戶: 개인기업), 연합기업

(聯合企業: 동업기업) 등 다양한 소유제 형태로 ‘농촌지역’에 존재하고 ‘농민들’에 

의해서 설립된 공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의 ‘비국유기업’에 대한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이근 외, 2000, p.258). 그래서 외국 회사들에 의해 투자를 받은 경우에도 향

진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15) 

 이런 농촌 내에서의 공업 발전은 농촌 내에 존재하는 잉여 노동력을 흡수함으

로써 도시유입으로 인한 불안을 막아보겠다는 의도 다. 농촌 문제의 농촌 내의 

해결이라는 대안은 향진기업의 원료조달, 생산, 판매가 지역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

루어지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일자리를 제공하되 농촌을 떠나지 않고도 가능하게 

15) 1996년 10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 2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 2조에 따르면 향진기업이라 함

은 농촌경제조직이나 농민의 투자위주로서 향진(薌鎭, 관할 村을 포함한다)에 설립되어 농

업을 지원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각종 기업을 말한다. 전 항에서 “투자위주”라 함은 농촌집

체경제조직이나 농민의 투자가 50%를 초과하거나, 50%를 초과하지 못하더라도 주식을 통

제할 수 있거나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것을 말한다. 향진기업이 기업 법인의 조건에 부합

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 기업법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농촌지역 내에 설

립되는 한 향진기업의 범위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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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향진기업 차원에서도 좋은 대안이 되었

다.

2. 지방정부의 향진기업 지원

지방정부는 농촌 공업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향진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었다. 이를테면 부족한 기술 인력들을 개별 향진기업을 대신해서  도

시로부터 구해온다든지 전력공급, 공업용수공급 등 향진기업의 생산과 활동에 필

요한 모든 역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향진정부의 기업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a. 자금 지원

향진기업의 투자자금은 개별 농민, 집체자금, 기업 자체 보유자금 등 세 가지이

다. 그 중에서 집체자금이 주요 원천인데 이는 주로 지방정부를 통해 제공되고 있

다. 지방정부가 자금을 조달해주는 방법은 농업은행과 농촌신용사(農村信用社)16)

를 비롯한 농촌의 금융기관을 통해서이다.17) 제도적으로 농업은행은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관리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은행간부의 인사 및 평가에 있어서 여전히 

관여함으로서 지방정부의 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전성흥, 1995, p.113) 

따라서 농업은행은 대출업무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었다. 신

용사 역시도 지방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향진기업은 지방정부에 의해 

16) 농업은행은 제도적으로는 국가 금융기관으로서 중앙 및 상급기관의 수직적 통제 하에 

있다. 1980년대 초 금융개혁이 실시됨으로써 농업은행은 당해 연도의 예입과 지출의 차이

에 따라 다음해의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 다. 이는 농민은행의 대출 기능을 

강화하 고 지방의 소득증대에 따른 예금 증가로 향진사회의 주요 자금출처로 기능하고 있

다. 농촌신용사는 제도상 농촌에서의 금융서비스 제공하는 농촌의 협동조합식 민간 금융기

관이다. 인민공사 시기에는 생산대대에 의해 관리되어 ‘국가은행의 농촌기층구조’의 역할을 

수행했다. 개혁 후 민간자치조직으로서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 으나 여전히 농민

은행과 지방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

17) 이러한 금융기관을 통해 향진기업에 투자한 자금에 대한 위험부담은 대체로 지방정부

가 지고 있다(Byd, 1990, pp.1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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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농업은행과 농촌신용사를 통해서 

향진기업에 투자 지원했다는 사실은 아래의 두 개의 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표 2> 국가(농업)은행이 전체 대출액 중에서 향진기업에 대출해준 자금의 비중

이 1978년 1.2%에서 1989년 7.7%로 크게 증가한데 비해, 농업에 대한 대출은 

5.3%에서 7.2%로 소폭 증가했다. 

<표 1> 국가은행의 농업 및 향진기업에의 대출비율(1978-1989)    (단위: %)

국 가 은 행 1978 1983 1984 1987 1988 1989

농업대출비중 5.3 6.7 8.3 7.5 7.7 7.2

향진기업대출 1.2 2.8 4.5 6.4 6.9 7.7

출처: 丁光 , 1993, p.97.

<표 2> 농촌신용사의 농업 및 향진기업에의 대출비율(1978-1989)  (단위: %)

농촌신용사 1978 1983 1984 1987 1988 1989

농업대출비중 73.2 63.3 62.0 53.4 49.8 47.8

향진기업대출 26.8 36.7 38.0 46.6 50.2 52.2

출처: 丁光 , 1993, p.97.

이에 비해 지역주민의 자금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촌신용사의 경우 1978

년에는 73.2%대 26.8%의 비율로 농업에 대한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989년

에는 47.8%대 52.2%의 비율로 향진기업에 대한 대출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향진정부는 농촌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지원 외에 향진 재정 수입

의 일부를 기업 투자에 할애하고 있다. 또한 아래의 <표 3>은 10개성에 소재로 

한 200개 대형 향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로, 향진기업 창설 시 동원

된 자본 중 향진기업의 재정 자금에서 직접 기업에 지원된 설립자금과 은행을 통

해 투자된 집체자금이 향진기업 운 자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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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향진기업 자금의 재원별 비중(기업창립)                 (단위: %)

자금출처 기업 창립

 합계  100.0 

 국가자본    4.0 

 집체자본   67.6 

  은행대출   38.2 

  지방정부지원자금   29.4 

 기업자본   13.0 

  자체자금    0.0 

  타기업자금   13.0 

 농가자본    6.5 

  기업내 직공    5.4 

  외부인    1.1 

 기타    8.9 

출처: 周其人, 1987; 전성흥, 1994, p.594에서 부분 발췌.

b. 세제 혜택

1966년 이래로 농촌 사대기업의 공상소득세(工商所得稅)는 일반적으로 20%의 

비례소득세가 적용되었다. 중앙정부는 개혁 초기에 농업 생산의 발전을 지원한다

는 취지에서 세율을 조정하여, 사대기업에 대한 과세(課稅)는 면세 혜택을 주었

다.18) 그러나 이는 향진기업과 여러 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도시지역의 국 기업

과 사 기업의 불만을 낳았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1983년 9월 ‘8급 누진세율제’   

적용을 통해 도시지역 기업들의 불만을 줄이려고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세율의 

적용은 향진기업과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불리했다. 새 세율의 적용은 향진기업이 

이윤 중 지방정부에 상납해야 하는 정도까지 감안한다면 향진기업의 부담을 지나

치게 늘어나게 했다(전성흥, 1995, p.596). 그러나 이에 향진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지방정부는 중앙의 몇 차례에 걸친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향진기업에 대한 감․면세의 혜택을 통해서 과거의 비례세율에 의한 세금

18) 담배, 술, 면사 등과 관련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창업 초기에 2-3년 간 공상 소득

세를 감면해주고, 연간 소득액이 3,000 위안(元) 미만인 기업은 면세 혜택을 주었다(서봉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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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과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1984년 이후 지방 분권화에 의해 지방정부의 권한

이 크게 확대되어 향진기업과 관련된 세무정책 결정에 있어서 자율적인 부분이 

확대되었는데 향진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각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정

책이나 향진기업이 발달된 지역의 경우는 재정청부제의 실행 시 지방정부의 몫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비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재정적인 이득보다는 

지역경제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향진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 활동 전반에 걸쳐 암암리에 계속되었다. 

