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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중국 개혁 개방 거의 40년의 역사에서 각 시기의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첫 노동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결정 요소의 시기에 

따른 변천을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중국 중산 대학교가 실시한 중국 노동력 동태 조사 2012년 

데이터를 활용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국 체제 분절 노동 

시장은 시기에 따라 시장 진입의 결정 요인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자본은 시기에 따라 점점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꽌시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현대 사회에서 발휘하는 효과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인적 

자본과 꽌시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지만 중국에서 구조적인 요인인 

호적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당원 여부도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지만 당원 신분의 취득 난이도와 

당원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당원이 발휘하는 

역할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중국 사회에서 시기 변천에 따라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체제 내 노동 시장을 의미하는데 인적 

자본은 더 이상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교육 보편화와 물적 생활 수준의 상승에 따라 젊은 

구직자들은 인적 자본, 혹은 호적만으로 경쟁할 수 없으며 꽌시를 

통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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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1 

 

 

  중국이 개혁 개방한 지 근 40 년이 되어 왔다. 중국 사회는 그간 

경제 발전에서 큰 성공을 이룬 동시에 압축적 성장과 동반한 일련의 

불평등 현상이 나타났다. 도시-농촌 격차, 지역 격차는 교육, 취직, 

생활 수준, 행복감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물리적인 지역간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호적으로 시작한 신분의 차이이다. 이 신분의 차이는 매개 변수로서 

개인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기회와 가능성에 심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러한 시장 진입 과정을 통하여 중국 도시-농촌의 차이를 

공고히 하고 불평등을 심화하여 사회 구조를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40 년 간 중국은 커다란 경제적 변화를 실현했다. 그러나 계획 

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농민공 

인구 이동, 국가 기업 소유제 개혁으로 인한 실업자 급증, 대학 

졸업생 수의 급속한 증가, 취업난, 집값 폭증, 유입 인구에 대한 차별 

대우... 등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Zheng, 2016; 

Zhang Xuezhi, 2012; Ye Jingyi, 2014) 

  특히 취업 문제에서는 그간 소득의 격차가 주목받아 왔다.Ye 

Jingyi(2014), Wang Chunchao(2013) 등 학자는 사회적 자본은 

농민공의 소득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고 Xing Chunbing(2008)는 도시-

                                                
1
 Data used in this paper is from the China Labor-force Dynamics Survey (CLDS) by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 Survey at Sun Yat-sen University in Guangzhou, 

China. The opinions are the author's alone. Please refer to http://css.sysu.edu.cn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CLD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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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소득 격차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필자는 소득의 차이에 

관심 갖기 전에 소득을 얻기 전 단계, 즉 취업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다. 어떤 사람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처음부터 차별화된 직업을 갖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필자가 본 

연구에서 답하려고 하는 핵심 문제이다. 

  세계 각 나라의 경제 제도의 발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시장 경제로 시작한 경제 모델이고 하나는 계획 경제로 시작한 

경제 모델이다. 시장 경제로 시작한 모델은 보통 서양 국가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견된다. 사장의 수요 및 공급으로 자원의 분배와 

인력의 유동을 결정하고 이러한 시장 원리에 기반해 제도 혹은 구조가 

형성된다. 이것이 바로 서양 경제학자들이 자연스럽게 2 차노동 

시장이나 3 차 노동 시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문제를 해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들은 시장 원리의 작동으로 발전해 온 소득, 

직업 특성, 성망, 혹은 물리적인 기업 내부/외부의 경계를 기준으로 

노동 시장을 분류하고 분석한다.(Richard C Edwards, Micheal Reich; 

David M Gordong; Doorniger and Piore) 

  그러나 계획 경제로 시작한 국가는 서양과 다르다. 중국은 계획 

경제로 시작한 국가이다. 중국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은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성취라고 할 만한 것이고 아직 중국 같은 

큰 규모의 경제 제도의 전환 사례는 없었다. 중국의 경험은 많은 개발 

도상국에게 중요한 참조 사례이다. 계획 경제는 중국에서 단순히 

소득과 직업 환경을 기준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들 분절은 인위적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중국에서 소위 제도 혹은 구조라는 

것은 개념부터 서양 국가와 다르다. 서양 국가의 제도나 구조는 

자유적인 시장 요소가 발휘한 결과물인 반면 중국의 제도/구조는 

정책으로 시작한 인위적인 제도/구조이다. 중국에서 이러한 정책으로 

시작한 인위적인 제도/구조를 체제(体制)라고 한다.(Luo Rundong,2008; 

Li Jun,2016; Cai Fang,2001) 



 3 

  중국 노동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절은 체제 내와 체제 외의 

직장의 차이(분절)이다. 이러한 분절은 중국 계획 경제 시대 단위 

제도에서 기원한 것이며 도시 중심 경제 발전 전략과 연관된다. 초기 

중국은 도시 공업을 최우선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와 농촌, 두 부분으로 나누고 도시에서 

단위 제도를 도입했다.(Cai Fang,2001) 단위에 속한 사람은 그의 생, 

노, 병, 사를 단위가 책임지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의 교육, 혼인도 

단위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 후 아들이 아버지의 

직위를 승계하고 집을 이어받고 인맥을 승계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2. 이러한 순수한 단위 제도는 개혁 개방 

이후 점점 늘어난 민간 기업, 외국계 기업 등의 급속한 발전과 시장 

경제의 도입 등의 충격으로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소멸되지 않았다. 

정부 단위, 국경 기업 등으로 대표되는 체제 내 단위는 아직도 주거, 

자녀 교육, 양로, 사망 등 일련의 평생 복지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중국 노동 시장의 양극화- 즉 체제 내 노동 시장이 대표하는 높은 

복지 혜택, 안정적이고 평등한 직장과 체제 외로 대표되는 부족한 

복지 혜택, 소득 불평등, 불안정한 직장-가 형성되었다. 

  체제 내와 체제 외 직장이 대표하는 중국 분절 노동 시장은 거의 

양극화의 양태라고 할 수 있다. 또 체제 내 직장은 주로 도시 지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출신인 사람에게 체제 내 직장에 진입할 

때 커다란 장벽이 존재한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으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호적 제도는 첫 번째 장벽으로 작동하는데, 대부분 

농촌 호적을 가진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 진입하는 것을 막아 

그들의 취업 가능성을 제한한다. 

                                                
2
 직업 승계에 관한 문제는 중국 기존 문헌에서 언급한 바 없지만 신문이나 뉴스에서 

가끔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자녀가 승계로 이어받는 직위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서 

단위와 갈등이 생긴다는 보도는 종종 있다. 또 부모가 대학 교수인 경우 자녀를 학교 

내부의 행정 직위에 배치하는 현상은 아직도 중국 대학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 직위는 거의 공식 채용을 통해서 진행하지 않고 승계나 소개 방식으로 

이어받거나 직접 취직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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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단일 정당이 집권하는 국가이다. 다른 정당도 존재하지만 

정치 참여 권만 있고 집권할 수는 없다. 이는 중국에서 당원 신분이 

개인이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것을 의미한다. 체제 외 노동 시장에서 

취직할 때 중요하지 않은 당원 신분은 체제 내 노동 시장 진입할 때는 

매우 중요한 정치 자본이다. 특히 공무원이 되고 싶은 경우 당원 

신분은 면접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가 첨단 혹은 기밀 

산업에 들어갈 때는 당원이 아니면 안된다. 그러나 당원 신분, 혹은 

당성(党性)을 검정하고 심지어 엄격한 정치 심사를 겪을 필요가 있는 

직위는 극소수인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당원 신분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당원의 수가 

적고 당원 신분을 필수로 요구하는 직위도 적은 현실 하에서 당원 

신분은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발휘한 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개혁 개방이 40 년 간 진행된 현재 중국에서 국영 기업으로 

대표되는 체제 내 직장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학 

졸업생의 수는 급격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체제 내 노동 시장의 수요와 대학 졸업생의 공급 간의 극심한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자본, 혹은 흔히 말하는 인적 자본은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고 있는가? 

많은 기존 연구들은 교육 수준이 개인이 높은 소득을 얻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 자본에 대한 논의도 

역시 소득 결정에만 국한되고 있다.(Zheng Xianping,2016; Sun 

Wenkai,2016; Zhang Xuezhi,2012;Ye Jingyi,2014) 교육 자본이 어떻게 

직업 구하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서양 연구들이 많지만 

중국 국내에서 서양의 논의를 빌려서 쓰는 경우가 많다. Chen Zhao, 

Lu Ming(2009)의 연구에서 누가 높은 소득 산업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연구 중에서 인적 자본을 교육 수준, 직업 경력, 건강 상태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 산업과 

저소득 산업을 나누고 분석했다. 즉 연구 관심은 여전히 소득에 



 5 

집중되었고 중국 더욱 심층적인 체제 간의 노동 시장의 차이를 

간과했다. 

 

  <그림 1>를 보면 중국에서의 국가 소유 기업과 단체 소유 기업 법인 

수가 전체 법인 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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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중국 국가 소유기업과 단체 소유기업이 기업

법인 수의 차지는 비율

출처: 중국 국가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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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당해 졸업자와 당해 취직자의 수

대졸자의수 당해취직자의수

단위: 만명

출처: 중국 국가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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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6 년부터 졸업자의 수는 해당 

년도 취직자의 수보다 많아지며 공급과 수요의 차이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직업 구하는 것을 생각하면 먼저 소개나 인맥으로 직업을 구하는 

것을 떠올린다. 그러면 꽌시(关系)혹은 인맥은 또 개인이 체제 분절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비효통(费孝通)에 

의하면 중국은 차서격국의 꽌시 사회이다. 그렇다면 이 광범위한 

사람과 사람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중에서 꽌시를 사용해서 직업을 

구하는 사람과 꽌시를 사용하지 않고 직업을 구하는 사람은 체제 내 

직장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많은 연구에 

의하면 중국에서 꽌시를 사용해서 직업을 구하는 것은 상태(常态)이고 

그 때 사용한 꽌시는 강한 관계라고 한다.(Bian, 1999) 그러나 직업을 

구할 때 꽌시를 사용한 결과 혹은 꽌시가 노동 시장 진입에 미친 

효과에 대한 논의는 드물다. Li Lulu(2016)의 연구에서 체제 분절 

노동 시장에 유동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 연구에서 유동 여부를 

중심으로 하고 노동 시장 간의 유동 장벽의 존재를 확인했다. 또 Wu 

Qiang(2016)의 연구에서 중국 지역간 노동력 유동 장벽의 존재를 

확인한 시도가 있다. 그러나 어떤 요소로 노동 시장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답하려고 하는 

하는 시도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직업을 구할 때 꽌시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 직업을 구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체제 내 

노동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꽌시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체제 내 노동 시장 자체가 

자원 독점, 경제 명맥, 정치권력의 중심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강력한 꽌시야말로 이러한 체제 내 산업의 요구 조건을 

돌파하고 꽌시로 해당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중국 학계에서 1978 년에서 현재까지 노동 시장의 발전을 4 단계로 

나누었다. 첫단계는 개혁 개방 이전이고, 두 번째 단계는 1978 년에서 

1992 년의 개혁 초기, 그리고 세번째 단계의 1993-2001 년의 개혁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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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년부터 지금까지의 개혁 심화기이다. 각 시기에 중국 경제 발전 

전환기의 기념비적 사건이 있다. 이들 각각 다른 시기에 첫 직업을 

구하는 젊은 사람에게 각각 다른 사회적 배경과 기회, 그리고 도전이 

있다. 긴 시간의 개혁 개방 역사 중에서 각각 다른 시기에 젊은 

사람들은 어떠한 자본으로 직업을 구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어떤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세를 

갖고 있을까? 

