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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1970년  말 이후 시장사회로의 이행을 밟아오고 있다. 국이 성공 인 경제성장을 이

루어냄에 따라 국 시장화의 성공요인에 해서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본 논문은 국의 

성공  시장화에 한 다양한 요인  사회계 의 형성과 역할에 주목한다. 보다 엄 하게는 시장사

회 형성과정에서 사회변동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자본가 계 의 형성과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  맥락에서 자본가계 은 사 기업가 집단으로 분류된다. 즉, 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의 약 을 극복하면서 시장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 기업가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시장사회 형

성에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정부와 시장과의 계  거버 스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지방

 수 에서 고찰한다. 그리고 지방  수 에서 사 기업가를 심으로 한 시장화의 표  사례라 

할 수 있는 국 장(浙江)성 원 우의 사례를 심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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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중국의 시장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유효성과 지속적 성장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시각과 회의적 시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만들어내는 각종 경제지표는 

중국 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것 또한 사실이다. 중국은 

2010년도 GDP 기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등극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

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약 30년간 평균 약 10퍼센트

의 고속성장을 이루어낸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경제구조는 노동집

약적 산업에서 자본 ․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경제적 비교우위분야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행해 가면서 제2의 

경제도약을 향해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이다. 시장제도적 측면에

서 보면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나 전사회적으로 시장제도는 

이미 공고한 제도화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시장화와 고속성장은 동시에 다양한 사회 ․ 정치적 문제 또한 내오

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들 수 있다. 덩샤

오핑의 선부론(先富論)에 입각한 경제발전 전략은 지역간, 도농간, 그리고 소

득계층간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그 결과 공식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

인 중국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계 최악의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높은 수준의 사회긴장을 야기시키고 있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긴장도는 다시 정치와 경제의 모순적 공존으로 인해 그 

정도가 심화된다. 여기서 모순적 공존이란 경제적으로는 자유와 경쟁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에 기반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를 말한다. 권력독점은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

라 확대된 경제적 이해와 맞물려 부패문제를 광범위하게 양산했다. 빈부격차

와 부패라고 하는 성공적 시장화의 어두운 측면은 결과적으로 현재 중국정치

체제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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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20세기 후반 개발도상국이 민주화를 경험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지점이기

도 하다. 즉, 초기 경제발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던 권위주의 정치체제

가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단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부정적 제약요인이 됨으

로써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진행된 민주화의 물결을 평가할 때, 서구 유럽의 민주화(제1차 

물결)와 그 이후 개발도상국에서의 민주화 과정(제3차 물결)에서 자본가 계

급과 중산층은 민주주의를 중심적으로 추동한 세력이었다. 특히, 유럽의 역

사적 맥락에서 볼 때, 자본가 계급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서구 유럽

의 민주화과정에 주동력이었다. 동시에 자본가 계급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행위자이다. 따라서 자본가 계급은 두 가지

의 함의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의 필수적 구성요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체제 변동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회계급인 것이다. 중국정치변동을 분석하는데 있어, 특히 서구 학자들

을 중심으로, 현재 중국의 자본가계급― 사영기업가 집단― 이 주목받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자본가 계급은 중국적 맥락에서 볼 때 사영기업가

를 말한다. 

하지만, 주로 사영기업가 집단의 정치적 잠재력에 초점을 두었던 지금까지

의 논쟁이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둔 서구의 정치이론에 기반하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권위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다원화가 결국 정치적 민주화로 귀결되는 것은 철칙이라는 주장은 20세기 

개발도상국에 확인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된 

하나의 이론을 일반이론으로 설정하고 논의를 이러한 이론적 틀 내에 한정할 

경우,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경제적 발전과정의 특수성과 동학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중국 사영기업가 집단이 중국 특색의 정치경제적 

환경이라고 하는 특수성의 맥락에서 하나의 사회경제적 계급으로 형성되는 

과정과 시장화 과정에 준 영향, 그리고 끝으로 중국적 맥락에서 담당하고 있

는 독특한 정치적 역할에 대한 분석을 간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

저 중국의 사영가 집단의 형성과정을 사회주의의 시장사회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특수성에 주목하면서 추적한다. 즉, 사회주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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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화 과정, 시장사회의 형성 및 사회적 제도화 과정에서 사영기업가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중국 

사영기업가 집단의 특수성을 도출하고, 중국의 시장화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 

정치경제적 역할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하지만, 여기서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경계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

고자 한다. 본 논문의 분석 수준은 중국 한 지방에 맞추어져 있다. 즉, 중국 

사영기업가 집단형성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는 원저우(溫州)시(市)의 사영

기업가 집단 형성과정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를 중국 사영

기업가 집단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경계한다. 다만, 지방 수준에서 중국 사영가 집단 형성과정

과 정치경제적 역할의 대표적 예를 분석함으로써 중국 자본가 계급의 특수성

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본가 계급이라고 하는 사회과학적 개념을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에 한정하면서 중국에 단순히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있

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또 다른 목적이다.

II. 사영기업가와 시장의 형성

1. 원저우 사영기업가의 출현 및 형성

원저우는 중국 저장성 남동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1978년 12월 개최된 

中共中央 제11기 3중 전회를 기점으로 중국이 본격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

진할 무렵, 원저우의 산업기반 시설은 매우 취약했다. 이 도시는 중화인민공

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이른바 잊혀진 남동부 변방 도시었다. 우선 지리적으

로 정치경제적 중심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및 공업시

설 등 사회경제적 기반이 매우 낙후한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과거에 왕성한 

상업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사회주의 중국이 수립된 이후, 사적 소유권, 사기

업 운영 등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이 전면 금지되면서 급격히 쇠락한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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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1949~1977 1978~2005

연도 1949 1977 성장률 1978 2005 성장률

GDP 31,596 90,025 2.85 배 132,150 15,963,530 120.8 배

1인당 GDP n.a. n.a. n.a. 238 21,335 89.64 배

도시거주민
평균소득

167
(1957년)*

159
(1965년)*

n.a.*
423

(1981년)*
18,515 43.77 배

농촌거주민 
평균 순소득

n.a. n.a. n.a. 113 6,845 60.57 배

* 1949, 1977, 1979, 1981년도에 해당하는 자료 없음. 따라서 본 비교표에서는 1957, 1965, 및 
1981 자료로 대신함. 

자료: 溫州  統計年鑑 2006, 50; 1999, 374-375, 398-399, 426-427(北京: 中國統計出版
社).

<표 1> 개혁개방 전후 원저우 시 GDP 성장 비교 

 (위엔)

다. 특히, 국유기업이 원저우의 전체 기업 활동에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

에 비해 현격히 낮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82년 원저우 전체 

기업수는 4,085개인데 이 중 국유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 숫자는 294

개로 전체 기업의 약 7%를 차지한다(溫州市 統計局, 1999). 이와 같이 국유

기업수가 적은 이유는 원저우 시가 타이완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관계로 중국 중앙정부가 전략적으로 산업시설 구축 대상지에서 배제했기 때

문이었다. 결과적으로 1978년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원저우의 일인

당 GDP는 중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에 속했다. 

하지만 약 30년간 중국 사회를 구속해온 사회주의라고 하는 정치경제적 

족쇄가 풀어지기 시작하자 원저우는 급속도로 사회경제적 활기를 되찾기 시

작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부터 개혁개방 정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30년간 원저우 시의 GDP는 약 3배 성장했는데, 이와 비교할 때, 개혁개방이 

원저우 시에 준 효과는 놀라울 정도다. 원저우 시 GDP는 1978년 기준으로 

볼 때 2005에 약 120배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1일당 GDP 증가율은 약 

90배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거주자의 평균소득 증가율은 거의 44배에 달하

고 있고 농촌거주자의 경우 60배 이상의 평균소득 증가가 있었음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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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표 1> 참조). 

