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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퍼|쩌111 및 언구목쩍 

중국의 정치적 변화의 중심은 북경이지만 경제 

적 변화의 중심은 上海와 斯江성， 江蘇성， 廣東성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변화 

하고 있는 곳이 廣東성에 있는 경제특구 深;t:JII 이 

다1). 深계11은 1980년 중국 남동쪽 廣東성의 한 조 

그만 어촌에서 경제특구로 지정된 후 15년이 지 

난 현재 중국 전체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도시 

로 변모했으며， 이미 인건비 상승때문에 그 발전 

의 발판이었던 외자기업의 철수를 겪기 시작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深;1:)11은 조그만 실개천을 사이 

에 둔 홍콩이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될 것을 앞두 

고 새로운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곳이기도 

하다. 

중국은 개방， 개혁 이후 시장지향적인 새로운 

경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새로운 환경이란 

단지 종이 위의 법령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으며， 

경제 환경이란 그것을 구성하는 경제 주체들이 

규정하는 것이다(이근. 1994:69). 따라서 한 지역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정치， 경제 등 

제도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에 대 

응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들의 이야 

기가 필요하다. 특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 

기는 변화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 

고 있다. 

深;1:)11 의 변화에 있어서의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 다양한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있다. 사회 

주의 국가로서 중국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매 

우 크다. 深쇄|이라는 도시가 형성된 것도 중앙의 

제안과 지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유우익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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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특구 深:t)1I의 사영기업 연구 

나 深j:}11은 중국의 많은 다른 도시처럼 오랜 역사 

를 가진 전통적인 도시가 아니다. 深예11은 외자를 

도입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뚜렷한 목 

적을 가지고 설립한지 15년 된 신흥도시이다. 

따라서 국내외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深j:}1I의 

가장 중요한 일이였고 지방정부의 역할도 기업 

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였다. 노동자나 주민들도 기 

업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만이 경제특구 안으 

로 들어 올 수 있었다. 즉 기업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밖의 도시적 기능들이 들어 온 

곳이다. 그러므로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연구가 

深j:}11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다. 또 

한 자본주의적 공업화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기업가에 대한 연구는 흥미로운 일이 
다2) 

기업에 관한한 중국의 전체적인 변화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향진기업의 발 

전이고，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국영기업의 비효 

율성 문제이다. 그러나 深j:}1I에 있어서의 관건적 

인 경제주체는 외자기업과 사영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문제는 深예11 에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고 전체 경제에서 국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지역과 비교할 경 

우 적은 편이다. 그리고 경제특구는 도시지역에 

있기 때문에 향진기업의 영향력은 적게 나타난 

다. 그러므로 深삐은 외자기업과 사영기업이 중 

심이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변화에 대하여 자율권을 가지고 신속하고도 능 

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외 

자기업과 사영기업의 주체로서의 자격은 국유기 

업이나 집체기업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 내외의 사영기업에 대한 연구는 

전체적으로 사영기업에 대한 정책의 변화나 공 

업이나 상업에서 비중의 변화를 살펴 본 것들이 

었다. 또한 부분적으로 각 지역의 사영기업을 보 

기도 하였지만 사영기업이 그 지역의 특성에 의 

해서 영향받고 있는 것을 보여 주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사영경제가 경제특구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하는가를 

深쇄|의 경우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 차별적 공간정책의 결과 

물인 경제특구와 다양한 소유제를 인정한 후 나 

타난 새로운 기업 형태인 사영기업의 현황을 요 

약하고，@ 경제특구와 사영기업이 만나는 장소 

로서 深j:}1I의 역할과 특성을 살펴보고 @ 深j:}1I

사영기업과 사영기업가의 현황 및 변화를 통해 

서 지역적 특성이 사영기업에 미친 영향을 규명 

하는 것이다. 

2. 언구방법과 짜료 

중국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89년 

중국에 갔을 때와 비교하면 1995년의 중국은 거 

의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감은 8개월 동안 深j:}1I을 세차례 방문할 때 

마다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계획경제 

에서 시장경제로의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비공식적인 면이 발달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이 법제화를 거쳐 학문적으로 

연구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문헌 연구만을 통해서 중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무리 최근의 자료를 근거로 

한다고 해도 현실적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深쇄|의 전반적인 상황과 사영기업， 기업가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1995년 4월， 7월， 11월 3 

회에 걸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1995년 4월 3일 - 4월 6일 : 深껴11 에 대한 관찰 

과 기초자료수집 

1995년 6월 29일 - 7월 8일 : 사영기업 대상 

설문조사와 직접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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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1월 3일 - 11월 7일 : 사영기업에 대 

한 자료보충과 사영기업가협회 방문 

문헌자료 수집은 深:1:)11대학 도서관과 中文대학 

교(홍콩)의 서비스센타를 주로 이용하였다. 설문 

은 특구 내의 3개 지역(羅湖區， 福田區， 南山區)

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사영기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설문 중 일부는 필자가 직접 인터뷰 

하였고， 나머지는 深:1:)11대학교 경제학과 학생들이 

史民建선생의 도움으로 조사하였다. 총 설문 회 

수 업체는 99개이다. 

3. 언구π|역 

深:1:)11은 중화인민공화국의 廣東성 남부 해안지 

역으로 동쪽으로는 大願灣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珠江의 하구와 만나며 북쪽으로는 東훈， 惠州 양 

市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홍콩의 신계 (New 

Territory) 와 연결되어 있다. 深:1:)11 의 토지면적은 

2020km2으로 그 중 경제특구의 면적은 327.5km2 

이다3) 

深페11은 경제특구와 舊寶安縣으로 나누어져 있 

었다. 경제특구는 羅湖區， 南山區， 福田區로 구성 

되어 있으며 농촌 城市化 개조를 하기 위해 寶安

縣을 폐지하고 1993년 1월 1 일 부터 舊寶安縣 안 

에 寶安區와 龍關區을 설치하였다. 羅湖區는 경 

제특구의 동부에 위치하고 경제특구 안에서 비 

교적 일찍 개발된 곳으로서 상업， 무역， 금융， 교 

통의 중심이다. 

4. 언구동향 

중국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크게 중국 내부에 

서 이루어지는 것과 외국에서 행하여 지는 것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학문분야 

마다 자신의 특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4) 

중국 내부의 연구는 주로 발전의 긍정적인 부 

분을 강조하거나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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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외국에서 연구는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주로 자국과의 관계에서 투 

자의 대상으로 중국을 보거나， 중국을 하나로 보 

고 기술하는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층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민족국가인 중국의 

구체적인 지역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리고 외국에의 연구는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전체 경제를 수량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중심이 되었다. 

중국의 경제특구에 대한 연구는 중국 내부에서 

도 많이 있었고5) 홍콩 등 외국에서도 많은 연구 

가 있어 왔다6) 특히 박정동(1993) 의 연구는 외 

자기업을 중심으로 경제특구의 발전 요인과 기 

업구조에 대해서 잘 정리하였다. 일반적인 경제 

특구에 대한 연구의 부족한 점들은 φ 경제특구 

의 효과분석을 특구 설치 이전과 이후의 단순비 

교라는 한계로 인해， 특구의 경제성장이 구체적 

으로 무엇에 의해 이룩되었는가에 관해서는 깊 

이 분석되어 있지 않았고，@ 경제특구의 기업이 

나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되어 있지 않 

다는 점이다.@ 또한 외자기업에 대한 연구만이 

있었고 深:1:)11 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사영경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도 

1988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행하 

여 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사영경제만을 따로 

다룬 문헌은 중국 내에서도 적은 편이다. 우리나 

라에서는 서석흥(1994) 의 연구가 거의 최초의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서석흥의 연구는 중국의 문 

헌을 중심으로 사영기업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사영기업의 빠른 성장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행 

하였다. 

II. 경제특구와 사영기업 

1.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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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특구 深계11의 사영기업 연구 

1) 공간정책의 변화 

중국은 개방 개혁 이후에 대외경제정책 면에서 

는 1978년 이전까지의 폐쇄적인 정책을 포기하고 

외국정부， 국제금융기관과 혹은 민간은행으로부 

터의 차관이나， 경제특구의 설치， 외국기업의 유 

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공간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 

져 오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대외 개방 지역도 <

경제특구-연해 개 방도시 -연해 경제 개 방구-연해 

성 · 시 · 자치구-내륙부〉의 형태로 동쪽 해안에 

서 내륙으로 또한 점에서 션을 거쳐 면에로 확대 

되어 왔다. 

이것은 1949년 이후 지역간의 불균형과 도시 · 

농촌간의 격차를 줄이고 외국의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내륙중심의 지역정책의 근본이 변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간 균형개발정책을 

포기하고 연해지역을 먼저 개발하여 내륙으로 

그 발전의 영향을 확장하는 것으로 공간정책이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선두 

에 경제특구가 있다. 그리고 경제특구의 성공으 

로 인해서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더욱 가속하게 

되는 토대를 가지게 되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주로 해안지대에 

위치한 대도시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고 

수하였지만7) 연해 대도시들이 대외 개방지역으 

로 선정된 이후에는 해외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 

하기 위해 많은 혜태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성장 

하게 되자 오히려 이러한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 

전체 중국을 성장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의 

로서 1979년 7월부터 1980년 10월까지 深j:)II. 珠

海. i山頭， 盧門에 설치 되었다. 그리고 1988년 4 

월에는 海南島를 준특구적 지위에서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총 5개의 경제특구가 설립되었다. 중앙 

정부는 이들 5개의 경제특구에 대하여 특수정책 

을 실시해 왔고 그로 인해 각 경제특구는 독자적 

인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경제특구의 목적 및 성격에 관해서 살펴보면， 중 

앙 정책 당국은 경제특구에 대해서 @ 경제적 발 

전의 전초기지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가 

@ 홍콩， 마카오， 대만문제의 해결의 발판이 되고 

@ 국내 경제체제개혁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과 

@ 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이전 등의 효과를 수 

행할 것을 기대했었다. 경제특구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정 경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자유항 또는 수 

출 가공구와는 다른 종합적 경제개발지구이다8) 

중앙정부가 5개의 경제특구에 실시한 특수한 

정책을 크게 나누면 다음의 4개로 요약할 수 있 

다( 박정 동. 1993: 10). 

@ 경제개발은 합자， 합작기업을 포함한 외자를 

주체로 한다. 

@ 경제활동은 주로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조절 

한다. 

@ 특구관리위원회에 광범한 자주권을 부여한다. 

@ 진출한 외자기업에는 각종의 우대조치를 부 

여한다.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인 표현은 경제특구의 지 

전환을 가져 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방정부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고 각 기업 

공간정책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간의 격차 에게는 경영의 자율권을 확대시켜주는 것과， 세 

를 가속화하게 하여 지역 간의 갈등의 여지를 남 제적인 혜택과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기게 되었다. 

2) 경제특구의 설립 목적과 현황 

경제특구는 지식， 기술， 관리， 대외정책의 창구 

로서 그리고 국내의 경제체제 개혁의 실험장으 

외국자본과 국내의 각 성과 시에서의 투자를 유 

인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深폐|은 省급시 

(北京시， 上海시， 天‘律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일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권은 深삐의 발전의 제도적 뒷받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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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다른 지역에 비해 빨리 시장경제에 적응 

할 수 있게 하였다. 

