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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비임금노동의 대규모적인 증가는 개혁개방 이후 제도적으로 불확실한
중국에서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었을까? 비임금노동 내부의 다양성은 이
른바 사회주의시장 경제 체제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본 연구는 중국
의 특수한 제도적 환경에서 개인들의 직업전환 궤적과 결과를 추적함으
로써 비임금노동으로의 상이한 전환과정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동구권 나라 혹은 러시아에서 비임금노동은
정치적 엘리트의 적극적인 역할과 일련의 하향적 개혁에 의해 확산되는
반면에 중국의 점진적 발전패턴에서는 사회적 관계들에 의존한 비공식
규범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에 있어
본 연구는 개인이 갖고 있는 인적 자본과 당원신분뿐만 아니라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 즉 꽌시(關系)의 효과를 특히 주목하였다. 그
리고 이를 통해 비임금노동의 증가와 내부 다양성이 개혁개방 이후의 중
국에서 갖는 경제적·사회적 의미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 노동력 동태 조사(China Labor-force Dynamics
Survey)’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전반적인 비임금노동의 구성과 양상
을 분석함으로써 비임금노동의 다양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직 경
험이 없는 비임금노동과, 임금노동자로부터 전환한 비임금노동자를 구분
한 뒤 비임금노동으로의 다양한 이동 결과(고용주, 비육체자영업자, 육
체자영업자)에 각 요인, 특히 꽌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항 로지
스틱 회귀 분석을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비임금노동자의 직업전환 궤적
을 분석함으로써 절반에 가까운 비임금노동자는 임금노동자, 그것도 주
로 육체임금노동자와 서비스업종사자에서 전환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비임금노동의 세부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내부의 이질성과
다양성은 확인되었다. 한편으로, 중국의 도시개발과 상업의 발전 덕에
상당한 수의 노동자가 도매업, 요식업,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고용주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상당한 육체자영업자들은
i

임시적인 육체노동을 하기 때문에 임금육체노동자에 비해 더 불안정적인
직장환경과 사회복지 보장의 부재를 직면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당원일수록 비임금노동부문에 진입할
확률은 낮아지는 반면에 꽌시를 적극적으로 구축 유지할수록 비임금노
동부문에 진입할 확률은 높아진다. 또한 비임금노동부문에 진입하는 데
비교적 쉽지만 꽌시에 대한 적극적인 구축 유지는 개인의 상향적 이동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비임금노동을 최초 직장으로 삼은 사
람은 자주 식사초대를 할수록, 사업 중개자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신
뢰도가 높을수록,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나 고용주가 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또한 임금노동자로부터 전환한
비임금노동자가 높은 교육수준과 발달한 관계망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
우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나 고용주가 될 가능성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본 연구는 다양한 비임금노동에 진입하는 과정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비임금노동은 엘리트와 일반 노동자 모두에게 대안적 통로를
안겨주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개혁 기간 동안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경제적사회적 갈등을 완충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나아가 오늘날 북한에서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시장이 날로 늘어나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밑으로부터의 중국 비임금노동 발전패턴은 사경제와
공경제

간의

갈등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타개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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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979년, 중국 절강성에서 전국 최초의 ‘개체공상호 영업 허가’가 발급
되었다.

38년이

지난2016년에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

Individual

business)와 사영기업주(私營企業主, private entrepreneur)는 전체 노
동인구 중 10%를 넘은 8,239만 명까지 발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동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상가인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점주와 ‘웨이신(微信)’과 ‘웨이보(微博)’를 기반
으로 거래하는 ‘웨이상(微商)’이라는 개인사업자는 역시 2,135만명을 돌
파하였다. 이들은 과거 국가에만 의존했던 고용관계에 의해 특징지어지
는 임금노동부문과는 구별되고 자율성을 지니는 비임금노동자라고 통칭
될 수 있다.
이처럼 개체공상호와 사영기업주 등 비임금노동자의 대규모적인 증가
및 형태의 다양화는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에 상상할 수 없는 현
상이었을 것이다. 전통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의 중국은 노동
력 이동을 금지하는 한편, 노동력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배치하는 ‘통포
통배(統包統配)’제도와 배치 이후 종신 고용되는 ‘고정공(固定工)’제도를
채택하였다(장영성, 2007). 이로 인해 노동시장은 사라지고 노동자가 자
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고, 장거리 운송 판매, 재판매 그리
고 인원고용은 사회주의 경제를 침식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훼손
시키는 범죄행위로 취급되었다(Chen, 2006). 따라서 개혁개방 이후 중
국의 비임금노동자의 양적인 확산 및 질적인 변화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
이다. 또한 체제전환 이후의 중국에서 지속되는 권위주의적 체제와 확장
되는 시장경제라는 모순적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성장을 이해하려
면 비임금노동자의 역할은 간과될 수 없다. 비임금노동자가 주역이 된
민간경제부문은 2005년부터 GDP의 6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오
늘날 비임금노동자가 중국 경제적 실체의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준다.
중국적인 비임금노동의 형태인 개체공상호나 사영기업주 등은 다른 국
1

가에서 관찰된 비임금노동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양상 및 확산과정을 갖
는다. 연구사적으로 자본주의 국가, 또는 탈-사회주의 국가의 비임금노
동은 쁘디부르주아, 비공식부문, 소규모의 자영업자 등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발생하는 단순상품생
산의 파괴와 중앙 집권화라는 이중 압력에 의해 쁘띠부르주아는 점차 소
멸될 것으로 예측했다(Steinmetz & Wright, 1989).

그러나 마르크스

의 예측과 달리 1950년-1975년 사이에 노동인구의 대규모적인 증가와
개발도상국의 부족한 일자리, 그리고 낙후된 복지체제로 인해 비공식부
문(informal sector)으로 유입된 노동인구는 대폭 증가하였다. 국제노동
기구(ILO)로 대표되는 1970년대의 시각에서 비공식부문은 제3세계 국
가에서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로 생겨난 과잉노동인구로서, 이들의 증가
는 저소득층의 확대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었다(Todaro,
1969; Fields, 1975; Banerjee, 1983; ILO, 1984). 이런 의미에서 개발
도상국의 비임금노동은 빈곤계층을 흡수하면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그
들을 저소득층에서 구제하지 못하는 성격을 보인다.
한편, 공산당 정부가 붕괴된 이후 동부 유럽과 러시아에서도 자영업자
와 기업가가 등장하고,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Rona-Tas(1994),
Staniszkis(1991)를 비롯한 탈-사회주의 국가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
면, 동구권 국가와 러시아의 체제 전환 과정은 정치적 자본이 경제적 자
본으로 전환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치적 엘리트들은 과거 사

회주의 시기에 없었던 비임금노동을 사업의 기회로 삼고, 새로운 체제에
서도 엘리트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공산당 정부가 붕괴된 이
후 새로운 정부의 정치적 엘리트는 국제 통화 기금(IMF)과 세계 은행의
권고에 따라, 시장 자본주의의 공식과 규제 체계를 정책화하기 위해 신
속한

일련의

하향식

개혁

조치를

모색했다(Nee & Opper,

2012).

Szelenyi(2015) ① 은 이와 같은 정치적 엘리트의 적극적인 역할과 일련
의 하향적 개혁에 의한 기업의 등장과정을 "하향식 자본주의"라고 설명
①