개혁개방이 만들어낸 사회경제적 공간에서 원저우 시장화를 추동한 세력

은 바로 사영기업가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농민 출신이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초기 원저우 사영기업의 출발점은 매우 낮은 수준의 기

술과 자본, 그리고 설비에 바탕을 둔 가내수공업이었다(何榮飛 主編, 1987; 

周益林 編著, 1987a; 史晋川 外, 2002).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중국정부

가 1986년 제6기 전인대 4차 회의에서 민법상으로 공식화하기 전까지 개인

사영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張經 編, 2007: 59). 그렇다면, 원저우 

사영기업가들은 어떻게 법으로 금지된 개인사업을 시작했고 원저우의 시장

화에 주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정치경제 및 사회적 환경은 사영업자들이 개인기업

을 시작하고 운영하는데 매우 적대적이었다. 우선 정치적 그리고 법적으로 

사영기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

본과 토지사용 역시 당연히 개인사영업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원저우 사영기업가들이 어떻게 개인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에 대

한 답은 우선 원저우 사영업자들이 고안해 낸 제도적 혁신에서 찾을 수 있

다. 그 중 하나의 방법이 바로 ‘구아후(挂户)’라는 것이다. 구아후는 사영기

업가가 그 지역에서 운영 중인 집체소유 기업이나 국유기업에 그들의 사업을 

형식적으로 소속시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업체의 

이름을 빌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를 말한다. 공

기업에 형식적으로 소속됨으로써 사영기업가들은 공기업에게 부여되던 각종 

혜택들, 예를 들어, 낮은 수준의 세금, 은행거래, 영수증 등의 혜택들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혜택의 대가로 그들은 공기업에 약간의 사용료를 비공식

적으로 제공했다. 이러한 거래는 사영업자와 공기업 양자에 모두 이익을 가

져다 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黃正瑞, 1986: 15; 周益林 編著, 

1987b). 원저우 사영기업가들이 고안해 낸 또 다른 제도적 혁신은 이른바 

“붉은 자본가(紅帽)” 행태로 알려진 ‘허후어후(合伙戶)’와 ‘구펀허주어(股份
合作)’이다. ‘허후어후’는 두 가구 이상의 개인사영업자들이 공동 경영하는 

회사를 말하며 ‘구펀허주어’는 몇 명의 개인 사영업자들이 공동 출자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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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영하면서 집체기업 형식으로 집단경영을 하는 형태의 기업행태를 뜻한

다(史晋川  外, 2002: 81-94). 이러한 기업운영 형식은 모두 당시 자본주의

적 요소를 적대시하는 정치적, 법적, 그리고 경제적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

서 나온 것이었다. 원저우 사영기업가들은 공동소유, 공동경영의 형식을 갖

춤으로써 자본가 또는 부르주아지로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

었고 동시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업들이 받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사적소유권과 합법적 개인소유 기업운영의 법적성격 말고도 초창기 원저

우 사영기업가들이 처한 난관은 자본과 공장을 운영할 공간의 확보였다. 하

지만, 당시의 정치경제적 환경에서 이러한 기업운영 필요요소들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1 원저우 사영기업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私金融)을 조직해 운영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원저우에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사영업자들이 다양한 제도적 혁

신― 비록 비합법적이었지만― 을 통해 개인사업을 시작했다. 물론 당시에 

사적소유, 사기업 및 사금융 등의 자본주의적 행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원저우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시

장사회가 형성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싹을 트고 있었다. 

2. 시장의 부활

개혁개방 초기, 중국사회는 여전히 인민공사, 단위, 호구제도 등 이른바 사

회주의 집단주의적 제도라고 하는 ‘새장’에 갇혀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틀 내

에서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자유는 한정되어 있었다.  제한된 

경제적 자유 속에서 개인은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재화를 매매할 수 없었고 

시장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다. 1979년에 덩

 1. 중국의 사영기업가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이 기
업운영자금의 확보였다. 국유기업이나 집체기업과는 달리 사영업자가 기업융자를 얻
는 통로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1989년 실시된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기업운영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답했다(中共中央 農村硏究室, 

198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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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지도부는 이와 같은 제도적 구속을 부분적으로 

푸는 조치를 내린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정연산승포책임제(家庭聯産

承包責任制)’였다. 이는 개별 농가가 농업생산의 기본 단위로 전환되고 잉여

생산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개별 농

가는 잉여생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민공사의 해체

와 더불어 개별 가구의 잉여 노동력이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

게 되었다. 

가정연산승포책임제의 도입과 함께 인민공사가 해체되면서 원저우 농민들

은 농업 이외의 소득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활동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전에 각종 수공업에 종사하며 축적했던 기술을 

바탕으로 신발, 섬유 등의 가공업을 시작하게 된다. 원저우 농민들이 조악한 

수준이지만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상품을 판매할 새로운 형태

의 시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최초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장은 근대

적 형태의 제도화된 시장은 아니었다. 농민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생산한 물

품을 주로 다리나 교차로와 같은 곳에서 모여 팔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일

종의 ‘장마당’과 같은 형태에 불과했다(周益林 編著, 1987b). 하지만 이와 

같은 비공식적 장마당은 점차적으로 원저우시 내에서 신발, 섬유, 단추 등 특

정 상품 또는 자재 등으로 특화된 시장으로 발전하게 된다. 상품별 특화된 

시장은 그에 따른 원자재 시장의 동시발전을 가져왔다. 즉, 신발시장에는 고

무 또는 섬유원자재 시장이 형성되는 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원자재 

시장은 후에 원저우 시당국의 결정에 의해 ‘전문시장’으로 공식화 되는 경로

를 밟게 된다. 

(1) 전문시장(專業市場)

원저우 시가 이미 형성된 원저우 시장들을 공식화함에 따라 각 시장들은 

특정 상품과 원자재로 전문화된 전문시장으로 더욱 발전하게 된다. 중국의 

시장화 과정에서 원저우 전문시장 형성의 중요성은 이러한 시장들이 단순한 

상품의 거래기능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상품의 재생산을 위한 상업 및 산업 

중심지로 발전했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 원저우 전문시장들은 단순 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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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중국 전체의 상품 및 원자재 도매 중심지로 발전

해 간다(Zhang Lin, 1990: 98-99). 이와 같이 1979년부터 점차적으로 형성

되기 시작한 원저우 시장들은 1984년 공식적으로 설립되게 되면서 1980년대

를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한다(張劉正, 1990). 

원저우 전문시장의 특이점 중 하나는 원저우 내 각 현(縣)별로 각각 하나

의 상품을 특화해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현에서 단추생산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면, 다른 현은 뱃지와 같은 기타 다른 액서서리를 특화시

키면서 상품생산이 중첩되는 것을 피했다. 또한, 각 현에서도 내부적으로 분

업화를 진행했는데 예를 들어, 단추를 특화시킨 현 내에서도 어떤 마을은 큰 

사이즈의 버튼을, 그리고 다른 마을은 작은 사이즈의 단추를 만드는 식으로 

분업체계를 형성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전기제품을 특화시킨 루칭(鹿淸)

현의 예를 들어보면, 웬양 마을은 광산램프, 민동 마을은 전선을, 창씨 마을

은 베이클라이트, 루주앙 마을은 스위치 등을 특화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리

고 이러한 분업은 전문시장에서의 시장교환을 통해 서로 상생효과를 가져오

는 체계를 구성했다(Zhang Lin, 1990: 100-101). 