1983년까지 특구 설립 초기에 강조된 특구의 

목적은 외국에서의 기술 전수， 외화획득， 고용기 

회의 창출 등이었다. 그러나 1984년에 들어서면 

서부터 점차로 특구에 대한 의미부여가 변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중국 전체적으로 보게되면 

특구가 흡수할 수 있는 고용량이나 외화라는 것 

은 극히 미미했기 때문이었다. 등소평도 1984년 

특구의 역할을 ‘기술의 창구， 관리의 창구， 지식 

의 창구， 대외정책의 창구’ 라고 규정하였다. 즉 

등소평의 ‘창구론’은 경제특구의 목적이 고용확 

대나 외화획득이라기 보다는 선진기술의 흡수나 

앞선 경영관리의 학습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고 볼 수 있다(박정동，1993). 1984년과 1992년 등 

소평의 방문과 深:t)1I에 대한 등소평의 긍정적인 

평가는 성장과정에 있었던 경제특구의 정치적 

경제적 부정적인 면9)들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가 되었다. 

경제특구는 외자를 유입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진 지역을 만든 것으로 특구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지만 구성 성분에 있어서 외자기업 

이 주가 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관계에 있어서도 

국제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산당의 영도하에 있지만 경제 정책과 관리에 

있어서 특구 이외의 다른 지역과 차이를 나타내 

고 있다. 경제특구는 비록 사회주의 법률에 따르 

고 국내의 사회주의 경제 속에 있으나 분리된 지 

역이다(張敏如a. 1993: 132). 深페11과 珠海가 1980 

년에 특구로 결정되어지고， 홍콩과 마카오와 연 

결을 강조하면서 가장 빠르게 특구로서의 역할 

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i山頭와 夏門이 특구 

가 되고 海南島가 마지막으로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각각의 경제특구는 각각의 환경에서 각 

각의 목적을 가지고 발전하게 된다. 각각의 경제 

특구는 홍콩과 마카오 대 만 등 특정의 투자유치 

대상 지역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특정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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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연계가 적은 뻐頭가 발전에 뒤쳐지게 된 

다. 뒤늦게 특구가 된 海南島는 동남아시아와 싱 

가포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3) 경제특구의 정책적 혜택 

경제특구에 대한 특혜는 초기에는 주로 외자기 

업에게 제한되었다. 특혜의 종류는 수출입관리 

및 관세에 관한 것과 소득세와 기타 세금을 감면 

해 주는 것， 그리고 토지 사용비의 감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외국 기업을 유치하 

기 위한 정책들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와같다. 

@수출입관리 및 관세 특혜 

*특구 내의 외자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원재료， 차량 등에 대해서 수입관세와 

공상 통일세를 면제해 준다. 

@ 소득세와 기타 세금 특혜. 

*경제특구의 외자기업은 기업소득세를 15%로 

감면해서 징수한다. 

*경제특구의 외자기업은 지방소득세를 감면한 

다. 

*경제특구의 외자기업이 특구 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특구에서 판매할 때， 술이나 담배같이 

금지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공상통일세를 면 

세한다. 

@ 토지사용비 감면 

*공업용지는 매년 매 평방미터 마다 1원에서 

1.6원 까지 징수하고 농업이나 목축에 사용되 

는 곳은 2角(1角은 1110 元)에서 3角까지 징 

수한다. 

*기업을 설립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토지사 

용료의 20-30%만 징수한다. 

*화교가 투자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을 비준 받 

은 후 5년 동안 토지 사용비를 면제하고 그 

후 5년간 토지사용비를 반감해준다(鍵廷華， 

1993: 200). 

- 105 -



중국 경제특구 深쇄|의 사영기업 연구 

이러한 경제특구에 대한 특혜를 일반지역이나 

기타의 경제 개발구와 비교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이러한 차이점이 경제특구에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하게하는 요인이 되었고， 특구와 일반 지 

역 간의 지역적인 격차가 더 커지게 되는 토대가 

되었다. 

등 경제특구의 발전이 가속화 되자， 특구지역 이 

외 지역에서 특구와 동일한 혜태이나 조건을 외 

자기업이나 국내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구 이외 지방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중앙정부는 다양한 종류의 개발구를 

만들어서 각각의 지역에서 이러한 특혜를 부분 

〈표 1)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지역별 세제상 우대조건 비교 

일반지역 연해 개방도시와 개발구 경제특구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의 30% 제조업에 한해 15% 제조업 여부 불문 15% 

제조업 좌동 
제조업 좌동 

판매 제조업(경영기간 10년이 
서비스업(경영기간 10년 이상，출자 

기타소득세 상) : 이익발생후 2년간 면 기간시설 건설프로젝트 
액 500만불 이상) :이익발생 후 1 

제， 그후 3년간 50% 감면 15% 
년간 면제 그후 2년간 50% 감면 

개발구에 있는 기업이 스 
외국 투자자가 휴대하는 스스로 

수출제품 생산을 위해 수 
스로가 사용할 건재， 설 

사용할 가재도구와 교통수단은 합 

수입품 입하는 원자재 부품 포장 
비， 원재료， 부품， 사무용 

리적 수량에서 면세 

재료 등은 면세 
품 등은 면세 

특구 경계선 내의 수요를 위해 수 

입하는 담배와 술은 50% 면세 

국내판매 
과세 

과세 
특구내 기업이 특구내에서 생산품 

공산품1.5-69% 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자료: 選寧성 편람， 199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90 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만 요약 

4) 경제특구의 환경변화 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게 하였으 

경제특구에 대한 세금과 토지 사용비 등에 대 나 경제특구와 비교할 때 혜택의 종류나 정도가 

한 특혜에 따른 외자기업 유치의 성공으로 深:1:)1/ 차이가 있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표 2) 중국내 각 지구 외자기업에 대한 기본소득세율 비교(제조업) 

일반제조업 국가장려산업분야 수출기업，선진기술기업 

경제특구 15% 10% 

경제기술개발구 15% 10% 

첨단산업개발구 15% 7.5%(40%01상 수출) 

상해포동지구 15% 10% 

경제특구， 개발구 舊시가 24% 15% 12% 

기타지역 30% 15% 

자료: 김익수， 1993, 중국의 공업발전전략과 산업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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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를 만옮으로써 경제특구는 더이상 외자기 

업이나 국내기업들에게 유일한 선택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다. 

제조업 부문의 외국투자의 경우 경제특구， 경 

제기술개발구， 일반지역 간의 세제상의 우대도 

개혁초기와는 달리 유인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또한 각종 경제구간의 외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선진기술기업이나 수출기업이 아닐 

경우 기본소득세율과 같은 세제상의 유인도 대 

동소이해지고 있다. 더우기 중국정부가 외자기업 

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국영기업에 대 

한 소득세를 55%에서 33%(국세 30% , 지방세 

3%)로 낮추었으므로 세제 특혜면에서 중국 국내 

의 일반 공업 기업과의 격차는 점차 좁혀질 것으 

로보인다. 

개혁초기에는 이윤 발생 후 2년간 기업소득세 

를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변의 우대조치가 경 

제특구에 진출한 제조업부문의 외자기업으로서 

10년 이상 합자경영기간을 가진 기업에 적용되었 

으나， 이러한 우대조치는 1992년 말 현재 경제기 

술개발구는 물론 일반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김익수， 1993: 225) . 이러한 변화는 특구와 기 

타 지역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으므 

로 深쇄| 등 경제특구는 시 전체를 특구로 해주거 

나 특구의 전지역을 보세구로 만들어 줄 것을 요 

구하게 되었고， 일반 지역에서는 특구의 혜태을 

전부 가질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2. 시영'1업 

중국에서는 ‘기업 자산이 私A 소유에 속하고 

8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영리활동에 종사 

하는 기업(혹은 경제조직)’ 을 사영기업으로 규정 

하고 있다. 이 정의는 세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기업자산이 私A 소유라는 것은 공유 

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영기업 

의 존재의 특성을 가장 극명하게 표출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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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8인 이상의 고용이란 자신의 노동력을 

기초로 하는 개체호와의 구분을 해주는 기준이 

며 또한 사영기업인을 자본가로 규정하는 것이 

다싸 @ 영리성 경제조직이라는 것은 국유기업 

이나 집체기업이 전체의 필요에 의해 의무적인 

생산이나 고용을 하는 것에 대비하여 영리가 기 

업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성을 나타낸다. 

1) 사영기업의 배경 

1978년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에서는 전국의 

모든 기업은 국가소유이거나 집단소유였다11l 물 

론 공산화되기 이전의 중국에서는 사유제 부문이 

있었지만 공산정권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농촌 

에서는 토지개혁과 인민공사화를 통해서， 그리고 

도시에서는 기업의 국유화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의 기업들이 공유제에 들어오게 되었다. 특히 문 

화혁명을 거치면서 가능한한 전체 기업들을 전민 

소유제로 바꾸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1978 

년 공 · 농업생산총액 중 전민소유제 경제가 59% 

를 차지하고 집체소유제 경제가 41%에 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완전한 공유제 경제구조에서 비공유제 

부문이 25년 만에 다시 발생하고 계속해서 증가 

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된 배경에는 공유제 경제 

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국유기업 등에서 경직된 

관리체제 때문에 시장수요에 대해 민첩하고 적극 

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비공유제 경제의 

수요공간이나 생산공간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제에 있어서 사영경제의 출현 자체는 私

A의 손에 집중된 상당한 양의 화폐 재산이 존재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타인의 손에 고용되기를 

기다리는 자유로운 노동력이 존재하여， 이들 양 

자가 통합해 자본과 노동력으로 전화함으로써만 

이 비로소 가능하다(서석흥， 1994:32). 중국에서 

는 이러한 토대가 농촌개혁의 성공으로 만들어졌 

다. 그리고 외국자본의 유입은 그것이 합자나 합 

작의 형태를 띠거나 독자의 형태를 띠든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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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성격의 유입을 의미하며 비공유제의 출 

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외자기업과의 경쟁과 교 

류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출현하는데 

자극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비공유제 기업의 성 

장 추세는 농촌에서 도시로 확대되어 나갔고 연 

해지역에서 내륙으로 그 영향력을 넓혀 나갔다. 

엄밀한 의미의 사유제적 기업은 개체호와 사영 

기업 그리고 외자기업 중에서 독자기업을 들 수 

있는데， 사영기업은 개혁 초기에는 개체호나 향 

진기업에 비해서 그 규모에 있어서나 성장 속도 

에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았고 외자기업 중에서 

단독투자 기업도 합자기업이나 합작기업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적었다. 그러나 1992년 이후에 

는 이 두 형태의 기업유형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 

는데， 이러한 현상은 비록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 

는 국가 안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자본주의적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기 

업의 발전이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 

2) 사영기업의 현황과 추세 

(1) 사영기업의 현황 

1994년 6월 중국 전체의 사영기업은 32.8만 社，

종업인원은 501만 명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 

교했을 때 각각 78.3%와 81.3% 증가하였다. 개 

체호의 전국적 규모는 기업 수가 1888만 호이고， 

종업인원은 3184만 명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각각 21.3%와 27.2% 증가하였다. 