2015년 새로 발행된 “Socialist Entrepreneurs: Embourgeoisement in
Rural Hungary”서언. 중국사회과학문헌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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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했다.
중국의 비임금노동은 시장의 도입과 함께 확산되었다. 개혁으로 인해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노동인구는 느슨하게 조직된 비임금노동에 흡수되
었으나 개혁의 최대 수혜자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비임금노
동은 자본주의국가 및 탈-사회주의국가에서 나타난 비임금노동의 양상
을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도, 그 확산 과정에 있어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
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논의들은 중국의 비임금노동의 출현과 확산
과정을 설명하는 데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우선 일부 영역에서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가 약화되고 있으나, 중국의 권위주의적 체제는 붕괴되지
않았고 경제적인 개혁이 완만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개체공상호와 사기업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후에도 관료기구가 통제하는
국영기업들의 우세가 유지되었고 사기업에게는 다양한 차별과 규제가 가
해졌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비임금노동이 활발
하게 나타나 확산되었다는 것은 국가지도자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Nee & Opper, 2012). 이에 Nee & Opper는 중국 사기업의 출현과 확
산 과정을 ‘아래로부터의 자본주의’로 설명하며, 기업의 사회적 관계들에
의존한 비공식 규범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개혁기 중국의 기업가들은 신
뢰를 확보하고, 정보를 획득하며, 경쟁적 경제환경에서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네트워크 내에서 비공식 규범에 의존하였다. 관료적인 허례허
식(red tape)의 영향과 재산권 보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들은
지방정부의 계약법에 따라 사회적 규범을 바탕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사
업을 시작했다(Nee & Opper, 2012).
이른바 비공식규범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에 의해
배태되고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 발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
에서는 중국적인 맥락에서 “꽌시(關系)”라는 변수를 사용하며, 개인간의
미시적인 연결이 비임금노동부문으로의 전환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중국 사회에서의 꽌시는 개인적인 연대뿐만 아니라 사회
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기도 한다(Fei Xiaotong, 1948). 이러한 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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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회적인 규범을 형성하며 경제적인 행동에도 독특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중국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는 꽌시를 구축하지 않으면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Yang, 1994; Davis et al.,
1995, Luo, 1997). 특히 비공식적 규칙으로 가득 찬 시기에 비임금노동
자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탐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미시적
연결을 필요로 한다(Yueh, 2009).
제도적인 환경과 개인적인 행동의 상호작용은 중국적 맥락에서 비임금
노동의 등장과 확산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 논문은 중국의
특수한 제도적 환경에서 개인들의 직업전환 궤적과 결과를 추적함으로써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과정에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
한다. 또한 꽌시의 효과를 중심으로 비임금노동의 증가와 다양성이, 개
혁개방 이후의 중국에서 어떠한 경제적·사회적 의미를 기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2016년 중국 중산대학교에서 실시한 ‘중국 노동력 동태 조
사(China Labor-force Dynamics Survey)’를 사용한다. 우선 중국의
비임금노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반적인 비임금노동의 구성과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직
경험이 없는 비임금노동자와, 임금노동자로부터 전환한 비임금노동자를
구분한 뒤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이용해 패턴별 비임금노동으로의 상이
한 이동 과정에 각 요인들, 특히 꽌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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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중국의 노동시장의 변화
과거 전통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하의 중국에서는 노동시장이 존
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 확립에 필요한 새로운 고
용제도와 임금제도를 확립하기까지 중국사회는 수많은 논쟁과 시행착오
를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의 노동시장은, 과거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확립되었던 각종 제도의 영향으로 불완전 노동시장
이다. 다양한 폐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
하다는 여론이 여전히 지배적이다(장영석, 2007).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중국 노동시장의 성격은 여러 단계를 거쳐 변
화해 왔다. 전통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호구제도를 통해 농촌 노
동력의 도시유입과, 도시 내부의 노동력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또한, 국가가 노동자의 채용 및 배치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즉
‘통포통배(統包統配)’ 제도도 예외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때문
에 직원 모집은 노동부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업종 혹은
지역으로의 노동 분배는 국가 노동부에서 일정하게 조정했다. 뿐만 아니
라, 중국의 재분배 체제 하에서 제도화 구조화된 ‘단위(單位)’를 통
해 국가가 직원을 관리하고 통제했다.

‘단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국영기업, 사업부서, 행정부서는 직원을 ‘종신고용’ 하는 ‘고정공(固
定工)’제도를 채택했다 (Li, et al., 1996). 게다가 장거리 운송 판매,
재판매, 인원고용은 사회주의 경제를 침식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훼손시키는 범죄행위로 취급되었다. 1966 년 개체공상호를 금지하라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면서 수많은 개체공상호가 정부에 면허를 반환하고
직업을 바꿨고, 결국 1969 년에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개체공상호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 이러한 엄격한 체제 하에 이루어진 경제정책은
노동시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노동인구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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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와 공급 불균형 문제가 날로 심해졌다(Bian, 2001; Chen, 2006; 장영
석, 2007).
1978년에 개혁개방 이후 약 15년동안 시장 및 거래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지만,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Naughton 1995, Zhou 1995, Zhou, et al., 1997). 이 시기에
중국은 ‘통포통배’ 제도와 ‘고정공’ 제도의 폐해를 극복하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내놓았다. 이를 테면, 계약제의 영향으로 국영기업과 사업부
서에서는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더라도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권한이
생겼다(Bian, 2001). 또한, 지방정부와 지방정책도 노동시장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0 년대 초 이른바 비공유제(非公有制)의 비농
업 부문의 부상은 주로 국영기업의 고용 포화를 대비하기 위해 개발된
지방정책에 기인한 것이었다(Zhou, et al., 1997). 예컨대 농촌지역은 개
혁개방 직후 개별 농가에 토지를 장기간 임대-경영하는 ‘농가 청부 경
영제도(家庭承包責任制) ② ’ 를 채택했는데, 그 결과, 상당수의 농촌 잉
여노동인구가 자영업, 향진기업, 외자기업 등 비임금부문으로 흡수되었
다. 한편, 문화대혁명 이후, 정치의식 개조와 도시 인구 분산 목적으로
추진된 상산하향(上山下鄉) 캠페인에 의해 농촌으로 보내졌던 청년들이
도시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이는 심각한 불완전 고용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하급기관은 노점상과 인력거 운송 등 다
양한 미등록 영업 행위를 허용하였다(장호준, 2011). 또한 1981년 국가
는 공식적으로 개체공상호라는 경제활동 주체 범주를 도입하고 1987년
에는 사영기업을 승인하는 등, 비임금노동의 성장을 도모하였다(Bruun,
1993; Young, 1995; 장호준, 2011).
1992년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중‘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용어가 공
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동년, 등소평이 중국 남부에서의 연설을 계기로
시장조정 중심의 구조 개편이 단행되었다. 노동시장에서는 자유로운 직
②

1978년, 안휘(安徽)성 소강(小崗)촌에서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8명의
농민이 보증서에 사인했고 토지를 청부했다. 농가 청부 경영제도는 이로부터 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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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동, 전체 노동자 대상으로 확대된 계약제도, 취업경로의 다양화 등
이 실현된 한편, 국영 기업의 낮은 경쟁력과 심각한 손실을 해결하기 위
해 도입된 계약제도로 인해 ‘고정공’제도는 폐기되었다(Chen, 2006).
이로 인해 대량의 국유부문의 노동자가‘실직(下崗)’ 상태에 처하게 되
었다. 다른 한편, 1990년대 중 후반기부터 민간 경제의 경영 범위와 운
영 방식에 대한 제한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는 공무원과 지식인들
이 창업에 대거 합류하는, ‘ 쌰하이(下海) ③ ’ 현상을 일으켰다. 또한
1997 년 제 15 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혼합 소유권’이란 개념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비국유제경제가 보완적인 경제 부문에서 격상되어
국유제경제와 함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취급된 현실을 반영한다. 혼합
소유권으로 인해 민간 경제, 국영 경제, 대외 경제는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소유제에 대한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논란도 사
라져 갔다. 2003년 이후, 중국의 비국유제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36개 항목이 담긴 일련의 문서④ 들이 공표되었다. 이에 따라 비국유경제
가 특정 영역에서 직면했던 불확실한 장애물도 점차 제거되었다.

③

이는 시장이라는 ‘바다’에 뛰어든다는 뜻이다.
2005년 ‘비 공유 경제 발전을 장려하는 국무회의의 여러 의견(非公36條)’,
2010년 ‘신 비공36조(新非公36條)’, 2013년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사안에 관한 결정’, 2016년 ‘개체호 사업등록증 및 세금
등록 인증서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의견’
7
④

<그림1>1986-2016년 중국 노동인구 중 개체공상호와 사영기업주 비율

 출처: 국가통계청, 중국사영기업발전보고서(中國私營企業發展報告), 중국사
영기업경제연감（中國私營經濟年鑒）

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개혁개방 이후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은 전체적
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00년 이후부터는 급속하게 증가해왔
다. 1978년 중국의 개체공상호는 14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7년이 지
난 1986년에 개체공상호는 이미 1,211만까지 증가했으며 그 당시 전체
노동인구 51546만 중 2.35%를 차지하였다. 2000년 이후 비임금노동부
문은 더 빠른 속도로 발전되었고 2016년에 개체공상호는 5,930만으로
전체노동인구 80,694만 중 7.35%를 차지하였으며 사영기업주(2,309
만)의 비율은 3%에 가까웠다. 2016년 기준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은
10%를 넘었는데, 이는 행상, 자유직업, 웨이상과 같은 국가통계에서 포
착되기 어려운 유형을 제외한 수치임을 고려할 때, 실제 중국 내 비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임금노동 내부에도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비
즈니스 서비스 산업과 신흥 기술 산업의 발달로 직원이 적은 중소기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중소기업은 8 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
8