  서양 학자 Thurow 의 이론을 빌려 보면 구직자만 직장을 어느 

기준으로 배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용자도 어느 기준으로 

구직자를 배열하고 그 서열로 구직자를 채용한다. 그러면 중국의 사회 

배경 하에서 각각 다른 시기에 체제 내 노동 시장은 구직자를 어느 

기준으로 배열하고 있는가? 서양 인적 자본 이론이 계속 강조해 온 

인적 자본이 개인의 구직 결과를 결정하는 관점은 중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일까? 또 지금 많은 주목을 받는 사회적 자본, 혹은 

꽌시는 중국 사람의 구직 과정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중국의 

독특한 호적과 당원은 사람들이 체제 분절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40년의 개혁 개방, 각 시기의 사람에게 

어떤 요소가 그들이 체제 분절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중요한 

요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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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문헌 검토 

 

 
  본 연구의 핵심 문제는 각각 다른 시기에 젊은 사람들은 어떠한 

자본으로 중국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기존 문헌을 검토해 보았다.  

 

1. 노동 시장의 분절 원인 

 

노동 시장을 구분할 때 주로 노동자의 인적 자본(Williamson), 

노동자의 협의 능력(Glimshaw& Rubery) 등 노동 시장 공급 측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인적 자본을 노동 시장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할 때 역시 논의는 임금 문제에 머물러 있다.  

노동자의 개인 특징을 고려해 보면 저임금 노동 시장의 형성은 바로 

노동자의 인적 자본이 낮고 생산력이 낮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인적 

자본을 제시한 W.Schultz(1960)부터 임금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한 

Fisher(1906),인적 자본과 사회 경제 발전 간의 관계를 연구한 Edward 

Fulton(1962) 등 학자의 연구를 살펴 보면 역시 교육과 임금, 경제 

성장 등 문제와 연관된다. 인적 자본으로 노동 시장을 구분하는 

연구는 드물지만 인적 자본의 차이로 임금 차이를 결정하고 노동 

시장의 직업을 고소득 직업과 저소득 직업으로 나누는 연구를 살펴 

보면 사실상 이들 학자는 노동 시장을 인적 자본으로 1 차와 2 차 노동 

시장을 구분한다고 할 수 있다.(Zheng Xianping,2016; Zhang Xuezhi, 

2012; Ye Jingyi, 2014; Reich, Gordon, Edwards and Piore, 1973, 

1978) 

  인적 자본을 중심으로 노동 시장을 고소득 노동 시장과 저소득 노동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노동 시장을 구분하고 분절하는 원인 중에 인적 자본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인적 자본 만으로 노동 시장의 분절 원인을 충분히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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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이론가들 비판한다.(Doringer.p & M. Piore, 1971). 특히 

2 차 분절 노동 시장 이론3을 제시한 후 많은 학자는 이들 연구를 

중심으로 노동 시장의 공급 측을 떠나 노동 시장의 수요 측, 즉 

고용자 입장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Shapiro와 Stiglits(1984)가 주장한 Shirking Model은 효율성 임금 

이론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고용자는 노동자의 

효율과 노력 정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없고 노동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도 자신의 자유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면 노동자를 격려하며 더 적극적으로 일하게끔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Samuel Bowles, 1981, 1983; B. Curtis Eaton & William White, 

1982; Carl Shapiro & Stiglits, 1982). 노동자는 계속 높은 수준의 

임금을 가지려고 열심히 일하며 해고를 피하려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모든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고 퇴직이 없어 만약에 해고 

당하면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 처신할 거라고 생각하고 낮은 임금은 또 

어느 정도 게으른 노동자의 처벌이기도 하다. 

  위에 언급한 노동 시장의 공급 측과 수요 측에서 출발한 이론은 

여전히 임금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교육 수준으로 고소득 

                                                
3
 1971 년 Doringer.P와 M.Piore가 주장한 2 차 분절 노동 시장 이론은 분절 노동시장 

이론의 중요한 관점이다. 분절 이론의 대표적 이론이기도 하다. 2 차 분절 노동 시장 

이론은 노동 시장을 1 차 노동 시장(primary market)과 2 차 노동 시장(secondary 

market)으로 구분하고 2 개의 노동 시장 간의 노동력의 유동은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2 개의 노동 시장을 분류하는 기준은 특정한 산업이나 직업이 아니라 고용과 임금 

기준이다. 1 차 노동시장은 소득이 높고 작업 환경이 좋으며 승진 기회가 있는 직장을 

의미하며 2 차 노동시장은 소득이 낮고 작업환경이 좋지 않은 승진 기회가 적은 

불안정한 직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1 차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2 차 노동 

시장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고 2 차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1 차 노동 시장에서 

일하지 못한다. 2 개의 노동시장의 구조와 소득을 결정하는 매커니즘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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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저소득 지장을 구분하는 주장이나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함으로 노동자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 등의 이론을 보면 임금, 

그리고 각종 자본으로 노동 시장의 분절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Doringer.P 와 M.Piore 에 의하면 사회 제도적 요소도 노동 시장을 

분절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즉 신제도 주의 경제학자 

들이 주장한 제도적 요소이다. 

  2 차 노동 시장 이론은 임금 차이에만 집중하고 직업 보장의 차이를 

간과했다고 비판하는 Kazuhiro Aral(1997)에는 직업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높은 수준의 직업 보장은 노동자의 합작을 촉진하고 

생산율이 상승된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직업 보장을 제공하고 

노동자의 합작을 촉진하는 노동 시장은 1 차 노동 시장이고 낮은 

수준의 직업 보장을 제공하고 합작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노동 시장은 

2 차 노동시장이다. 

  또 직업 구조에 관심을 갖는 Thurow의 Job Queue이론에서는 인적 

자본 이론은 교육의 효과를 잘 드러낼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향상된 능력(capacity)는 직업 구조의 생산율을 

향상된 능력만큼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Thurow 의 관심은 

노동 시장의 과잉 교육 문제를 사람의 관심에 들어오게 만들었다. 

Tsang and Levin(1985)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개인의 교육 수준이 

직업 요구보다 더 높은 경우 직업 최저 요구에 달한 개인보다 

생산율이 낮다고 한다. 

  고용자의 고용 행렬(구직의 줄 hiring queue)만 계층화(hierarchy)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도 계층화 되고 있다. 구직자는 자신의 

기준(임금, 안전성, 자율성 등)으로 직업을 배열한다. 그래서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이 있을 것이고 각 직업 밑에 대기하는 

구직자의 줄도 서로 다르다. “최고의 노동 시장에서는 과잉 공급이 

흔히 볼 수 있으며 구직자가 직업 요구에 만족시키지 못해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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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ing queue에 기다린다. 그 반면에 노동 시장 계층 밑부분에 있는 

노동 시장에서 공급은 불안정하고 고용 행렬은 짧다”4 

  서양 노동 시장 이론은 결국은 시장 경제 체제를 전제한다. 시장 

경제 배경 하에서 고용자, 피고용자는 서로 협의하고 피고용자 간에는 

경쟁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자주 쓰고 있는 인적 자본, 소득, 내부인-

외부인 등 요소로 형성된 노동 시장 분절 현상도 제도적인 요소를 

드러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시장 요소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 

자본의 차이, 소득의 차이가 형성하고 서양 이론의 제도와 구조 등 

개념이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 맥락은 중국의 제도와 구조의 

개념과 다르다. 

  중국의 제도적, 혹은 구조의 요소 중 제일 대표적인 것은 바로 호적 

제도를 들 수 있다. 호적 제도는 자연 형성된 사회 구조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빠른 속도로 경제를 발전하려는 목적을 위해 도시 발전을 

우선으로 하여 인위적으로 도시-농촌을 구분한다. 처음에 정책의 

목적은 좋고 어느 정도 중국 경제 발전을 촉진 시켰지만 개혁 개방 

40 년을 지난 지금은 호적 제도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중국에서 국가 소유 기업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체제 내 기업/단위도 

시장 요소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으로 결정된 

것이다. 국가 경제 명맥을 잡은 산업, 그리고 사회 안전성을 유지 

시킬 수 있는 산업은 국가 소유 기업으로 정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한다. 체제 내의 기업은 국가의 보호 및 지지 하에서 

발전한다. 위에 언급한 정책으로 형성되고 인위적인 제도, 혹은 

구조는 중국에서 체제라고 한다. 이러한 출발점에서 체제 내/외 임금 

차이에 관심을 갖는 학자는 체제 내와 체제 외 노동 시장의 임금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노동 시장 간의 유동에서 

출발하여 노동 시장의 분절의 존재를 확인한다.(Sun Wenkai, Wang 

                                                
4
 Roger Waldinger, Micheal I. Lichter- How the Other Half Works, Immigration and 

the Social Organization of Labor. Pp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Los Angeles,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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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g, 2016; Li Lulu & Zhu Bin, 2016) 그러나 체제 분절 노동 시장의 

임금 차이와 존재만 확인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체제 분절 노동 

시장이 존재한다면 과연 누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가? 

  서양 이론에서 계속 강조해 온 소득 차이, 인적 자본, 내부인-

외부인 권력 모델 등은 중국 노동 시장을 설명할 때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질 수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중국의 

체제 내 노동 시장은 안정적이고 높은 복지 혜택이 있는 특징이 

있지만 소득 수준이 체제 외 노동 시장보다 다소 낮은 특징도 있다. 

체제 내 노동 시장의 일부는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인적 자본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이다. 특히 공무원직 같은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고졸 수준은 서양 인적 자본 

이론에서도 높은 인적 자본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노동 시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동 시장의 

차별(discrimination), 노동 시장 이론, 노동 시장 정책, 노동 시장 

제도, 노동 시장 건설 등으로 발전해 왔다. 

  중국 노동 시장의 분절 기준으로 볼 때, 주로 지역 분절(동/중/서 

부의 노동 시장 분절, 1/2/3 선 도시의 분절)(Xu Wei & Ning Yuemin, 

2009), 성별(남/녀 노동 시장의 분절)(Fang Jiawen, 2016), 

도농(도시/농촌 노동 시장의 분절)(Cai Fang, Du Yang & Wang Meiyan, 

2001), 체제(체제 내/ 체제 외 노동시장의 분절)(Sun Wenkai, Wang 

Jing, 2016), 산업(독점/비 독점 산업 노동 시장의 분절)(Li Lulu & 

Zhu Bin, 2016) 등으로 노동 시장을 나누고 있다.  