개체호는 사영기업과의 구분이 단지 고용인원의 

차이에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커지면 사영기업 

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두가지 유형은 통계에서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1993년 개체호와 사 

영기업의 총 등록 자본금은 2074억원이고 생산액 

은 1073억원이며 실제 영업액은 2981억원이다. 

그중에 상품 소매액은 2112억원이다(중국경제연 

감. 1994). 

개체호와 사영기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식적으로 사유제로 인정되는 부문 이외에 있어 비중은 상업부문에서 25%에 달하고 있으며 공업 

서도 농촌의 집체기업들과 혼합형 경제에서 나 생산액에서는 외자기업과 함께 18.5%를 차지하 

타나는 기업들이 외형적으로는 공유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사유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에 있 

어서 사유제의 영향력은 통계에서 나타나는 것 

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사영경제를 바 

라보는 시각은 사영경제가 공유제부문의 대립적 

존재가 아니라 보완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있으 

며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 

제’를 통해서 ‘공유제가 주체가 되는 소유제’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영경제가 

출현한 것은 1979년 이후이지만 그것을 공식적으 

로 인정한 것은 사영경제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된 이후인 1988년인 것을 고려한다 

면 사영기업의 성장이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현실이 개혁의 방향을 규 

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있다. 그리고 두 부문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1993년 사영기업의 공업생산액은 421.74억원으 

로 전체 52691.11억원의 0.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액의 수치는 위장된 사영기 

업들의 부분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사영기업의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숫자로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생산액보다는 비 

교적 실제에 가까운 통계이기 때문이다. 1993년 

소유제별 전국 종업원의 인원 분포를 보면 도시 

사영기업의 종업원의 규모가 전체의 3.1%이고 

농촌의 사영기업의 종업원 규모도 거의 비슷하 

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로 나타난다. 

도시지역에 있어서 집체기업의 종업원 수가 줄 

어들고 사영기업의 종업원 수가 늘어나는 현상 

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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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유제형식에 따른 기업형태 

소유제 기업형태 내 요。-

생산수단을 국가 소유로 한 기업유형. 

전민소유제기업(국유경제) 중앙 지방의 각급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이 국가 소유 자산을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 

생산수단을 공민이 집단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유형 
공유제 집단의 투자를 이용하여 설립한 도시와 농촌의 모든 

집단소유제기업(집단경제) 
기업. 

일부 개인의 자금으로 설립하였으나 자의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공상행정관리국이 법률로 집단소유임을 인 

정한 기업. 

생산수단을 노동자 개인 소유로 한 기업. 

개인 노동을 기초로 하며， 노동 성과를 노동자 개인이 

개인경영기업(개체호) 점유 지배하는 기업형태. 

개체공상호와 개인 공동경영이 포함됨. 

사유제 생산수단을 개인 소유로 하고 고용노동을 기초로 한 

사영기업 
기업유형. 

모든 사영독자기업， 사영합작기업， 사영유한책임공사 

를포함 

화교독자. 외국.홍콩 
100% 외자에 의해 설립된 기업. 

마카오 대만 독자기업 

공유제를 주로하는 기업 
모든 등록자본을 주주 전원이 주식형태로 공동 출자 

하여 설립된 기업 유형. 

주식제 사유제를 주로하는 기업 
주식유한공사와 유한책임공사의 2가지 형태가 있음. 

국유， 집체， 연영， 사영기업 등의 경제유형은 주식제 

형식으로 운영되더라도 주식유한공사나 유한책임공사 
주식합작제기업 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원래의 소유 형태로 분류. 

혼합소유제 중외합작 합자기업 소유제를 달리하는 시업 간 또는 기업 사업단위간에 

공사합영기업 공동 투자하여 새로운 경제 실체를 구성한 기업유형. 

자료: 趙大生， 1994, p，l4와 중국편 람 1994, p.253에 서 재 구성 

(2) 사영기업의 추세 

중국의 사영기업의 최근의 추세는 세가지로 볼 

수 었다. 첫째는 1993년과 1994년에 걸쳐서 사영 

기업으로 신규 등록하는 기업의 수가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1992년까지 농촌 

에 있는 사영기업의 수가 도시에 있는 사영기업 

의 수보다 더 많았는데 1993년을 기준으로 

그 구성의 비율이 반전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영기업의 세가지 형태 중에서 유한책임공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신규 사영기업의 증가 

1993년의 등기된 사영기업 12) 의 증가속도는 

1988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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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廣東성으로 1년 동 12.66%에서 27.85%로 증가하였다. 유한책임공사 

안 13，049개가 증가하였고 산동성이 8,6087ß 증가 는 법적인 책임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 

하였다. 2차산업보다는 3차산업이 빠르게 증가하 는데도 더 엄격하다. 따라서 사영기업이 유한책 

고 있고 3차산업 중에서 서비스업과 과학기술 자 임공사가 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영기업 

문회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등기된 사 의 대형화와 법적인 지위의 확보를 나타낸다. 

영기업의 증가는 1988년에서 1989년 사이에 두배 

이상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1989년 천안문 〈표 4) 1993년 사영기업의 법적지위 분류 

사건으로 일단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후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와 사영기업에 대한 등 

기 절차가 간소화 된13) 이후에 다시 2배 이상의 

증가를 하게 된다. 

@ 도시 사영기업의 증가 

1993년 전국에서 도시지역의 사영기업은 

132，138社로 1992년 보다 100.25%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전체 사영기업의 55.54%로서 92년까지 

농촌지역의 사영기업이 더 많았던 구조를 변경 

시킨 결과가 되었다14) 개혁 이전의 중국의 도시 

지역에서는 국유기업과 집체기업만이 존재하였 

는데， 도시지역의 집체기업들은 농촌 지역의 집 

체기업과 달리 국유기업과 흡사한 경영을 하고 

있었다. 또한 개방과 개혁이 도시에서 보다 농촌 

에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도시지역이 잘 통제 

되고，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의한 조절이 잘 되 

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영기업이 

란 비공유제의 기업 형태가 새롭게 형성되는 환 

경은 농촌이 도시보다 더 유리했다. 1993년 이후 

에 사영기업이 도시에 더 많이 분포하게 된 것은 

사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 것과 

도시지역의 경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유한책임공사의 증가 

사영기업은 독자기업과 합과기업15) 유한책임공 

사로 나뒤어져 있다. 1992년 17，673개 였던 유한 

책임공사가 1993년에는 66，253개로 3배 이상 증 

가하였고 전체 사영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92 1993 

독자기업 (社) 77268 (55.33%) 114944 (48.31 % ) 

유한책임공사(社) 17673 (12.66%) 66253 (27.85%) 

합과기업 (jfd.) 44691 (32.01 % ) 56722 (26.92%) 

합계 139632 (100%) 237919 000%) 

자료 : 중국경제연감 1994.p.664 

3) 중국경제에서 사영기업의 역할과 문제점 

사영기업이 중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4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CD 첫째로 흩어진 자금 

을 모아서 스스로 생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유한책임공사인 사영기업의 자금 중 70%는 자신 

이 스스로 준비한 것이다.@ 또한 농촌의 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산지지역의 자원을 개발 

할 수 있으며 @ 취업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輩慶 

市工商局調鼎科，1989) . 

그러나 이러한 사영기업 발전에 있어서 문제점 

도 가지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 

당한 방법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려는 것인 

데 예를 들면 장부의 부실기재나 상표의 도용， 

불량상품 판매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생산의 

맹목성과 단기성 문제로서 눈앞의 이익만을 생 

각하고 사회전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경 

영관리의 미숙으로 야기되는 자원의 낭비 등이 

었다. 또한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수입 격차 

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사영기업잠행조례〉에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수입의 10배가 넘지 않는 수입을 가지도록 하였 

으나 실제에 있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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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영기업주의 부패된 사생활도 문제가 되 

고 있다(馬元劃，1994). 

4) 사영기업의 외부환경의 변화 

등소평의 남순강화 이후 사영기업이 자본주의 

적인 것인가 사회주의적인 것인가의 사상논쟁에 

서 자유로와져서 사영기업의 판단 기준이 국가 

의 전체이익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정해 

졌다. 14차 3중전 회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목표를 ‘공유제를 견지하면서 다양한 경제성분 

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선포된 후 사영경 

제에 대한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의식이 좋아졌 

다. 그리고 1992년 이후 사영기업발전에 필요한 

정책이나 조치들-종업원의 자격， 경영범위， 경영 

방식과 등기심사절차 등-이 반포되어 경제환경 

도 좋아졌다. 또한 1992년 이후 지방정부 주도로 

사영경제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 

다는 점을 사영기업 발전의 긍정적 외부 환경이 

라고 할 수 있다(中國經濟年鍵 1994). 

그러나 계속되는 사영경제의 부정적 환경은 은 

행대출의 어려움과， 용지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각종 증명서류를 구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외 

국출장이나 외국기업과의 합자 등에서 자격심사 

를 매우 까다롭게 함-등과 함께 지방정부가 아직 

도 사영기업으로부터 각종의 찬조금을 강제적으 

로 할당하고 있으며， 아직도 정부에 사영기업에 

대한 정확한 주관부문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 

움이 있다는 것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아직도 많은 사영기업이 

집체기업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영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鄭씻湖， 

1989). 

ill. 사영기업의 환경으로서 深삐 

1. 深쇄l의 변확 

地理學論薰 第29號 (1997. 2) 

1) 인구의 신속한 증가 

1994년 深폐|의 상주인구는 3，355，100명이었고 

전년대비 13.7% 증가하였다. 그중에 호적(戶籍) 

인구는 939，700인으로 단지 전체시인구의 28%만 

을 차지하고 72%는 잠주(暫住)인구로 구성되어 

있다16) 深쇄| 인구 증가에 있어서 1987년은 중요 

한 분기점이 된다. 종인구에 있어서 100만이 넘 

어서면서 대도시가 되었고 그 해에 잠주인구가 

호적인구에 비해 더 많아졌다. 1994년에 이르러 

전체 인구 중에 72%가 잠주인구가 되 었다. 이 와 

같은 신속한 인구증가는 深:tJII 의 특성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廣東성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주로 四川성과 廣

西뾰族자치주 그리고 湖南성에서 들어오고 있다 

(굶建軍， 1995:26). 그들의 일차 목적지는 廣1+1 이 

고 최종 목적지는 深:tJII 이다. 그러나 深페11 에 들어 

와서 직업을 갖는 것은 주로 廣東성 출신들로 제 

한되어 있기 때문에 廣東성 이외의 출신들은 深

쇄|의 주변에 있는 東쫓이나 惠、州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深:l:JII 에서도 경제특구 이외의 곳에 정착 

하게 되고 기회가 되변 경제특구 내부로 들어 오 

려고 한다η) 

2) 소득의 증가 

廣州와 深:1:)11을 중심으로 하는 廣東성은 그 국 

민소득 부문이나 실제 외자 사용비율이 전국에 

서 가장 높다18) 그리고 深:1:)/1은 廣東성에서도 가 

장 높은 일인당 소득을 보이고 있는데， 深페11 의 1 

인당 GDP는 전국 2위인 廣1+1보다도 4배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인당 구매잠재력에 인구 

수를 곱한 도시별 소비 확대 잠재력 규모에서 深

:l:JII은 호적인구가 88만명 밖에 되지 않지만 전국 

도시 중에서 5위가 될 정도로 높은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높은 생활수준이 深:l:JII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 

3) 산업별 구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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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1:)11 의 사회총생산액은 1981년에서 1993년에 과학기술형 기업들이 생걱나게되는 배경이 되었 

이르는 12년간 130배로 성장하였다. 농업을 제외 다. 