제 2 절 향진기업가와 지방간부의 꽌시 형성과 발전

1. 향진기업가와 지방간부의 꽌시 형성과 내용

개혁이전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간부는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수많은 

기관들을 통하여 다양한 역에서 인민들을 ‘지도․통제’ 하 다(Lieberthal, 1995 

). 특히 지방간부들은 경제적 역할과 활동에 있어서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었

다. 이들은 인민공사나 생산대대 단위의 경제운용 계획을 세우고 여러 경제주체들

이 상부기관이 지시한 생산 할당량을 채울 수 있도록 생산 활동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 다. 인민공사 체제에서는 간부들이 경제 활동 전

반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공사를 통해서 움직이고 생산계획

은 물론 분배 등도 간부들을 통해 전달되는 위계적 국가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졌

다. 상부의 지시사항들은 지역민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간부들은 중앙의 방침

이 정해지면 농민들이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순순히 동원되는데 감시․지휘의 역

할을 담당하 다(전성흥, 1998). 그러나 간부들이 항상 상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았다. 간부들은 한편으로 전국적 정치운동 등이 관할 지역에 미치는 

향을 완화시켜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 고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군림하거나 

농민들의 이익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농촌 간부들은 당이나 국가 조직 

위계상의 단순한 하위 구성원이 아니라 상급기관에 대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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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역할도 겸하 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도 간부들은 같은 국가 조직의 하부 

구성원으로서 농촌 사회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상부기관과 

농민들의 사이의 의견을 중재하고 반 하는 창구로서 적절히 이용하 다. 이러한 

간부의 역할은 개혁 개방이후 시장경제의 도입과 확산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그

대로 유지되고 중국 농촌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다.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방정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각종 수단을 동원하

여 지역의 이익을 스스로 보호해야했다(Oi, 1995). 지방정부가 향력을 가질 수 

있게된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토착간부들이 확고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토착간부들이 가진 확고한 정치권력은 그들이 수십년 

동안이나 지역의 ‘지배자’ 위치를 지키며 쌓아온 것인데 이는 당 지도부 내의 다양

한 파벌간의 정치권력 다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문화대혁명기를 제외하고는 

주요간부들의 권력의 상실이 없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현 이상의 모든 주요 

지위는 ‘원로간부’라고 불리는 공산정권 수립 이전부터 활동한 간부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거의 문화대혁명까지는 이러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했다

(Oksenberg, 1969, pp.155-157). 사실 지방간부들은 은퇴제도도 전근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토착화되기 쉬웠으며 또한 그 동네에서 나고 자라며 그 동네에서 학교를 

마치고 간부가 된 사람이 많았다. 이러한 토착간부들의 최대위기는 문화대혁명기

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지방간부들은 중앙간부들에 비해 생존 확률이 매우 높

았다.

 <표 4> 중앙과 지방간부의 문화대혁명의 향

조 직
숙       청 생       존 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중 앙 337 70 144 30 481 100

지 방 398 54 335 45 733 100

계 735 61 479 40 1,214 100

출처: 이홍 , 1997,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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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지방간부 중 54%만이 숙청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4인방의 향력

이 지방 차원까지 하달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비록 이 기

간 중에 숙청되었을지라도 상당수가 그 이후에 복직되었다. 이홍 은 문화대혁명

이 토착간부들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있었다는 견해를 제시했는데(이홍

, 1997) 이는 비록 ‘간부’가 비난을 받는 상황에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비 을 

지켜주는 개인적 신뢰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는 공식적인 관계보

다는 동향이라는 배경과 인간적인 관계에 의한 유대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개혁개방이후 변화된 간부정책19)은 중국의 지방간부의 대해 교체이동제

도를 원칙으로 하여 지방간부가 자신의 연고가 있는 지방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 다. 이는 연고지 근무 회피제도(廻避制度)가 실시되어 온 이유 중 하나로 연

고지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혈연관계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 간부로서 바람직

하지 못한 행동을 하기 쉬우며, 지방 근거지를 바탕으로 지방관리가 중앙의 권위

에 반하기 쉽다는 우려에서 다(Lieberthal, 1995). 그러나 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면 지방간부는 짧은 기간 내에 해당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임기응변식의 방법을 동원하는 

경향이 다분하고, 임기기간이 짧다는 점은 무사안일의 근무심리를 조장하며, 장기

적인 계획을 통한 지역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방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 다. 지방정부는 개혁이 가져온 새로운 지방행정의 과중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지방간부를 필요로 하게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간부가 갖추어야 할 자질

로서 무엇보다도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집행을 위해서 

지방의 상황에 대한 잘 알고 있고, 지방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했다. 그러므로 

개혁 이후 그 지방 출신 또는 장기간에 걸친 해당지방 근무 경력이라는 조건은 

지방간부 채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고 타지방 출신자에 비해 높은 

직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문지식을 갖춘 지방간부들은 개인적인 성취 

뿐 아니라 지방의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게 하 다. 이러한 간부들

19) 지방 간부임용은 다음의 3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첫째, 해당지방 출신 또는 

그 지방에서 오랜동안 공장, 현, 시 등의 간부를 역임하여 지도급 간부직에 승진되는 경우, 

둘째, 티벳․신강 등 소수민족지역에 주로 해당하는 것으로서 중앙에서 파견되는 경우, 셋

째, 여러 성을 경유한 전문적인 행정관료 출신자인 경우이다(김경주, 1997,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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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신 배경을 통한 결속력은 간부들이 현직에 있건 은퇴했건 간에 지방경제에 

향력을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물론이며 향진기업의 입장에서는 자

신의 편의를 봐 줄 지방간부와의 안정적인 꽌시를 기업 경 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꽌시에 의한 향진기업의 발전

향진기업을 운 하는데 있어 꽌시는 매우 중요하다. 지방간부와 긴 한 꽌시가 

있다면 지방간부는 때에 따라서 지방정부로 들어올 이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

다(Joe,1998, p.43) 일반적으로 이러한 꽌시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

은 같은 지역을 배경으로 가족, 친지를 이용한 혈연 꽌시이다. 그리고 학교20)나 

직업을 통해 맺은 인연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기타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꽌시는 맺어지고 활용되고 있다. H향의 G실크회사의 은행대출문제(王漢生, 1997)

는 다양한 꽌시의 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G사가 창립

된 이후 몇 년간은 은행의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금유동성의 문제로 은행대출의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1988년에 G회사