원저우 전문시장의 또 다른 특이점은 개혁개방 당시 가장 낙후한 남동연

안의 한 도시가 불과 10년 이내에 중국 경공업 소비재 및 원자재 중심 교역

지로 발돋움했다는 것이다. 전국적 시장네트워크 형성과 발전과 관련해 주목

을 끄는 부분이 바로 원저우 ‘공샤오위엔(供销員)’이라 불리는 원저우 세일

즈맨들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원저우에서 경제적 궁핍을 탈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로, 나중에 중국의 타지역과 원저우의 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국적 특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가족경영의 일

원으로 이들은 타지역에 나가 상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해주고, 원저

우에서 생산된 상품을 다시 활동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지고 가서 되파는 일

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시장정보를 수집해 전달해주고, 원저

우 상품을 홍보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들은 티벳자치구를 

포함하는 중국의 변방에까지 걸쳐 있으면서 중국 전역을 그들의 활동영역으

로 포함하고 있었다(Wang and Li, 1986b: 20). 

원저우에서의 전문시장의 발전은 또한, 상품과 원자재 시장의 발전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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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기타 관련된 시장의 발전을 동시에 가져왔다. 이는 시장의 3요소인 자

본, 노동, 토지 중 중국적 특성에서 자본과 노동 시장,그리고 기술 시장의 발

전을 수반했다.

(2) 자본시장

중국에서 개혁개방 정책 이래로 비국유기업도 공식적으로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했다. 따라서 원저우 사영기업가들은 처음에 가족 노동, 산업재

활용 자재, 그리고 보잘것 없는 단순한 생산시설을 이용해 사업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장이 성장하고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족 외 노

동수요, 고급 원자재, 그리고 생산시설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투자자본의 수요를 본격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증가되는 자본수요와 폐쇄적

인 금융기관의 간극을 메우게 된 것이 바로 사금융의 출현이었다.  

원저우에서 출현한 사금융의 대표적 형태는 ‘치앤주앙(錢庄)’과 ‘치앤후이

(錢會)’였다. 치앤주앙은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중국의 전통적인 

형태의 은행이었다. 치앤후이는 일종의 한국의 계(契)와 같은 형태로 주로 

친인척과 지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금전조직이었다. 1985년에 실시된 조사

에 따르면, 원저우의 사금융 시장은 사영업자들이 조달하는 자본의 80%에 

도달했다(周益林 編著, 1987b: 28-30). 

원저우 시당국은 이러한 형태로 발전하는 불법적 형식의 사금융을 자본주

의적 요소의 출현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시당국이 실질적으

로 취한 조치는 ‘묵인’이었다. 시당국의 그러한 대응의 배경에는 사금융과 사

영기업 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깔려있었다. 즉, 사영기업을 억제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원저우 사영기업이 지역경제에 주는 공헌도가 무

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다. 시당국은 중앙정부의 특별조치 

이후 아예 사금융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1986년 중앙정부는 원저우를 

시장화의 실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자본주의시장경제 요소들을 허용하기로 결

정한다(潘善庚 主編, 1988). 중앙정부가 이와 같이 이른바 ‘원저우시험구(溫

州試驗區)’ 설치를 결정하게 되자, 시 정부는 1987년 사금융을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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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 결과 원저우에서는 5개의 사영 은행이 공식적으

로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周益林 編著, 1987b: 40-41). 그리고 이러한 사금

융 공식화는 자본조달 통로를 보다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지역 시장경제 발전

을 더욱 촉진하게 된다. 

(3) 정보시장     

원저우 시장 발전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정보시장의 활성화이다. 지역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영기업가들은 시장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자각하

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정보에 대한 수요는 시장정보를 전문적으로 다

루는 업종의 출현을 낳게 된다. 처음에는 몇몇 개인들이 시장정보를 수집하

고 공급하는 수준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원저우에서 기업과 시장의 출현과 

함께 정보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정보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는

데, 이는 1984년 설립된 ‘동풍정보회사(東風信息社)’와 같이 정보를 전문으

로 하는 회사의 등장을 가져왔다(周益林 編著, 1987a: 70). 

시장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들은 전국지(全國紙)와 지방지(地方紙)

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타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해당 지역

의 시장정보와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하나의 스크랩북으로 만드는 

형식을 취했다. 이러한 정보 스크랩북은 시장정보 뿐만 아니라 정치, 중앙정

부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변화, 기술발전동향, 우수인력에 대한 정보 등을 종

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한다(周益林 編著, 1987b: 6-7). 예를 들어, 이 지역

에서 예 지앤구어라는 시장정보 사업자는 이른바 “정보대왕”이라고 불리우

면서 시장정보의 대가로 통했다. 그가 시장정보사업을 시작한 것은 1981년이

었는데, 그의 시장정보지는 원저우에서 생산되는 2천개 이상의 정보를 제공

하고 있었다. 예는 그의 정보지를 점차 발전시켜 분야별로 특화를 시킨다. 

즉, 원저우의 유명한 산업들인 전기소자부품, 금형, 섬유, 단추 등으로 전문

화시킨 정보지를 제공하는 식이었다. 그가 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였던 수입

은 8,500위엔에 이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원저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시장정보 수요의 증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시장이 작동하기 위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원저우에 독특하게 형성된 시



42   이지용

장정보 사업은 다시 원저우 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된다(周

益林 編著, 1987a: 69-70). 

원저우 사영기업가들이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서 다양한 종류의 정보회사들이 출현한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르게 되면 

원저우시 내에서 영업하는 정보전문회사만 20여 개에 달하게 된다. 예를 들

어, 창난 현(縣) 진시앙 진(鎭)에서는 70여 명의 시장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거티후(個體戶: 개체호)’2들이 모여 1984년에 ‘원저우시 기술상품 대형교역

회(溫州市技術商品大型交易會)’를 설립하고, ‘진시앙 정보(金鄕信息)’라는 

정보지를 발간하기 시작했다(周益林 編著, 1987a: 10). 

III. 시장의 발전과 지방정부의 역할

1. 시장의 발전

사영기업가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시장의 발전은 원저우 시장사회의 발전

을 촉진하게 된다. 원저우 시장경제의 발전이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재정수입 

증가에 기여하게 되면서, 원저우 지방정부 관료들은 지역 시장발전에 실질적

인 이해를 갖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그들을 시장을 보다 촉진하는데 나

서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시정부 당국은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공식

화하게 되고 시장건물 등을 세워 시장영업을 장려하고 관리해주는 활동에 나

서게 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은 다시, 원저우 사영기업의 활동과 시장 

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시장의 활성화는 다시 관련 산업

의 형성과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데, 노동시장, 금융시장, 그리고 정보 및 기

술 시장의 발전 등이 그 예이다. 즉, 한 지방에서 형성된 시장과 산업은 그와 

연관된 사업과 직업을 창출시키고, 관련된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면서 각각의 

 2. 거티후는 중국에서 개인 사영기업가가 운영하는 소규모 사영업 단위를 의미한다. 예
를 들어, 식당, 잡화점, 동네 가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중국 시장화 과정에 있어 사영기업가의 형성과 역할   43

<그림 1> 사영기업가를 중심으로 한 시장 및 시장사회형성

산업이 유기적인 연관을 맺으면서 상생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

이다(<그림 1> 참조).