기 때문에 개체공상호로 등록되고 있지만 투자금액, 경영방식, 그리고
업주의 소득 수준에 있어 일반 개체공상호와 매우 다르다(Li, 2005). 폭
증하는 소규모 기업과 새로운 형태의 개인상가는 정부의 지지를 얻고 있
다. 2014년,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大眾創業)’, ‘만인혁신(萬眾創
新)’을 제시하였으며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
관에 이양함으로써 시장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창업을 장려하는 일련의 정책이 내놓았고 특히 인터넷
창업, 대학생 창업, 그리고 과학기술 전문가 창업에 있어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 예컨대 후베이 성의 정책 ⑤ 에 의하면 개체공상
호로 등록 하지 않은 인터넷 상가는 자유노동자로서 사회 보험에 가입하
고 자유노동자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되고 안정적
인 경영 및 높은 신뢰도를 가진 인터넷 상가는 대출 및 이자 정책을 누
릴 수 있다. 또한 졸업한 지 5년 이내의 대학생은 창업 보육 센터에서
사업하는 경우 임대료, 수도와 전기료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서비스 산업과 인터넷 산업의 발달과 다양한 정책적 지지 덕에
오늘날 중국 비임금노동에는 양적인 증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보
이고 있다.
중국 비임금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는 역시 시기에 따라 변하고 있다.
<표1>는 중국 가구소득조사(CHIP)⑥의 자료를 이용해 1988년, 1995년,
2002년, 그리고 2013년 직업별 연 평균소득에 대한 비교결과이다.

⑤

2015년 ‘새로운 상황 하에서 취업 및 창업을 촉진시키는 데에 대한 의견
(關於做好新形勢下就業創業工作的實施意見)’
⑥
각 조사에서 사용한 직업의 명칭과 분류기준에 차이가 있다. 2013년의 직업종
류는 개인의 직업코드와 고용형태, 단위유형, 직급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농업
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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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1988,1995,2002,2013년 직업별 연평균소득 비교>
1988년

사기업/개인기업 업주 및 관리자
사기업 / 개인기업 업주
전문기술자
정부기관 책임자
공장 관리자
사무원
육체노동자
1995년
사기업/개인기업 업주 및 관리자
사기업 또는 개인기업 업주
전문기술자
단위 책임자
중층 관리직
사무원
육체노동자
2002년
사기업업주
자영업자
전문기술자
체제내 단위 책임자
단위/기업 관리직
사무원
육체노동자
영업 사원 또는 서비스업 종사자
2013년
사기업업주
자영업자/개체공상호
전문기술자
체제내 단위 책임자
단위/기업 관리직
사무원
육체노동자
영업 사원 / 서비스업 종사자

표본수
17
95
2818
838
316
4180
9293
17540

비율
(%)
0.10
0.54
16.05
4.77
1.80
23.81
52.93
100

연평균소득
(위안)
95.82
84.18
96.98
112.39
111.92
87.54
74.09

표준편차
11.46
3.57
0.86
1.41
2.03
0.63
0.37

21
75
2684
452
960
2470
5697
12338

0.17
0.61
21.72
3.66
7.77
19.99
46.10
100

5991.67
5558.47
6522.76
7440.87
7049.94
5547.87
4739.97

703.00
462.76
65.42
219.43
116.55
66.81
41.31

45
433
2149
259
806
2064
2889
1255
9900

0.45
4.37
21.71
2.62
8.14
20.85
29.18
12.68
100

18233.52
10434.63
14859.21
16867.77
16900.97
12665.48
10156.92
8199.48

2943.19
580.69
202.65
650.98
369.13
181.96
136.26
177.24

99
1029
1672
282
637
493
1709
3209
9130

1.08
11.27
18.31
3.09
6.98
5.40
18.72
35.15
100

90460.38
45253.61
47796.79
47131.57
59144.86
43044.65
33291.26
29926.97

9138.10
2669.03
921.23
1455.18
1458.96
1150.33
486.73
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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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육체노동자의 비율이 대폭 줄어들면서 서비스업종사자가
2002년 이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비임금노동부문의 비중은 통
계자료에서 보인 추세와 일치하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
중 후반기에 국영기업개혁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下崗)’ 노동자와
서비스업종사자가 대규모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들 중 상당한 노동인구
가 비임금노동부문에 의해 흡수되었기 때문이다(Lu, 2002).
1980년대부터 중국 직업에 따른 빈부격차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비임금노동자가 다른 직업과 비교할 때 연평
균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임금노동자 내부의 연 소득
격차가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높으며 시간에 따라 점차 격차가 커지고
있음도 중요한 변화로 관찰된다.

제 2 절 중국의 비임금노동의 증가와 다양성
1. 비임금노동에 관한 개념

고용유형(type of employment)에 따라 직업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Koo(1976)는 타인에게 고용되며 고정된 월급이나
임금을

받는

노동을

관료주의적

부문(bureaucratic

sector)이라고

칭하며 행상, 소매상인, 자영업자 또는 다른 근로자의 고용주, 소기업
또는

대기업

소유주를

포함한

비임금노동은

창업적

부문(entrepreneurial sector)으로 전자와 구분하였다. Hart(1973)는
가정 서비스 및 소액 거래에서 임대업 활동 및 상품 투기에 이르기까지
조직화된

노동력,

즉

비공식부문(informal
비임금노동(non-wage

공식

고용

sector)이라고
worker)은

구조

이외의

개념화하였다.
고용유형에

경제활동을
이

논문에서

따라

조직화된

임금노동과 반대된 개념으로,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받지 않은 여러
11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한다. 이 장에서는 비임금노동에 연관된 다양한
개념을 비교하면서 중국적인 색깔을 띠는 비임금노동의 개념을 구체화할
것이다.
연구사적으로 비임금노동자는 자본주의 국가와 탈-사회주의 국가의
쁘디부르주아(petty bourgeoisie),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자영
업자(self-employed worker), 개인자영업자(own-account worker),
소고용주(small employer) 등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중국에
서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 또는 개체호(個體戶)와 사영기업주(私營企業
主, private entrepreneurs) 라고 불리는 비임금노동은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 이 다양한 개념어들은 기존의 고용시스템에 포
괄되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각 개념의 구체적인 의미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아래 <표 2>은 비임금노동의 다양한 개념 정의와 특징을 정리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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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비임금노동에 관한 개념 비교>
정의
항

납
세
함

소
규
모

사
업
장

직원
고용

쁘띠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주

-

-

-

-

부르주아

요 계급의 이해가 부각되고 흐려지는 '
과도기적 계급(transitional class)'. 몸

자본주의적 임금노동 관계에 편입되지
않은 경제 영역이다. (Hart, 1973)

X

O

-

-

개인자영업자
own-

자기가 일하거나 한 명 이상의 파트너
와 일하는 자로서 자영업 형태의 하나

-

O

X

X

account

로 정의된 직종이며, 종업원을 지속적

workers

으로 고용하지 않는다(ILO, 1993).

자영업자

적어도 자신의 일부 노동을 통해 소득

-

-

-

-

selfemployed

을 받지만 임금을 위해 고정적 고용주
에게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는다

O

O

-

0~7

개념

항목

petty
bourgeoisie

집이 작은 부르주아 계급은 이 두 계
급 사이에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이
익의 측면에서도 위치한다. 그것은 소
규모 생산적 재산이 가사 노동과 혼합
되고 소유되는 사회적 조직의 특유한
형태를 나타낸다. 작은 가게 주인
(small shopkeepers)과 자영업 장인
(self-employed artisans)이 그의 원
형이다. (Marx, 1850; Marshall,
1998)

비공식부문
informal
sector

(Steinmetz and Wright, 1989).
개체공상호
individual

중국에서 개인 자산이나 가족 재산을
운영 자본으로 사용하고 법에 따라 등

business

록하고 비농업 사업 운영하는 개별 사

명

업자(중국공상조례).
사영기업주

생산 재료가 개인 소유이며 8 명 이상

private

의 직원을 고용하는 영리 목적의 경제

entrepreneur

단체의 책임자(중국공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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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8명
이상