한 모든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시기별 

로 산업별 구성비율의 차이가 있다. 경제특구 초 2. 深쇄|의 다양한 소유쩌|와 시장경제 팔엉확 
기(1980-1985) 에는 건설업이 중심이 되어 특구의 

기반시설과 공장， 오피스 건물 등을 건축하였다 

19) 그후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가속화됨에 따라 

제조업 부문이 급성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1990 

년대 이후에는 공업부문이 계속 근간을 이루는 

가운데 상업 부문의 성장이 주목된다. 1988년 공 

식적으로 존재를 인정받은 사영기업 중에 제조업 

이 중심이 되었던 것은 그 당시 深:1:)11 의 산업 구 

성 비율과 관계가 있다. 또한 1992년 이후 새롭 

게 창업하는 사영기업 중에 상업 서비스 부문이 

증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5) 深페11의 사회총생산액의 산업별구성 

〈단위:만 元(%))

1981년 1985년 1989년 1993년 

농 업 
3220 5011 11115 92800 

(5.0) (0.9) (0.6) (1 .1 ) 

공 업 
20111 209428 1092292 4808500 

(31.1) (35,4) (62.9) (57.1) 

건설업 
30033 253252 393433 1720000 

(46.5) (42.8) (22,7) (20.5) 

운수통신업 
2513 21178 52563 174045 

(3.9) (3.6) (3.0) (2.1) 

상 업 
8767 102548 187905 1614405 

(13.5) (17.3) (10.8) (19.2) 

합 계 
64644 591417 1737308 8409750 

(100) (100) (100) (100) 

자료: 深;1:) 11경제특구연감 1994 

深:1:)11경제특구의 초기에는 복장 및 섬유제품 제 

조업과 식품 가공업이 주축을 이루며 성장하였 

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전자 및 통신설비제 

조업이 공업 총생산액의 3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 조립 가공의 형태가 많은 것이 사실 

이지만 이러한 환경은 深:1:)11 의 사영기업에 많은 

1) 다양한 소유제 

다양한 소유제의 결과로써 생겨난 외국투자기 

업과 사영기업 그리고 개체호가 가장 번성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廣東성이고 그중에서 특 

히 경제특구인 深에11은 공업과 상업의 기업수와 

매출액에 있어서 공유제 기업을 제외한 기타 부 

분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업 생 

산액에서 비공유제 기업(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79.2%로서， 비 

공유제 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18.5% 나， 廣東

성의 39.6%와는 큰 차이가 있다. 상업부문에서도 

사영기업과 개체호가 전체 업체 수의 90.4%이고 

고용인원의 76.7%를 점하고 있다. 물론 공업에서 

의 비국유부분의 대부분이 외자기업에 의한 것 

이고， 상업에서는 개체호의 비율이 사영기업보다 

더 크지만 深계11 의 사영기업이 외자기업으로 등 

록된 경우가 많고 개체호는 사영기업으로 넘어 

가는 준비 단계인 것을 고려한다면， 深쇄|에서 비 

공유제 부분의 큰 비중은 사영기업의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비공유제 기업의 

주도적 역할은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연결되며 

시장경제의 활성화는 사영기업의 토대로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 

深:1:)11사영기업의 深죄11에서의 규모는 종업원의 

수로 그 현황과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廣東성 

과 深:1:)11은 사영기업의 종업원 수와 개체호의 종 

업원 수를 독립해서 통계처리 하지 않았기 때문 

에 정확한 사영기업만의 변화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전국적인 변화의 추세를 볼 때 1992년에 

서 1993년까지 사영 기 업 의 종사자 수가 2배 가까 

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광 

동성과 深:1:)11 의 사영기업과 개체호의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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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92년과 1993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것에 

서 사영기업의 종사자 수가 큰 비중으로 증가했 

다고 추정할 수 있다. 

地理學論蕭 第29號(1997. 2) 

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박정동， 1993:35). 

특구가 설립된 이후 정부는 인민생활 수준의 향 

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비재시장의 형성에 힘 

〈표 6) 소유제별 공업생산액의 구조(1993년) 

〈단위: 억元〉 

소유형태 전국 廣東성 深#11

국가소유 22724.67 (43.1 % ) 1445.38 (35.1%) 86.52 (17.7%) 

집체소유 20213.21 (38.4 % ) 1042.37 (25.3%) 15.27 ( 3.1 % ) 

비공유제부문 9457.11 (18.5%) 1627.57 (39.6%) 385.88 (79.2%) 

합계 52691.99 (100%) 4115.32 (100.0%) 487.67 (100.0%) 

자료: 중국통계연감， 廣東성연감， 深;J:JI!경제특구연감 각 1994년 판 

〈표 7) 소유제별 종업원 인원분포(전국， 廣東성， 深페1) 

〈단위 : 만 명〉 

년도 도시국유 도시집체 도시사영 도시개체 도시기타 농촌노동력 기타 합계 

전국 1990 10346 3549 57 614 164 42010 56740 

1991 10664 3628 68 692 216 43093 58360 

1992 10889 3621 98 740 282 43802 59432 

1993 10920 3393 186 930 536 44256 60220 

廣東성 1990 528.13 207.62 67.94 49.74 2264.67 3118.10 

1992 559.71 216.57 102.58 81.84 2336.13 70.38 3367.21 

1993 563.63 199.99 143.23 113.54 2325.94 87.58 3433.91 

深;1:)11 1990 33.85 5.25 3.36 16.31 50.43 109.22 

1991 38.77 6.76 3.57 19.36 58.91 127.37 

1992 38.85 7.99 9.04 24.26 68.84 148.98 

1993 41.45 5.42 28.53 31.24 103.10 209.74 

1994 38.71 8.28 32.77 35.30 107.64 0.35 223.05 

자료: 중국통계연감 1994, 廣東연감 1994. 深떼시 통계연감 1995. 

2) 시장경제의 활성화 

경제특구의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침은 계 

획경제보다는 시장 메카니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즉 국가는 중장기 계획의 작성， 중대한 

프로젝트의 도입 및 건설의 인가에 관여한다. 그 

리고 특구가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물자， 

에너지 등은 국가계획에 포함시키지만，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시장에 의한 배분 혹은 지도에 맡 

을 기울여 왔다. 특구 초기에 중요 상품에 대해 

서 고정가격이나 유동가격을 지시하던 것에서 2 

차례의 가격개혁을 통해 모두 자유가격으로 변 

하게 되었다2이. 그리고 계획경제하의 중국에서는 

상품이 아니라고 오랫동안 여겨져왔던 생산재도 

시장에 의해서 유통되었다. 특구 이외의 지역에 

서는 은행보다 재정당국이 월등히 우월하지만 

특구 내에서는 금융기관이 매우 큰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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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深폐|은 上海와 함께 중국에 2개 밖에 

없는 증권거래소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로운 노 

동력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전체 노동자의 

80% 이상이 임시공이나 계약공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深삐은 소유제에 있어 

서 사영부문의 크기에 있어서나 시장화 정도에 

있어서 상당히 자본주의 국가에 가까이 접근하 

고 있다. 박정동(1993)은 경제특구의 경제적 성 

격을 시장화 정도와 사영화 정도를 기준으로 〈그 

림 1)의 C의 위치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深;tJII

의 위치는 다른 경제특구들 보다 더 시장화 되어 

있고 사영부문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n에 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시장화 

국영부문 

C 
*------

* 
A 

계획경제화 

립되었지만 초기부터 深삐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1993년의 재정수입 

은 1979년의 52배로 증가했고 진출한 외자기업도 

2295社(전국의 1/7)에 이르고 있다. 직원 노동자21) 

의 연평균 임금도 8432元으로 증가했다. 이와 같 

은 급속한 경제 성장의 결과 深페11은 한낱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던 변경의 마을이 전국 제일의 소 

득수준을 자랑하는 중심적 공업도시로 변하게 되 

었다. 그 원인에 대하여 외국의 직접투자에 의해 

서 가능했다고 보는 시각과 외자에 의한 경제발 

전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정부의 투자， 금융기관 

에서의 융자， 중앙정부， 각 성 · 시에서의 투자와， 

중계무역지로서의 이점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시각이 있다(박정동， 1994:79). 

A: 집권적 사회주의 

B: 분권적 사회주의 

C: 경제특구 

사영부문 D: 후진자본주의 

E: 중진자본주의 

F: 선진자본주의 

C: 펼자가 생각하는 深:t)1I

〈그림 2> 경제특구의 성격도 

3. 흉콩과 내지와의 관께| 속의 深쇄| 경쩌| 

1) 홍콩과의 관계 

1979년부터 1980년까지 廣東성에 3개의 경제특 

구가 설립되었고 福建성에 한개의 경제특구가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深;tJII 발전의 중요한 요 

인은 입지적 특성에 있다는 것이다. 深페은 홍콩 

과 경계를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 

사적인 경제의 중심지로서 珠江 삼각주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廣州와 연결되는 축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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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위치하고 있다. 

廣東성에 3개의 경제특구가 지정된 이유에는 

廣東성이 홍콩과 마카오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홍콩과 마카오에 친척 

을 가지고 있어서 초기 투자를 유인할 좋은 조건 

이 된다는 것과 이러한 경제적인 밀접한 관계가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과 더 나아가서 대 만과의 

통일에 유익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경제 

특구의 성공적 발전은 이러한 목적에 어느정도 

부합했다고 할 수 있다. 深:tJlI은 홍콩을 바라보고 

만든 경제특구였고 홍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 

은 곳이다. 

홍콩은 1979년부터 1993년까지 深:tJlI이 실제 이 

용한 외자 중에서 64%를 .투자하였다. 深:tJ1I에 가 

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홍콩기업에게 深:tJ1I

은 단지 인건비가 싼 외국의 어떤 곳이 아니라， 

1997년 홍콩 반환 이후에 홍콩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도시로서 인식되어진다. 그리고 중국 내륙에 

진출할 교두보로서의 가치와 아직도 상대적으로 

싼 임대료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다22) 

홍콩으로의 접근성의 편리함은 홍콩기업에게는 

다른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장점이다. 실제 

에 있어서 深:tJII은 중국에서 가장 인프라가 잘된 

곳 중에 하나이다. 또한 외국기업의 중국에의 진 

출은 대부분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의 이용， 시 

장개척만이 중심이지만 홍콩과 대만은 가족애적， 

민족애 적 요인도 진출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 

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에서 투자 

한 사람들의 입장과 홍콩에서 투자한 사람의 입 

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출에 있어서 廣東

성은 1992년 수출 종액의 86%를 홍콩에 수출하 

였다. 深쇄|은 1993년 중국 전체 수출의 9.1%를 

수출하여 단일 도시로서는 최고의 수출액을 달 

성하였다. 그리고 이 수출 중 홍콩에 수출한 것 

이 89% 이었다. 