시장이 형성되고 발전되면서 보다 많은 행위자들이 시장에 참가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경쟁을 촉발시켰다. 치열해진 시장경쟁은 다시 시장참

가자들로 하여금 시장의 흐름과 정보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게끔 유

도했다 (Zhang, 1990: 103). 시장의 성숙이 가져온 또 다른 효과는, 특히 시

장경제의 형성과 관련해서,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점차적으로 가격기제

에 의해 조절되고, 가격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가격과 시장정보가 사회주의 계획경제 메커니즘을 점차적으로 

대체해나가게 된 것이다. 원저우 시장 행위자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가

격과 정보라고 하는 시장원리를 학습하게 되고 동시에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비공식적 제도가 원저우라고 하는 지역적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제도화

되어나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  

원저우 사영기업가들은 그들의 사업영역과 범위를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

으로까지 확장해 나갔다. 사업 확장은 원저우 전문시장을 중심으로 타지역에 

영업점을 개설하고 원자재 수입통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시장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발전시키는 방식이었다. 원저우의 시장과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

라, 그리고, 타지역과의 시장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발전됨에 따라 타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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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동하는 원저우인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난다. 1987년에 이르면 이들의 

숫자는 300,100명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1990년대 초기에 다시 381,800명으

로 늘어난다(Zhang, 2003: 117). 특히, 그들은 타지역에서 이른바 ‘원저우마

을’이라든지 ‘원저우거리’ 등과 같이 하나의 타운을 형성했다(吳崇源, 1999: 

7). 이들은 타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원저우의 제품을 그 지역에 판매하거나, 

원저우로의 원자재 공급을 담당하며, 타지역 시장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

을 담당하면서 원저우를 중심으로 한 시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Wang and Li, 1986a: 19-20; ).   

타지역으로의 영업망 확대를 통한 시장 네트워크의 형성은 원저우 시장경

제를 보다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른 지역에 원저우의 시장경제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 이와 같이 확산된 시장경제는 시장의 기능을 기존의 

단순한 재화의 교환장소가 아닌 확대재상산을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기

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과 산업 간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는 효과를 가져왔

다. 보다 중요한 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장화’가 사회주의 이행기에 있

는 사회에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생활양식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

다는 것이다. 

2. 원저우 지방정부의 “조산원(midwifery)”3으로서의 역할 

원저우의 사영기업가의 출현과 시장의 확대발전과정을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이다. 중국정부가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1978년 12월 이후 1980년대를 걸쳐 중국의 정치지

도부 내에서는 여전히 ‘성사(性社)’와 ‘성자(性資)’ 논쟁으로 대표되는 보혁

 3. ‘midwifery'는 피터 에반스(Peter Evans)가 제시한 용어로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규제자나 경제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닌 조력자로서의 역할
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 논의는 Peter Evans.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eter Evans, ed. State-Society Synergy: Government and Social Capital in 

Development (Berkeley: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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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치열히 전개되었다. 또한 공식적으로 개인사영업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른바 ‘자본주의’적 요소의 등장에 대해 날카롭게 경계하는 사회주의 국가

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4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다른 

지역들이 사영업이 아닌 집체소유에 바탕을 두고 지방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과 개입을 통해 형성된 향진기업(鄕鎭企業)의 성장에 기반5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소유와 사영업을 허용하지 않았던 당시의 정치경제적 환경

이었다. 이러한 정치경제 및 사회적 환경에서 원저우가 사영기업가와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정치적 배경에는 원저우 지방정부의 역할을 배제

할 수 없다. 

원저우 지방정부가 사영업의 출현과 시장의 발전에 기여한 역할은 무엇보

다도 사영기업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암묵적 방기였다. 이러한 원저우 지방정

부의 행태는 중국의 다른 지역정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본고에서는 그러한 이유를 개혁개방 초기 원저우 시당국의 정

부능력과 원저우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원인으로서 원저우 지방정부의 정부능력을 들 수 있다. 원저우 지방

정부는 매우 낙후된 원저우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즉, 사회경제

적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빈곤한 지방 산악지방을 관리하는 관계로 재정과 

인력, 그리고 사회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다. 둘째

로 원저우는 다른 지역과 같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개입할만

 4. 물론, 중국은 현재까지도 중국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주의를 공식적으
로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
만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南巡講話)’ 이후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대
적인 국유기업 사영화 조치와 2000년대 들어서 중국공산당이 사영기업가를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시기와 1978년 이후 1980년대에 사영기업가와 사영기업을 바라보는 
정치적 관점과 사회경제적 환경은 대조적이다. 즉, 개혁개방 초기만 해도 사영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었다. 

 5. 중국 지방정부가 향진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동한 예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중에서도 특히 Jean C. Oi. “The Role of the Local State in China's Transitional 

Economy.” The China Quarterly. No. 144. Special Issue: China's Transitional 

Economy. December 1995. pp. 1132-1149; Jean C. Oi. Rural China Takes Off: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Economic Refor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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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업기반이 부재했다. 따라서, 개혁개방 초기 원저우 지방정부는 개혁개

방을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전혀 내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

라 그러한 의지도 없었다. 즉, 다른 지역과 달리 원저우 지방정부는 기업경영

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기반이 없었고,  이는 기업활동에 대한 직접적 이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다른 지역과 같이 지방정부가 향

진기업이나 국유기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면 이와 같은 기업과 경

쟁을 촉발할 수 있는 여타 비국유 기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시에 

원저우 주민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중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주

민들은 만성적인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

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경제적 생활을 해결하도록 

놔두는 일 뿐이었다(Wang and Li, 1986b: 15; 史晋川 外, 2002: 102-103).6 

이런 점에서 원저우 지방정부의 역할을 의도하지 않은 ‘자유방임(laissez- 

faire)’라고 표현하기도 한다(杜仁惺, 2000). 또한, 원저우 시장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지방정부에 세수증대를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지방정

부의 재정수입 증가와 지방경제의 가시적 성장률 실적은 원저우 지방관료들

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뿐만 아니라 원저우 지방관료들은 지역경

제의 성장을 통해 승진 등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당

간부 및 관료들의 승진심사 기준에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율 지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Whiting, 1999; 2001).

하지만, 원저우 정부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정부

의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일 수 있다. 물론 원저우 정부가 개혁개방 초기에는 

상기한 이유로 인해 지방경제에 유의미한 정책을 전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다. 하지만 원저우 시장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 재정수

입이 확대되면서, 지방 당 및 정부관료들은 점차적으로 경제성장의 중요성과 

 6. 당시 원저우 주민의 경제적 곤란을 보여주는 단적인 일화가 베이징 리뷰(Beijing 

Review)에 실려있다. 개혁개방 초기, 원저우 주민들은 기아와 빈곤을 해결해 달라고 
원저우 시정부 앞에서 연일 시위를 계속했다. 당시 원저우 시청사 앞, 거리 곳곳에는 
“우리는 일하고 싶다!” “우리는 살고싶다!”는 표어가 쓰여져 있었다. 하지만 원저우 
시정부는 주민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해 줄 수단과 능력이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라
곤 주민들이 자력갱생해서 먹고 살도록 놔두는 것 뿐이었다(Wang and Li, 1986b: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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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지역경제성장이 지방정부와 그들에게 어떠한 실

질적 이익을 가져다주는가를 인식하면서, 당간부 및 관료들은 보다 적극적으

로 사영경제발전을 모색하게 된다(溫州市委, 1985; 1986; 1992). 

원저우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면, 첫째, 사영기업에 대한 정치적 보호를 제

공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당시의 정치적 환경 하에서, 원저우시 당간부 

및 정부관료는 불법적인 사영기업형태인 ‘구아후(挂户),’ ‘허후어후(合伙
戶),’ 그리고 ‘구펀허주어(股份合作)’와 같은 붉은 자본가(紅帽) 행태를 의도

적으로 묵인해 주었다(溫州市工商行政管理局, 1993: 94-99). 만약 중앙정부

가 사영기업행위와 관련해 통제관리지침을 하달하면 지방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던지 형식적인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역내 사영기업을 보호했다 

(Whiting, 1999). 원저우 지방정부는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전개한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사영기업을 민법상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

자마자 원저우 지방정부는 이를 확대해석해 시장경제의 핵심이라할 수 있는 

하지만 사회주의 원칙에 도전적인 사적소유권을 인정하는 지방정부 수준에

서의 조치들을 내놓는다(溫州市工商行政管理局, 1993). 