의 B부서기는 지역의 농민은행의 업소 주임인 C와 같이 현의 농민은행 책임자

인 D를 찾아 정식으로 인민폐 20만원의 대출을 요청했다. 현의 농민은행 대표인 

D는 이에 대해 이 일은 먼저 현의 위원회와 현 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같이 갔던 업소 주임인 C를 힐책하 다.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B는 현재 현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의 부위원장

인 E가 생각났다. 왜냐하면 E의 아버지는 과거 B와 같은 작업조에 있었으며 당시 

조장이었었기 때문이다. B는 즉시 E의 부친을 찾아갔는데 E의 부친은 오랜만에 

본 B를 매우 융숭히 대접하 다. 그리고 B가 은행대출문제를 꺼내자 E를 불러서 

20) 동창이라는 것은 중요한 꽌시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런 까닭에 학력이 높은 향진

기업가일수록 이점을 누리게된다. 90년대 초까지 중국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후 국가의 배

정에 의해 직장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업가들은 

인근 각지의 지방정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동창생 네트워크를 갖게 된다(Wank, 1996, 

p.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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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하 고 아버지의 미엔즈를 생각한 E는 다음날 B에게 D행장 앞으로 주는 서

신을 건네주었다. 동시에 B는 과거 현의 농민은행 부행장이었던 F의 힘도 빌렸는

데 F도 B와 같은 작업조에 있었기에 서로 면식이 있었다. 며칠 후 B는 F와 함께 

D를 찾아가서 E의 서신을 건넸고 서신을 읽어본 D는 E와 F의 미엔즈(面子)를 고

려해서 다음날 대답을 주겠다고 했다. 다음날 D는 대출책임자와 진(鎭)의 업소 

주임인 C와 함께 공장에 와서 회사를 둘러본 후, 상황들을 파악한 후에 20만 위안

(元)의 대출을 승인해 주었다. 그 후 이 회사는 이자와 원금의 변제에 성실하 으

므로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인정받아 그 해 하반기에는 40만 위안(元)의 대출을 받

을 수 있었다. 

중국사회의 경제적 지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향진기업과 지방정부는 기관 대 

기관의 공식적인 협조 또는 지원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국유기업이

나 동남연해지역의 경제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졌기에 향진기업에게까지 자원을 

배분할 의도도, 그럴만한 자원의 여유도 없었다(Christine, 1992).21) 그래서 지방정

부의 지원은 분명 지역 내의 향진기업이 발전하는데 큰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향

진기업은 지역주의에 따른 지방정부의 향진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에 만족하

지 않고, 지방간부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동원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추구하여 동일 

지역의 여타 기업보다 우월한 비공식적인 지원을 요구하 다. 여기에는 향력 있

는 지방간부와의 보다 개인적이고, 보다 은 하고, 보다 교환적인 성격을 갖는 꽌

시가 이용되었다. 

상기의 경우와 같이 군복무를 했다거나, 공장에서 근무했던 것과 같은 다양한 

경력도 꽌시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향진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에서는 기업운 을 시작하기 전에 형성된 꽌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사업

상의 필요에 따라 예전에는 잘 모르던 지역내 간부들과도 새로운 꽌시를 구축하

21) 또한 사실상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등의 연해지구의 발전의 원인에 있어서도 이들이 

단지 시기적으로 빨리 개혁개방의 대상지역이 된 것 뿐 만이 아니라 꽌시와도 연관이 있

다. 즉 해외화교의 대다수는 동남연해 지역의 출신이고 이들이 이후 중국에 투자함에 있어

서 예컨대 조주(潮州)지역 출신은 조주(潮州)에 투자하고 산두(汕頭)지역 출신은 산두(汕頭)

에 투자하게 된다. 이는 ‘가향관념(家鄕觀念)’에 따라 출신지역이라는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고, 결국 ‘꽌시’라는 개념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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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들이 새로운 꽌시를 통해 원하는 것은 서로 간의 미엔즈를 

지켜주고 빠오다를 교환할 수 있는 신용이 기반이 된 관계를 의미한다. 호북성(湖

北省) 무천향(武川鄕)에 있으며 강철선 생산을 주종으로 삼는 ‘갑 이라는 회사는 

1986년 이전에는 공장의 생산, 규모가 매우 작았고 수작업을 위주로 삼았으므로 

초기에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기업발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

다(胡必亮, 1999, pp.119-125). 그러나 86년 이후 기업이 대규모의 기계설비를 갖춤

에 따라 전력부족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지구에서는 군대의 농

장이 있었는데 이는 무한(武漢)군부가 관리하고 있었다. 부대 농장의 전력은 정부

에 의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었고 안정적이었기에 꽌시를 통해 군대가 기업을 

도움으로서 이 전력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다. 당시 부대 농장 내

에서 전력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인 B는 이 지역사람들과는 어떤 혈연

관계나 업연(業緣) 등의 관계는 없었다. 그는 하남성 출신이었고 가족들도 모두 

같이 호북성으로 올라와 살고 있었으며 본가에 다녀오는 일도 매우 드물었다. 그

런데 마침 갑 회사의 공장장인 C는 그가 타향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오래 전부

터 명절 때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여 왔었고 그로 인해 

두 집안은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때마침 전력문제가 대두되자 C는 B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B는 즉시 전력관리 책임자인 D에게 상황을 설명하 고 군부대는 

A공장에 전선을 가설하여 전력을 공급하 다. 심지어는 부대 내 농장에 전력이 

부족하더라도 공장에는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성의를 보 다. 

이 사례에서는 꽌시를 통해 향진기업은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간부가 감정적으

로 고마움을 느끼게 만듦으로써 급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입장

에 서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직․간접적으로 여러 다양한 형태의 꽌시를 통

해 전력을 공급받는다든가 은행 대출을 받는다든가 하여 향진기업은 스스로가 해

결하기 힘들었던 자원배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사실 이런 사례들은 중국에서

는 결코 특수한 것들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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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향진기업의 꽌시의 활용

향진기업이 자원배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한 것은 지방간

부와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꽌시라는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향진기업의 성장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꽌시는 오랜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

는 인적 네트워크이고 따라서 향진기업가와 지방간부는 인적으로 동향(同鄕), 동

학(同學), 혈연(血緣) 등과 같은 요소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실제적으

로 꽌시가 향진기업가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한편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아들인 향진기업의 경우 향진기업가

가 외국인이 될 경우22) 꽌시 형성이 일반 향진기업과 달리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

이다. 먼저 제 1 절에서는 중국의 일반적인 향진기업가의 꽌시 활용 사례를 연변

지역의 백운전기기계공사(白雲電氣機械公司)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제 2 

절에서는 태연완구유한공사(蘇州泰淵玩具有限公司)의 한국인 향진기업주의 사례

를, 제 3 절에서는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진동전기공사(眞動電氣工

社)의 향진기업가에 대한 사례이다. 이 기업가들의 꽌시 이용이 기업의 발전에 어

떤 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제 1 절  백운전기기계공사(白雲電氣機械公司) 

1. 지역적 환경

백운전기기계공사(白雲電氣機械公司; 이하 백운)는 연길시 흥안향에 위치해있다. 