深삐의 경우 홍콩과 가깝다는 것이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의 가장 큰 이점 중의 하나이다. 홍 

地理學論護 第29號 (1997. 2) 

콩에서 가깝기 때문에 불자의 반출입이 편리하 

고， 그로 인해 납기도 단축할 수 있다. 원재료가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홍콩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深폐l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우수 

한 인재들이 많고 深:tJ1/은 경제특구 가운데서는 

가장 큰 대도시이고 홍콩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하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深쇄|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홍콩의 영 

향이 과장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박정동， 1994) 

@ 외자도입 그 자체가 별로 많지 않았다. 

@ 외자가 도입되어도 수출과는 관계없는 부동 

산 서어비스업에의 투자가 많았다. 

@ 외자기업에 의해 생산된 물품의 적지 않은 

부분이 수출되지 않고 중국 국내에 판매되 

었다. 

2) 내지와의 관계 

深계1/과 내지와의 관계는 초기에는 전국의 각 

성과 시에서 의무적으로 深:tJI/으로 투자를 했고 

1988년 이후 1992년까지 모든 성들과 시들이 경 

쟁적으로 특구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내지의 기업들의 투자는 둔 

화되었지만 深계1/에서 외국과의 합자의 형태나 

단독으로 내지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제특구 성립 초기에 있어서 경제특구는 전국 

에서 유일하게 외국과 자유롭게 접촉을 할 수 있 

는 지역이었고 특히 深:tJ\I은 홍콩과 인접하여 있 

었기 때문에 매력있는 곳이었음은 분명하다. 그 

러나 초기의 深:tJIj은 아직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 

였고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 

에 내륙의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진입을 시도하 

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요청으로 각 성 

과 시에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 

하였고 1985년 이후에는 내륙의 지방정부와 기업 

에서 深:tJI/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내지에서 深쇄l으로 자금이나 인력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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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특구 深j:JII의 사영기업 연구 

어오는 일방적인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90 

년 이후에 홍콩기업들이 내륙에 진출할 때 深

예11 의 기업들과 함께 들어가면서 비롯되었다23) 

이러한 현상이 시작되는 이유는 투자환경의 측 

면에서 80년대 深삐의 고도성장을 주도해 온 외 

국자본에게 있어 深페11 의 투자환경은 종전에 비 

해 그 유인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됐고 이같은 특 

구의 우위성이 약화되면서 내륙과의 관계가 더 

욱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深쇄|시는 1993년 

l월 ‘深:1:)11 경제특구의 대내 경제연합을 추진하 

는 약간의 규정’ 을 발표하고 이 규정에 의해 내 

륙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해 외자 및 특구내 기업 

과 같은 대우를 부여하기로 하였다24) 이러한 내 

륙과의 합자 합작 현상은 주로 국유기업이나 대 

형 집체기업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深쇄| 발전에 소요된 자금의 성분을 살펴보면 

내지와 외국과 深폐11 과의 관계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다. 深삐 건설의 초기 인 1980년부터 1989년 

까지의 기본 건설 투자의 자금조달은 외자의 비 

중이 深:1:)11 기업의 자체조달액 수와 함께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었다. 1993년 전체 자금의 구성 

을 보면 투자의 순위는 변하지 않았지만 외자의 

비중이 深:1:)11 기업의 자체 조달 자금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지의 투자도 초기에 비해서 그 비중이 작아져 

가고 있다. 그 원인은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가 

초기보다 이익이 적어졌고 각 성과 시에서 내부 

에 특구적 성격을 갖는 다양한 지역을 가지게 됨 

에 따라 투자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深:1:)11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深예11 경제의 특성을 한마 

디로 표현한다면 ‘외향형 경제’ 라고 할 수 있다. 

‘외향형 경제’ 란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이 자국이 

나 자기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 시장의 

수요에 따라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경제를 운용 

하는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張敏如a， 1993:5). 

‘외향형 경제’ 에서는 생산 방면에서 국내외의 수 

요를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유통방면에 있 

어서도 외국의 원재료와， 자금， 노동력， 기술， 정 

보 등이 만나야 한다. 深떼의 사영기업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N. 深페11 사영기업의 특성 

1. 시엉'1업과 ̂t영'1업자 현짱 

1) 사영기업 

1995년 6월 말 현재 深쇄|시 사영기업은 13000 

여개이며 투자자는 36000여명이고 종업원은 15만 

명이다. 등록자본금은 40억원이고 각각의 기업 

평균자본금이 100만원 이상이고 그중 자산이 1억 

원 이상인 회사가 10여개가 있고 천만원 이상인 

기업도 100여개가 있다. 이것은 深삐시 사영기업 

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다잃 

중국에서 한 지역의 사영기업의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것은 그 지역의 사영기업에 대한 연구의 시 

작점이 아니라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으 

로 사영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만을 사영기업이라 

고 생각하고 통계자료에 나온 기업의 숫자만을 

계산한다면 사영기업의 규모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26) 현실적으로 개인 소유의 기업들이 세 

제상의 혜태을 위해서나 법적인 절차상의 번거 

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집체기업이나 개체기업의 

명의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기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그 지역의 사영기 

업의 실체에 가까이 갈 수 있다27) 

深:1:)11 의 사영기업의 초기 발생과정은 개체경제 

에서의 전환과 민간 과학기술형 기업28)의 전환 

두가지가 있었다. 1988년 공식적으로 사영기업의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으나 일반적인 기업에게는 

그 절차가 어려웠고 기업들도 쉽게 사영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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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기술 

형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호의적이었고 초기 

에 몇몇 기업의 성공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많은 민간 과학기술형 기업이 생겨나게 

되었다. 1995년 6월 현재 전체 13000여개의 사영 

기업 중에서 5600여개가 제조업이고 과학기술형 

기업이 328개로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 

으나 대외적으로 사영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중요한 업체들이다. 과학기술형 사영기업의 

기업가가 주로 전문 기술 인력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과학기술형 기업은 현재 대규모의 국유 

기업이나 외자기업과의 경쟁에서 소규모의 자본 

과 능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형태이다. 또 

한 1993년 민간 과학기술형 기업에 대한 인정제 

도가 실시된 이후 많은 사영기업이 민간 과학기 

술형 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었고 외국과의 합자 

등의 방법으로 기술의 이전이나 수출이 가능게 

되었다. 과학기술형 기업은 深j:)11 科技工業園(하 

이테크 파크)에 밀집해 있다. 이들 민간 과학기 

술형 기업의 특징은 전자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 

다는 것과 기업가와 종업원의 전문화， 지식화를 

들 수있다. 사영기업에서 일하는 전문인원은 내 

지투자기업에서 사직한 전문인원， 합자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나온 경우와， 자신이 신기 

술을 개발한 경우가 있다(深j:)1I시 사영기업협회 

내부문건) . 

2) 사영기업가 

φ 연령 

중국의 한 집단을 이해할 때 그들이 어떤 연령 

대에 속하는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50년 

이전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그리 

고 문화혁명을 겪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사영기업가의 연령은 30-4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시의 사영기업가의 

연령이 농촌지역의 사영기업가보다 더 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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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있다. 深삐도 이런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대의 기업인이 다른 지역 

보다 더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역사가 15년밖에 되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오 

히려 기업인들의 나이는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 

여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영기업가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외지 출신의 기업가들이 자신 

의 출신성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고 深j:)1I에 들어 

온 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廣東성 출신의 기업인이 비廣 

東성의 기업인보다 비교적 연령의 분포가 낮은 

것은 廣東성 출신의 深계11 에 대한 진입장벽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었다. 이것은 深j:)1I에서 직 

업을 갖기위한 조건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廣東인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신지 

중국인들이 자신의 출신성에 대해 가지는 애착 

은 단순한 지역감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업에 있어서 출신성이 같은 사람들의 연계나 

상호 협력은 언어나 문화의 동질성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합의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 의식이 

있다. 그러나 深j:)11 과 같은 신흥도시에서는 이러 

한 관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사영 

기업가의 출신지는 廣東성 내가 31명이고 외지 

출신이 62명으로 廣東성 이외 지역의 출신이 많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深j:JII

이 비록 전체인구의 72%가 잠주인구로서 深j:JII

에 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도시이지만 그 인구의 대부분이 廣東성 출신이 

차지하고 있고， 특구 내에 있는 기업인의 경우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80%이상이 廣東성 출신 

인 것을 고려한다면(박정동. 1993:254) 深j:)1I 사영 

기업인들의 외지인 비율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29) 그리고 외지출신자 중에서 65%가 동부 

연해지역30) 출신이고 특히 上海시와 江蘇성， 山

東성 출신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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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기업들이 深삐에 많이 진출한 것과 관련 

이 있다. 설문조사한 전체 사영기업가 중에서 동 

부연해지역 출신의 비율은 76%에 달하고 있다. 

사영기업가들의 출신성이 가지는 의미는 이들이 

자신의 출신성에 자주 출장을 가고 있으며， ‘관 

계’ 를 중요시 하는 중국인들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들 지역에서 새로운 인력이 전입해 들어올 가 

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학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深계1/의 사영기업가의 학 

력은 매우 높다. 이런 고학력은 深:1:)1/ 사영기업가 

의 대표적인 특징을 이루고 있다. 深:1:)1/에서 사영 

기업의 빠른 성장을 설명할 때 사영기업가의 자 

질이 높은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었다. 廣東

성과 비廣東성 출신의 차이는 학력에서도 나타 

나는데 일반적으로 廣東성 출신의 학력이 비廣 

東성 출신보다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비廣東 

성 출신의 학력이 높은 것은 深폐| 경제특구에 들 

어올 때 외지인의 경우 전문인력으로 제한했고， 

내지에서 투자한 기업인 경우에 기업 내에서 상 

대적으로 유능한 인물을 선발해서 深쇄|에 보냈 

고， 그들이 독립하여 사영기업을 창업했기 때문 

이다. 

@ 경력 

사영기업가들의 경력은 설문조사 대상자의 반 

수 정도가 기술자나 공장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 

다. 그들은 주로 자신과 관련이 있는 제조업을 

시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深폐|의 사영기업 

이 과학기술형 기업에 그 뿌리의 하나가 있는 것 

도 이와 같은 사영기업가의 경력때문이다. 경력 

에 있어서도 비廣東성 출신이 기술자나 경영관리 

자 출신이 더 많다. 그리고 전문직에 있었던 사 

람들은 제조업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었다. 

@수입 

조사대상 기업 경영자의 평균 월수입은 3820원 

이고 이것만 가지고도 深폐|시 일반 노동자의 평 

균소득의 3배 이상이 된다31) 그러나 실제에 있 

어서 사영기업가에 대한 소득세는 여러가지 방 

법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사영기업가는 

가능한한 그들의 외형적인 소득 규모를 줄이려 

고 하며， 자신의 생활이나 그밖의 경비를 모두 

영업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사 

에 유보시킨 자금은 사실상 자신의 소유임을 고 

려할 때 실질적인 수입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노동자와의 실질소득의 차 

이는 상당한 격차가 있게 되었고 그러한 소득차 

이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 

다32) 深삐에 있어서 위험 요소는 외국기업들의 

이주에 따른 경기침체 뿐만 아니라 소득 격차에 

따른 深:1:)1/ 내부 인민들 사이의 갈등도 중요한 

문제이다. 