둘째, 원저우시 정부는 단순히 사적소유권에 대한 보장을 넘어 사영기업활

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 호구제도 적용 완화, 전문시장 개설 및 지원 

등의 정책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 산업이 발전하고 시장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원저우 사영기업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도모하게 되는데 여기

에는 기술과 고급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호구제도는 

타지역의 인력유입을 제한함으로써 상하이와 같이 발전된 산업도시에서의 

고급기술인력 수급을 어렵게 했다. 이런 점에서 원저우 정부의 호구제도 적

용의 완화는 원저우 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외부로부터 조달하기 위한 보

다 적극적인 정부정책이었다(史晋川 外, 2002: 301-302). 

적극적 정책의 또 다른 예에서 전문시장의 공식화와 개설 및 지원을 빼놓

을 수 없다. 시정부가 현대적 시설을 갖춘 시장을 개설하기 전에 원저우 시

장은 활기차기는 했지만 시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장마당 정도의 수준에 불

과했다. 또 다른 문제로, 시장질서가 매우 혼란해서 시장거래에 기본적 원칙

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는 시장무질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48   이지용

있었다. 시장이 처음 생긴 초기에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상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원칙 없는 시장거래와 불투명성 등의 문

제는 결과적으로 거래비용을 비효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시장의 질적인 발

전을 내올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시장과 시장제도를 

통한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North, 1990)는 시

장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질서, 규칙, 제도 등을 확립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원저우 시당국은 전문시장을 공식화한 또 다른 정책적 목적은 시

장상거래를 투명화하고 그럼으로써 세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하는데 있

었다. 

전문시장을 설립하고 공식화하면서, 원저우 지방정부는 우선 시장의 질서

를 바로잡기 위해 범죄방지를 위한 공안(公安: 경찰)서비스, 각종 상사중재

(商事仲裁) 서비스, 상거래질서 확립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했다 

(Wu, 2007: 61). 특히, 상거래질서 확립은 원저우 시장과 산업이 질적인 도

약을 이루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 원저우 사영기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초기에 매우 열악한 기술, 장비, 원자재 등으로 특징지어 진다. 당연한 결과

로서 원저우에서 생산된 제품의 질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점

차적으로 원저우 상품은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었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원저우 산업에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7 원저우 시정부는 1990년대 이

르러 제품품질관리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장기적 발전을 위

한 제도적 규제를 단행한다(溫州市人民政府, 1994: 1-2). 이와 같은 정책적 

개입을 통해 시정부는 이른바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하는 규제자

로서의 정부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장규제와 관련해서 주목해야할 또 다른 

점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시장행위자의 자율규제조직 설립과 연동되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7. 원저우의 악명 높은 저질상품은 결국 타지방에서 소비자들의 집단적 항의를 일으키
는 수준까지 도달했었다. 일예로 항저우(抗州)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원저우 산 신발을 
시청 앞에서 집단적으로 불태워 폐기시키면서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郁建興 外, 

2006: 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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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장조직의 형성과 역할

원저우 시장과 사영기업가를 특징짓는 또 다른 측면은 원저우가 중국에서 

가장 활발한 사영기업가들의 자율적인 시장조직과 사회단체들을 설립해 운

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원저우에는 1,400개 이상의 시장 및 사회조직이 

원저우시 민정국(民政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다 (溫州市 統計局, 

2008). 그 중에서 원저우 사영기업가들이 협력적 기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상회(商會) 또는 상공인협회(行業協會)가 전체 사회단체의 약 60퍼

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상회 또는 상공인협회는 수평적으로 의류, 신발, 

단추, 전기소자, 식료업 등 원저우에 기반을 둔 각 사업별로 조직되어 있다. 

이는 다시 각 사업별로 수직적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즉 각 사업단위별로 원

저우 시급(市級), 그리고 하부 행정단위인 현급(縣級,) 그 아랫 단위인 진급

(鎭級) 단위까지 조직되어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8 원저우 상회의 활동범위

는 원저우 내에 그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각 지방에 나가있는 원저우 상인

들 역시 해당 지역에 원저우 상회를 조직해 운영하면서 원저우의 상회와 연

계성을 갖으면서 활동하면서 전국적으로 원저우 상회는 유명해졌다. 현재 원

저우 외 지역에서 조직되어 활동 중인 원저우 상회의 숫자는 100개가 넘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몽고자치주, 신장위그루 자치주와 같은 변방에서부터 베

이징에 이르기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 

1. 시장, 사영기업가의 성장, 그리고 시장조직(상회)의 형성

1988년 원저우 공상련(工商聯)은 자율규제를 통해 시장무질서를 바로잡기 

 8. 원저우 시 총상회 담당직원에 따르면 상회조직원칙은 “사업단위별 단일 상회 또는 
상공인협회 그리고 각 사업단위에 속해 있는 현(縣)별 단위까지 조직화”이다(상회 상
근직원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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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상회설립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루칭 구(區) 사영기업가들이 

먼저 ‘루칭신발산업상회’를 설립한다. 이를 기점으로 상회설립은 원저우의 

다른 사업부문과 지역으로 확산된다. 원저우 상회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상회

설립 자체가 원저우 사영기업가들의 내부적 요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데에 있다. 물론 원저우시 민정국(民政局)에 등록되어 관리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예산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중국

적 특색의 시민사회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陳剩恿 外, 2004; 郁建興 外, 

2006). 

원저우 사영기업가들이 시장조직을 자발적으로 설립한데는 무엇보다도 원

저우 시장의 시장무질서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원저우 시장에는 저질제

품, 가짜상품, 위조, 그리고 상인들 간의 날카로운 대립과 갈등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기 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이 사회주의에서 시장사회로 전

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된 문제였다. 왜냐하면, 개혁개방 이전 사

회주의 하에서 자본주의적 의미의 시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시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고, 정부 역시 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법제와 규

제를 갖추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시장제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생

적으로 발생한 원저우 시장과 상인들은 이와 같이 열악한 조건에서 치열한 

시장경쟁에 노출되게 되면서 전형적인 ‘집단행동의 딜레마’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또한 시장행위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도 찾

을 수 있다. 원저우 사영기업가들 중 상당수는 이전에 농사에 종사하던 농민

들로서 낮은 수준의 교육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절대적 빈곤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시장경제활동 참여의 최우선의 목표는 당장의 이

익을 최대화하는 것이었다. 즉,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던 원저

우 시장행위자들은 그들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편법이라도 동

원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발생한 시장무질서는 원저우 

상품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원저우 상인들이 상회를 

결성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들이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해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결성해야한다

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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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회의 기능과 역할

시장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설립된 상회들이 조직적 힘을 동원해 우

선적으로 전념한 사업이 바로 상품의 품질관리였다. 이를 위해 상회는 각 상

회명의로 ‘바오후정(保護證)’이라는 일종의 사업인증서를 발급하기 시작한다

(鄭達炯, 1991: 225). 이 증서를 획득했다는 사실은 사업자가 상회가 정하는 

수준의 상규칙(商規則)을 지키고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뜻했고 상회

가 이를 보증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상회는 원저우 시장 내에서 이 증을 획

득한 사업자들에게만 영업허가를 내주었다. 이와 같은 조직과 제도를 통한 

시장의 자율규제는 원저우 시장의 무질서를 바로잡고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

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시장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상회가 취한 또 다

른 조치는 신문이나 여타 정간물 등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특

별히 상품위조 행위와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특정의 제품을 

개발해 생산하기 시작하면 그 사업자는 상회를 통해 그 제품에 대한 상품 소

유권을 인정받고, 상회는 이를 지방 일간지나 상회 소식지 등을 통해 공표한

다. 이와 같이 공표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업자는 이미 공표된 상품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는 규칙을 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비공

식적 제도를 만들어 나갔다(陳剩恿 外, 2004: 77).  