백운이 위치한 중국연변자치주는 전체 30개의 소수민족자치주 중에 하나이다.23) 

22)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기업 

형태로 향진기업의 범주에 속한다.

23) 현재 중국에는 총 5개의 소수민족 자치구와 30개의 자치주, 126개의 자치현이 존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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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길림성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도는 연길시(延吉市)이다. 면적은 중국 국

토의 0.44%를 차지하는 42,700㎢이고 북반구의 중온대 습윤계절풍 기후에 속하며, 

연평균 기온은 5.3℃로서 사계절이 뚜렷하다. 강우량은 709.6mm로 많은 편은 아니

다. 전체인구는 218.45만 명이며 주요 도시는 연길시(延吉市), 도문시(圖門市), 돈

화시(敦化市), 혼춘시(琿春市), 용정시(龍井市), 화룡시(和龍市), 안도현(安圖縣) 등

이 있다. 연길시 총인구는 38.95만 명이다. 연변 조선족자치주 인구는 한족이 

58.2%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인 조선족은(전체인구의 38.94%) 그

중 93.2%를 차지하고 있다. 연길시, 도문시, 용정시, 화룡시 등 4개 도시는 조선족

이 한족을 초과, 각기 현지 총인구의 59.06%, 57.88%, 67.59%, 55.47%를 차지한다. 

연변자치구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 조상들의 활동무대이었으며, 현재 조선족 

교포들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 보통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

치 정부조직 내에서도 대다수를 조선족이 차지하고 있다.

2. 기업 개요

 1. 기업개요 

 백운은 길림성에서 드문 조명기기 회사로서 산업용 램프를 대량생산, 판매해왔

으며 여러 유명 기업체들에도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 기업의 전신기업은 

사대기업으로서 1989-91년까지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없게 되어 적자가 많았으나 

북경의 국유기업 간부로 일하고 있던 연변 출신 공장장이 임명된 후 상황이 나아

지게 되었다. 현재 백운은 1995년에 1차적으로 생산라인을 확대하고, 2000년에 총 

4,000만 위안(元)을 투자해 새로운 공장을 구축하 다. 현재 회사의 면적은 3만 ㎢

이며 직원이 600여명에 달하며 상당한 실력을 가진 국내외의 엔지니어를 갖고 있

다. 고정재산이 3800만 위안이고 연간생산액이 5000만 위안에 달한다. 현재 백운

의 제품은 내수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 등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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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운의 신용(信用), 바오따(報答) 및 미엔쯔(面子)

 연변지역의 향진기업은 지방정부에서 공장장을 임명하는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표 5>에서 보다시피 임명된 공장장의 출신에 있어 지방정부에 의한 

임명자가 아닌 자는 도시 국유기업에서 초빙하거나(18.6%) 공장의 노동자 중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선출하거나(5.7%) 또는 양성함으로써(21.4%) 과거와 비교하면 증

가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지방정부가 공장장을 임명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

(54.3%)을 차지하고 있다. 

<표 5> 연변 지방정부의 공장장 임명

공장장

임명

지방정부 임명 38(54.3) 

      양성 15(21.4) 

    초빙  13(18.6) 

    선출  4(5.7) 

임금
지방정부 결정  46(65.7) 

      공장장 24(34.3) 

면접 인용 주1) 기업재산소유권은 집체기업에 한함.

출처: 中國社會科學經濟硏究所, 1987, p.35.

공장장(사장) 청부제24) 이후에는 공장장이 공장 내에서의 권한을 가지고 행동하

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장장의 권한 강화 는 곧 지방정부의 약화 라고 생

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상은 그 공장장을 임명하는 것이 지방정부이므로 권한

의 약화 라기 보다는 관계의 강화를 통한 권한 유지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백운의 공장장25)도 임명되었다. 기본적으로 지방간부는 신뢰할 

수 있고 지방정부에 유리한 사람을 공장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즉 이 과정에서 지

24) 향진기업은 국유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시장적응력과 자율적인 경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향진기업은 국가의 경제계획 밖에서 시장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 요

소로서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는 것이 향진기업의 경 에 있어서 대부분 청부나 임대의 

방식으로 경 자가 자율적인 경 을 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적인 제도이

다.
25) 백운의 향진기업가는 공장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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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부의 간부는 자신과 꽌시가 있는 사람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백운의 공장

장은 연변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으로 북경에서 대학을 나온 후에 북경에 소

재하고 있는 국유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연길시정부의 지방간부로 일

하고 있던 죽마고우의 부탁으로 연길시로 오게 되었다. 사실 북경에서 연길로 오

는 일을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학교를 다니느라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던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몸담고 있던 회

사는 어느 정도 성장괘도에 올랐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친구로부터 백운의 공장장 제의는 그에게도 나름대로 새로운 계기가 되었

고 자신을 믿고 공장장 자리를 제의한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이러한 임명 배

경은 공장장으로 하여금 자신을 임명해준 간부인 친구의 미엔즈 때문에라도 배신

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시켜 향진기업의 소유권은 전과 다름없이 정부에 귀속시키되, 공장장에게는 노동

에 따른 분배를 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며, 개인이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는 일정

한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 다. 또한 그들의 보수는 경 능력에 따라 적

용하도록 하 다. 따라서 공장장은 비교적 많은 자주권과 의사 결정권을 갖게 되

지만 부담과 책임도 그만큼 커지게 되었고 공장장은 개인적으로 높은 보수를 보

장받기 위해서라도 향진기업을 운 하는데 도움이 될 지방간부와 좋은 관계를 유

지했어야 했다. 또한 지방간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 공장장도 

사례에서 다루게 될 지방 내 여유 노동력 흡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빠오다를 교환

한다.  

4. 꽌시의 긍정적 기능

a. 거래비용

백운의 공장장은 1994년에 설비투자와 생산라인 확대 계획을 세웠고 그러기 위

해서는 상당수의 기술자들은 확보되어야했기 때문에 공장장은 외부에서 기술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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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기로 하 다. 그러나 연변지역이 워낙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외지사람들이 

높은 임금을 제시하여도 잘 오려고 하지 않았으며 인력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

에 다른 계획이 진행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공장장과 돈독한 관계

에 있는 지방간부가 의견을 내었다. 인근에 고등학교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

들 중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 중에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들을 견습생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 채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하

다26). 지방간부들에 입장에서는 지역 내의 여유 노동력은 큰 골칫거리 기 때문이

다. 특히 고등교육까지 받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서 지역 내에서 사

회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자신의 친구가 일하고 있는 백운에서 상당수의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부는 공장장에게 부탁을 한 것이다. 또한 공장

장 입장에서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직업 교육기간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설비투

자가 끝나려면 1년 정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고로움은 감수할 수 있

었다. 따라서 백운은 지방간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역내의 청년들을 교육시켜 자