개체공상호와 사영기업주는 중국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환경
속에서 나타난 개념으로, 비임금노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중국공상조례에 따르면, 개체공상호에는 1)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되고
‘영업 허가’를 받은 개체공상호, 2)국무원과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민간 비기업 등록증’을 받은 민간 비기업, 그리고 3)기업등록증을 받
지 못해도 실제로 자영업 경영활동을 하는 단위가 포함되어 있다. 사영
기업은 개체공상호의 기반 위에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개체공상호와
공통점이 많다. 그러나 다음의 세가지 차원에서 사영기업과 개체공상호
는 법적으로 구분된다. 첫째, 직원고용에 있어 개체공상호는 최대 8인만
고용할 수 있는 반면에 사영기업주는 8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둘째,
조직의 형식에 있어 개체공상호는 비교적으로 간단한 경영조직으로서
‘개인경영’과 ‘가구경영’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⑦ 반면에 사영기
업은 개인 소유 (私營獨資), 개인 합작(私營合夥), 개인 유한 책임(私營
有限責任) 회사의 세 형태로 개체공상호가 감당할 수 없는 조직구조⑧ 를
갖고 있다. 셋째, 경영규모에 있어 최저자본이나 회계에 대한 요구가 없
고 소규모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개체공상호와 달리 사영기업은 일정 경
영규모를 갖는 경제조직으로서 회사유형에 따라 3만~10만 위안의 등록
자본이 필요하며 동시에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개체공상호란 것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영업의 규모 제한 아래
민간 상업활동에 대한 필요로 나타난 특수한 비임금노동의 형태지만 시
장의 발전에 따라 규모가 확장되기도 했다. 계층연구에서 중국의 사회학
자에 의하면 현대 중국 계층은 10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⑨개인 자본이
적고 생산, 유통, 서비스업 및 기타 금융활동 또는 금융채권 시장에 투
⑦

민법통칙(民法通则) 제26조, 29조
채무에 있어 전자인 경우 개인 재산으로 부담하며 후자인 경우 가족재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⑨
1999년 중국사회과학원 ‘당대 중국 사회구조 변천 연구팀’이 성립된 이후 일
련의 보고서 및 저작이 발표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오늘날 중국의 계층은
크게 국가 및 사회관리자 계층, 관리직 계층, 사영기업주 계층, 전문기술자 계
층, 사무원 계층, 개체공상호 계층, 상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 계층, 산업노동자
계층, 그리고 농업노동자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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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입되는 사람은 개쳬공상호계층에 속한다. 예컨대 중소기업 업주 또는 소
고용주 (소수의 인력을 고용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지만 노동 및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 자영업자(경영에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지
만 타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소액 주주 등은 이 계층에 포함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듯이 최근 들어 많은 중소기업은 개체공상호로
등록되고 있지만 투자금액, 경영방식, 업주의 소득 수준에 있어 일반 개
체공상호와 매우 다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2산업에서 8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제3산업에서 4인 이상을 고용하며 육체노동에 직접 참여하
지 않은 업주를 사영기업주로 취급하기도 한다(Lu, 2002; Li, 2005).
그러나 위와 같은 분류는 비임금노동자 내부의 다양성을 드러내지 못
한다. 비임금노동의 개념은 역사적·제도적 맥락에 따라 다변화되며 복
합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개념으로는 중국의 비임금노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또한 사영기업주와 개체공상호라는 이원적인 분류는,
오늘날 세분화된 중국의 비임금노동자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틀이 될 수
없다. 예컨대 아래 미디어에 의해 보도된 예시에서 모두 개체공상호로
불리지만, 구체적인 직업내용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 주결산은 창사 시 상무국 국제 시계 및 안경 회사의 기술자였
다. 1983 년 ……회사 안경업무부서를 '청부(承包) ⑩ 하겠다는 제안이 통
과하지 못했기에 국영기업을 떠나 사업을 시작했다. 실업증명서 또는 사
직서 없이는 사업등록증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는 사직이 승인되지 않았
기에 지인의 도움으로 타인의 사업등록증을 빌려 20 평인 가게에서 안
경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평균 월급은 30 위안에 불과했던 시절에 그의
평균 월 수익은 약 3000 위안이었다. 1993 년 ……상점을 회사로 확장
시켰고 …… 2018년 후난성에서 10 개 이상의 지점으로 발전시켰다. ”
출처: 인민망（人民網）, 후난일보（湖南日報）2018.07.24. ‘個私經濟，勁
立潮頭之上’.

⑩

경작권을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임대하는 제도
15

“후베이에서 온 Nie씨는 충칭에서 케리어를 도매했다. 다른 자영업자
와 달리, 그는 자기 집에서 도매 사업을 했다. ‘2001 년 도매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들어 벌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이상 장사할 수 없습니다.’ …… ‘현지에서 집을 샀습니다. 그러나 대
형 쇼핑몰의 임대료는 너무 높고 도매 시장에서는 여러 세력의 견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사업하는 것 역시 위험이 따릅니다.
언제든 산업 및 상업 부서와 세무국에 발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週刊) 2006.10.18. ‘創業環境惡化： 中國個體
戶7年半減少7650萬戶’

“농민 출신인 39 세 왕 씨는‘키가 작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2002
년에 겨우 청두에서 육체노동 일자리를 찾았지만 200위안의 월급조차
받지 못했다. 이후 라이트 박스를 판매하다가 현재 핸드폰을 수리하는
장사를 하고 있다. …… ‘1년에 몇 천 위안 밖에 못 벌었습니다. ……
육교 아래 30 평에 불과한 가게에서 부모님 및 초등학생인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월세는 1000 위안 이상입니다.’”
출처: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 2012.04.25 個體戶憂思.

오늘날
대표적인

중국에서

비임금노동부문에는

비임금노동자로

간주되어

개체공상호와

있으나

사영업주가

비임금노동자,

특히

개체공상호의 다양한 형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조직화되지 못한 행상, 자유직업, 그리고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전자상거래 상가 등 예외적인 비임금노동자에 대한 탐구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중국의 사영기업주에만 초점을 두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비임금노동의 다양한 유형들을 이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구체적인 노동분업과 소득수준을 고려해 고용주,
비육체자영업자,

육체자영업자로

비임금노동의

형태를

세분화하여

사회경제적 수준과 집단 간 진입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각 유형의
차이점을 규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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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임금노동에 관한 연구흐름

비임금노동에 대한 논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전통 마
르크스주의적인 시각에서 단순상품생산은 봉건사회의 주요한 생산형태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쇠퇴하는 생산형태이다. 또한 자본주의의
확장은 자본 축적의 단위를 증대시키고, 자본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소
고용주의 비율이 감소한다. 이러한 이유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발달
로 인한 비임금노동자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는 쁘띠부르주아는, 단순상
품생산의 파괴와 중앙 집권화의 이중 압력 하에서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
으로 예측했다(Steinmetz & Wright, 1989).
그러나

이

대규모적인

예측과

증가와

달리

1950년-1975년

개발도상국의

부족한

사이에

일자리,

노동인구의

그리고

낙후된

복지체제로 인해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으로 유입된 노동인구는
대폭 증가하였다. ‘비공식부문’이라는 용어는 Keith Hart(1973)가
가나 도시에서의 고용 현상의 특징을 개념화하면서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가나 도시 지역에서 급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경제활동에
주목하면서,

자본주의적

고용관계에

편입되지

않은

경제

영역을

비공식부문이라고 칭하였다. 이 개념은 곧바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수용되었다. 국제노동기구의 보고서와 제3세계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자본주의적인 생산과 고용관계의 확장
속도가 잉여노동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법제화 또는
공식화되지
발생한다.

못한
그리고

기존

자본주의의

흡수되지

않은

고용관계로부터
잉여인구는

방치된

인구가

느슨하게

조직된

경제부문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공식부문은 ‘저소득’,
‘소규모 및 가정 중심’, ‘자유로운 진입’, ‘안정적 고용관계의
부재’

등의

특징을

내포하는,

저소득층을

형성한

부문으로서

논의되기도 했다(Todaro, 1969; Fields, 1975; Banerjee, 1983; ILO,
17

1984).
비임금노동은 자본주의국가뿐만 아니라 시장전환을 거친 국가에서도
나타났다.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국가에

의한

완전고용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비임금노동은 탈-사회주의국가에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라고 할 수 있다. 시장전환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과거

사회주의

시기에

없었던

비임금노동

부문에

대해

대안적

상승기회였다고 보는 관점을 공유하지만, 누가 실질적으로 이 기회를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는

주로

당

관료의

정치적·경제적 우세가 새로운 체제에서도 지속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맞물린다(Szelenyi and Kostello 1996). 대표적으로
시장전환이론(market

transition

Theory)과

권력전환이론(power

conversion theory)의 관점이 있다. 시장전환이론에 의하면, 시장전환
이후 재분배(redistribution)에 비해서 직접생산자(direct producer)는
더 유리한 위치에 처한다. 때문에 재분배 체계에 차지하는 위치에 따른
불평등은 점차 사라질 것이며 인적 자본에 대한 수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Nee, 1989). 반면에 권력전환이론에 따르면, 당 관료는
‘재분배에 대한 권력 - 사회적 관계라는 자원 - 개인 재산’의
패턴으로

권력전환을

시장거래에서

이룰

지속적인

Staniszkis1991).