상회는 시장질서를 바로잡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의 

발전을 추동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상회 내부적으로 상회에 소속된 사

영업자들 간의 각종 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중간에 조정함으로써 회원 간의 

상생적 관계형성을 주도해 나간다. 또한, 신상품 개발을 주도, 대외적인 상품

전시회에 상회 소속 제품을 출시 등의 활동을 통해 마케팅 전략을 보다 조직

적으로 전개했다. 이외에도 소속 회원들에 대한 제품개발 기술 훈련, 경영기

법 교육,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상회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면서 공동 번영을 

추구했다. 또한, 상회가 조직과 재원을 갖춤에 따라 몇몇 상회를 중심으로 사

 9. 필자의 현지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상회를 설립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응답자 27명 
중 77.8%인 21명이 시장무질서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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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금을 융자해 주기도 했다. 

이러한 각종 혜택과 순기능으로 원저우 상회들은 회원들을 확충해 나가게 

되고, 사영기업가들은 상회가입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경험하면서 더 

많은 사영기업가들이 자발적으로 상회에 가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많은 수

의 사영기업가들이 상회에 소속되면서 원저우 상회들은 지역 시장과 사회에

서 영향력 있는 조직력을 갖추게 되고, 그 결과 원저우의 강력한 사회이익집

단으로 등장하게 된다. 상회가 강력한 조직력을 갖춤에 따라 나타난 결과 중 

하나는, 정부와의 관계 변화이다. 기존에 분산되어있던 사영기업가들이 조직

되면서 이들은 정부에 강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즉, 정부의 무원칙한 권력행사에 대항해 회원기업인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원저우 상회는 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소극적 의미의 권

익보호활동에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각종 제안을 함

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을 회원 기업과 시장행위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

게 되면서 일종의 정부와 시장의 중재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3. 수평적 조직문화의 형성

자발적인 조직결성과 자율적인 조직운영은 회원들 간의 민주적 규칙과 관

계형성에 기여했다. 사영기업가들은 과거 엄격한 사회주의 사회경제체제와는 

달리 그들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 학습할 기

회를 갖게 된다. 또한, 이 조직에의 참여는 강제적이지 않고 개인의 이익과 

이해에 기반했다. 조직결성과 참여 및 운영에 관한 이러한 원칙은 조직이 개

인의 이익에 기반하고, 따라서 정부와 공동의 이익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그 자체와 소속 회원들의 이익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운영된다는 ―

그 당시의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새로운 행위규범를 

창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정부와 사회 또는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과 정부의 지도를 받는 사회’가 아닌 초기적 형태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사

회에서의 ‘국가-사회’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 내에서도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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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한 비강제적 조직 참여 및 운영은 조직 내 회원 간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조직 내 의사결정은 회원들 간의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합

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조직의 규모와 활동범위가 확대되면서, 몇몇 상회는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경쟁선거제를 자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원저우 패션 상회 

(温州服装商会)’는 매 삼년마다 회장, 부회장, 그리고 이사회 임원을 경쟁선

거 방식으로 선출한다(温州服装商会, 2003). 따라서 각 후보들은 선거과정 

중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회원과 상회의 이익보호와 장기적 발전비전

을 홍보하는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선거진행과정

이다. 패션 상회의 선거제도는 점차적으로 원저우의 다른 상회에서도 도입하

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원저우 사영기업가들은 그들의 조직운

영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선거의 의미에 대해 실질적인 학습을 하게 된다. 이

러한 경험은 원저우의 정치문화에까지 확대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촌락단

위에서 허용되어 실시되는 촌 대표 선거이다. 원저우 촌락선거에 대한 한 연

구에 따르면, 원저우 촌락단위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매우 역동적이다. 

우선 선거가 경쟁선거로 이루어지고, 후보들은 마을의 발전에 대한 비전 홍

보와 선거운동에 열정적으로 임한다. 대표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면서 선출된 

촌대표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직들이 보여주듯이 촌행정 운영에 있어 

선거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민주주의적 경쟁선거가 선거

민들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원저우 주민들은 촌대표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즉, 민주주의의 장점

이라할 수 있는 선출직 지도자의 책임성과 의무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그 효과라 할 수 있는 선거민들의 참여민주주의 행태가 나타나면서 ― 물론, 

이는 원저우라고 하는 지역적 수준에 국한될 수 있지만 ― 초기적 단계의  

민주주의적 정치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Zhang, 

2003: 332-343).10

수평적 조직문화와 민주주의적 정치문화의 형성은 조직운영에서 투명성과 

10. 원저우의 이와 같은 참여적 정치문화, 수평적 조직문화는 필자의 현지조사과정 중에
서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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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그리고 절차성을 강조하도록 이끌었다. 대부분의 원저우 상회들은 

매년 단위로 총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서 조직운영 규칙, 임원진 선출, 회계보

고 등이 이루어지고 결정된다. 또한 각 조직 회장은 여기서 한 해 동안의 사

업내용과 업적에 대한 보고를 하고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의견수

렴통로를 공개적으로 열어 놓고 있는데, 각 회원은 이러한 통로를 통해 그들 

각자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상회는 이를 모아서 공개한 다음 의사

결정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陳宣勇, 2003).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이러한 민주주의적 조직문화가 시장 대 지방정부 관계에도 그대로 투사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V. 시장사회의 발전과 지방 거버넌스의 형성

1. 시장사회의 형성과 발전

시장경제는 단순히 사회적 재화의 배분이 가격과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Slater and Tonkiss, 2001: 6)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칼 폴

라니가 지적했듯이, 시장경제는 사회적으로 수립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통

해 하나의 ‘시장사회’를 형성하는 것(Polanyi, 1992)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

해,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전사회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그

리고 제도적 기반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이 다층적이고 다면

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특징적인 형태의 사회경제적 관계와 구조의 형성을 바

탕으로 작동되는 것이다.11 

원저우에서 사영기업가의 출현과 형성, 시장의 발전, 그리고 산업화와 도

11. 시장사회와 관련된 사회이론은 Don Slater and Fran Tonkiss, Market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2001); Albert Hirschman, Rival Views of Market 

Society (New York: Viking, 1986); Karl Polanyi, “The economy as an instituted 

process.” In The Sociology of Economic Life, edited by M. Grasnovetter and R. 

Swedberg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2), pp. 29-51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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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는 이 지역에서의 사회적 이동과 교환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세계

와이 소통 또한 활발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낙후된 지방 농촌의 

시장화와 공업화는 사회적 계층화, 다양화, 복잡화 현상을 가져오면서 점차

적으로 단순화된 사회주의 사회에서 복잡다단한 시장사회로의 전환을 가져

왔다. 또한, 기존에 호구제도와 인민공사 제도에 갇혀있던 농민들은 시장활

동에 참여함에 따라 외부세계의 변화와 정보에 노출되었고 이는 역으로 원저

우 시장과 원저우 사회의 대외적 개방성을 확대시켰다.   