3) 深:1:)1/으로의 이주시기와 창업시기 

사영기업가들이 최초에 深:tJI/에 들어온 시기는 

주로 1985년부터 1990년 사이에 있다. 이 기간은 

중국의 전체 계획에 있어서 7-5기간에 해당되는 

시기이고 1984년 등소평이 深쇄|을 방문하고 深:tJI\

의 개발 방향이 올바른 것이라고 한 후의 기간이 

다. 또한 대부분의 내지 기업들이 深폐|에 투자한 

시기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이 기간에 深:1:)1\에 들 

어온 사람들이 현재 사영기업을 운영하고 있으 

며 이들의 창업시기는 주로 1993년과 1994년에 

집중되어 있다. 深쇄|시 통계에서도 1993년에 〈深

:tJI/시 기업 등기 관리 규정〉이 개정된 후 등기 절 

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1993년 1년 동안만에도 

외 자기 업 이 3,3677ß , 국내 기 업 이 5,1017ß 사영 기 

업이 l，6567ß 가 신규 등록하였다. 

현재 사영기업가가 深페|에 처음 들어온 후 창 

업까지의 기간은 평균 4년 6개월로서 이 기간 동 

안 현재의 사영기업가들은 외자기업이나 내지의 

투자 기업에서 기술자나 관리자로 있으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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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식을 쌓고，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맥 등 타나 있다. 그리고 원료의 구입에 있어서도 深폐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내부가 34%이고， 廣東성 내부에서 구입하는 곳 

이 62%에 달했다. 외국과 합자 형식을 하고 있 

4) 창업 자금 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는 나타나지 

深삐의 사영기업가가 창업을 할 때 자금의 출 않았고， 종업원이 40인 이상일 경우는 생산품을 

처는 친척이나 동업자와의 합자를 통해서 구하 외국에 수출하거나 廣東성 이외의 지역에서 원재 

는 것으로 나타났고，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의 비 

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33) 설문에서는 단지 

창업자금의 출처만을 질문했으므로 금액의 정확 

한 비율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비廣東성 출신이 

廣東성 출신에 비해서 은행에서 대출하는 빈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深j:)1I이 지역적 연 

고에 의한 대출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은 외지인이 深j:JI/에서 사업을 하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4) 그 

러나 廣東성 출신 사영기업가의 은행 대출이 적 

은 이유는 廣東성 출신의 사람들이 다른 성의 사 

람들보다 비교적 현금보유율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하기도 한다. 

5) 원재료 구입처와 상품 판매처 

1993년 深j:)I/의 수출 종액은 83.35억 달러였고 

이것은 전체 중국의 수출액의 9.1%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중에 외자기업의 수출량이 58.80억 달 

러로 전체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외자 

기업들은 판매를 외국에 할 뿐만 아니라 생산설 

비나 원자재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深j:)11 의 사영기업은 물품의 구입이나 판 

매에 있어서 대부분이 深쇄|과 廣東성 내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외자기업이 수출과 수입 

등 외국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고， 내국의 각 

성 · 시에서 투자한 기업은 모기업이 있는 省과 

의 관계가 중요한 것에 비교되는 현상으로， 사영 

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설문조사에서 제조업체의 제품의 판매지역은 

深폐1/ 내부가 46%이고， 廣東성 내부는 66%로 나 

료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사영기업 

이 深j:)I/이나 廣東성에서 주로 판매와 구입을 하 

는 이유는 사영기업의 영세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규모가 비교적 적은 사영기업은 물 

자의 구입이나 판매에 있어서 그 물량이 상대적 

으로 적고 따라서 내륙의 원산지， 혹은 외국에서 

직접 원자재를 가져오거나 판매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이 더 유 

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深j:JI/의 사영기 

업은 외자기업이나 三來一補35) 기업과 같이 외국 

에서 원재료나 부품을 들여와서 가공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보다는 深j:)I/이나 廣東성 내부의 

물자를 가지고 그곳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기업 

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과의 연계성은 외자기업들이 인건 

비 상승 등의 이유로 深j:JI/를 떠나가고 있는 것 

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사영기업의 강점으로 작 

용할 가능성도 있다. 深례의 사영기업들은 내국 

의 값싼 원료나 외국의 고정된 대형 판매처에 의 

존하지 않고 내부 경쟁이 치열한 深j:)I/과 廣東성 

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시장에 적응하여 왔고 자 

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 

2. 위장된 샤영'1업 

1) 사영기업의 일반적 위장 유형과 원인 

사영기업이 일반적으로 위장되는 형태는 집체 

기업으로 하는 경우와 개체기업으로 하는 경우 

가있다. 사영기업이 다른 기업형태로 위장하는 

것은 사영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이익을 위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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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문제가 사영기업의 위장을 조성하기도 한 
다36) 

(1) 집체기업으로 위장하는 경우 

@ 사영기업은 경영범위나 방식에 있어서 제한 

을 받는다.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 

@ 싼이자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 세금과 관리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핏 전기， 용수， 토지 사용이 편리하다. 

@ 집체기업에 의지하여 정책이 변한 후에도 

계속 기업을 유지할 수 있고 피고용인이 자 

신을 착취자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안전하다. 

@ 집체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지방정부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사영 

기업의 위장을 눈감아 주는 경향이 많다. 

@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집체기업이 수 

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집체기업의 사회에 대한 불이 

익도 적지 않다. 가장 큰 피해는 가집체 기업이 

손해를 보게 되면 실질적인 사영기업주는 사라지 

고 그 손해는 집체가 물어야 한다. 또한 대출한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에 손 

해를 입혀 개인이 치부하는 경우도 적지않기 때 

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법률적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方繼順， 1989) 

(2) 개체기업으로 위장하는 경우 

@ 사상에 대한 두려움(자본가라는 호칭)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 사영기업은 엄격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하 

고 장부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하지만 개체호 

는 판매액과 상관없이 정액세를 내면 된다. 

@ 사영기업의 허가를 내는 것이 개체호를 내는 

것보다 복잡하고 번거롭다. 

@ 유한책임공사가 아닌 사영기업이나 개체호 

는 실제에 있어서 구별이 별로 없다. 

(輩慶市工商局調冊科，1989)

개체기업으로 위장하는 것은 그 규모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고용인이 8명 이상이 되면 사영기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영기 

업은 개체기업으로 위장할 수 있지만 매출액의 

규모나 고용인의 규모가 커지면 개체기업의 명 

의를 벗어나 정식 사영기업으로 등록하거나 집 

체나 외자기업으로 새로운 위장 명의를 만들어 

야 한다. 사영기업이 개체기업이나 집체기업으로 

위장하는 여러가지 이유를 열거하였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세금문제에 있다고 할 수 었다. 

사영기업이 되면 정확한 회계장부를 쓰고 그것 

에 근거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세법과 국가규정 

에 따르면 사영기업가가 100원의 이익을 창출했 

을때 먼저 35원을 사영기업 소득세로 내야하고 

그 나머지 65원 중의 7%를 에너지 교통 발전기 

금으로 내야한다. 따라서 100원 중에서 60.45원이 

남게된다. 이 잉여부분에서 반드시 50%를 확대 

재생산에 투자해야 하고 그 나머지 30.22원이 개 

인 소비용으로 남게된다. 또한 여기서 40%를 개 

인 수입 조절세로 내고 나면 사영기업가는 18원 

정도를 갖게 된다. 그리고 산품세， 증치세， 영업 

세， 교육발전기금， 교육부가비 및 각종 세후 징수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소득은 전체 소득 

의 10%7} 안된다. 이것은 은행 이자율 10.6% 보 

다도 적은 금액이다(馬元봐，1994) . 

2) 深계1\ 사영기업의 위장 형태와 원인 

경제특구에서는 일반적인 기업들이 기타의 지 

역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행정상 세제상의 유리 

한 점이 많다. 深:t)I\ 경제특구는 상품교역 발달에 

따라 시장경제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고， 빠른 발 

전에 의한 다양한 소형산업의 필요성과 서비스 

업과 음식업， 수리업 등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 

기 때문에 사영기업을 경영하는데 좋은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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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구의 인사제도와 노동제 

도의 개혁으로 다른 업종과 회사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고 이에 따라 유능한 관리인원과 

기술인원이 사영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이런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深예11 의 

사영기업 중 제조업과 대형업체는 대부분 외자 

기업으로 위장되어 있다. 외국 합자기업으로 위 

장하는 이유는 경제특구 내에서의 혜택의 대부 

분이 외자기업에게 대한 것이고 외자의 형식을 

취했을 때 특구 이외의 지역과 거래할 때도 유리 

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홍콩과의 잦은 

접촉으로 인맥을 구축할 수 있어서 이러한 관계 

를 맺기 쉽다는 것도 한 요인일 것이다. 설문결 

과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업체 중에서도 197H 업 

체는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 

지 않고 23개 업체는 자신이 외국과의 합자형태 

를 띠고 있다고 하였다. 그중 18개의 기업이 제 

조업이었고 대외무역에 관계된 것이 5개가 있었 

다. 도소매업이나 식음료업 등은 주로 합자의 형 

태보다는 개체기업이나 사영기업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 

종업원 수와 합작여부의 관계는 41명 이상의 

고용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14개 회사중 117H 

가 외국과 합자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10명 이하의 기업들은 대부분 합자의 형식을 가 

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체기업으로 등록 

하기가 쉽고 또한 소규모 기업인 경우 외국합자 

회사로 등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3. 深쇠11억| 대한 긍정적 인식 

1) 深삐의 사업환경에 대한 평가 

앞으로 深싸의 변화의 핵심적 질문은 두가지가 

있다. 외자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현실에서， 낮은 인건비를 바라보고 진출한 외자 

기업들이 인건비의 상승과 특구로서 정책적 혜 

택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 

地理學論護 第29號 (1997. 2) 

연 계속 深쇄|에 머무르려고 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深페11은 과연 자생력이 

있는 도시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가 첫번째 질문 

이고， 둘째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深페11 

은 어떤 변화를 겪게될 것인가이다. 

深:1:)11 에 진출한 외자기업은 낮은 인건비와 내 

수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들어왔다. 그리고 집약 

적 노동력을 사용하는 조립업종과 섬유산업에 

진출했다는 것은 이러한 가정을 더욱 설득력 있 

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深:1:)11 의 인건비 상승이나 

내지의 다른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더 좋은 조건 

을 제시한다면 이들 외자기업은 이주를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深삐의 사영기업가들은 다른 생 

각을 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사영기업가들은 

75%이 이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인들의 입장에서는 深계11은 진입할 때부터 인건 

비가 가장 비싼 곳이었다. 그리고 사영기업들과 

합자기업으로 위장된 사영기업은 아직 고용인들 

이 평균 16명으로 외국에서 직접 투자하여 100명 

이상의 직공을 사용하는 기업과는 다른 조건에 

놓여 있다. 특구에서 특구 밖으로 또 深페|에서 

東첼 등으로의 이전을 주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 

들은 외국에서 낮은 인건비를 바라보고 투자한 

기업인 경우가 많다. 