특히

수

있기

우세를
공산당

때문에

정치적

위치

제공해준다(Rona-Tas,

정부가

붕괴된

이후

자체가
1994;

동구권국가와

러시아에서 새로운 정부의 정치적 엘리트는 국제 통화 기금(IMF)과
세계

은행의

정책화하기

권고에

따라,

위해

신속한

시장

자본주의의

일련의

공식과

하향식

규제

개혁

체계를
조치를

모색했다(Nee & Opper, 2012). Szelenyi(2013)은 이와 같은 정치적
엘리트의

적극적인

역할과

일련의

하향적

개혁에

등장과정을 ‘하향식 자본주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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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기업의

3. 중국에서 비임금노동의 부상

중국의 비임금노동은 자본주의국가 및 탈-사회주의국가에서 나타난
비임금노동의 양상을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도, 그 확산 과정에 있어 다
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특히 개체공상호와 사기업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후에도 관료기구가 통제하는 국영기업들의 우세가 유지되었고 사
기업에는 다양한 차별과 규제가 가해졌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
하고 중국에서 비임금노동이 활발하게 나타나 확산하였다는 것은 국가지
도자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Sun은 중국과 구소련 및 동유럽의 시장 변화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우선, 중국 시장의 변혁의 특수성은 정치 체제와 이데올
로기의 연속성에서 드러나는데, 기존의 정치 체제와 이데올로기는 여전
히 지배적이다. 때문에 많은 중요한 개혁조치와 변화과정은 융통성 있게
실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히 초기 단계에서 새로운 제도적 요소가 종
종 나타나고 비공식적으로 퍼졌다. 또한, 비공식 기관의 성장과 발전은
종종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중국 시장의 변화를 연구할
때 체제의 작동 과정 상의 비공식적인 요소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Sun는 강조하였다(Sun, 2002A; 2002B).
Nee 와 Opper는 중국 사영기업의 출현과 확산 과정을 ‘아래로부터
의 자본주의’로 설명하며, 기업의 사회적 관계들에 의존한 비공식규범
(informal norms)의 역할을 강조했다. 관료적인 허례허식(red tape)의
영향과 재산권 보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들은 네트워크 내에서
비공식규범에 의존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고 정보를 획득했다. 또한 경
쟁적 경제에서 협력을 가능하게 하였고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했
다(Nee & Opper, 2012). Xie(2018) 또한 중국 후난성의 민간 기업에
대한 연구에서 다시 비공식 제도 （ 非正式制度 ） 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민간 경제가 발전된 초기에 사업자들은 독점적 사유 재산권이 엄격하게
금지당했고 시장 거래와 경쟁이 극도로 부족한 경제 체제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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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사업자는 혈연(血緣), 친연(親緣 ） 및 지연(地緣 ） 를 강조하고
대인 관계에서 신뢰를 중요시하는 사회문화적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 이
모순되는 경제 및 사회적 환경에서 사업자가 처한 주된 문제는 잠재적인
기업가로서의 정체성과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기관의 부재였는데,
Xie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비공식 제도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논의에 의하면 비공식규범 혹은 비공식제도는 미시적인 차
원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에 배태되고 관계에 의해 발전된 것으로 이
해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사업적 성공과 비임금노동부문, 특
히 기업의 번창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소절에서는 중국
인의 ‘꽌시’를 통해서 중국적인 맥락에서 사회적 관계의 역할수행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할 것이다

제 3 절 꽌시와 비임금노동의 관계
1. 사회연결망 시각으로 보는 꽌시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theory)의 시각에서 인간의 행위는, 신고
전경제학자들이 생각하듯이 합리적이고 원자화된 개인의 이익 추구 과정
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과 권력에 대한 순종
등도 행위의 목적에 포함된다. 개인의 행위가 한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
적 관계의 연결망에 배태(embedded)된 것이며, 개인이 처해 있는 사회
연결망은 더 넓은 연결망, 제도, 문화, 그리고 역사적인 추세와 상호작용
한 것이다(Granovetter, 1985; 1999). 때문에 신뢰, 규범, 권력, 정체성
등의 개념은 사회연결망을 통해서야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연결망
이론에 의하면 구조는 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자원, 정보와 영향력이
서로 다른 사회공간(social spaces, niches)간 유동 또는 폐쇄가 일어나
는 역동적 과정이다(Harrison C. White, 1992; Popielarz & McPh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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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각기 다른 제도적·역사적 환경하에서 사회공간이 어떻게 출현
하고 변화하는지, 자원이 어떻게 유동하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에서
개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은 사회연결망 연구에서 중요한 문
제이다(Luo & Li, 2012).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연결망 연구는 개인
의 실질적인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이 관계가 시스템적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개인의 행위와 거시적 현상
사이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사회연결망의 시각으로 중국인의 행위, 꽌시, 그리고 사회연결망 구조
의 특징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사회연결망 연구는 사회적 행동 및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차등적 질서구조(差序格
局)"라는 Fei Xiaotong(1948)의 개념은 중국인의 행동 패턴과 개인간
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했다. 이는 주요 두 가지 함
의를 안고 있다. 첫째, 중국인은 친밀도의 차이와 신뢰의 정도에 따라
먼 쪽부터 가까운 쪽까지 자기를 둘러싼 지인 그룹(圈子)을 구성한다.
둘째, 서로 다른 자기들끼리의 단체 간의 관계에는 서로 다른 상호작용
규칙을 적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Yang(1993)은 중국인의 대인관계를
가족, 지인, 낯선 사람으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하는 원칙을 ‘ 책임(責
任)’, ‘인정(人情)’, ‘이해관계(利害)’라고 정리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 가족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연결망이 사회적 관
계의 핵심이라면, 낯선 관계에서는 개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정하
고 평등한 관계와 기대에 부합하는 교환을 강조한다. 그리고 지인관계의
경우 인정을 중요시하며 정서적 행동의 명목 하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교환을 진행하면서 신뢰를 쌓고 연결망을 확장시킨다. 인정은 중국사회
의 꽌시에서 가장 특별한 특징이자 중국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적 자
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Luo, 2012). 그렇기 때문에 지인관계가 복잡하
고 대규모적인 거래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연결망은 중국뿐만 아닌 다른 문화에서도 나타난다. 예컨
대 한국 연고주의는 주로 학연과 지연을 통해서 관계를 구축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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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고주의는 귀속적 지위(ascribed status)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
에 비교적 패쇄적인 성격을 띠지만, 중국인의 꽌시는 인정의 교환이 중
시된다는 차이가 있다. 중국의 경우 꽌시를 구축하고 인맥을 쌓는 것,
그리고 개방적인 연결망을 관리하는 것을 행동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는
다. (Luo & Li, 2012) 따라서 꽌시의 구조는 비교적 역동적인 것이며
실질적인 인정에 대한 교환에 의해 형성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동적인 꽌시 연결망에 대한 구축과 이용은 중국 사회에서 특히 중요
하다. 약한 법치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만,
그러한 비신뢰성(unreliability)은 새로운 사업자, 그리고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Walder, 1986). 이
런 이유로 꽌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다. 즉 대부분의 꽌시,
그리고 꽌시에 의존하는 소집단 현상을 부정부패로 보고 그것이 기본적
으로 국가에서 상법이나 자본주의적 체제가 성숙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De George, 1993; Yang, 1994). 그러나 Luo는 조
직 내부의 청부(承包), 부속(掛靠) ⑪ , 조직 외부의 파견회사(外包), 상인
집단을 비롯한 다양한 기제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적 네트워크 현상은,
신뢰 및 협상에 기반을 둔 자기조직(self-organization)의 자발적인 작
동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Luo, 2007; 2012). 이는 Powell(1990)
이

주장한

관료제적

위계(hierarchy)도,

독립적

조직

간의

시장

(market) 거래도 아닌, 제3의 메커니즘으로 이해되는 네트워크 구조와
같은 맥락에 있다. Powell의 주장에 의하면 시장거래는 정보의 전파, 가
격 메커니즘, 그리고 계약에 의해 조직화되고, 위계적 구조는 관료적 구
조, 명령 체계 및 회사규정에 따라 조직화되는 반면, 네트워크 구조의
메커니즘은 주로 신뢰 관계 및 협상에 의해 작동한다. Luo는 이러한 의
미에서의 관계망은 중국대륙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그리고 다른 중국
인 집중지역에서도 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꽌시의 기본적인 구조
⑪

실제적으로는 독립적인 조직이 명의상으로 조직 등의 관계에서 다른 조직에
예속되는 형태. 예컨대 개혁초기에 사영기업주가 사업을 국영기업이나 집체기업
의 하속기업으로 등록함으로써 집체나 국가 기관의 보호 내지 혜택을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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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적 환경에 의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사영기업주의 유
연성 및 빠른 반응속도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Luo, 2012).