  중국 노동 시장은 분절 노동 시장이다. 중국 핵심 도시군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노동 시장은 성별, 호적, 기업 소유권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Xu Wei & Ning Yuemin, 2009). 호적 제도는 중국 

노동력 시장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로 지방 정부가 허락한 

호적 변동의 지표로 실현된다(Cai Fang, Du Yang & Wang Meiya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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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내와 체재 외의 소득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Sun 

Wenkai, Wang Jing, 2016). 중국 노동 시장은 다차원적 노동 시장으로 

분절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산업 분절과 단위 소유권 분절로 

실현된다(Li Lulu & Zhu Bin, 2016). 

  연구 내용을 볼 때 노동 시장의 구분 기준과 소득 차이가 주된 

관심사인데 노동 시장 진입에 대한 연구는 중국 학계에서 드물다. 

누가 고소득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Chen Zhao(2009)는 

시장 진입 과정에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지역 간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소득으로 노동 시장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 요소인 것은 이미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팔자 생각에는 기존 연구에서 임금 차이와 노동 시장의 존재를 더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이제 노동 시장 진입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어떤 요소가 작동하고 

있는가? 

 

2. 직업 구하기 

 

  필자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외 같이 중국 도시-농촌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을 연구하기 전에 이러한 불평등을 만드는 기제, 심지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노동 시장 진입 과정을 우선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 꽌시, 호적, 당원 신분은 각각 다른 시기에서 개인이 체제 

분절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학교에서 직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매커니즘이 존재하는가? 

 

직업직위를 얻을 때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Blau 와 Ducan 의 지위획득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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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대 사회에서 교육 등 자신에 대한 투자로 생긴 인적자본을 

사람들이 직업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 자본은 ascriptive factors 와 achievemental factors 로 

나누어 그 중에 achivemental factors 는 직업을 찾을 때 제일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본다. 즉 현대공업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개인 

교육수준 등 개인요소이다. 부모의 교육수준, 그리고 부모의 

직업지위의 영향력은 점점 사라진다고 Blau 와 Ducan 는 그들의 

책에서 주장했다.(1967) 인적 자본은 개인이 직업을 구할 때 중요한 

영향 요소인 것은 수많은 연구가 인증해 왔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교육은 인적 자본으로써 직업을 구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양 인적 자본 이론이 주장한 것과 같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더 쉽게 들어간다. 

  서양 학계가 제시한 "사회적 자본"이 많은 주목을 받은 현재, 

네트워크는 물질적 자본 및 인적 자본과 달리, 새로운 자본으로 

개인이 기회를 얻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Granovetter 의 신경제사회학학파와 Lin Nan 의 사회자본이론학파에 

의하면 인적자본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자본도 사람들이 직업을 찾을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적자본이론은 완전경쟁시장 하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현실에서는 완전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에 관한 소식과 기회는 시장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에서 전파하기도 한다고 이들 학자는 주장한다. 개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직업에 관한 소식과 기회를 

얻으며 이러한 특수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한다(Granovetter, 1974; Lin Nan, 1982; Marsden & Hurlbert, 1988: 

1038 – 1059; Wegener, 1991: 60-71). 

  사회적 자본과 직업 지위를 얻는 데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적 

관계의 강도와 그가 미친 영향이 제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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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ovetter 의 연구는 미국사회를 대상으로 미국같은 

시장경제사회에서는 약한 관계가 더 많은 도움이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약한 관계는 사람들을 하여금 익숙한 소식이 아니라 더 

다양하고 새로운 소식을 얻을 수 있게 만든다. Bian 는 1988 년에 

중국 텐진(天津)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중국 계획 경제 제도 

하에서는 약한 관계가 아니라 강한 관계가 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한다(Bian, 1997). 계획 경제 제도 하의 중국에서는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 직업에 관한 소식과 기회를 전파하는 정보망(information 

network)이 아니라 권력자가 직업을 분배할 때 누구에게 그 직업을 

분배해 주느냐에 영향을 주는 인정망(人情网)이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외래어이다. 중국은 꽌시라고 

사회적 자본을 지칭한다. 중국은 꽌시 사회이다. 비효통은 "차서격국" 

개념으로 중국 사회의 개인 중심적인 사회를 묘사한다. "돌을 물에 

던질 때 형성된 파문 처럼. 개개인은 그의 사회적 영향으로 형성된 

파문의 중심에 있다. 개개인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따라 사용하는 

서클이 다를 것이다.""사회 꽌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씩으로 전하는 

것이고 개인적 꽌시로 형성된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본 연구에서 "꽌시"라는 용어를 사용해 중국의 꽌시를 지칭한다.  

  기존 서양이나 중국 연구에서 모두 교육과 사회적 자본/꽌시 자본이 

개인이 고소득 직업을 찾을 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았다. Zheng 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농민공 소득 

향상에 있어서 상호 대체적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Zheng Xianping, 

2016). 그의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을 신뢰, 네트워크 등 지표를 

하나의 지표로 묶어 사용한다. 그러나 직업을 구할 때 사회 신뢰나 

개인의 네트워크의 규모보다 실제로 사용하는 꽌시가 더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또 Sun의 연구에서 체제 내와 체제 외 소득 차이를 

비교한 결과 체제 내와 체제 외 소득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Sun Wenkai, 2016). 이 연구에서 체제 내와 체제 외 노동 시장을 

기업 소유권으로 나누어 각 산업의 소득 차이를 단순히 비교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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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장에 진입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소득에 국한시킨 

것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 중 또 하나의 특징은 측정 도구에 

대한 관심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의 네트워크(Lin Nan, 1982; 

Bian, 1997; Chen Zhao & Lu Ming, 2009; Zhou Yexin, 2012), 

신뢰(Francis Fukuyama, 1995;Zhou Yexin, 2012), 사회 참여(Putnam, 

1993; Gui Yong & Huang Ronggui, 2008) 등 여러 유형의 개념으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는 것에 몰두하고 측정 도구와 문항 설계에 더욱 

열정적이다. 그리고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사용하는 사회적 

자본은 신뢰, 사회적 참여, 개인 네트워크 등 여러 측면의 사회적 

자본을 단순히 하나로 묶어 사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Gui Yong & 

Huang Ronggui, 2008; Zhou Yexin, 2012) 

 

  본 연구에서는 인적 자본의 교육 수준, 그리고 꽌시가 개인이 중국 

체제 분절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첫 직업을 갖게 된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구직 방식을 꽌시를 사용하는 것과 꽌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두 개 구직 방식은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발휘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서양 연구에서 주장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직업 구하는 데에 

유의미한 촉진 효과가 있는 것과 달리, 필자의 생각으로 중국에서 

꽌시를 사용하는 것이 개인이 직업을 구하는 데에 촉진 효과가 있지만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확률을 높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체제 분절 노동 시장에서 체제 내 노동 시장은 권력 

배타성이 있고 감독이 많아 개인 능력도 중시하고 심지어 국가 

충실성에 대해서도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들은 단순히 

꽌시 방식으로 돌파할 수 없는 것이고 매우 강한 꽌시이어야 말로 

체제 내 노동 시장의 장벽을 뚫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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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2: 꽌시는 직업을 구할 때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체제 내 노동 시장에 많은 직업은 개인의 사회적 자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충실한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소개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확률은 낮다. 

 

3. 호적 제도, 당원, 그리고 개혁 개방 40 년 

 

3.1 호적 제도, 당원 

  중국 도시-농촌의 분절은 국가 계획 경제의 산물이다. 1978 년 개혁 

개방 이전 정부는 공업 위주의 발전 모델을 선택했다. 개발 도상국은 

보통 공업을 발전해야 경제를 빠르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업은 다른 산업보다 자본 밀집적이고 노동력을 많이 흡수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공업을 우선으로 발전하면 많은 취업 기회를 

놓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소수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공업을 

발전하는 방식을 그 당시 유권자가 결정했다. 그래서 도시-농촌 호적 

제도를 실시하고 도시-농촌 간의 인구 유동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도시 공업 발전 체제를 설립했다. 도시 호적인 사람은 

공장에서 취직하고 주거, 의료, 교육, 양로 등 일련의 평생 혜택을 

받았다. (Cai Fang,2001) 

  그 당시에 호적 제도는 공업 생산을 촉진시키고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산출했지만 호적 제도는 점점 지역 구분일 뿐만 아니라 신분의 

구분이 되었다. 농촌 호적을 기진 사람은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는 고정 관념이 생기고 도시 호적을 가진 사람은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을 비하시키는 현상도 종종 있다. 

이러한 역사적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필자의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도시 호적인 사람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더 

유리한 자리에 있다. 단위 제도의 기원은 도시에 있기 때문에 도시 

호적인 사람은 선천적으로 농촌 호적인 사람보다 우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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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단일 정당이 집권하는 국가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무원이나 

정치권에서 일하고 싶으면 당원 신분은 중요한 지표이다. 공무원 

면접을 볼 때 당원 신분을 가진 사람은 우세를 가진다. 또 특정한 

국가 기밀 산업에서 당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 자본을 

대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실성을 대표하기도 한다. 

국가 특수 산업은 당원이 아니면 지원도 안된다. 중국에서 공무원, 

특수 산업, 국가 경제 명맥과 연관된 일부 산업은 체제 내 산업에 

속한다. 그러나 당원 신분을 가진 사람은 중국에서 적은 편이고 당원 

신분을 필수로 하는 일자리도 소수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4: 당원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더 유리하다. 체제 내 

일부의 직업은 당원에게만 개방하고 국가 기구의 운영과 국가 경제 

명맥과 연관되어  당성(党性)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원의 수가 적고 당원 신분이 필수적로 하는 직업은 거의 공개 

채용하지 않고 또 소수이기 때문에 당원 신분이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미치는 효과는 한계가 있다. 

 

3.2 개혁 개방 40 년 

  개혁 개방 정책은 실시한지 거의 40 년이 되었다. 중국은 계획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되었다. 중국 학계에서 

개혁 개방의 진행 단계를 기준으로 3 개의 시기를 구분했다.(Li 

Lulu,2016) 

1) 개혁 초기(1978-1992 년) 

  이 시기에 국가는 새로운 취업 방침을 제시하는 한편으로 국가 소유 

기업의 신입 직원들에게 계약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가 

시장 요소로 노동력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고유 분배 체제의 유지로 전제하기 

때문에 신입 노동력만 이 정책의 주요 대상이다. 중국 학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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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중국은 진짜 의미에서의 자유 노동 시장이 아니라고 본 

학자들이 많다.(Yu Xie & Emily Hannum,1996) 

  1978 년에서 1984 년 6 년 간, 중국 농촌에서 실시한 

가정도급책임제는 9억 중국인의 식량문제를 해결했다. 1984 년 농업 

개혁의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고 농산품은 도시에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당시에 도시는 아직도 국가 

소유 기업으로 차지하고 국가가 기업을 운영하고 관리하였다. 

1984 년 10월 제 12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획 있는 

상품 경제 개념을 제시하고 계획과 시장의 관계에 있어서 큰 돌파를 

이루었다. 중국에서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까지 전환하는 길은 

15 년이 걸렸다. 1992 년까지 중국에서 "시장 경제"의 용어는 금지된 

것이었다.  

  개혁 당시의 중국은 계획 경제를 실시하고 국가가 중요한 기업을 

장악하고 지휘한다. "철밥통"은 그 당시에 중국 기업의 실사진이었다. 