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공장장은 지방간부에게 부탁하

여 지역내의 뛰어난 인재들이 백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하 고 지방

정부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백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었다. 이는 두 가

지 차원에서 백운에서 이익이었는데 첫째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역내의 인재

들이 모여드는 효과를 가져왔고 또 하나는 지역민과 백운내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백운이 지역에 기반을 둔 ‘고향을 발전시키는 기업’이라는 의식을 가지게도 하 던 

것이다. 이는 결국 직원들의 기업에 대한 관심과 경 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 으

며 기업의 경 성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종업원들은 자신들의 기업 이라는 의

식에서 임금인하와 후불 지급 등을 감수하곤 했다. 기업의 직원 모두가 향진을 구

성하는 일부분으로서의 책임을 공유한다는 의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26) 연변지역 향진기업에서 종업원 모집 방법을 보면 지역 내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모집하

는 방법이 8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현직 직원의 소개를 통한 방법이 11.4%를 차지하

여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배치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기업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선발하

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시험을 치더라도 대부분이 면접시험을 치기 때문에 소

개를 통한 방법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향진의 이익을 우선하여 향

진 내 농민을 고용하는 노동고용제도로 인해 농촌 내부 노동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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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쟁에 수반되는 기업의 리스크를 종업원들을 포함한 지역사회 자체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서 백운 측은 많은 

비용들 들여 도시의 국유기업으로부터 기술자를 데리고 오는 수고를 덜고 지역내

의 자신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었으며 지방정부측에서는 향진 내의 잉여노동력 

수급, 주민의 소득 수준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공장장과 지방간부간의 돈독한 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지기 힘들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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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b. 힘과 향력

새 공장장은 많은 변화를 시도했는데 이러한 기업 내 개혁을 통해서 기업 이윤

을 증가시켰다. 이를테면 간부의 임용을 ‘임면제(任免制)’에서 ‘선거빙용제(選擧聘

用制)’27)로 한다든지, 종업원의 관리 면에서 3교대제를 도입하여 공장설비의 효율

27) 기업 또는 공장 또는 이사회 측에서 (단일)후보를 내세운 후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사

람들에게 찬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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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용을 촉진하 다. 특히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시험을 거

쳐 그 상황에 따라 출근을 정지시키는 방침은 공장 내에서 반발을 일으켰다. 하지

만 동향이라는 배경을 통해 지방간부들의 지원과 신임을 받고 있던 공장장은 지

방정부가 직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해줄 것을 요청하 다. 공장장은 직원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지방간부로 하여금 중재하도록 함으로서 힘을 가졌다.  

간부들의 도움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직원들에게 불편함은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

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이러 식으로 직원들의 지지를 유도하여 

이제는 종업원의 적극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제 2 절 태연완구유한공사(泰淵玩具有限公司)

1. 지역적 환경

태연완구유한공사(蘇州泰淵玩具有限公司, 이하 태연)는 강소성 오현시 각직진(江

蘇省 吳縣市 角直鎭)에 위치하고 있다. 오현시는 섬유, 기계, 전자, 석유화학, 식품 

등을 주요 산업으로 하며, 최근 외자도입의 확대로 정 기계, 정  화학, 측량기기 

등 기술집약산업으로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기업 중 향진기업이 크게 발달해 있

으며 이로 인해 농촌 가구 호당 순수입은 전국 수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현시

는 소주와 인접하여 많은 향을 받고 있다. 그 중 소주지역은 크게 발달한 경제

지구는 아니지만 싱가포르에서 임대한 경제지구28)가 1994년 경부터 개발되어 현

재는 한국의 삼성반도체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30여 개 이상 진출해 있

다. 태연은 싱가포르경제개발구에서 자동차로 20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

으며 상해 항구에서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태연이 위치한 각직진은 대단

28) 싱가포르 경제개발구는 소주 시내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개발구 내에 수출을 위

한 자체 세관과 통관서가 있어서 편리하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부지임

대비용이 너무 비싸며 개발구에 들어올 수 있는 산업을 반도체나 전자와 같은 첨단산업 등

으로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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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제개발구는 아니지만 2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위치한 지역으로 태연의 투

자 이후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여 현재 완구업체만 7개 이상이 진출해 있고 그

밖에 전자, 욕실 용품 등 노동집약 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외자기업들

의 투자로 오현시는 중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올리는 곳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2. 기업 개요

태연은 한국의 본사인 단우실업이 1993년 9월 60만 달러를 기존의 향진기업에 

투자한 기업이다.29) 태연의 주요 생산품은 디즈니사의 봉제완구이며 다양한 아이

템 중에서도 푸우(Pooh)를 주력 생산으로 하고 있는데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

고 있다.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이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시장은 봉제완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수출량이 많지 않으며 생산품 중 80%는 디즈니사로부터 OEM방식

으로 주문을 받고 있다. 1993년 가을에 중국에 진출한 태연의 초기 진출 비용은 

60만 달러 다. 연간 수출액은 1994년 첫해 350만 달러, 1995년 800만 달러, 1996

년 1,650만 달러, 1997년 2,600만 달러이다. 1999년 말까지 3,300만 달러를 수출하

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폭적인 평가절하가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정국 불안으로 평가절하의 효과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수출 경쟁력에서 큰 향력은 없다. 만일 인민폐가 평가 절

하된다면 수출증가 효과가 클 것이지만, 수입원자재의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종업원은 1,300명이며, 임금 수준은 인근 곤산(昆山) 지

역보다 낮은 400 위안(元) 수준으로 제경비를 더한 인건비 수준도 1,000위안 내외

이다. 조선족 직원은 40-50명인데30) 조선족과 한족의 갈등은 거의 없으며 조선족

이라고 특별한 혜택을 주지는 않으나,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면에서 사무직원에 대

29) 이러한 기업도 향진기업의 범주에 속한다.
30) 조선족들은 일반적으로 동북지역과 북경 등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느나 

실제로는 동부 연안지역에도 넓게 퍼져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기업이 집해 있는 곳

에는 조선족이 모여드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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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조금 우대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족의 불만은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대

우는 생산성이나 근무태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종업원들도 이러한 시

스템에 동의하고 있다. 