사영기업가들이 최초에 深:1:)11 에서 사업을 시작 

할 때 深:1:)11 에 입지한 이유는 낮은 인건비 때문 

이 아니라 신속한 정보와 원재료와 판매처를 쉽 

게 구할 수 있고 금융적인 혜택이 전국의 그 어 

떤 곳보다 높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 

이 변하지 않는 한 그들이 계속 深페|에 남아 있 

을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深:1:)11은 이미 제조업의 장소일 뿐 아니라 정보산 

업이나 금융등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을 지닌 장 

소이다. 

설문조사 결과 사영기업가들이 생각하는 深죄11 

에서 사업하기 가장 유리한 점은 신속한 정보에 

있다고 했다. 이것은 深삐이 이미 시장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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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특구 深j:)1I의 사영기업 연구 

환경이 잘 발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계획경제 

가 강조되는 곳에서는 정보의 중요성은 상대적 

으로 적다. 또한 深쇄|이 단순히 홍콩에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나 정책적 혜택의 유리한 점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토대로 深셰이 새로운 장점을 

가진 지역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표 

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深삐에서 사업하기에 불리한 점으로 내 

부 경쟁이 치열함을 들고 있는 것도 인건비의 상 

승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외자기업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접큰이다. 深j:)1I의 사영기업 

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深j:)1I에 더 많은 혜택 

을 주어 타 지역과의 경쟁에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深#11 내에서 같은 조건 하에서 경 

쟁하는 기업들 속에서는 문제이다. 

그리고 사영기업가들이 생각하는 深j:)1I에서 개 

선되어야 할 점으로 교통문제와 관료체제를 들 

고 있다. 중국의 열악한 주택문제에 대해서 보다 

는 교통문제가 더 우선되었고 경제제도에 대한 

문제보다는 관료체제의 문제가 사영기업가가 생 

각하는 深삐의 문제이다. 

2) 사영기업가의 深삐에 대한 인식 

深j:)1I의 사영기업가들이 생각하는 深#11은 전체 

적으로 보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영기업가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높은 만족 

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기업인이 99명 중 76명으로 비교적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사영기업가로서 사회적인 지 

위나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며 많은 젊은 사 

람들의 선망의 대상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만족 

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수입이 상대적 

으로 높다는 것도 만족도가 높이 나타난 것과 연 

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전 속도에 대해서도 

75명이 적당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37) 深j:)1I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가장 차이를 

나타내는 기준은 업종이나 기업의 크기에 있지 

않고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에 있다. 深j:)1I에서 배 

우자와 동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특권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특구에는 

단지 배우자가 경제특구에 직장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는 거주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많 

은 외지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은 기혼자인 경우 

에도 대부분 독신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동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3년 

가 경제특구에서 일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짧은 기간을 위하여 전 

가족이 이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고 

이주에 있어서 자녀 교육의 문제나 주돼 문제 등 

간단하지 않은 생활 상의 문제들도 있다.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사영기업가들은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들은 자신의 회사에 직원 

으로 배우자의 신분을 보장할 수도 있으며 실제 

에 있어서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 

라서 이들의 동거 비율은 기타의 업종에 있는 사 

람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에 

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기혼자의 60% 이상이 배 

우자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深j:)1I에 대한 

만족도는 비동거 기업가에 비해서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있다38) 

3) 홍콩반환 이후와 上海 浦東 지역과의 경쟁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어떻 

게 될 것인가? 이 문제는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 라 중국에 사는 사람들， 특히 深

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조사한 기업인들 중에서 연 1회 이상 

홍콩에 출장을 가는 사람의 수는 50명이고 35명 

은 한번도 가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홍콩에 자주 

가는 집단이나 자주 가지 않는 집단 모두 홍콩의 

반환 이후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 

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예측은 深j:)1I을 떠나 다 

른 지역으로 이주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대답한 기업 수가 높았던 것과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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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포동지구의 개발 계획이 발표된 후 중국 

의 새로운 투자의 중심은 廣東성에서 上海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上海는 경제의 중심지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풍부한 우수한 인력과 자원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포동지구와 深삐 

을 비교하는 질문에는 홍콩의 반환 이후보다는 

못하지만 아주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39) 그 

러나 이들의 출신지역이 대부분 내지의 여러 성 

들이고 중국의 지역의식이 비교적 강한 것을 고 

려하고， 사영기업이 기타의 기업들과는 달리 현 

재 공장이나 사무실을 대부분 임대해서 사용하 

는 것과 기업의 규모가 소규모인 것을 생각한다 

면 深:t)11 의 경제환경이 불리해졌을 때 이들의 빠 

른 이동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V. 요약 및 결론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있었을 때 외국의 투자 

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계속 성장 

을 유지했고 지금도 홍콩의 반환 이후의 불확실 

성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적지 않은 외자기업이 

떠나고 있으면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는 深

:1:)11 발전 요인 중 하나로서 深:1:)11 의 사영기업을 

주목하고， 1992년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深폐| 사영기업의 실태와 사영기업가들의 특 

성을 경제특구 深:t)1I 지역특성으로 설명하려는 것 

이 이글의 목적이었다. 

〈그림 2)는 본 연구의 내용을 도식화 한 것이 

고 그 요약은 아래와 같다. 차별적 공간정책의 

결과물인 경제특구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 

안에 있지만 제한된 자본주의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구 안에서는 외자기업들에 대해서 세 

제상으로나 행정상에 많은 혜태을 제공하여 외 

자를 유치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정책을 추 

진하였다. 다양한 소유제를 인정하면서 합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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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영기업은 그 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빠르 

게 성장하면서 공유제가 중심이 된 중국경제에 

있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기업에 대해 

서 엄격한 세금으로 소득을 제한하거나 자본주 

의적이라는 사회적 인식때문에 정치 · 경제적으 

로 안정되지 못하였다. 개혁 개방 이후 대표적인 

변화의 모습인 경제특구와 사영기업이 深:t)11 이라 

는 홍콩과 인접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속에 

서 만나서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 

다. 첫째로는 외자기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 

제에 있어서는 사영기업인 위장된 사영기업들이 

생겨 났다. 둘째로는 深쇄|의 사영기업가는 고학 

력자로서 대부분 경제가 발전한 동부연해지역에 

서 이주했으며 내지 기업들이 深:t)1I에 투자한 기 

업의 기술 관리직에 있던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深삐에 대해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深폐|의 미래에 대해서 낙 

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深:t)11에서 계속 기업을 운 

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째로는 외자기업이 

나 공유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사 

영기업들은 深예11과 廣東성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판매하면서 외향형 경제로 대표되는 深:t)11 에서 

내부적 수요를 채워 나가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강한 연계성을 가지게 되었다. 1992년 이후 사영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좋아지고 등록절 

차 등이 간소화 되면서 1993년과 1994년에 많은 

사영기업들이 창업을 하게 되었다. 특구에 대한 

특혜가 기타의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인건비 

의존이 높은 외자기업들이 深쇄|에서 주변 지역 

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외자기업에 의존도가 

높았던 深#11에서 사영기업의 사회 경제적인 위 

상은 높아져 가7 있다40) 

본 연구에서는 深:t)11 의 사영기업이 深예11 경제 

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통계로써 규명하지 못하 

였다. 그리고 특구 내부에서만 설문을 함으로써 

深:t)1I의 교외구를 조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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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공간정책 

경제특구 

제한된 자본주의적 지역 

다양한 소유제 인정 

사영기업 

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한 

기업 

深쇠11 의시영'1업 

1.위장된 사영기업 

2.강한 지역연계성 

3.深:1:)11 에 대한 

긍정적 인식 

특혜의 공간적 확장 규제의 완화 

深:1:)11 사영경제의 

정치·경제적 

영향력강화 

〈그림 2) 深쇄| 사영기업의 특성도 

〈註〉

1) 한자 ‘深:1:)11 ’ 의 한국어 발음은 심천과 심수 두가 

지가 가능하다. 중국어 ‘深:1:)'1 ’ 의 발음은 Shen 

Zhen이고 영어로 쓸 때도 이것을 그대로 사용한 

다. 深떼은 지명이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완전 

히 대중화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深:1:)11 의 한국식 

표기도 선전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교재에서 심천이라 

고 표기하고 있고 주한 중국대사관에서도 심천으 

로 발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인해 주었기 때 

문에 심천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 이 

글에서는 지명은 가능한한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 

기로 하였다. (쇄|은 밭도랑을 의미하고 중국 廣

東성에서 특별히 지명으로 자주 사용된다) 

2) 기업가활동이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특히 그것 

이 전근대적인 사회경제체제가 근대적인 변혁을 

수행화는 역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 

각된다. 그 경우 경제주체로서의 기업가활동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대와 국가의 

조건에 따라서 정부라든가 은행에 의해서 주도 

될 수도 있고 순수한 민간인에 의해서 수행될 수 

도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의 산업혁명을 

역사적 전제로 해서 그 뒤를 따른 19세기의 후진 

국에서는 기업가 활동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부라든가 은행 또는 그들의 뒷받침을 받은 민 

간기업가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김종현， 1992:4). 

3) 서울 605.34km2
, 인천 317.l9km

2와 비교해 보아 

도 深쇄| 경제특구의 면적이 비교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5개의 경제특구 중에서도 성 

전체를 특구로 한 海南성을 제외하고 가장 크다. 

4) 경제학에서는 향진기업， 소유제 구조， 사회주의 

시장경제， 경제의 지역적 불균형 등이 중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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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사회학에서는 인구문제와 도시화， 노자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지리학에서는 지역정 

책의 문제와 국제분업체계 속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5) 鄭天倫， 1990, 中國經濟特區10年薰書 - 深:1:)11분권 

孫曉， 1991, 略論中國華南펌海地區經濟合作 - 經

濟特區-

6) J. Cheng & S. Macpherson ed.,1995, Development 

in Southern China. Wong Pui,1988, Economic 

Development China and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90's 

7) 개혁 초기에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본곳은 上海였다. 후에 등소평은 개혁 초기 

에 上海를 경제특구로 하지 않은 것은 과오였다 

고 하였다. 

8) 중국의 경제특구는 조건이 합당한 일정지역을 한 

정시켜서， 국내와는 다른 자유로운 관리체제로 

운영하고， 또한 외국인 단독투자를 포함한 각종 

경영형태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했고， 그 경 

영범위도 공업， 농업， 목축업， 어업， 상업， 주태， 

관광， 금융， 보험 등 광범위한 분야에 허용되어 

있는 종합경제개발지구로 규정할 수 있다. 오늘 

의 경제특구의 성격을 '^t회주의 국가 속에 있는 

규제된 자본주의 지역 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박정동， 1993: 237). 

9) 가장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외화의 암거래， 

밀수 등의 경제범죄이고 특구의 자주권은 이러한 

형태의 부정행위를 위해 악용되기도 하였다. 