분배로 얻은 직업은 평생 지속될 것이고 소득은 정한 순서로 올라가며 

복지 혜택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공인의 월급은 국가가 정하고 

얼마나 올리는지 언제 월급 올리는지 다 고정된 것이다. 직업을 갖게 

되면 한 눈에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인들은 열정적이지 않다. 

1986 년부터 기업 개혁이 시작하고 보너스 제도도 도입하게 시작했다. 

그 이후로 중국의 기업도 점점 활력 있는 기업으로 전환한다. 

  이 시기에 첫 직업을 가진 젊은 사람은 아직 계획 경제 제도 하에 

있는 것과 같이 행동한다. 분배 위주의 취직 방식은 이들로 하여금 

취직 문제와 취직 후 생활에 대해서 걱정없이 살게 한다. 한편으로 

이들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볼 수 없는 고정된 생애를 그려 줬다. 1986 년 기업 개혁이 

시작한 후 중국에서 활기찬 노동 시장의 맹아가 나타났다. 

 

2) 개혁 중기(1993-200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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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년 이후 중국 도시 경제가 대규모 시장화 되어 가는 것으로 

대표되는 중국 경제 체제 개혁은 본격적으로 시장화 개혁 단계에 

들어갔다. 1995 년 <노동법>의 실시와 같이 계약 제도가 모든 

노동자에게 도입되고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서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또 국가 기관의 인사 제도도 공무원 제도로 

바뀌고 대학생 국가 분배 제도도 폐기되었다. 중국에서 자유롭게 

유동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의 초기 형태가 형성되었다. 

  1993년 제 14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여러 문제에 설입에 대한 

결정>에서 사회 주의 시장 경제를 건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회 

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국가 수단으로 시장 요소가 자원 분배에 있어서 

기본 역할을 하는 과정을 조절하는 동시에 시장 요소를 충분이 영향을 

발휘 하게끔 한다. 또 1995 년에 과교흥국(科教兴国) 전략을 제시한 

후 과학 기술은 제 1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 이후 중국 

교육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또 1997 년 국가 소유 기업 주주제 

개혁을 실시하고 체제 내 일자리의 수는 더 줄어들었다. 1998 년 정부 

기관 개혁으로 거의 50%의 국가 기관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가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고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요구는 더 

상승됐다. 

 

3) 개혁 심화기(2002 년 이후) 

  이 시기에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WTO가입도 역시 중국 

경제 제도 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시장 요소는 자원과 기회의 

분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노동 시장에서 직업을 

구할 때 국가 분배가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직업을 찾는 것이 주요 

방식이 되고 노동자의 직업 유동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도 중국 노동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1 년 12 월 중국은 WTO 에 가입했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연결되는 동시에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측면과 관리 측면의 요구도 



 21 

더욱 도전적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고용주 측에서 노동자의 기술, 

교육, 능력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졌다. 또 이 시기부터 시작한 국가 

독자 상업 은행의 개혁은 원래 국가 전액 독자인 은행을 주주제 상업 

은행으로 바꾸고 외래 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모델로 바꿨다. 중국의 

경제 제도는 더 시장 경제에 가까워졌다. 

  위에 언급한 중국 개혁 개방 3 개 시기를 보면 각 시기에 젊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기회와 도전은 다르다. 시기 1 에 취직한 젊은 

사람은 계획 경제 배경 하에서 처신하고 기회를 잡은 일부의 젊은 

사람만 체제 구조에 벗어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시기 2 에 

취직한 젊은 사람들은 점점 과교흥국의 혜택을 누리기 시작하고 국가 

소유 기업의 개혁은 한편으로 대규모 실업자를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젊은 사람에게 더 많은 창업 기회를 제공했다. 1990 년대에 창업하는 

젊은 사람 중에 일부는 이미 중국 경제의 중요한 공헌을 하고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다. 그 당시는 중국 창업의 황금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기 3 의 젊은 사람은 점점 성숙한 노동 시장에 직면하고 

규칙 완벽한 고용 체제와 같이 좋은 교육과 안정한 사회 환경에서 

자랐다. 구직자들은 인적 자본에 있어서 비슷한 교육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직 경쟁은 치열하다. 좋은 일자리, 특히 체제 내의 

일자리는 안정을 원하는 젊은 사람 마음 속에 좋은 일자리가 되었다. 

  시대가 발전하고 있지만 중국 사람의 생각에 좋은 일자는 체제 내의 

일자리이다. 지식과 재주를 모두 익혔으면 응당 벼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중국 사람 머릿속에 깊게 고정되고 있다. 물론 시장 

경제가 중국에서 발전하면서 체제 외 일자리가 높은 소득과 발전 

가능성으로 많은 능력자를 이끌었는데 공무원 열과 편제 열 같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사회 열풍도 현실이다. 체제 내 일자리가 

대표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혜택은 좋은 일자리의 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개혁 개방 40 년의 역사 중에서 변하지 않은 체제 내 일자리를 

향한 행렬에서 구직자들이 행렬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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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각 시기의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개인은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5: 각각 다른 시기에 호적, 당원,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발휘한 효과는 다르다. 

 

4.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 및 아쉬운 점 

 

  위에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아쉬운 점이 있다. 

  서양의 노동 시장 분절 이론은 시장 경제로 시작한 시점에서 자연 

형성된 제도와 구조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국 사회는 

계획 경제로 시작한 경제 모델이다. 중국의 제도와 구조는 국가 

정책이 제정한 것이고 인위적인 특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2 차 분절 

노동 시장 이론과 같은 서양 노동 시장 이론은 중국 노동 시장을 

해석할 때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중국의 체제(体制)를 노동 시장 

분절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체제 내 노동 시장은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 안정성이 있고 평생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일반 수준 및 차이가 

작은 소득을 기진 특징이 있으며 체제 외 노동 시장은 불안정적이고 

차이가 큰 복지 혜택과 소득, 그리고 평생 보장을 누릴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 국내의 연구는 주로 체제 내와 체제 외 노동 시장의 소득 차이, 

성별 차이 등에 집중한다. 노동 시장에 진입에 대해서도 연구한 바가 

있지만 주로 단일 산업, 혹은 단일 노동 시장에 진입과 유동 문제에 

관심이 있고 시기 효과와 노동 시장 진입 문제를 결합해서 탐구하는 

연구는 없다. 이것이 기존의 데이터의 한계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직업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는 높은 수준의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은 더 쉽게 고소득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하고 약한 

관계는 강한 관계보다 서양 사회에서 직업을 구할 때 더 효과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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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 기존 이론은 주로 소득과 교육 수준, 사회적 자본의 영향에 

집중한다. 노동 시장에 진입에 대한 문제는 노동 시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노동 시장을 분석할 때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꽌시"라는 용어를 사용해 중국의 차서격국의 기본 

특징으로 형성된 파문 같은 사회 관계망을 나타낸다. 이러한 꽌시의 

특징은 도구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다.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따라 

사용한 꽌시가 다르다. 특히 직업을 구할 때 꽌시를 사용하는지는 

개인이 어떠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가에 대한 충분히 중국적인 

특성이 드러난 지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호적과 당원, 두 개 중국 사회에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적인 요소는 40 년의 개혁 개방 역사 중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교육은 인적 자본으로써 직업을 구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양 인적 자본 이론이 주장한 것과 같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더 쉽게 들어간다. 

 

  가설 2: 꽌시는 직업을 구할 때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체제 내 노동 시장에 많은 직업은 개인의 사회적 자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충실한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소개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확률은 낮다. 

 

  가설 3: 도시 호적인 사람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더 

유리한 자리에 있다. 단위 제도의 기원은 도시에 있기 때문에 도시 

호적인 사람은 선천적으로 농촌 호적인 사람보다 우세가 있다. 

 

  가설 4: 당원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더 유리하다. 체제 

내 일부의 직업은 당원에게만 개방하고 국가 기구의 운영과 국가 경제 

명맥과 연관되기 때문에 당성(党性)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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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원의 수가 적고 당원 신분이 필수적인 요수인 직업은 거의 

공개 채용하지 않고 또 소수이기 때문에 당원 신분은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미치는 효과가 한계 있다. 

 

  가설 5: 각각 다른 시기에 호적, 당원,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발휘한 효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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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 및 변수 처리 

 

1. 2012 중국 노동력 동태 조사  

 

  중국 노동력 동태 조사(China Labor- force Dynamics Survey, 

CLDS)는 중국에서 최초로 노동력을 중심으로 실시한 전국 패널 

조사이다. CLDS 의 목적은 중국 도시/농촌의 가정, 개인을 중심으로 

2 년에 한 번씩 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동시/ 농촌의 사회 

구조, 노동력 개인의 변화 및 영향을 파악하고 개인-가정-지역 사회 

3 개의 측면의 데이터를 구성함으로 더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CLDS 는 중국 노동력의 현황 및 변천에 주목하고 교육, 직업 생애, 

이주, 건강, 사회 참여, 경제 활동, 자발적 결사체 참여 등 많은 

주제를 탐구한다. 본 데이터는 전국 29 개 성(홍콩, 마카오, 티벳, 

하이난 성 제외)을 포함하고 연구 대상은 표본 가정의 모든 

노동력(15-64세의 가족 구성원)이다.  

  표본 추출에 있어서는 Multistage cluster, stratified, PPS 

sampling 방법을 사용해 표본을 수집했다. CLDS 는 2011 년에 

광저우에서 실험 조사를 한 후에 2012 년 본격적으로 전국 조사를 

실시했으며 2014 년, 2016 년 조사도 이루어 졌다. 

  CLDS 설문지는 지역 설문지, 가족 설문지, 개인 설문지 새 개의 

설문지로 구성되어 이를 바탕 하여 전화 설문지 조사, 대신으로 

설문지 작성 등 여러 조사 방법을 취했다. CLDS 는 중산 대학교 

사회과학 연구 센터(CSS)가 주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CLDS 2012년 실시한 노동력 동태 조사 

개인 설문지이며 전국 29 개 성의 총 16,253 개의 표본으로 구성된다. 

CLDS 2012년 데이터에서는 피고용자, 고용자, 자가 체력 고용자, 자가 

비 체력 고용자, 농업 생산/ 농민, 실업자 등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노동력에 대한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탐구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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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도시 봉급 생활자이기 때문에 고용자, 자가 고용, 그리고 농업 

생산/농민, 실업자를 제외한 도시 표본 2647 개를 중심으로 연구 

진행할 것이다. 

 

2. 중요한 변수의 처리 

 

  본 연구에서 시기별 각 노동 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기 때문에 CLDS2012 년 직업 

생애사에서 첫 직업에 대한 문항을 활용할 것이다5. 

 

2.1 분절 노동 시장의 정의 

  본 연구에서 체제 분절로 중국 노동 시장을 2 개의 분절 노동 

시장으로 나누고 연구한다. 체제 분절은 단위의 소속을 기준으로 노동 

시장을 체제 내 노동 시장과 체제 외 노동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체제 분절을 나누는 기준은 CLDS2012 의 문항 I4a_1_a6_a 를 

사용한다.본 문항은 직업 생애 사의 첫 직업에 대한 문항이고 첫 

직업의 단위 소속 유형을 물어본다. 