3. 태연의 신용(信用), 바오따(報答) 및 미엔쯔(面子)

 1993년 태연의 사장31)이 중국에 진출하 을 그 당시 각직진은 조그마한 대만

의 공장 하나만이 운 되고 있던 그야말로 시골이었다. 태연의 사장은 한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고 해외의 투자를 모색하던 상황에서 중국 시장진출을 생각하고 중

국을 방문하 는데 이 무렵 한 조선족을 접하게 되었다. 당시는 한국과 중국이 교

류를 시작하던 초창기라 한국인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이 조선족은 동포가 중

국에 와서 고생하는 것을 측은하게 여겼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 중국방문으로 인

해 음식문제와 의사소통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던 태연의 사장과 태연 측 사

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한국 음식 등을 대접하고 주변에 괜찮은 조선 음식점을 추

천해주었으며 통역을 자청하는 등의 호의를 베풀었다. 이런 아주 개인적인 문제에

서 시작되어 이들의 관계를 통해 상당한 신뢰를 쌓아 나갔다. 이들의 관계는 중국 

시장 진출에 관한 자문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하 다. 이후 그와는 중국에서의 

사업에 대한 대부분을 의논하게 되었는데 이 조선족은 각직진을 추천하 다. 당시

에 각직진은 한국기업들에게 아주 생소한 지역이었는데 태연의 사장은 자문을 해

주는 조선족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오랜 동안 진 당(黨)서기

와 친분을 가지고 있는 등의 여러 가지의 이유로 쉽게 직각진 측과 접촉 할 수 

있었다. 당서기는 이 조선족의 친척이었으며 진 당서기의 주선으로 오현시의 시장

과도 좋은 친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태연의 사장은 이 조선족에게 이들과의 

친 한 관계를 위한 여러 자리의 주선을 부탁하 고, 이 조선족은 좋은 관계를 유

지하던 태연의 미엔즈를 생각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초기

부터 시장과 진간부들이 태연에 대해서는 호의를 표했으며 태연 측은 여러 조건

31) 태연의 향진기업가는 한국인이며 사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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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황이 마음에 들었으며 중간에서 애쓴 조선족과의 신뢰와 미엔즈를 고려하여 

이곳을 투자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이 조선족은 인근 지역의 원단업체의 사

장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 원단업체는 이 조선족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조선

족은 아님)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 다. 태연의 사장은 제품의 품질을 확인해 본 

결과 제품의 수준이 일반적인 중국산에 비하여 괜찮아 그 업자와 거래를 하기로 

결정했다. 태연은 현재 자재비용의 50%는 중국에서 조달하게 50%는 한국으로부

터 들여와 사용한다. 중국의 자재비용이 한국에 비해서는 매우 싸므로 양적으로는 

중국에서 조달하는 자재가 한국에서 들여오는 자재보다 월등히 많다고 할 수 있

다. 이 또한 자문을 해준 조선족과의 관계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로 작용하 다.

지 방 정 부 원 자 재 상

태 연 완 구

직원채용

조선족

信 用

<그 림 5> 태 연 의 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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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5> 태 연 의 꽌 시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조언자인 조선족의 도움을 받았는데 태연의 사장

은 외국기업이 갖는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한국인만의 강점이 될 수 있는 조선족

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여 직원 채용시 조선족을 선호하 다. 그래서 초기에 채용

된 직원들은 각직진 인근 지역의 조선족들이 많았다. 고용직원들은 그 지역사람들

이고 어렸을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처음에 도움을 주던 조선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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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들의 채용 이후에는 새 직원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 던 경우도 상당수 된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 모집하 으므로 새로운 직원에 대해 더 많은 신뢰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

게 되었으며 이들의 친구, 친척 등이 간부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의 관

계도 돈독해졌다. 이처럼 태연은 지방간부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기

업을 운 하 는데 태연은 지방간부들이 지방정부의 정책상의 도움(본 사례연구에

서는 시장형성문제)을 요청할 때 혹은 지방간부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알고 도와

줌으로서 상호간의 빠오다를 교환하 다.

4. 꽌시의 긍정적 기능

a. 정보와 불확실성의 극복

태연 사장은 회사의 전체 생산량 전부를 수출하려고 하 기 때문에 항만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한 곳을 염두에 두었다. 오현시는 상해 항구와는 차로 1시간 거리 

이내에 자리잡고 있는데 처음에는 도로의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아 상해까지 교통 

시간이 4시간 가까이 걸렸다. 하지만 진출 초기에 지방간부가 곧 소주-상해구간의 

고속도로 건설이 있을 것이며 그 고속도로가 현재의 회사 앞을 바로 지남에 따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정보에 의해 태연은 

현재의 공장부지를 고집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태연이 위치한 곳은 인근 소주의  

대단위 경제 개발구에서 약간 떨어져 있지만 2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위치한 지

역이다. 지방간부는 오현시 개발구를 중국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는 곳 가운데 하

나로 만들기 위한 여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 중에 있고, 편리한 수출입 업무를 위

해 수출에 필요한 세관을 따로 독립시킬 계획임을 미리 알려 주었다. 태연의 사장

은 지방간부와의 친 한 관계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보원을 

획득하 다고 할 수 있다.



- 47 -

b. 향력과 결속력

태연 사장은 원자재 구입은 한국에서의 동대문, 남대문 원단 시장을 통해 한국 

원단회사 이용하거나 중국의 상해 가까이 있는 중국 원단회사를 이용하 다. 한국

은 원단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어 카탈로그 등을 통해 원단 구입이 편리하

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아직 원단시장이 한국처럼 활달하게 형성되지 않고 있고 

원단 구입 시 디즈니의 특성32)과 제품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의 소량 구

입이 필요한데 중국에서는 원단을 일정량 이상을 한꺼번에 구입해야하므로 어려

움이 있다. 완구 자재 구입에 있어서 봉제완구의 몸통 등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 

원자재(main material)는 중국 현지에서 구입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부자재(sub 

material)는 한국과 중국에서 나누어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태연의 사장은 원자재 

100% 현지화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편리함의 차원 뿐 아니라 

중국 내 원자재 시장 형성을 통한 지역 발전을 꾀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인근 소주에서 완구를 생산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한국계 기업인데33) 이들 대부

분이 아직까지 중국 제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으로부터의 자재구입을 

고집하고 있어 인근 지역 내에 원자재 시장형성이 미진한 상태이다. 지방간부들과 

원만한 관계을 가지고 있던 태연의 사장은 소주 한국상인회의 임원직을 맡게 되

었다. 그리고 이러한 직위를 바탕으로 인근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들에게 중

국 내에서의 원자재 구입 유도를 통한 시장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 다. 이

러한 태연의 사장의 노력으로 지방 활성화에 대해서 업체들도 호응하 고 지방정

부도 고마워하는 분위기이다. 

32) 현재 생산하고 있는 디즈니 제품의 경우는 다품종 소량생산이므로 소량 구매가 필요하

다. 
33) 1970, 80년대 섬유, 의류, 봉제 등으로 명성을 얻은 한국 기업들은 납기일을 준수하고 

고품질을 유지한다는 믿음이 바이어(buyer)들 사이에서 얻었다. 이후 한국 내의 인건비 상

승으로 인해 한국 내의 생산업체를 중국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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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거래비용

완구는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므로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인건비가 싸야 한

다는 조건이 따르는데 각직진은 그런 조건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대지를 타 지

역보다 싼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었다. 특히 시장은 공장건물을 새로 지어주면서 

구임대조건으로 건물과 토지를 태연 측에 저렴하게 임대해 주었고34), 개방 후 

초기 투자 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세금도 면제되는 혜택을 주었다.  