시장화는 또한 사회적 규범, 가치관, 그리고 관계성을 변화시켰다. 여전히 

사회주의 사회의 관료주의와 위계적 질서가 뿌리 깊게 존재하던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시장에서만은 이전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즉 기존에 농민이

었건, 국유기업의 관리인이었건, 또는 기존의 당관료이었건 간에 상관없이 

모두 동등하게 사업을 하는 기업인이었고 시장행위자에 불과했다. 즉, 시장

경쟁력과 이윤, 화폐 등과 같은 개념이 경제외적 요인인 사회정치적 지위와 

가치를 대신했다. 이익과 이윤이 그 어떤 다른 가치보다도 우선시된 것이다

(史晋川 外, 2002: 184). 다시 말해, 시장사회로의 전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화 초기에 발생한 극도의 시장무질서는 오히려 시장행위자들로 하여

금 자연스럽게 시장제도, 규칙, 규범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로 작

용했다. 시장행위자들은 공식적인 시장제도와 규제가 없는 법적환경에서 상

회라고 하는 조직과 제도를 창출함으로써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해 나

갔다. 상회와 같은 조직은 다시 원저우 시장에서 일종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형성시키는데 기여한다. 사회자본은 

민주주의 정치사회문화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Putnam, 1993; Coleman, 1988; North, 1990; Fukuyama, 

1995). 퍼트냄(Putnam)에 의하면, “사회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을 말하는데 이는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협조적으로) 조정

된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발

적 협조는 사회자본에 의해 촉진된다”고 보았다(Putnam, 1993: 167). 

그런데 퍼트냄(1993)은 사회자본이 시민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 사회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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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른바 시민문화를 본래 가지고 있

지 않은 사회에서 그의 ‘사회자본’은 형성될 수 없는 것인가? 저자는 이 부

분에 동의할 수 없다. 그 근거로 원저우에서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시퀀싱

(sequencing) 과정을 추적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개혁개방 이전의 

원저우의 특징을 들라고 하면 사회주의 체제하에 매우 낙후된 농촌 지역이

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시민문화’의 단초를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일수밖에 없다. 게다가, 시장화 초기, 원저우는 법과 규제와 같은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시장규범, 상도덕과 같은 비공식적 시장제도도 형성되어 있

지 않았다. 또한, 공식적 시장, 회사, 거래소, 시장규제 정부조직 등과 같은 

시장조직 또한 부재한 상태에서 모두 새로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

다. 하지만, 시장행위자들은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시장제도와 조직의 필요

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제도와 조직을 설립한다. 시장제도와 조직이 형성되자 

이는 다시 공식적, 비공식적 시장제도의 형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행위자간의 이해출동과 갈등은 조절되고 조정되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은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독특한 사회자본을 형성시키게 된다. 즉, 사회자본

이 본래 그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기반을 필요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러한 기반 없이도 형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저자는 원저우

의 사례를 바탕으로 볼 때, 조건에 따라서는 후자가 더 타당할 수 있다고 본

다. 

상회를 조직함으로써 사영기업가들은 상호간의 조정을 통해 자기파괴적 

시장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조정과 협의를 통한 상거래의 확립은 역으

로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협조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가

지 흥미를 끄는 상회의 역할은 상호부조이다. 만약 상회 회원 중 한 명이 불

의의 사고로 사업상의 곤란을 겪을 경우, 상회는 성금을 모으거나 여타 다른 

방법을 동원해 그 회원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부조는 상회의 결집력을 강화시켰다. 이는 또한 비회원이 회원가

입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원조우 상회는 협조, 상호

신뢰, 호혜정신과 같은 사회자본의 전형적 요소들을 발전시켜 나간다.12  

원저우 상회는 그 역할을 단지 회원과 해당 사업의 발전에만 국한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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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몇몇 상회들을 중심으로 상회와 사영기업가의 사회적 기여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고아원, 양로원, 학교 등의 시설을 지원하는 사

업을 전개하는데, 이는 원저우가 이전에 매우 빈곤한 지역이었고, 사영기업

가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이전에 대부분 빈곤한 가정에서 자랐던 경험이 

있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

도 사영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정부의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사회주의 

사회와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이른바 자본주의적 요소로서 끊임없는 의심과 

경계를 받아야 했다. 더욱이 상회와 같은 비정부기구를 자본가들이 조직한 

것에 대해 상당한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

회정치적 분위기에서 사영기업가들은 그들과 그들의 조직인 상회가 사회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즉, 그들

의 사회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야했는데, 이러한 맥락은 그들이 사회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 시장세력의 조직화와 지방거버넌스     

중국의 국가-사회관계는 여전히 위계적이고 수직적이다. 시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생활과 자유는 중국공산당 일당독재를 특징으로 하는 권력독점

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의 틀에 의해 제한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체

제는 지방수준에서 당간부와 정부관료에게 정치적, 행정적 권력을 독점적으

로 행사하게끔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관료들의 권력남용과 각종 부정부

패를 양산하는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시장화에 따라 사회 ·시장이 성장하고 국가로부터 독립적 경제력을 확

보함에 따라 비대칭적 권력관계는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다. 시장화가 진행되

12. 저자는 이러한 상호부조의 문화 형성과 사례들을 많은 수의 상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
다. 필자의 현지조사 대상이었던, 원저우 패션상회, 신발산업 상회, 화공제품 상회 등
에서 공통적으로 상회의 발전과정요인으로 이와 같은 상호부조정신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관례화의 사례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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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독립적 경제력을 확보하고 그들 자신의 조직력을 확장하면서 원저우 사

영기업가들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갔을까?

본고에서는 특히 상회를 중심으로 한 사영기업가의 조직화에 초점을 맞추

고자 한다. 상회가 조직되기 전에, 사영기업가들은 정부관료의 무원칙한 행

정과 권력남용에 대항할 수단을 갖추지 못했었다. 특히 강한 권위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의 유산을 물려받은 정치적 환경에서 일반 시민들과 사영업자

들이 정부당국에 접근할 수 여지는 많지 않았다.13 원저우 사영기업가들이 

상회를 처음 설립할 때 직접적인 이유가 지방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기 위

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하지만, 상회가 조직되고 성장함에 따라, 분절적이고 

힘없는 개인들은 조직의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일 개

인이 아니라 다수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영기업가들이 조직의 이름으로 정

부관료를 대하게 되자, 이들을 대하는 정부관료들의 태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게 된다. 상회운영이 체계화되면서 이들은 조직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운영자금을 조성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사업을 통해 사회

적 영향력을 배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조직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상회는 

정부관료와의 관계를 보다 수평적 관계로 변화시키게 된다. 원저우 주민들은 

이를 통해, 조직력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데 이는 나중에 정부로부터 자신들

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상회를 조직하는 경우도 낳게 된다. 그 대

표적인 예가 ‘타이슌 현(縣) 수력발전상회’이다. 1993년에 사영기업가들은 

원저우의 소규모 수력발전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방정부는 공기업의 영역에 

사영기업가들이 진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사영기업가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정부관료들이 취한 조치는 무원칙하고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세금 부과

였다. 하지만, 이에 대응해 사영기업가들은 수력발전상회를 결성해 정부의 

비합리적인 세금정책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결국 이 사건은 지방정부가 양

보함으로써 일단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한 상회조직의 효과는 

추가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원저우 수력상회가 조직적 영향력으로 정

13. 한 사영기업가는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상회라는 조직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그가 
상회에 가입하기 전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감히 정부관료를 만나 사정 얘기를 한
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고 회상했다(필자의 인터뷰,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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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행정력 남용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응하게 되자, 관련된 상회 설립운동

이 저장성 전체로 확산된다. 그리고 이는 2003년 저장성 성급단위의 연합체

인 저장성 수력발전 상회의 설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 상회는 저장성

의 대표적 이익단체로 성장 자리 잡게 된다(朱康對, 2007). 