 

 

 

 

 

 

 

 

                                                
5 직업 생애 사에서 첫 직업에 대한 문항을 중심으로 각 시기에 첫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교육 수준, 당원 신분, 호적,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는지를 

본다. 여기서 당원, 호적, 그리고 교육 수준은 2012 년 당시의 상태를 물어 보는 

거지만 신분과 교육 수준은 취직한 후 변동하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변화하지 않은 변수로 직접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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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4a_1_a6_a 첫 번째 직업의 소속 단위 유형은: 

1. 당과 

정부/군대 기관 
2. 사업 단위 3. 국영 기업 

4. 단체 

기업(集体企业) 

5. 민영, 사영 

기업 

6. 외국 

기업, 외래 

자본 기업 

7. 개인 공상업 

8. 

농업생산(예: 

농사) 

9. 

부업생산(과일/ 

수산 등) 

10. 기타 

99997~99999. 

모른다, 거절, 

적요하지 않음. 

 

 

  본 연구에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단위 유형을 포함하다. 

  1 번에서 4 번까지는 체제 내의 노동 시장으로 간주하고 5 번에서 

10 번까지는 체제 외의 노동 시장으로 간주한다. 

  Freq. Per. 

체제 내 1,341 46.25% 

체제 외 1,154 53.75% 

Total 2,495 100% 

 

2.2 인적 자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인적 자본은 교육수준을 지칭한다. 

CLDS2012 년 설문지에서 광범위한 인적 자본을 물어보는 문항은 4 개 

있는데 크게 분류하면 교육 수준, 자격증, 그리고 직업 경험에 대한 

문항이다. 

  전통적 교육 수준에 대한 문항은 문항 12.1 (교육) 교육경력(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 대학원 이상) 으로 조사했는데 이 

문항은 교육사를 조사하는 것이며 명목형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 교육 

수준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 대학원 및 이상으로 

5 개의 측도로 교육 수준을 대표한다. 다시 조작한 교육수준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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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에서 5 점까지 있으며 연구 목적을 위해 연속형 변수로 간주한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다. 

  문항 12.9 (직업 교육) 지난 2 년 동안 당신은 최소 5 일간의 전문 

기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1=교육을 받아 본 적 있음.  0=교육을 받아 본 적 없음. 

  문항 12.10 (자격증) 당신은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까? 

  1=자격증 있음.   0=자격증 없음. 

  문항 12.13 (직업 경력) 당신은 직업 경력이 있습니까?  

  1=직업 경력 있음.  0=직업 경력 없음.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시기별 첫 직업을 얻는 사람들이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당원 신분, 호적 신분은 어떻게 영향을 발휘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 수준만 택한다. 

왜냐하면 자격증, 직업 교육, 그리고 직업 경험 등 문항은 첫 직업을 

구할 때 가질 확률이 낮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첫 

직업을 갖기 전에 직업 경험이 없고 직업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고 

자격증이 있을 확률이 낮다. 

 

2.3 꽌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이는 필자가 위에 문헌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범위한 사회적 자본-신뢰일 수도 있고 

중간 측면의 자발적 결사체의 사회적 자본도 있고 개인 측면의 사회적 

자본, 예를 들어 중국 사람이 자주 말하는 꽌시, 혹은 서양 이론에서 

많이 논의하는 네트워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사회적 자본은 CLDS2012 년 첫 직업 구직 

과정에 대한 문항이다. 첫 직업은 어떤 방식으로 구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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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stitute 

parents 

2. Substitute 

relatives 

3. Internal 

recruitment of the 

work unit 

4. Introduced by 

and employment 

agency 

5. Referred by 

relatives 

6. Referred by 

classmates or friends 

7. Referred by 

other contacts 

8. Applied directly 

to an employer 

9. Via Internet 

10. Job fair 11. Public 

recruitment 

organized by the 

work unit 

12. State-

administered job 

allocation/transfer 

13. By vote 14. Others  

 

  먼저 이 문항은 피고용자 첫 직업을 구하는 방식을 물어보는 것이다. 

응답자는 14 개의 선택항에서 하나만 택한다. 여기서는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사회적 자본을 사용하는 구직 방식과 사회적 자본을 

사용하지 않은 구직 방식으로 나뉜다. 

  먼저 선택항 1 번과 2 번을 보면 부모님과 친척 대신 첫 직업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중국 전형적인 단위 제도 하에서의 

직위 승계 현상이다. 이러한 모델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퇴임한 후 

자녀가 부모의 직위를 이어받는 승계 제도이다. 중국 계획 경제 

시대에 직위 승계 제도는 흔히 볼 수 있는 취직 방식이고 대부분 

승계로 이어받는 직위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특히 부모의 원래 

직위가 높은 경우 자녀가 같은 직위를 이어받는 확률이 적다. 이러한 

직위 승계 제도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중국 계획 경제 시대에는 

부모의 사망이나 퇴임 후 가정 경제 상황을 최대한 안정시키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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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래서 이러한 직위 승계 제도는 그 당시 중국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선택항 5 번에서 7 번은 꽌시 방식으로 첫 직업을 구하는 것이다. 각 

문항에서 소개를 해 주는 사람이 달라 사회적 자본의 계층화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3 개의 선택항은 간단하게 꽌시를 통해서 첫 직업을 

구한 것으로 하나의 변수로 묶을 수 있다. 

  선택항 3 번, 4 번, 그리고 8 번에서 13 번까지 다 광범위하고 모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첫 직업을 구하는 것이다. 혹은 직업 

소개소로 첫 직업을 찾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직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첫 직업을 구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이들 선택항을 

하나로 묶어 사회적 자본을 쓰지 않은 방식을 통해 취직하는 것으로 

한다. 

  위에 언급한 분류 방법으로 피고용자 첫 직업을 구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표 3-1> 구직 방식의 기술 통계 

 Obs. Per. 

직업 구하기-승계 74 2.96% 

직업 구하기-소개 828 33.1% 

직업 구하기-기타 1599 64% 

합계 2501  

  직업 승계 방식으로 첫 직업을 구하는 표본은 74 개이다. 적은 표본 

수이고 승계는 부모나 친척의 직위를 이어받는 현상이기 때문에 매우 

강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직업 승계와 

소개 2 개 방식을 하나로 합쳐 연구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새 변수를 재정의한다. 0= 꽌시를 쓰지 않은 구직 

방식, 1= 꽌시를 쓴 구직 방식이다. 이 변수를 모델에 넣어 꽌시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은 체제 분절 노동 시장 진입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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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기 

  윗부분 문헌 리뷰에 언급한 중국 노동 시장 시기 구분에 대한 

학계의 관점과 같이, 본 연구에서 도시 피고용자 첫 직업을 구한 

시간(년)을 기준으로 4 개의 시기를 구분한다. 즉 개혁 개방 

전(1978 년 전), 개혁 초기(1978-1992), 개혁 중기(1993-2001),개혁 

심화기(2002-)이다. 사용한 데이터는 2012 년 CLDS 데이터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혁 심화기는 2002 년에서 2012 년 10 년간을 의미한다. 

  윗기준으로 구분한 시기는 다음과 같다: 

<표 3-2> 시기의 분포 

 Freq. Percent 

개방 전 (1946-1977) 158 6.08% 

시기 1 (1978-1992) 856 32.95% 

시기 2 (1993-2001) 654 25.17% 

시기 3 (2002-2012) 930 35.8% 

Total 2,598 100% 

 

 

2.5 호적, 당원 

  호적과 당원에 대한 변수는 응답자의 호적 상태와 당원 신분에 대한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호적과 당원 신분은 변동하지 않은 변수로 

통계 모델에 넣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과 함께 이들 요소는 중국 

각 시기에 젊은 사람들이 체제 분절 노동 시장 진입할 때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사펴볼 것이다. 

  그 중에 호적은 1=도시 호적, 0=농촌 호적. 당원은 1=당원, 0=당원 

아님으로 나누고 변수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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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통제 변수 

  개인이 직업을 구할 때 자주 영향을 주고 있는 변수 중 또 성별과 

연령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성별과 연령 변수를 통제 변수로 

통계 모델에 넣는다. 

 

  주요 사용한 변수의 기술 통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3> 주요 사용한 변수의 기술 통계 

  Variable Obs Mean Std.Dev. Min Max 

종속 변수 
체제 분절 노동 

시장 
inexm1 2495 0.537 0.499 0 1 

독립 변수 

직업 구하기-

꽌시 
refer 2501 0.313 0.464 0 1 

교육 수준 edu00 2497 2.965 0.992 1 5 

당원(1=당원) party 2640 0.198 0.398 0 1 

호적(1=도시) hukou 2647 0.730 0.444 0 1 

통제 변수 

시기 1(1978-

1992) 
prd_1 2598 0.329 0.470 0 1 

시기 2(1993-

2001) 
prd_2 2598 0.252 0.434 0 1 

시기 3(2002-

2012) 
prd_3 2598 0.358 0.479 0 1 

연령 age 2647 38.331 10.631 15 78 

성별(1=남자) male 2647 0.551 0.498 0 1 

 

  



 33 

IV. 연구 방법 및 원리6 

 

 

1. 노동 시장의 진입 

 

  본 연구에서 대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시기별로 어떠한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체제 분절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체제 

분절 노동 시장은 체제 내 노동 시장과 체제 외 노동 시장 2 개로 

나누어 (0-1)변수이다. 그래서 연구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Logit 

Regression를 사용한다. 

 

2. 이항 로지스틱 모형 

 

  로지스틱 함수의 식은 다음과 같다: 

  f(x)= 
!"

#$!"
 = 

#
#$!%"

                         (식 4.1) 

 

  Y를 종속 변수이자 이분 변수로 하고 X를 독립 변수로 하자. 회귀 

함수 𝐸(𝑦)) = π) = β+ +β)𝑥) 의 뜻은 독립 변수가 𝑥)  일 때 𝑦) 의 

평균치이다. 그러나 𝑦) 가 (0-1)변수이기 때문에, 𝐸(𝑦)) = π)  는 

독립변수가𝑥)  때𝑦) = 1의 비율이다. 그래서 우리는 𝑦) = 1의 비율을 

𝑦)자체를 대신 독립 변수로 간주하면 된다. 

  그래서 이분 종속 변수의 로지스틱 회귀식은7 

𝑝)=
123	(β+$β#25)

#$123	(β+$β#25)
, 𝑖 = 1,2, … , 𝑐  (식 4.2) 

  가령 𝑝)
′
 = ln	( =)

#>=)
) 

  그러면 로직 변환한 후의 선형 회귀식은: 

                                                
6
 본 연구는 STATA 로 실시한다. 

7
 𝑝)는 y=1 의 확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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𝑝)
′
 = β+ +β)𝑥) + 𝑒)            (식 4.3) 

  Stata 에서 logit명령으로 도출한 결과는 식 4.3 의 회귀식이고 다시 

rrr 로 실행해야 오즈비(Odds Ratio)가 나온다. 

  오즈비는 y=1 일 때의 확률, y=0 일 때의 확률이다. 