10) 사영기업이 되는데 필요한 노동자 수가 반드시 

8명 이상이 되어야만 할 논리적 이유는 없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개인경영자가 자 

본가로 변하는 것은 적어도 7인 이상의 고용노 

동자를 가진 경우라고 하였고 이것이 8명이 자 

본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영기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趙大生， 1994 

:221). 

11)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기 

업의 특성은 @ 종업원에 의한 민주관리를 강조 

되는 것(특히 공유제 기업은 종업원이 노동자 

인 동시에 기업의 소유자로서 국가와 사회의 주 

인공이라고 이론상 규정되어 있다.)과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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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업 종업원의 이익조절의 문제가 있는데， 이 

는 국가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기업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하므로 종업원의 복지를 

제공해야 하지만 동시에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 

해야 하는 어려움의 문제이다.@ 또한 공산당 

의 영향력이 노조나 청년단을 통해 행사되고 있 

다는 것이다(趙大生， 1994:5). 

12) 등기된 사영기업의 수와 실제 사영기업의 수와 

의 관계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기 

존의 연구에서 추론하는 실제 기업수와 종업원 

수는 1991년의 경우， 통계에서는 기업수를 

107,8007H 로 종 업 원수를 1，838，900으로 표기 하고 

있으나 기업수는 40만개 이상으로 종업원수는 

2，500만명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趙大生， 1994 

:219). 

13) 1992년 이전까지 사영기업을 설립하려면 6개의 

다른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했으므로 창업보다 

는 기존의 업체를 인수해서 기업활동을 하는 경 

우가 많았다. 

14) 도시 사영기업의 경우에도 上海와 같은 곳은 

1991년 전체 사영기업의 90%가 교외구에 위치 

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는 광역시의 개념이고 도 

시의 교외구는 농촌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15) 2인 이상의 동업자가 모여서 운영하는 사영기 

업 형태 

16) 호적인구는 深:1:)11 에 원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을 의미하고 잠주인구란 허가 받은 기업체의 상 

주인원이나 국가의 심사를 받아 深:1:)11에서 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을 허가 받은 사람들이다. 

17) 특구로 들어오는 통로에는 검문소가 있고 허가 

증이 없는 사람은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 

러나 1992년 이후로 이러한 검문은 엄격함이 적 

어지고 있다. 

18) 광동성은 전국의 국민소득의 9.59%를 차지하 

고 실제 이용외자는 전국의 40.3%가 광동성에 

집중되어 있다. 

19) 당시 군 공병대에서 제대한 2만명의 건설인원이 

일시에 深:1:)11으로 유입되었다. 

20) 소수의 중요한 상품(식량， 기름， 연료， 약품) 혹 

은 공공 서비스(임대료， 전기 · 수도세， 학비， 시 

내교통비) 등 국가계획에 의거해서 조달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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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省이 고정가격을 정 

한다. 

21) 국유기업이나 도시집체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를 지칭한다. 

22) 1990년 深:t)11 의 인건비는 홍콩의 1/5였고 廣東성 

의 기타지역은 홍콩의 1/10이었다. 深폐|에서 50 

-70년 사용의 토지 임차비는 홍콩의 2-3% 였다. 

23) 深쇄|시의 중요기업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1992 

년 이후 전국의 각지역을 시찰하면서 각 지역 

과 경제협력 프로젝트 및 상호관계의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었다. 山西성， 湖南성과는 

에너지 및 농작물 분야의 협력 관계 강화에 대 

한 것이었고， 기술 수준이 높은 내륙 지역과는 

기술교류를 위한 것이거나， 중앙아시아의 새로 

운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기 위한 협의와 합 

의가 있었다. 

24) 구체적 내용은 @ 내륙의 기업이 특구에 투자 

하는 경우 직접 공상행정관리국에 등 기등록을 

할 수 있도록 수속을 간소화 하고 @ 내륙 성 

시 정부의 深:tJII주재 기관도 ‘현지법인’으로 경 

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허가하고 @ 내련기업과 

深:t)1I 주재기업에 대해 외자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며 @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 산업에 대 

한 투자 및 하이테크 제품의 개발에 대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 등이다(최수 

웅， 1994: 135-136). 

25) 深쩨시 사영기업협회는 민간사회단체로서 사영 

기업가와 정부 간의 상호교류의 통로의 역할을 

하여 사영기업에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단체이다. 물론 이 회원사 중에서는 이 

미 폐업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 

는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사영기업협 

회에서는 가능한한 자신의 규모를 늘려서 발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 

야한다. 

26) 深:tJ1I 경제특구 연감에서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 

를 기재할 때 사영기업 부문은 따로 정리하지 

않고 개체호와 연합하여 통계처리하고 있다. 

27) 농촌의 경우 대부분의 위장된 사영기업은 집체 

기업의 명의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나 도시에서 

는 개체호의 명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원이 

8명 이상이 되어도 계속해서 개체호의 명의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해지역에서는 외 

국과의 합자기업의 명의를 가진 사영기업도 존 

재한다. 

28) 중국에서 공식적인 명칭은 民間科技形企業이다. 

29) 사영기업의 고용인원은 @ 원칙적으로는 특구의 

상주호구인원을 채용해야 한다.@ 과학기술인 

원과 숙련공은 허가를 받아 내지인을 영입할 수 

있다.@ 복무원이나 수리업등의 고용인원은 일 

정한 한도 내에서 광동성 이외의 내지에서 데리 

고 올 수 있지만 광동성의 호구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30) “1958년초 대약진기 (1958-60) 의 분권화를 실험 

했을 때 중국은 1.동북 2.화북 3.화동 4.화중 5.화 

남 6.서남 7.서북의 7대 경제구 개념을 사용하여 

왔다. 개혁 이후 이같은 7대 경제권을 간소화시 

켜 보다 광의의 경제지리권역이라 할 수 있는 

1.동부연해 2.중부 3.서부의 3대 권역개념을 사 

용해 왔으나， 산업정책의 수행에 별로 도움이 되 

지 못하자， 1989년 4월 국무원 경제기술사회 발 

전연구중심이 7대 경제구별 산업정책수립의 필 

요성을 제안하였고 1992년에 국가 계획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여 107H 의 보다 세분된 경제구를 

발표하였다." <경제일보> 1989. 9. 12 (김익수， 

1993, p .134 재 인용). 

31) 1994년 深삐의 직공(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노 

동자)의 연평균 임금은 10，572원이고 기타경제 

단위의 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은 10，208원이다. 

농민의 연평균 수입은 3，692원이다.(1995년 深삐 

시 통계 연감 p.487) 

32) 1995년 12월 3일 深:t)1I의 외곽 용강구에서 인민 

무장경찰이 공산당지부를 습격한 500명의 노동 

자들에게 기관총을 발사해 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로 호남성과 호북성 출신의 건설 

노동자들이 돈 많은 유지들과 공산단 간부들이 

자신들을 괄시하는데 분노해서 일어난 사건이라 

고 한다(조선일보， 1995. 12. 8). 

33) 서석흥(1994) ， p.142 에서는 97개 사영기업의 창 

업자금 조달방식에서 40% 정도가 은행 및 신용 

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유한책임공사의 경우 70% 정도가 스스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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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구한 것으로 보고되어진다. 

34)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 대부분 외국과의 

합자회사나 가집체의 명의를 가지고 있어야 가 

능하고 농촌의 사영기업인 경우 촌의 간부의 지 

원이나 기업주가 은행과의 교분관계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35) <三來一補〉에는 다음의 4가지 유형이 있다. 

1. 來料加工 : 외국의 발주자로부터 원료， 부품， 

포장재료를 수입하고 가공한 제 

품을 발주자에게 건네 줌. 중국측 

은 가공임을 취득한다. 

2. 來樣加I: 외국의 발주자가 제공한 견본 혹 

은 작업지시서에 따라 가공. 원료 

는 중국산을 사용해서 제조하고 

제품을 발주자가 인수함. 

3. 來件裝配 : 외국의 발주자가 부품을 제공하 

고 중국측에서 조립함 제품은 발 

주자가 인수함. 

4. 補慣贊易 : 외국기업이 원재료 기계설비를 

제공하고 생산물로 그 뱃가를 상 

환함. 

36) 집체기업은 지방정부에서 세금을 거두고 국유 

기업이나 개체호의 세금은 국가와 나누게 된다. 

그리고 집체기업일 경우 지방정부는 인사나 경 

영에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다. 

37) 深삐에 대해서 말할 때 사영기업가들은 두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함께 한다. 그들은 深j:)1/ 만한 

곳은 중국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深

쇄l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 

하고 있다. 또한 2년전에 深j:)1/이 얼마나 장사하 

기 좋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를 

불평하곤 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화 속에는 미 

래에 대한 낙관과 강한 자신감이 있는 것을 발 

견할 수 있었다. 

38) 실제에 있어서 深j;JII에는 많은 독신의 남자들과 

四川성 등에서 들어온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 

성들 간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사회 문제이다.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일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 

들만 들어 올 수 있게한 정책이 그 특구와 내지 

와의 경계가 약해지면서 (深예11 경제특구에 들어 

올 수 있는 허가증을 불법으로 구하는데 100원 

地理學論蕭 第29號 (1997. 2) 

정도의 돈을 쓰면 가능하고 유흥업소에서 젊은 

여성이 하루에 벌수 있는 수입은 200원 정도이 

다.1995년 7월) 많은 젊은 여성들을 받아 들이게 

되었고 독신으로 深껴11 에 들어온 남성들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제공했다. 

39) 똑같은 질문을 외자기업주나 집체기업 경영자에 

게 물었다면 사영기업가 보다는 부정적인 결과 

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40) 1993년 도미 니 크 대 통령 이 방문했을 때 는 40명 

의 사영기업가가 단체로 면담을 하는 등 사영기 

업가의 사회적 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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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ivate Enterprise in 

the Chinese Spec:월1 E∞Inomic Zone ‘ShenZhen? 

Taek-Hyun Chun* 

Summar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ShenZhen as the place where Chinese Special Economic Zone 

and private enterprise meet, and to analyze the impact of regional properties on private enterprises 

and private enterpreneurs in ShenZhen. The data for analysis were obtained from interviews, 

questionarire surveys, and statistics. 

Some conclus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s the result of discrimitive spatial policies, the Special Economic Zones are the restricted 

areas for capitalism. In SEZ foreign invest companies have many advantages on taxes and 

management. 
2) Private enterprises, which had lesitimated in 1988, role as the compensations for state -owned 

companies. However they have so many obstacles - strict taxation, limitation of income -

3) Private enterprises in Shenzhen are apt to disguise as psuedo-foreign invest companies in 

order to have their advantages. Most of the private enterprenuers in Shenzhen are high 

educated and more than half of them came from coastal region. They moved to ShenZhen 

as engineers or managers when In-land companies invested in ShenZhen. And they have 

positive concepts about ShenZhen and their future. 

4) Since 1992 a lot of new private enterprises have founded. As the other region also have the 

special favors for foreign invest companies, foreign invest compnies are looking for new places 

where they can find more benefitable circumstance than ShenZhen. The private enterprises in 

ShenZhen have political and econmic power. 

Key Word Special Economic Zone, private enterprise, private enterprenuer, foreign invest 

company, spat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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