하지만 상회의 활동범위는 하나의 사회적 이익집단으로서 단순히 대 지방

정부 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는데 그치지 않았다. 원저우 상회는 더 나아가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정책적 권고를 하고 동시에 정부시책을 시장에 전달

하고 이행시키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 지방정부는 시장행위자들보다 시

장정보에 어두울 수밖에 없고 시장정보에 바탕을 둔 효과적 정책 수립이 어

려울 수 있다. 이른바 ‘탁상행정’은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과 경

험에 바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

장행위자들의 정보와 경험은 효과적 정책안 도출과 수립, 그리고 집행에 유

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조직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저우 상회는 보다 적극

적으로 정부에 정책적 권고하면서 정부와 상회는 일종의 동업자적 관계를 형

성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원저우 상회의 대 지방정부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방정부관료 측면에서도 지역의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효

과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함으로써 낭비와 오류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그럼으

로써 자신의 승진 등과 같은 형태로 보상받음으로써 이러한 상생적 관계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예를 들어, 원저우시 루칭신발상회는 지방정부와 협

력해서 시장의 질량감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상회 측에서는 비회원들이 

법을 어기고 만들어 판매하는 저질상품을 퇴출시킴으로써 브랜드 명성을 지

키는 이익이 있었고, 정부 측면에서는 정부정책을 수행하는데 공권력 투입비

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로서, 원저우 패션상회는 원저우 시당국과 함께 원저우 패션산업 발

전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입안함으로써 기업과 정부의 협조체제를 형성하기

도 했다(陳剩恿 外, 2004: 43). 

원저우 사영기업가들은 또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이익의 상관관계에 대

해 눈을 뜨기 시작한다. 이러한 인식은 그들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정치권력

에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들이 정치권력 획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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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정치환경 변화와도 연관성이 있다. 중국의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정치개

혁은 정치권력을 중국공산당 중심에서 부분적으로 중국의 의회에 해당하는 

전인대(全人代)와 정협(政協)으로 이전시켰다. 정치개혁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증가된 전인대와 정협의 정치권력은 일반인들이 정치과정에 부분적으로 

나마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원저우 사영기업가들은 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 형식적이지만 동시에 지방수준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된다. 원저우 전인대와 정협 

인민대표의 정치참여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약 80 퍼센트 이상의 대표들

이 그들이 속한 상회와 사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胡紅衛 外, 2002). 

시장세력과 조직의 형성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상회의 조직화와 영향력 

확대는 정부와 시장의 비대칭적 권력구조를 완화시키면서, 원저우 지방수준

에 한정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수평적 지방 거버넌스 형성이라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이에 따라, 정부관료들은 점차적으로 상회를 지역경제와 사회관리를 

위한 파트너로 여기게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원저우 시정부는 원

저우 공상련에 상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맡기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여기서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정부 고유의 권한이자 권력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중국 중앙정부 관리지침은 비정부기구에 사회단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시당국은 또한 상회의 내부사안에 

대해서는 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했다. 따라서 각 상회는 내부사안에 대해서만

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시당국은 더 나

아가 경제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정부관료들과 원저우 사영기업

가들 간의 협력적 토론회와 같은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정부시책을 설명함

과 동시에 기업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

는 장까지도 마련하고 있다. 원저우 지방수준에서 형성된 수평적이고 협력적 

거버넌스는 지역 ‘시장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결과적으로 원저우가 

중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대표적 경공업 및 상업도시로 성장하

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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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고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만 해도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농촌 산

악지대였던 원저우라는 소도시가 현재는 중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이자 사

영기업가의 메카와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을 중국적 자본가 계급인 사

영기업가의 형성원인과 시장화 과정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우선 자본가 계급에 적대적인 사회주의적 정치환경에서 사영기업가들이 

출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낮은 수준의 산업적 기반과 지방정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지방정부는 사회경제적 관리능력, 재원, 경험 등의 측면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산업적 기반의 결핍은 그 만큼 지방정부가 

경제에 관여할 여지를 만들어주지 못했다. 따라서 원저우 지방정부는 중국의 

다른 연해지역― 특히 상하이 근처의 수난(蘇南)지역 지방정부― 과는 달리 

국공유기업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이 지역은 경제적 상

황은 빈곤과 만성적 기아, 그리고 실업으로 특징지어졌다. 따라서 지방정부

가 초기의 사영기업의 출현을 방조한데는 원저우 농민들이 당장의 생계를 위

한 경제적 활동을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만으로 금지할 수 없었던 현실적 이유

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의도적 무관심과 방관으로 원저우 농민들은 ‘구아후’와 ‘구펀

허주어’와 같은 제도적 창의성을 발휘해 개인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초창기 이들이 생산해 낸 제품들은 단순가공 제품들로 조악한 수준의 것들이

었지만, 이들은 점차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넓히면서 

그들의 사업을 성장시켜 나간다. 원저우의 시장과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방정

부는 경제발전의 효과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결국 시장을 공식화시켜주고 

관리해 줌으로써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게 된다. 

시장의 발전은 이와 연관된 다양한 사업들을 창출한다. 이와 같이 시장을 

중심으로 생산, 소비, 유통, 금융, 서비스업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성장하면

서 지역경제는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간다. 그러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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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범 등과 같은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와 시장경제 경험의 부재는 극도

의 시장무질서를 만들어내면서 원저우 시장은 일련의 위기를 맞게 된다. 하

지만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자율규제를 위한 시장조직 설립의 계기가 된다. 

시장조직이 자생적으로 설립되면서 시장행위자들은 시장규범과 상도덕의 확

립과 같은 비공식적 시장제도를 점차적으로 제도화시켜 나간다.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그들만의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조직을 결

성함에 따라 사영기업가들은 조직의 영향력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점차적으

로 지방정부와의 권력관계를 위계적이고 권위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재

설정해 나간다. 동시에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정치개혁으로 일반인들도 정치

과정에 부분적이나마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원저우 사영기업가들은 지방전

인대 대표와 같은 정치권력 획득경쟁에 참여한다. 결과적으로 원저우 지방수

준에서 시장세력의 성장과 조직력 확보는 지방정부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이 지역의 지속적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시장화로 이행하는 과정은 다양했다. 지방정부와 향

진기업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 시장사회로의 이행과정도 있고, 특별경제구역 

설치를 통해 외부자원을 이용한 발전도 있으며, 국유기업 중심으로 기존 체

제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사유화과정을 거처 현재 새롭

게 도약하는 지역도 있다. 이 중 본고에서 초점을 맞춘 사영기업가 중심의 

시장화가 사회주의 시장화 과정에 주는 함의는 시장화는 단순히 top-down식 

제도개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 또는 중국적 맥락에서 사영

기업가와 같은 시장세력의 성장과 그를 통한 시장 조직, 그리고 공식적, 비공

식적 시장제도가 형성되는 bottom-up 프로세스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다. 특히, 사회주의 사회라는 맥락에서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세력의 성

숙이 시장경제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형성에 주는 함의는 주목할 만하

다. 끝으로, 상호부조, 협력, 신뢰와 같은 자생적 사회자본의 형성은 경제발

전에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퍼트냄이 지적했듯이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사회적 자원이라는 점은 중국의 향후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

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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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at the regional level, significant roles of synergistic 

interplay between the market and private entrepreneurs in a long course of 

marketization in China, focusing on a locality of Wenzhou. It illuminates its effects 

of spreading private sectors and their associational lives on soci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arket economy, going beyond analyzing the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Wenzhou model of developmental path driven by private 

entrepreneurs. In the case of Wenzhou, the socio-economic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first provided a favorite environment for promoting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private entrepreneurs. The growing private economy generated 

marketplaces and the specialized market later on. These two factors affected further 

flourishing private sector-initiated market economy. As the market economy 

widened and deepened, private business sector began to form associational life to 

solve the raised collective action problems. Active associational life went on 

expanding to the outside shaping business networks and extending Wenzhou type of 

market economy to other regions as well. Furthermore, it has taken root down to the 

lower level of local community from the city level down to the township and village 

level. The spreading associational life created social capital and human capital as 

well. It subsequently contributed to further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and 

market society. Like this, in Wenzhou, marketization has dynamically proceeded at 

the bottom. Finally,  the market economy has institutionalized via the mechanism of 

private entrepreneur-initiated market and its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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