 

3. 연구 방법 

 

  위에 제 2 절에서 서술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원리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면 체제 내 노동 시장=1, 체제 외 노동 

시장=0 이고 로지스틱 분석의 결과는 각 변수가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체제 외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확률에 비해 어느 

정도 높은지를 보여 주는 결과이다. 즉 각 요소는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또 STATA 에서 수출한 결과는 로직 변환한 회귀식이다. 그래서 

만약에 회귀식 변수의 coef.가 (+)였으면 해당 변수는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coef.가 

(-)였으면 해당 변수는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부정적인, 혹은 낮은 확률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exp(b)를 계산하여 각 변수가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체제 외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확률에 비한 Odds Ratio를 

보여 줄 수 있다. 더 자세하게 변수들이 어느 정도로 개인이 체제 

분절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각 요소가 시기별로 어떠한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각 단일 요소의 시기별 영향 차이를 도표로 보여줄 

것이다. 또 다른 변수를 평균값과 중앙치를 취해 선형 회귀식을 

산출하여 그림을 그린다8.  

                                                
8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연속형 변수와 이분 변수 이기 때문에 각 변수의 

특성에 따라 평균값과 중앙치를 취한다. 각 변수의 수치는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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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분석 결과 

 

 

1. 데이터 검토 

 

  본격적으로 통계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제 데이터의 기술 통계를 

살펴 보자. 교육 수준, 꽌시의 사용, 당원, 그리고 호적에 따라 노동 

시장에 진입의 분표를 기술 통계로 드러내고 중국 노동 시장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해 본다. 

<표 5-1> 교육 수준에 따른 노동 시장 진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 

대학원 

및 이상 
Total 

체제 

외 

135 

(68%) 

326 

(58%) 

302 

(41%) 

289 

(35%) 

11 

(31%) 

1063 

(45%) 

체제 

내 

63 

(32%) 

231 

(42%) 

443 

(59%) 

540 

(65%) 

24 

(69%) 

1301 

(55%) 

Total 
198 

(100%) 

557 

(100%) 

745 

(100%) 

829 

(100%) 

35 

(100%) 

2364 

(100%) 

  <표 4>에 볼 수 있듯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더 높은 비율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특히 고등학교 이상인 개인부터 

과반수의 개인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즉 인적 자본 이론은 

중국 노동 시장을 설명할 때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꽌시의 중앙치=0 (꽌시를 사용하지 않음), 교육 수준의 중앙치=3 (고등 학교), 당원 

중앙치=0 (비 당원), 호적 중앙치=1 (도시 호적), 연령 평균값=38세, 성별 중앙치=1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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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구직 방식에 따른 노동 시장 진입 

 꽌시를 사용하지 않음 꽌시를 사용함 Total 

체제 외 608(35%) 546(71%) 1,154(46%) 

체제 내 1,120(65%) 221(28%) 1,341(54%) 

Total 1,728(100%) 767(100%) 2,495(100%) 

  <표 5>를 보면 꽌시를 통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개인은 

적다. 그러나 꽌시를 통하지 않고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개인은 많다. 이러한 기술 통계를 보면 필자가 제시한 가설과 

동일하다. 즉 중국에서 꽌시를 통해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체제 내 노동 시장은 개인의 능력, 교육 수준, 

심지어 당성(党性), 국가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들 

요소는 단순히 꽌시로 대체할 수 없다. 

<표 5-3> 호적과 당원에 따른 노동 시장 진입 

 호적 당원 

 농촌 도시 Total 비 당원 당원 Total 

체제 외 
544 

(82%) 

610 

(33%) 

1154 

(46%) 

1053 

(53%) 

101 

(20%) 

1154 

(46%) 

체제 내 
121 

(18%) 

1220 

(67%) 

1341 

(54%) 

935 

(47%) 

399 

(80%) 

1334 

(54%) 

Total 
665 

(100%) 

1830 

(100%) 

2495 

(100%) 

1988 

(100%) 

500 

(100%) 

2488 

(100%) 

  <표 6>을 보면 도시 호적을 가진 사람은 더 높은 비율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은 18%만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국에서 호적 요소로 인해 개인이 체제 분절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 본 연구가 

언급한 가설에서 도시 호적을 가진 개인은 선천적인 우세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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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더 쉽게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주장과 

동일하다.  

  당원 부분을 보면 90%의 당원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원 신분은 확실히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 당원인 개인 

중에도 47%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심지어 체제 내 노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비 당원이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당원 신분은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영향을 미치지만 그가 발휘한 효과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기술 통계 결과도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한다. 

<표 5-4> 시기에 따른 노동 시장 진입 

 

개혁 전 

(1946-

1977) 

시기 1 

(1978-

1992) 

시기 2 

(1993-

2001) 

시기 3 

(2002-

2012) 

Total 

체제 

외 
58(41%) 207(25%) 283(45%) 592(67%) 

1140 

(46%) 

체제 

내 
84(59%) 607(75%) 343(55%) 298(33%) 

1332 

(54%) 

Total 142(100%) 814(100%) 626(100%) 890(100%) 
2472 

(100%)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시기 1 의 대부분 사람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시기 2 부터 이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시기 3 에 도달한 후 대부분 사람은 체제 외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이러한 결과는 필자가 문헌에서 언급한 중국 노동 시장의 발전 노선과 

일치한다. 시기 1 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체제 내 기업은 

시기 3 에서 개혁을 통해 많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체제 외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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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 시장 진입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요소가 각각 다른 시기에서 개인이 체제 분절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시기 효과와 연령, 성별 요소를 통제한 후 각 시기에 

요소의 효과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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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시기별 분절 노동 시장에 진입의 결정 요소9 

  모델 1 모델 2 모델 3 

  기본 모델 교육 효과 호적 효과 

  coef. p coef. p coef. p 

직업 구하기-꽌시 -0.927  *** -0.925  *** -0.908  *** 

교육 수준 0.387  *** -0.118    0.392  *** 

당원(1=다원) 0.879  *** 0.910  *** 0.875  *** 

호적(1=도시) 1.194  *** 1.191  *** 1.994  ** 

연령 0.048  *** 0.044  *** 0.047  *** 

성별(1=남자) -0.023    -0.018    -0.018    

시기 1*교육     0.660  **     

시기 2*교육     0.614  **     

시기 3*교육     0.383        

              
시기 1*호적         -0.286    

시기 2*호적         -0.860    

시기 3*호적         -1.118    

              
시기 1*당원             

시기 2*당원             

시기 3*당원             

              
시기 1*꽌시             

시기 2*꽌시             

시기 3*꽌시             

시기 1(1978-1992) 1.192  *** -0.431    1.494  * 

시기 2(1993-2001) 0.633  ** -0.968    1.395  * 

시기 3(2002-2012) 0.039    -0.839    0.991    

_cons -4.062  *** -2.667  *** -4.791  *** 

                                                
9
 시기의 참조: 개혁 전 시기(1946-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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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4 모델 5 모델 6 

  당원 효과 꽌시 효과 통합 모델 

  coef. p coef. p coef. p 

직업 구하기-꽌시 -0.923  *** -2.024  *** -2.093  *** 

교육 수준 0.390  *** 0.403  *** -0.327    

당원(1=다원) 0.321    0.888  *** 0.790    

호적(1=도시) 1.194  *** 1.177  *** 2.452  *** 

연령 0.048  *** 0.047  *** 0.045  *** 

성별(1=남자) -0.020    -0.039    -0.031    

              
시기 1*교육         0.850  *** 

시기 2*교육         0.878  *** 

시기 3*교육         0.648  ** 

              
시기 1*호적         -0.811    

시기 2*호적         -1.472    

시기 3*호적         -1.524  * 

              
시기 1*당원 0.550        0.041    

시기 2*당원 0.660        0.148    

시기 3*당원 0.596        0.179    

              
시기 1*꽌시     1.247  *** 1.417  *** 

시기 2*꽌시     1.147  *** 1.246  *** 

시기 3*꽌시     1.157  *** 1.191  *** 

              
시기 1(1978-1992) 1.059  *** 0.872  *** -0.504    

시기 2(1993-2001) 0.484    0.364    -0.639    

시기 3(2002-2012) -0.103    -0.233    -0.480    

_cons -3.949  *** -3.845  *** -3.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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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1: 기본 모델 

  기본 모델은 교차항을 넣지 않고 독립 변수와 통제 변수를 넣은 

기본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델이다. 기본 모델에서 보듯이 시기와 

다른 요소의 교차항을 고려하지 않을 때 꽌시를 통해서 직업을 

구하거나, 교육 수준, 당원, 호적, 연령은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 시기 1 과 

시기 2 에 시기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먼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보면 꽌시를 통해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확률은 낮다. 그리고 

교육 수준은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연령도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유의미한 촉진 효과가 있다. 

  주목할 점은 서양 인적 자본이론에서 강조한 교육 자본이 개인 직업 

획득에 대한 관점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만 중국에서 당원과 호적의 

효과는 더욱 강한 영향 요소라는 것이다. 

  모델 1 을 보면 도시 호적인 개인은 농촌 호적인 개인보다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확률이 exp(1.194)=3.3 배가 높다. 즉, 도시 

호적인 개인은 노동 호적인 개인보다 3.3 배 높은 확률로 체제 내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그와 비슷하게 당원인 개인은 당원이 아닌 

개인보다 exp(0.879)=2.4 배 높은 확률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시기별로 보면 시기의 발전에 따라 첫 직업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속한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결과는 중국 시장 경제 체제 

개혁 과정에서 체제 내 기업 수의 감소와 체제 외 기업의 급속한 

발전과 연관된다. 

 

  모델 2: 교육의 효과 

  모델 2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 수준과 시기의 교차항을 넣은 후 

교육 수준의 주효과(main effect)는 사라졌다. 그런데 시기 1 과 



 42 

시기 2 의 교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고 시기 3 의 

교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기의 교차항을 

넣은 후 시기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3 > 시기에 따른 교육의 효과 

 

 

  단독으로 교육 요소가 각 시기에서 어떠한 효과를 있는지를 살펴볼 

때 시기의 발전에 따라 교육 수준의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시기 3 에 도달하면 교육 수준은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개혁 개방 이후 기초 교육의 보편화 및 대학 

교육의 급속한 발전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시기 1 에서 높은 교육 

수준인 개인은 극 소수이고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간에 

이미 큰 격차가 있으며 높은 교육 수준은 강력한 개인 능력을 

대표하는 지표이다. 그래서 높은 교육 수준인 개인은 경쟁 우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세는 시기 3 에서 상당히 줄었다. 대학 졸업생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교육 수준은 이미 일반화 측면에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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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를 만들 수 없고 대학원이나 박사 같은 높은 교육 수준에서만 

교육의 차이가 유의미하다. 

  또 <그림 3>에서 보듯이 시기 1(1978-1992)에 개인에게 교육의 

효과는 제일 큰 것이고 시기 1(1978-1992)의 개인은 다른 시기의 

개인보다 더 쉽게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시기 1 에 중국은 계획 경제로 주도된 사회 배경이고 그 당시에 국가 

소유 기업과 같은 체제 내 노동 시장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그러나 

시기 3 에 중국은 이미 시장 경제로 전환되고 체제 내 노동 시장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체제 외 노동 시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고 진입하는 확률도 낮아 진다. 