2. 개혁기의 비임금노동과 꽌시의 역할

사회연결망과 노동시장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사회적 관계가
다양한 경제체제 하에서 직업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에 집중되
었다. 시장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문제인데(Devine & Kiefer, 1991) 사회연결망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의 결함을 일정 보완할 수 있다.
예컨대 Granovetter(1973)의 연구에서 약한 연대를 통해 얻은 정보가
중첩되는 정도는, 강한 연대에서의 중첩 정도보다 낮기 때문에 약한 연
대를 이용한 구직자에게 상향적 직업이동의 기회가 많을 수 있다. 재분
배경제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국가가
노동력을 통제하고 계획대로 할당한 것에 기인한다(Bian, 2001). Bian은
중국천진에 대한 연구에서 꽌시가 주로 인정(人情)교환을 통해 영향을
미침을 지적한 바 있다. 우선 인정의 호혜성으로 상대방에게 보답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인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교화는 공식적 조직의 원
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신뢰가 매우 중요해진다. 따라서 인정을 기반한
연대가 강할수록 구직자는 노동력을 배분하는 권력을 가진 자에게 도움
을 받을 가능성 높아진다(Bian, 1994; 1997).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은 재분배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따라서 비임금노동부문의 출현과 확산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변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꽌시는 노동시장에서
의 직업전환, 특히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는 주로 두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즉, 불
완전한 법 체계와 상당한 복잡한 규제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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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운송허가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측면(Oi, 1993)과, 신뢰할 수 있
는 개인이 선호되는 체제에서 시행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 있어 꽌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Yang, 1994; Yan, 1996;
Kipnis, 1997; Yueh, 2008).
시장전환 이후의 동유럽 국가와 러시아의 비임금노동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Gerber, 2002; Hanley, 2000; Szelényi,
1988; Róna-Tas, 1994). 그러나 자료의 결여로 인해 개혁기 중국의
비임금노동에 대한 연구, 특히 미시적 차원에서의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연구의 범위가 여러 도시 혹은 지역의 수준에 한정되어
있으며 최근의 변화를 포섭하지 못한다. 연구대상에 있어 기존의 연구는
주로 체제 내 권력을 가진 자(전직 간부)가 사업가로의 전환이나(Song,
1998; Wu, 2006; Yueh, 2008), 도-농 이주민(농민공, 农民工)이 비임
금노동부문으로의 전환에 주목해 왔다(Wang et al., 1997; Zhang &
Zhao, 2012; Ye & Wang, 2013).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는 역동적인 직
업전환과정에서 비임금노동자로의 이질적인 전환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는 한계가 있다. 개혁개방 이후 꽌시가 비임금노동으로에 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역시 제한적인 것이다.
본 연구는 직업전환의 패턴을 구분해 비임금노동의 성격과 구조를 살
펴본다. 특히 꽌시의 효과를 중심으로써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이 작동
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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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가설
제도의 변화는 한 부문(예컨대 비임금노동부문)의 팽창과 쇠퇴로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부문간의 직업이동에 대한 연구는 특히 중요하다. 또한
부문 내부에서의 위치는 계층화 메커니즘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기 때문에 (Zhou &Tuma & Moen, 1997) 체제전환과정에서 누가 비임
금노동으로 전환했는지, 새롭게 등장한 부문에서 개인이 어떤 위치에 차
지했는지를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개방 이후 비임금노동부문은 국영기업 실직자, 이농민, 서비스업
종사자 등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노동인구를 대규모적으로 흡수하였다.
이들은 인적 자본과 정치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환경에서
비임금노동 부문에 참여해도 잃을 게 없다. 따라서 국가에 의해 조직화
된 고용관계에 편입되지 못하지만 느슨하게 조직된 경제영역에서 소규모
적인 자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생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전환이
론과 권력전환 이론에 의하면 고학력자, 전문기술자와 당 관료는 시장경
제의 발전에 따른 커다란 혜택에 끌려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1992년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경제가 합법적 지위를 취
득한 이후 수많은 고학력자, 전문기술자와 당 관료는 취직기회를 포기해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비임금노동자에 비해서 보다
높은 소득을 가질 수 있다(Wu & Xie, 2003; 2005).
한편, 기존 논의에 의하면 중국에서 비임금노동의 확산과 이질화에는
제도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속성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그 사이에 개인
이 맺고 있는 꽌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불확실한 요소와
복잡한 규제로 가득 찬 환경에서 꽌시는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를 보장함
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형태에 의해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를 구분한
다. 그리고 노동분업(고용주 여부 및 육체노동 여부)과 소득수준에 의해
비임금노동자를 고용주, 비육체자영업자, 그리고 육체자영업자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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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인적 자본, 당원신분, 그리고 꽌시가 비임금
노동으로의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1: 인적 자본과 당원신분은 비임금노동으로의 진입에 결정적 영향
을 미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비임금노동부문에서의 상승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인적 자본이 많을수록, 당원일수록 육체자영업
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 혹은 고용주가 될 가능성 높아질 것이다.

가설2: 꽌시는 비임금노동부문에서의 상승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꽌시를 적극적으로 구축유지할수록, 사업 중개자가
있을수록, 그리고 사업 중개자와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 혹은 고용주가 될 가능성 높아질 것이다.

제 3 장 연구자료와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16년 중국 중산대학교에서 실시한 ‘ 중국 노동력 동태
조사(China Labor-force Dynamics Survey)’ 를 사용한다. ‘중국 노
동력 동태 조사’는 노동력에 대한 최초의 전국 추적 연구로, 중국 29
개 성과 도시에서 만15세 이상의 노동인구를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표
본은 개인, 가정, 그리고 커뮤니티 단위로 나뉘며 2016년 개인 단위 표
집구성원 총 11,023 개의 표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근무경험이 없는 사람과 농민을 제외한 노동자 표본은 4,305 이며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된 비임금노동은 9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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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전체 비임금노동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이를 다시 “ 고용
주”, “비육체자영업자”와 “육체자영업자”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계층연구에서 비임금노동자는 생산관계, 노동분업, 그리고 경제적 자본
소유 정도 등에 의해 세부화될 수 있다. 우선 비임금노동자는 고용주와
자영업자로 나눌 수 있다. 2001년 전국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체공상호
중에서 고용주는 22%를 차지하였으며 자영업자는 78%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Lu, 2002; Li, 2005) 본 연구에서 고용주와 자영업자를 구분하기
위해 “ 귀하의 직업 형태를 직원, 고용주, 자영업자 및 농민으로 나눌
경우 아래 정의에 따라 어떤 유형에 해당됩니까?” 문항을 사용한다. 조
사에서 고용주는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며 임금 지급을 하는 개인
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고용주는 자신이고 타인을 고용하
지 않으며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정의된다.
다음으로 노동분업에 따라 같은 자영업자임에도 비육체노동과 육체노
동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 비육체자영업자는 주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업주, 그리고 문화, 교육, 예술 등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
된다. 이들은 인원을 고용하지 않되 일정한 경제적 자본이나 문화적 자
본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 전기공 및 목공 등 육체자영
업자와 구별된다. 자영업자의 내부 이질성을 드러내기 위해 “귀하의 구
체적인 직업이 무엇입니까?” 문항을 사용해 변수 ‘비육체자영업자’와
‘육체자영업자’를 재조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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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16년 집단별 비임금노동자의 연 평균소득>
비임금노동

연 평균소득 (단위: 위안)

중앙치(단위: 위안)

고용주(N=174)
비육체 자영업자(N=490)

133,554
51,186

80,000
30,000

육체 자영업자 (N=335)