이후 태연 사장은 좋은 경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 태연 사장의 조

언을 통해 한국업체 8개 사를 비롯한 외국기업들이 상당수 입주하게 되었다. 당 

서기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작용하여 각종 혜택을 주고 있으며 상급 기관의 간섭

도 막아주고 있으며 오현시의 건설은행을 통해 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00만 달러를 대출 받았다. 일반적으로 개별기업의 경

성과에 따라 대출 규모가 달아지는데 태연은 자체의 신용으로 신용거래를 통해 

50만 달러 대출이 상시 가능하다. 일반적인 한국기업들에게 외자기업의 경우를 적

용하여 대출이 까다로운데 비하여 태연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향진기업 정도의 수

준으로 대우받고 있다. 태연은 태연 사장의 간부들과의 개인적 꽌시를 바탕으로 

기존의 향진기업들이 받던 정도의 수준(혹은 그 이상)으로 대우받고 있다. 이는 

태연 사장이 지역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꽌시를 통해 여러 가지 기존의 향진기업

들이 받았던 (혹은 그 이상의) 혜택을 얻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제 3 절 진동전기공사(眞動電氣工社)

1. 지역적 환경

 중경시(重慶市)의 인구는 3090.45만 명이며 민족은 한족(漢族) 93.58%이 대다수

34) 이후 1996년 600만 달러를 주고 건물을 매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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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한다. 면적은 8만2300㎢로서 사천성(四川省)과 호북성(湖北省) 사이에 위치

하고 있다. 2001년 전체 시의 GDP는 지난해보다 161억 위안(元)이 증가한 1750억 

위안을 달성하 고 이는 중경이 직할시가 된 이래 가장 높은 폭의 경제성장률이

었다. 특히 수출상품의 구조가 더욱 특화되었는데 중경의 기전(機電)제품의 수출

은 전년 대비 30.2% 증가한 6.80억 달러로서 수출비중의 61.7%를 점유하고 있다. 

그 중 오토바이 및 부품 수출이 5.12억 달러로 27.5%의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 으

며 현재 중국의 주요한 기전제품 수출기지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2. 기업 개요

 중경시의 공업지역인 기강현(基江縣)에 위치해 있는 진동전기공사(眞動電氣工

社, 이하 진동)는 1953년에 설립되어 농기기와 기계부속을 주로 생산하 다. 이 공

장은 1989년부터 디젤엔진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오토바이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 공장은 1989년, 1993년, 1996년 및 1997년에 디

젤엔진 관련 품목에 있어서 시로부터 ‘우수회사’ 상을 받기도 하 다. 그러나 1997

년 이후 시장의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다른 경쟁기업들(인근 국유기업과 향진기

업)이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시장을 잠식한 반면 진동은 생산 설비의 노후화와 판

매방식의 낙후성으로 인해 시장을 점진적으로 잃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

동전기회사는 공장장과 지방간부간의 꽌시를 적절히 활용하여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사내의 반대의견도 지방정

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3. 진동의 신용(信用), 바오따(報答) 및 미엔쯔(面子)

 진동의 공장장35)은 원래 기강현의 간부로 일하다가 이 회사로 오게 되어 지방

35) 진동의 향진기업가는 공장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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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과도 친분이 두터웠다. 높은 매출 실적을 보이던 진동은 경  악화는 지방

정부와 지방간부들 사이에서도 문제시되고 있었다. 원래 이 기업의 경기가 한창이

던 1997년대 초에 기강현 간부로 있던 그는 진동전기회사의 공장장으로 오게 되

었는데 사실은 그 때 많은 지방정부의 간부들이 그를 추천하 고 망설이는 그를 

설득하 다. 그런데 그가 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기업이 위기에 빠졌다. 따

라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을 운 하는 공장장에게 과거 동료인 지방간부들이 

그를 돕고자 하 다. 이 때 공장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받

아들이기로 결정하 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간부가 결정적인 중개를 하게 되었다. 

원래 이 지방간부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외국인 어선생이 있었는데 몇 년 동

안 아이는 이 선생에게 방과후에도 어지도를 받았다. 그래서 선생과 간부의 집

안은 서로 친분이 두터웠는데 대화 중에 그녀의 남편은 생산하는 미국의 전자회

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지금 중국 쪽에 생산라인을 설립하기 위해 적당한 공장

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당연히 그 지방간부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

강현에 적당한 회사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A회사가 원하던 것은 생산기지

로서의 공장이 아니라 회사 스스로 관리하고 제품을 만드는 현지 법인 형태를 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강현 간부는 중국에서 위험부담이 많은 직접투자보다는 중

국계 기업에 투자를 한 이후에 시간적인 여유와 경험을 가질 것을 권했고 이것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A회사의 간부는 회사에 건의하여 진동에 합작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1997년 9월 공장장은 4,500 위안(元)의 투자를 받았고 그 투자를 

통해 진동은 설비를 교체하고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공장

장은 이에 대한 빠오다로서 지방간부에게 자신들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오토바이

를 선물했다. 

4. 꽌시의 긍정적 기능

a. 거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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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6월에 진동이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뜻밖의 문제가 생

겼다. 공장 내의 직원들은 외국기업으로부터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외국계기업으로 인수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지위

에 부정적인 향이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회사가 제대로 운 이 되지 않았

다. 공장장이 이 문제를 걱정하게 되자 친분이 있는 지방간부들이 나서게 되었다. 

지방간부들은 직접 나서서 공장 직원들에게 투자로 인해 이후 회사가 얻게되는 

이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설득하기 시작했다. 또한 지방간부들은 지방정부를 움

직여 A회사가 진동전기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설 경우에 혹은 이외의 투자기업

과 문제가 생길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 다. 

지방정부차원에서 기업의 존립과 고용을 보장하자 직원들은 다시 작업을 시작하

다. 즉 회사의 문제가 생겼는데도 공장장과 친분이 있는 지방간부들이 나서서 

직원들을 설득시켰고, 지방정부를 움직여 이후의 투자기업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가 중재를 맡겠다는 확답을 함으로서 거래비용감소의 효과를 가졌다.    

제 4 절 소결

지방간부와 향진기업가의 관계는 공식적인 조직 대 조직의 협조 관계를 넘어서, 

개별 간부와 기업인 사이의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에 기반한 부분도 크다. 

다시 말해 조직적․공식적 수준과 개인적․비공식적 수준의 연결관계가 맞물려 

농촌 지역의 행정기관과 기업간의 긴 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향진기업과 지방정

부의 연계는 개별기업의 법적 지위가 향진기업인지 사 기업인지에 따라 그 성격

이 많이 달라진다. 향진기업은 기업 책임자와 간부 사이의 개인적 수준의 비공식

적 유대관계보다는 지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공식적 관계에 기반하

여 지방정부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앞의 사례에서 보았다시피 향진기업은 공식

적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꽌시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차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이점을 누리고 있다. 반면에 과거 향진기업이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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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외국계 자본과 합작을 하거나 또는 외자회사가 된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지방

정부로부터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이 경우 막대한 자금력과 브랜드 로얄티를 

믿고 꽌시라고 하는 중국적인 특성을 경시하거나 중국을 단순한 생산기지로 여김

으로서 사회자본으로서의 꽌시 활용에 소극적인 기업들은 기업운 에 실패하 다. 