 

  모델 3: 호적의 효과 

  단독으로 호적의 효과를 볼 때 시기와 호적의 교차항을 넣은 후 

호적의 주효과(main effect)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교차항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단독으로 호적이 각 

시기에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호적은 시기별로 영향의 차이가 없고 도시 호적인 개인은 농촌 호적인 

개인보다 더 높은 확률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44 

<그림 4 > 시기에 따른 호적의 효과 

 

  시기에 따른 호적의 효과만 분석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호적이 시기에 따른 효과의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도시 호적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동시에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의 

열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즉 도시 호적의 우세가 점점 없어지는 

반면에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호적 제도의 힘은 도시 호적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지만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중국의 도시-농촌 

호적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동시에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의 열세가 

커지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중국 호적 제도가 

개인이 체제 분절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사람들은 단순히 도시 

호적으로 모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더이상 아니다. 도시 호적을 

가진 사람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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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도시 호적이 

모든 것을 정하는 시대가 더이상 아니지만 농촌 호적의 열세는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호적 제도의 영향력이 작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호적 제도의 힘이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농촌 

호적의 열세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도시 호적을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떠나서 중국에서 도시 호적은 여전히 농촌 

호적보다 더 높은 확률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이것은 

필자가 서론에서 언급한 가설과 유사하다. 체제 내 기업/단위는 주로 

도시 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호적인 개인은 농촌 호적인 

개인보다 선천적으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우세하다. 

 

  모델 4: 당원의 효과 

  당원과 시기의 교차항을 모델에 넣은 결과, 교차항과 주효과(main 

effect)는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도 역시 필자가 서론에서 제시한 가설과 유사하다. 당원은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모델 1 의 결과), 당원의 수가 적고 당원 신분과 당성을 필수로 

요구하는 직위도 소수이기 때문에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당원의 효과는 한계가 있다. 

  모델 4 의 결과를 의해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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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기에 따른 당원의 효과 

 

  당원의 효과에 있어서 유의미한 교차항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당원의 

효과는 시기에 따라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델 6 통합 모델을 보면 더욱 당원의 효과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 5: 꽌시의 효과 

  꽌시로 첫 직업을 찾는 변수와 시기의 교차항을 모델에 넣은 결과, 

주효과(mian effect)와 교차항은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주효과(mian effect)를 보자. 꽌시를 통해 첫 직업을 구한 

사람은 꽌시를 통하지 않고 첫 직업을 구한 사람보다 낮은 확률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그러나 각각 시기에서 꽌시의 효과는 

다르다. 시기 1 에서 꽌시를 통해서 첫 직업을 얻은 사람은 다른 시기 

사람보다 높은 확률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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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하게 시기에 따른 꽌시의 효과를 보기 위해 모델 5 의 결과를 

바탕으로 꽌시의 효과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림 6> 시기에 따른 꽌시의 효과 

 

  그림을 보면 먼저 시기에 따라 꽌시를 통하지 않고 직업을 구한 

사람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시기 1 의 사람은 꽌시를 통하지 않고도 체제 내 

노동 시장에 높은 확률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시기 3 에 꽌시를 

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우 어렵다. 

  시기 1 은 계획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체제 내 노동 시장이 주도된 

노동 시장이다. 그래서 이 시기의 사람들은 꽌시를 쓰든지 안 쓰든지 

다 체제 내 노동 시장에 더 많이 들어간다. 

  시기 2 부터 꽌시를 쓰지 않고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낮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시기 3 에 들어간 후 더욱 심화된다. 그 



 48 

반면에 꽌시를 쓰는 사람은 꽌시를 쓰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확률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된 부분은 각 시기에 꽌시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창 확대이다. 시기 1 에 꽌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높은 확룰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반면에 

시기 3 에 꽌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과 꽌시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크다. 물론 시기 3 에 꽌시를 사용하는 사람도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낮다10. 

  이상의 연구 결과도 서론에서 필자가 제시한 가설과 같다. 체제 내 

노동 시장의 직업은 단순히 개인의 꽌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교육 수준, 능력, 당성(党性) 등 여러 가지 요소도 고려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꽌시만 이러한 노동 시장의 장벽을 돌파할 수 있고 

꽌시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모델 6: 통합 모델 

  통합 모델을 보면 교육 수준과 당원의 주효과(main effect)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꽌시를 통해 직업을 구하거나 호적, 

그리고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꽌시를 통해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확률이 낮고 도시 호적인 개인은 농촌 호적인 

개인보다 높은 확률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 교육의 효과 

  교육과 시기의 교차항은 보면, 교육의 효과는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기 1(1978-1992)에서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이고 만약에 높은 교육 수준을 

갖게 되면 큰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확률로 체제 

                                                
10 보통 Predicted Probability=0.5 를 기준으로 간주하는데 0.5 보다 높으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높고 0.5 보다 낮으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확률이 낮다. <그림 5>를 보면 시기 3의 꽌시를 사용하는 사람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확률은 0.5쯤에 있다. 즉 꽌시를 사용해도 50%정도의 가능성으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꽌시 활용 여부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확률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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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시기 2(1993-2001)의 사람들은 바로 교육의 

혜택를 누릴 수 있는 시대이다. 문맹 퇴치 사업을 1978 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결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초 교육도 빠른 속도로 전국에서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혜택을 누린 시기 2(1993-2001)의 사람들은 

교육 수준의 증가로 더 높은 확률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시기 3(2002-2012)에 도달할 때 중국 교육은 이미 보편화되고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의무교육의 확보와 대학 교육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대학 졸업생을 그 전 시기와 같은 귀한 인재라고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교육 보너스의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교육 이외의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림 7> 시기에 따른 교육의 효과(통합 모델) 

 

 

  모델 2 에서 기타 변수를 통제하지 않을 때 교육 수준의 효과는 

시기에 따라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통합 모델에서 기타 변수를 

통제한 후 교육 수준의 효과는 사실상 시기에 따라 먼저 올라가고 또 

내려가는 것이다.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교육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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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시기 2(1993-2001)에 중국에서 교육은 인적 자본을 투자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큰 영향을 발휘했다. 그 당시에 대학졸업생은 많지 

않기 때문에 높은 교육 수준은 개인의 능력이 높다는 것과 같다. 

그리고 당시에 중국에서 대학도 많지 않고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비용도 많아 일반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그래서 시기 2(1993-2001)의 젊은 사람들은 교육의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세대이다. 그러나 시기 3(2002-2012)에 들어가면 중국에서 대학 

교육은 이미 보편화되고 대학 졸업생은 귀한 인재라고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교육 수준은 개인이 체제 분절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발휘한 영향력도 줄어들었다. 시기 3(2002-2012)에 젊은 

사람은 더 높은 교육 수준을 추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취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요소도 찾아야 된다. 

 

# 호적의 효과 

  호적과 시기의 교차항에서 시기 3 과 호적의 교차항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시기 3 에서 도시 호적인 개인은 다소 낮은 

확률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대략 exp(-1.524)=0.21배) 

그 전에 시기 1 과 시기 2 의 교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호적의 영향 효과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시기의 발전에 따라 

도시 호적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의 감소는 도시 호적인 개인이 

농촌 호적인 개인에 비해 높은 확률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지만 그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에서 

호적 제도의 강력한 영향력은 시대 발전에 따라 점점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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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기에 따른 호적의 효과(통합 모델) 

 

 

  모델 3 에서도 언급했지만 통합 모델에서 기타 변수를 통제한 후 

호적은 시기 3 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시기 1(1978-1992)과 

시기 2(1993-2001)는 유의수준 0.1 에서 유의미하지 않지만 유의수준 

0.3 에서는 유의미한 결과이다.다른 요소를 통제한 후 도시 호적의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의 열세도 

점점 커지고 있다. 시기 3 에 들어가면 도시 호적만 가지고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워졌다. 즉 시기 3 에 도시-농촌 간 

차이가 줄어들지만 도시 호적이 여전히 농촌 호적보다 우세에 있다.  

그래서 시기 3(2002-2012)에 사람들은 도시 호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호적 이외의 다른 자본도 갖춰야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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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의 효과 

  당원의 효과는 통합 모델에서 주효과(main effect)와 교차항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은 가설에서 언급한 당원은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 

  통합 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림 9> 시기에 따른 당원의 효과(통합 모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당원의 효과는 

시기에 따라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원과 비당원 

간의 차이는 시기 변천에 따라 점점 커지고 있으며 당원 신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시기 1(1946-1977)의 

젊은 사람보다 시기 3(2001-2012)의 젊은 사람에게 당원 신분은 그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더욱 강한 효과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당원 신분은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있어서 발휘하는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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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꽌시의 효과 

 

<그림 10> 시기에 따른 꽌시의 효과(통합 모델) 

 

  꽌시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변수와 시기의 교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통합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시기 발전에 

따라 꽌시를 통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확률은 점점 

낮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시기 1 에 중국 노동 시장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단위/기업은 체제 내 기업이기 때문에 꽌시를 통해 체제 

노동 시장에 속한 직업을 얻을 확률이 기수가 커 당연히 높은 것이다. 

또 이 시기 중국은 법률 체제의 취약, 채용 과정의 불투명화 등으로 

개인이 꽌시를 통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속한 직업을 얻을 확률이 

비교적으로 높다. 그러나 시기 3 에 중국은 법률 체제와 제도, 그리고 

체제 내 직업의 채용 및 임용에 있어서 투명화, 공개화되고 제 3 자의 

감독 기능도 잘 발휘되기 때문에 꽌시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그리고 체제 외 노동 시장의 급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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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체제 내 기업 수의 감소도 기업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개인이 

꽌시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낮다. 

  그리고 <그림 10>에서 보듯이, 꽌시를 사용하지 않고 첫 직업을 

가진 사람은 시기에 따라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점점 

낮아진다. 그리고 꽌시를 쓴 사람도 낮은 확률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시기 1 에서는 꽌시를 사용해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데 시기 3 부터 단순히 꽌시를 통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낮아진다.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꽌시를 통해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웠지만 꽌시의 효과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11 . 즉 중국에서 꽌시가 직업을 구하는 데에 점점 중요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효과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3. 결과 정리 

 

  위에 결과에서 당원에 관한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호적도 시기 3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수준, 호적, 당원, 그리고 꽌시가 중국 각 

시기에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모델에서 각 요소의 효과를 정리하면 

다름과 같다: 

 

 

 

 

                                                
11
 꽌시의 절대값은 커지고 있다. <그림 10>에서도 보듯이 시기 3(2001-2012)에 

사람에게 꽌시를 사용하는 것과 꽌시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간의 차이는 크고 기울기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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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시기에 따른 각 요소의 변화 

 교육 수준 호적(1=도시) 당원(1=당원) 
꽌시(1=꽌시를 

통함) 

시기 1 

(1978-

1992) 

차이 큼 차이 제일 큼 
차이 제일 

작음 
차이 작음 

시기 2 

(1993-

2001) 

차이 제일 

큼 
차이 줄어듬 차이 줄어듬 차이 확대 

시기 3 

(2001-

2012) 

차이 

줄어듬 
차이 작음 차이 제일 큼 차이 제일 큼 

변천에 

따라 

요소 

효과의 

변화 

줄어든다 줄어든다 확대된다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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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위 분석 결과에 의하여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자본 효과의 약화 

 

  교육 자본의 효과는 중국 시기 발전에 따라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 교육 시스템의 발전과 일치한다. 시기 1 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교육은 개인 능력의 중요한 

지표이다. 그래서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은 더 높은 확률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시기 2 에는 젊은 사람들은 점점 과교흥국의 

혜택을 누리고 교육 자본으로 노동 시장 경쟁에서 우세를 갖게 되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확률이 높다. 그러나 시기 3 에서 중국 

교육 시스템은 이미 완비되어 대학생은 이미 귀한 인재라고 하기 

어렵다. 대학생이나 높은 교육 수준은 이미 교육 혜택으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기 3 에 교육 수준의 효과는 점점 줄어든다. 