35,604

26,400

고용주, 비육체자영업자, 그리고 육체자영업자의 구체적인 노동분업에
질적인 차이가 보일 뿐만 아니라 소득에 의해서도 격차가 드러난다. 고
용주집단의 연 평균소득은 비육체자영업자에 비해 2.6배 많으며 육체노
동자에 비해 3.8배 많다. 그러므로 고용주, 비육체자영업자, 그리고 육체
자영업자라는 분류는 오늘날 중국 비임금노동 내부의 이질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핵심적 변수인 꽌시에 관한 변수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같이 식사하는 것은 낯선 관계에서 지인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접촉을 하고자 하는 의지표현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의
식적인 행동이다(Luo, 2007). 따라서 꽌시에 대한 구축유지를 측정하
기 위해 “얼마나 자주 식사초대를 하거나 타인에게 식사초대를 받으십
니까?"의 문항을 사용한다. “자주 식사초대를 하거나 받는다”인 경우
“1”, 반대인 경우 “0”을 부여해 변수를 재조작한다. ‘식사초대’라
는 행동은 실제로 인정에 대한 교환뿐만 아니라 상황과 정보에 대한 파
악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귀하에게 비즈니스를 소개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한다. “소개해주는 사람
이 있다”, “아주 신뢰한다”인 경우 각각 “1”을 부여하고 반대인 경
우 “0”을 부여해 가변수로 구성한다. 이 변수들은 직접적으로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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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적 꽌시의 유무와 꽌시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할 수 있다.
인적 자본에 있어 교육수준은 “ 중졸 미만 ” , “ 중졸 ” , “ 고졸 ” ,
“대졸이상”으로 구성한다. 또한 전문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 외국어
를 할 수 있는 경우 각각 “1”를 부여하고, 반대인 경우 각각 “0”을
부여하고 가변수로 재조작한다.
중국에서 공산당당원은 관료주의적인 체제 내에서 관리자가 될 가능성
이 당원이 아닌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당원인 경우 “1”, 아닌
경우 “0”를 부여해 가변수로 구성한다.
변화하는 제도적 환경에서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달라졌는
지를 보기 위해 최초 직장과 현직이 시작한 시기를 개혁 단계에 따라
“1978년 이전”, “1979-1992년”, “1993-2002년”, “20032012년”, “2013-2016년”으로 나누어 변수를 재조작한다. 구체적인
분석에서 개혁 초 비임금노동의 사례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2002년
이전”을 대비조로 설정한다.
통제변수는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농

지역,

호적상태로

구성된다.

성별과

혼인상태는 남성, 유배우자인 경우 각각“1”를 부여하며 반대인 경우
“0”를

부여해

가변수로

구성한다.

연령집단은

“30대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으로 구분해 재조작한다.
도시지역, 도시호적인 경우 각각 “1”의 값을 부여하며 농촌지역, 농촌
호적인 경우 “0”의 값을 부여해 가변수로 구성한다.
사용한 변수의 기초통계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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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016년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의 기초통계표
임금노동자
(N=3306)

남성
배우자 있음
15~29세
연령
30대
집단
40대
50대
60세 이상
도시지역 거주
도시호적 있음
~1978
1979-1992
최초직장 1993-2002
시작시기 2003-2016
~1978
1979-1992
1993-2002
현직
시작시기 2003-2012
2013-2016
초졸미만
교육
중졸
수준
고졸
대졸이상
자격증
외국어
당원
자주 식사초대
사업 소개자 있음
소개자에 대한 신뢰

N
1791
2519
956
817
880
501
139
1910
1443
153
632
633
1786
33
233
388
1070
1532
472
1078
761
995
959
831
422
427
─
─

%
54.2
76.2
28.9
24.7
26.6
15.2
4.2
57.8
43.6
4.6
19.1
19.1
54.0
1.0
7.0
11.7
32.4
46.3
14.3
32.6
23.0
30.1
29.0
25.1
12.8
12.9
─
─

비임금
노동자
(N=999)
N
%
659 66.0
858 86.0
156 15.6
261 26.2
325 32.6
190 19.0
65 6.5
476 47.7
250 25.1
65 6.5
225 22.5
251 25.2
437 43.8
20 2.0
81 8.1
188 18.8
372 37.2
333 33.3
238 23.8
448 44.9
197 19.7
114 11.4
164 16.4
134 13.4
51 5.1
12.9 16.2
449 45.0
157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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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N=174)
N
%
125 71.8
145 83.3
30 17.2
56 32.2
61 35.1
19 10.9
7 4.0
113 64.9
82 47.1
5 2.9
33 19.0
46 26.4
88 50.6
1 0.6
11 6.3
29 16.7
85 48.9
48 27.6
17 9.8
67 38.5
42 24.1
47 27.0
48 27.6
47 27.0
16 9.2
57 32.8
118 67.8
51 29.3

비육체
자영업자
(N=490)
N
%
268 54.7
430 87.8
95 19.4
130 26.5
153 31.2
84 17.1
27 5.5
254 51.8
126 25.7
24 4.9
94 19.2
131 26.7
230 46.9
6 1.2
24 4.9
94 19.2
176 35.9
186 38.0
104 21.2
221 45.1
105 21.4
59 12.0
75 15.3
71 14.5
21 4.3
73 14.9
225 45.9
77 15.7

육체
자영업자
(N=335)
N
%
266 79.4
283 84.5
31 9.3
75 22.4
111 33.1
87 26.0
31 9.3
109 32.5
42 12.5
36 10.7
98 29.3
74 22.1
129 35.5
13 3.9
46 13.7
65 19.4
111 33.1
99 29.6
117 34.9
160 47.8
50 14.9
8 2.4
41 12.2
16 4.8
14 4.2
32 9.6
96 28.7
27 8.1

제 3 절 분석방법
우선 어떤 요인에 의해 임금노동에 비해 비임금노동이 될 것인지를 살
피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직업 전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직업 궤적을 통해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직경험 유무에 따라 순수한 비임금노동자, 그리고 임금노동에서 전환
한 비임금노동자를 구분하였다. 각 요인들, 특히 꽌시가 비임금노동자로
의 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전체 비임금노동자
를 고용주, 비육체자영업자, 육체자영업자 집단별으로 나눈 후 다항 로
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중국 비임금노동자의 유형과 직업궤적
1. 중국 비임금노동자의 유형
오늘날 중국의 비임금노동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표5>와 같이 2016년 기준으로 중국 비임금노동자의 세부 유형이 정리
된다.
2016년 중국의 비임금노동부문에서 고용주, 비육체자영업자, 그리고
육체자영업자는 각각 17.4%, 49%, 33.5%의 비율을 차지한다. 그들의
구체적인 직업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이나 요식업에 종사하는 비육체자영
업자나 고용주가 가장 큰 비율(약 36.6%)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건설 노동자, 공장 노동자, 전기공 및 목공은 13%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회사에 속하지 않은 개인 기사나 최근에 들어 유행한 인터넷 교통
플랫폼에 등록된 개인 기사도 상당한 비율(7.5%)을 차지하였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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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 개인 사업자， 인터넷 소설 작가, 인
터넷 강사 등 새로운 비임금노동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표5. 2016년 중국 비임금노동자의 세부 유형>
비임금노동

N

비율

고용주
(N=174)

도소매 및 요식업 고용주
건축업, 부동산업 고용주
제조업 고용주
서비스업 고용주
기타 고용주

70
25
24
17
38

7.0%
2.5%
2.4%
1.7%
3.8%

비육체자영업자
(N=490)

도소매 및 요식업 업주
문화, 예술, 교육 등 영역의 전문가
건축업, 제조업 업주
서비스업 업주
기타 비육체자영업자

296
52
51
22
69

29.6%
5.2%
5.1%
2.2%
6.9%

육체자영업자
(N=335)

건축업, 제조업 육체자영업자
교통운송업(기사)
임시직업
재활용업
기타 육체자영업자

130
75
73
12
45

13.0%
7.5%
7.3%
1.2%
4.5%

999

100%

합계

2. 비임금노동자의 직업궤적

중국의 비임금노동자는 어디서 왔는가? 최초 직장에서 현직으로 전환
하는 패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16년 현직이 비임금노동자인 사람은 999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
13.8%를 차지하였고 임금노동자와 농업노동자는 각각 45.7%와 40.5%
를 차지하였다. 전환 패턴별로 보면 전체 노동시장에서 이직경험이 없는
노동자, 즉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2016년까지 최초 직장을 유지한 노
동자가 4,523명이다. 이직경험이 없는 비임금노동자는 445명으로 전체
비임금노동자 999명 중 44.5%를 차지하였으며 임금노동자에서 비임금
노동자로 전환한 사람은 403명으로 전체 비임금노동자 중 40.3%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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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였다. 다시 말해서 임금노동과 농업부문에 비해서 비임금노동부문으
로 전환한 비율은 상당히 높았으며 또한 주로 임금노동에서 전환한 것이
었다.
최초 직장을 기준으로 임금노동자인 노동자 중 비임금노동자로 전환한
비율이 19.87%에 불과하였지만 임금노동자의 사례수(2,159명)를 고려
하면 이는 비임금노동의 대규모적인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표6>노동자 최초 직장-현직 전환패턴
2016년 현직