이에 비해 외국계 향진기업 중에서도 꽌시를 중국적인 자원배분 시스템의 하나로 

간주하여 이를 중시한 기업들은 나름대로 경 상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현재까지 향진기업들은 여전히 지방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방정부에 접근하려 애쓴다. 사실상 계획경제부문이 남아 있

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지원은 기업운 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향

진기업의 외국인 기업가들은 지방정부와의 사이에 아무런 제도적 연결고리가 없

기 때문에, 조직수준의 공식적 협력관계보다는 주로 기업가와 간부간의 개인적 차

원의 친분관계를 통해 지방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 전략을 사용한다. 기업가들은 

간부와의 관계를 단지 물질적 증여와 정치권력의 도움을 교환하는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안정적인 유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

한다. 이들은 지방간부들과 가까운 친척이나 동창 등을 중간자로 두어 친분을 쌓

음으로써 인간적 유대관계의 구축을 통해 지방정부로부터의 ‘무조건적’ 지원을 얻

어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꽌시의 구축은 중국에서의 사업의 성공

에 있어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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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이 논문은 꽌시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꽌시를 향진기업의 입장에서 

주목하여 이러한 비공식적 관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꽌시가 부정부패나 저개발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라 중국의 독특한 사회문화를 배경으로 한 사회자

본임을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적극성을 유발하여 경제개혁의 효과적인 추진과 개혁 지도

부의 입지강화를 추구하고 지방세력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하 다. 그러나 이는 지방의 권한과 활동 각 지방간에 자기 지방을 보호하려는 ‘지

방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대두시켰으며 지역사회 내 생산의 최대화를 위해 지

역사회의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향진기업

은 지방정부와 이해를 같이 했다. 또한 같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이들인 지방간

부와 향진기업주의 인간적인 관계도 이들 사이에 작용하 다. 향진기업의 입장에

서는 기업을 운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와의 꽌시는 필수적인 것으로 꽌시 내의 

사람들은 신용(信用)을 기반으로 한 런칭(人情)의 범위 내에서 빠오다(報答)와 미

엔즈(面子)의 교류를 통해 꽌시를 유지해 나간다. 이 논문은 사례연구들을 통해서 

거래비용 절감 효과, 힘과 향력의 행사 그리고 광범위한 정보에의 접근에 대한 

용이성이라는 긍적적인 기능으로 작용함으로서 꽌시를 중국 사회에 존재하는 독

특한 형태의 사회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의 향진기업은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향진기업

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준 지방정부 또는 지방간부와의 꽌시가 곧 사라질 것이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은 향진기업의 자

금 조달 능력의 취약성을 들고 있다. 향진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식시

장에서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러한 해외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그

들의 기준에 따라서 기업지배구조나 경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

해서는 꽌시 체제가 약화되는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보 통신

의 발달을 이유로 들 수 있다(Khanna, 2000.4). 꽌시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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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 기능으로 하는데 그런데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꽌시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므로 꽌시를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진다

는 것이다. 결국은 개방화․세계화 그리고 정보화는 꽌시를 대신 하게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향진기업가와 지방간부 사이의 꽌시는 곧 사라질 것인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꽌시는 향진기업 운 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기능을 해내고 있다. 다만 향진기업이 규모나 기술력 면에서 지방정부의 차원을 

넘어서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받아들여 자본주의에 적응하려고 한다면 지방간부와

의 꽌시가 향진기업의 성장에 부담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향진기업가와 

지방정부 간부 사이의 꽌시는 상당기간 지속되리라 본다. 이들 사이의 꽌시는 중

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고 지방정부의 지방

간부가 여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라질 가능성도 낮다. 그리고 문화의 속

성 상 꽌시의 변화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변화들이 향진기업이 다루

는 제품의 종류와 목표 시장에 따라 꽌시가 여전히 큰 향을 미치는 기업도 있

고 반대의 경우로 꽌시의 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기업도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와 의의를 가진다. 우선 대상을 향

진기업으로 하 으나 이미 기업의 수준이나 제품의 질 면에서 국제화가 된 향진

기업들은 이 연구에서는 배제시킴으로써 다양한 부류의 향진기업을 다루지 못했

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향진기업가들과 지방정부 간부의 이러한 관계를 간접적

인 체험은 가능하지만 단기간의 현지 조사를 통해서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

기 때문에 주로 문헌을 중심으로 사례를 연구하 으며 부분적으로 현지조사의 내

용이 들어갔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반면 단순한 중국의 전통적인 사회 현상으로서

의 꽌시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이론 틀을 통해 중국적인 사회자본으로 

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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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nctions of Guanxi In Township Village Enterprises(TVEs), 

Entrepreneur's Point of View 

- Based on Social Capital Theory -

Kim, Young-Kyoung

Dept. Northeast Asia(China), Area Studie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In China, the Guanxi widely influences Chinese. Chinese say "Guanxi cannot 

resolve all problem, but Guanxi is indispensible in life". Actually not only 

Guanxi exists in social and cultural life of Chinese, but also is crucial part of 

structure of economic system in China. 

Some criticize that the reason why Guanxi, which is a kind of human 

relation system, controls economic behavior is that underdeveloped country 

such as China did not establish legal and economic systems. Actually this 

point of view regards Guanxi as a temporary sub-product in transition for the 

modernization and denies the function and roles of the Guanxi which is based 

on historical and cultural specialization.

This thesis aims to explain the functions of Guanxi from the Township 

Village Enterprises(TVEs) entrepreneur's point of view. Unlike State Owned 

Enterprises(SOEs), TVEs was not fully supported from Chinese central 

government. But Local government has made policies and support system for 

TVEs' development by regionalism. 

 But there are something more than the public association between TVEs 

Entrepreneur and Local government cadre just for Local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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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they have Guanxi mechanism that is based on very private trust 

and relationship. TVEs' Entrepreneurs use Guanxi as Chinese Social Capital 

which can be defined as resources embedded in social structure that are 

accessed and/ or mobilized in purposive action.

The essence of Guanxi in term of action is to keep up 'Mianzi(Face)' and 

exchange 'Baoda(Reciprocity)' each other that is based on 'Xinyong(Trust)'. 

To more specify in term of range, They use the relationship of the primary 

group(family and relatives) then use the extended secondary group such as 

people in or from the same town village and the extended range is becoming 

wider and wider. 

 This thesis focuses on the function of Guanxi in three TVEs that have 

been developed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VEs' Entrepreneurs and Local 

government cadre during Chinese reform period. And by analysing cases, This 

thesis verifies that Guanxi is functioning as Social Capital in China and makes 

reducement of transaction cost, gain of power and influence, access to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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