  이러한 결과는 서론의 가설 1 과 일치한다. 높은 수준의 교육 수준은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중국의 노동 시장의 시기 변천을 고려하면 교육의 효과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즉 중국 노동 시장에서 인적 자본의 효과를 보면 Blau 

& Ducan가 주장한 인적 자본은 가장 중요한 취직 요소라고 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중국 체제 분절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호적이다. 

 

2. 호적 효과의 약화 

 

  분석 결과 시기 발전에 따라 도시 호적을 가진 사람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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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호적 제도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의 열세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호적의 우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도시 호적을 가진 사람과 

평등한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농촌 호적의 열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 호적을 더욱 갖고 싶게 된다. 

  이것은 서론에서 언급한 가설 1 과 일치한다. 도시 호적을 가진 

사람은 선천적인 우세가 있기 때문에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더 높다. 그러나 시기 변천을 고려하면 도시 호적의 효과는 

줄어들고 있다. 

 

3. 당원 효과의 강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당원 요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림에서 당원 신분은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설 2 와 동일하게 중국에서 당원 신분은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촉진 효과가 있지만 당원 수가 적고 당원 

신분을 필수로 하는 일자리도 적기 때문에 당원 신분이 발휘하는 

효과도 한계가 있다. 시기 발전에 따라 당원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즉 중국에서 당원 신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4. 꽌시 효과의 강화  

 

  꽌시의 효과는 시기 변천에 따라 강화하고 있다. 참조 시기(1946-

1977)의 사람과 비교하면 시기 1 의 사람은 더 높은 확률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며 시기 2 와 시기 3 의 사람은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조금 낮다. 시기 변천의 시점에서 볼 때 꽌시가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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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발휘하는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시기 3 에서 꽌시를 쓴 사람과 꽌시를 쓰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는 매우 크다. 즉 시기 1 에는 꽌시를 쓰든지 안 

쓰든지 취직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작지만 시기 3 에는 꽌시를 쓴 

사람과 꽌시를 쓰지 않은 사람 간의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이러한 결과는 필자가 제시한 가설과 다르다. 이로써 중국은 꽌시 

사회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노동 시장 진입 

과정에서 꽌시를 쓴 사람은 꽌시를 쓰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확률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이것은 중국 사회에서도 점점 

취업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구직자들 간의 인적 자본 차이가 적고, 

또 농촌 호적과 도시 호적 간의 차이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과 

연관된다. 다른 자본에 있어서 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꽌시 같은 

자본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필자는 추측한다. 

 

5. 중국의 노동 시장 

 

  시대 발전에 따라 중국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호적과 교육 자본의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당원과 꽌시의 효과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보았을 때 중국의 분절 노동 시장의 진입은 서양 이론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먼저 시기 변천에 따른 호적의 효과는 약화되고 있지만 도시 호적을 

가진 사람은 더 높은 확률로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원 신분은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촉진 효과가 

있다. 중국 개혁 개방을 통해 시장 경제로 전환하기 시작할 때부터 

중국은 서양 시장 경제로 이행할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중국 노동 시장은 서양 노동 시장의 패턴으로 가지 

않는다. 즉 중국에서 호적 제도와 당원 신분으로 대표할 수 있는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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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아직도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시기 변천에 따라 

이러한 영향력은 약화하고 있지만 그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호적, 당원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호적의 

효과의 감소-개인은 당원이나 호적 신분을 떠나 더욱 자유롭고 평등한 

경쟁 환경에서 직업을 구하고 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그 다음으로 교육 자본의 촉진 효과이다. 중국의 젊은 층에게 교육 

자본은 여전히 그들에게 체제 분절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중요한 

자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호적의 영향력은 인적 자본보다 더욱 

선천적이고 고정된 구조적 힘이다. 이러한 결과는 Blau & Ducan에서 

개인의 인적 자본은 그가 직업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 요소라고 

하는 주장과 조금 다르다. 시기 변천에 따라 교육 자본의 효과는 점점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젊은 사람은 교육 

자본도 중시해야 하고 그 이외의 다른 자본도 필요하다. 

  그리고 꽌시의 효과이다. 꽌시는 개인이 직업을 찾을 때 점점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어떠한 시기에도 꽌시의 효과는 중국 노동 시장 

진입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중국 

사회는 처음부터 꽌시 사회라고 주장하는 비효통의 이론과 일치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 응답자가 직업을 구했을 때 사용한 꽌시의 유형을 

구분 없이 하나의 변수로 묶었지만 시기가 변천하고 있음에도 꽌시의 

사용은 여전히 중국 사람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한 수단이다. 

특히 시기 3 에 들어온 후 꽌시를 사용한 결과와 꽌시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 간의 차이는 가장 크다.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꽌시를 

사용한 응답자는 오히려 더욱 평등한 노동 시장 경쟁에 처한다. 

이것은 현대 중국에서 대학 졸업생 수의 급증으로 단순히 교육 자본, 

호적 등 요소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현황과 연관된다. 그러면 

사회적 자본은 나중에 새로운 불평등을 생산할지도 모른다. 

  현대 중국은 40 년 개혁 개방의 역사를 통해 점점 자유롭고 생생한 

시장 경제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 배경에 있어서 계획 경제 제도에서 

시장 경제 제도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국민 생활 수준과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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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화 생활 등 여러 방면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다. 노동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완전히 서양 시장 경제 사회와 같은 경제 

패턴으로 가지 않았다. 노동 시장에서 단위/국가 소유 기업으로 

대표되는 체제 내 노동 시장과 개인 기업/외국계 기업으로 대표되는 

체제 외 노동 시장은 중국 노동 시장을 “좋은 일자리”와 “좋지 

않은 일자리”로 나누었다. 노동 시장은 40 년 간의 변화를 겪었지만 

구직자가 직장을 배열하는 기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체제 

분절 노동 시장은 시기에 따라 구직자를 배열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졌다. 시기 1 에 꽌시를 통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고 교육 수준과 같은 인적 자본은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중요한 지표였다. 그러나 시기 3 에는 인적 

자본만으로 경쟁이 안 되고 꽌시나 당원 같은 개인 특징에 떠나 

정치적, 혹은 사람 개개인의 인맥이 더욱 중요한 노동 시장 진입 

요소가 되었다. 중국의 젊은 사람들은 한편으로 호적의 제한 없이 

더욱 자유로운 노동 시장에서 취직하고 경쟁할 수 있고, 한편으로 

꽌시 같은 지적인 자본 아닌 사회적이고 도구적인, 심지어 더욱 

선천적인 사회 자본으로 노동 시장에서 경쟁한다.  

  중국의 호적, 당원 등 인위적인 구조/제도의 힘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배경 하에서 중국 젊은 층은 점점 선천적 출신을 떠나 도시와 

농촌 사람이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그 

반면에 당원이라는 정치적 자본은 시기 변천에 따라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당원은 결국 중국에서 인원 수가 적고 정치적 

자본을 요구하는 체제 내 일자리도 적기 때문에 새로운 불평등을 

산출할 거라고 하기 어렵다고 본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당원 신분은 

개인이 체제 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국에서 호적 자본보다 정치적 자본은 체제 분절 

노동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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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된 중국의 교육 시스템과 성숙한 노동 시장 배경 하에서 현재 

구직자들은 인적 자본만으로는 체제 내 노동 시장에서 취직하기 

어렵다. 당원이 될 수 있으면 중요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당원이 

되는 것이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원은 노동 시장 

경쟁에서 꽌시에 비해 영향력의 한계가 있다. 모든 사람이 부모에서, 

친척 혹은 친구에서 이어받고 형성된 개개인과의 꽌시는 오히려 

개인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 

 

6. 연구의 아쉬운 점 

 

  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 분절 노동 시장에 첫 진입할 때 어떤 요소가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시도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이 

몇 가지 존재한다.  

  첫째, 설문지의 한계이다. 노동 시장의 첫 진입 과정을 CLDS2012 년 

직업 생애사 문항을 활용해서 진행했는데 이것은 패널 데이터가 아닌 

응답자의 회고로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패널 데이터와 같은 충분한 

시기별 자료가 부족하다. 연구 설계에서 각 문항의 시기 효과를 

최대한 통제했지만 첫 노동 시장에 진입했을 때 응답자의 교육 수준이 

변동될 수도 있고 또 호적 변동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과 호적 변수를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은 변수로 

간주하고 분석했다. 이것은 사용한 데이터의 아쉬운 점이다. 

  둘째, 중국에서 체제를 기준으로 노동 시장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 개혁 개방 40 년 간의 발전 하에서 중국도 노동 

시장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다. 서양 국가에서 많이 강조한 산업 

분절 노동 시장으로서 즉 산업 독점으로 인해 기존의 1 차 노동 

시장과 중소 기업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높은 수익과 고소득, 그리고 

높은 혜택을 누리는 일자리가 생겨났다.  특히 지금 중국에서 커다란 

성공을 이룬 샤오미, 화웨이 등 민간 IT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들 기업은 해당 산업에서 어마어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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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창출하고 자원과 인재를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신생 산업의 

발전과 기존의 체제 노동 시장의 소멸을 통해서 중국 노동 시장을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에서 아직 독점에 

대해서 인증할 만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체제 분절 노동 시장과 산업 

분절 노동 시장을 결합하는 연구를 한 바가 없다. 이러한 방향으로 본 

연구를 보완하면 중국 40 년 개혁 개방의 변화 및 발전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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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  

- Changing Dynamics of Labor Market 

Segmentation seen from CLDS2012 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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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gh Chinese society had already introduced market principles since 

1978, the labor market is still segmented by its state sector.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nging dynamics of market entrance when people first get 

their job in difference periods. 

  The logistic result of the study by using CLDS 2012(China Labor-force 

Dynamics Survey, carried out by Center for Social Survey of Sun Yat-sen 

University, China) data, the determinations of people get their first job at 

different period are different. Human capital was the most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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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s to get job in state sector at the start of economy reform 

(1978-1991). But guanxi or social capital plays a more important role in 

nowadays (2002-2012) compared to human capitals. When we put the spot 

on getting a job in state sector, though the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is important, the most efficient determinations of getting into the state sector 

is hukou. The party membership could enhance the probability of people 

getting into the state sector but for the jobs really need one to be a party 

member are rare so the role of party membership may have some limitation. 

  The result reflects the changing dynamics of segmented labor market in 

China. With the economy development and universal education, most people 

are equal on the level of material life and education which makes the human 

capital could not play an important role as it was. Guanxi, or social capital 

becomes an important determination of getting into state sector. 

 

Keywords : Labor Market Segmentation, Labor Market Entering, 

Determinations,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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