패턴

비임금노동

임금노동

445

1572

2506

4523

현직 중 비율

44.50%

47.50%

85.60%

62.55%

첫직 중 비율

9.84%

34.76%

55.41%

100%

403
40.30%
18.67%

1502

254

2159

45.40%

8.70%

29.86%

69.57%

11.76%

100%

213

158

463

6.40%

5.40%

6.40%

46.00%

34.13%

100%

19

8

86

0.60%

0.30%

1.19%

22.09%

9.30%

100%

3306

2926

7231

100%

100%

100%

45.72%

40.46%

100%

사례수
이직 경험없음
임금노동자→

사례수
현직 중 비율
첫직 중 비율

최
초
직
업

농업 노동민→

사례수
현직 중 비율
첫직 중 비율

비임금노동→

사례수
현직 중 비율
첫직 중 비율
사례수

합계

현직 중 비율
첫직 중 비율

92
9.20%
19.87%
59
5.90%
68.60%
999
100%
13.82%

농업

합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임금노동자가 비임금노동이 되었는가? <표
7>와 같이 비임금노동자 중에서 육체노동자(58.56%)와 서비스업 종사
자(29.78%)로부터 전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오늘날 중국의 노
동시장에서 대부분의 노동인구가 여전히 임금노동부문으로 진입하였으나
그 중 상당한 일부, 특히 육체적 또는 반(半)육체적 노동을 종사하던 노
동인구가 비임금노동부문으로 흡수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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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임금노동자 - 비임금노동자 전환패턴
최초 직업: 임금노동자

2016년 현직
비임금노동

임금노동

농업 노동자

합계

단위책임자→

사례수
현직 중 비율
첫직 중 비율

3
0.74%
18.75%

11
0.73%
68.75%

2
0.79%
12.50%

16
0.74%
100%

전문기술자→

사례수
현직 중 비율
첫직 중 비율

26
6.45%
13.98%

142
9.45%
76.34%

18
7.09%
9.68%

186
8.62%
100%

사무직원

→

사례수
현직 중 비율
첫직 중 비율

18
4.47%
22.50%

53
3.53%
66.25%

9
3.54%
11.25%

80
3.71%
100%

서비스업

→

사례수
현직 중 비율
첫직 중 비율

120
29.78%
16.78%

527
35.09%
73.71%

68
26.77%
9.51%

715
33.12%
100%

육체노동자→

사례수
현직 중 비율
첫직 중 비율

236
58.56%
20.31%

769
51.20%
66.18%

157
61.81%
13.51%

1162
53.82%
100%

사례수

403
100%
18.67%

1502

254

2159

100%

100%

100%

69.57%

11.76%

100%

합계

현직 중 비율
첫직 중 비율

제 2 절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결과

1.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2016년 중국의 노동시
장을 기준으로 전체 비임금노동자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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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2016년 임금노동자에 비해 비임금노동자에 속할 가능성 분석

N=

Coef.

남성

0.447

***

배우자 있음

0.250

*

30대

0.509

***

40대

0.548

***

50대

0.514

**

60 세이상

0.715

**

연령집단

(base=0. 15~29세)

도시 지역

0.155

도시 호적

-0.662

***

(base=0. 1978년 이전)

최초직장 시작시기

1979-1992년

0.167

1993-2002년

0.154

2003-2012년

0.257

2013-2016년

0.094

(base=0. 1978년 이전)

현재직장 시작시기

1979-1992년

-0.258

1993-2002년

0.145

2003-2012년

-0.126

2013-2016년

-0.503

(base=0. 중졸미만)
중졸

-0.055

고졸

-0.369

**

대졸이상

-0.835

***

자격증 있음

-0.331

**

외국어 가능

0.067

교육 수준

당원
자주 식사초대하기 / 받기
N
Pseudo R

-0.662

***

0.577

***

4154
2

0.0917

*** P<0.001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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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분석결과, 남성이고, 배우자가 있고, 29세보다
나이가 많은 연령집단일수록 임금노동자에 비해 비임금노동자가 될 가능
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도시호적을 가지고 있고, 고졸 및 대졸 이상
이고, 자격증이 있고, 당원인 경우 임금노동부문에 속하기보다 비임금노
동부문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인적 자본과 당원 신분
을 갖춘 사람이 비임금노동부문에 비해 임금노동부문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자주 식사초대를 하거나 받는 경우 비임금노동
자가 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임금
노동자에 비해 비임금노동자의 전체적인 성격을 반영하며 비임금노동부
문에서 꽌시의 영향력에 대한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다. 본 연구
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업전환 궤적에 따라 패턴별로 각 요인, 특
히 꽌시와 비임금노동으로의 이질적인 전환결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2.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육체자영업자를 기준집단
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결과는 고용주, 그리고 비육체자영업자
집단에 속할 개연성을 나타낸다. 패턴별 비임금노동 전환패턴에 대한 다
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결과는 <표7>과 같다.
분석결과, 인구학적 변수들 중 성별과 혼인상태만 비임금노동의 유형
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육체자영업자에 속
하기보다 비육체자영업자에 속할 개연성이 P<0.001의 수준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무전환 패턴에서는 남성일수록 육체자영업
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가 될 승산은 0.26배 감소하였으며 임금노동비임금노동 패턴에서는 0.21배 감소했다. 이는 육체자영업 집단에서 남
성은 여성보다 유리함에 기인할 수 있다. 이직경험이 없는 유배우자인
경우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2.84배의 증가치를 보였다. 이는 소규모적인 가정자영업의 특징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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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유형과 호적상태도 패턴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에서 순수한 비임금노동자는,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2.92배 증가하며, 임금노동자에서 전환한 비임금
노동자는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1.82배
증가한다. 또한 임금노동자 - 비임금노동자 패턴에서 도시호적을 갖는
경우,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 고용주에 속할 가능성은 각
각 2.92배, 5.46배 증가한다.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시기 효과의 경우, 임금노동-비임금노동 패턴에서 개혁이전에 비해
1993년-2002년과 2003년-2016년 사이에 시작한 최초 직장일수록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가 될 승산이 각각 10.58배, 9.64
배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편, 2003년 이후 시장에서 불확실한 요소와 다양한 제한이 적어지면서
비교적 늦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임금노동자가 보다 나은 비임금노동으로
전환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다른 한편, 2003년 이후 최초 직장을 갖
게 된 임금노동자는 보다 젊은 노동인구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더 유
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적 자본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학력은 임금노동자가 비임금노동
자로 전환하는 데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대졸 이상일수록 육체자영업자
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동일한 결과가 이직경험이 없는 비임금노동자에서는 발견되지 않
았다. 교육수준은 임금노동부문 내의 승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관리 능
력의 양성 및 인맥 쌓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고학력자가 임금
노동부문에서 유리한 위치를 포기해 비임금노동으로 전환할 때 성공할
가능성은 저학력자에 비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자격증 유무, 외국어 수
준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당원신분이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예상과는 다르지만 이 결과만으로 위계적 체제내의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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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al power)이 비임금노동 부문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선 당원신분은 관료가 되는 데 중요한 조건이지만 체
제내의

권력에

대한

점유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Walder et al., 2000; Wu, 2006). 따라서 관료가 아닌 일반 당원은 시
장에서 특별히 우세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비임
금노동자 중 당원의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기 때문이다. Wu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체제 내의 다양한 이점으로 특히 도시에서 당원신분은 오히려
비임금노동자로 전환하는 데 저항적 요인이 될 수 있다(Wu, 2006). 이
결과는 오늘날 당원은 여전히 체제 내 임금노동부문을 선호한다는 사실
을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적 독립변수인 꽌시에 직결된 변수들은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나 고용주로 이동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패
턴별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선, 꽌시에 대한 적극적인 구
축유지는 모두 비임금노동자에게 중요하다. 자주 식사초대를 할수록, 직
장 경험이 없는 비임금노동자가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며 임금노동자로부터 전환한 경우 고용주가 될 승산
이 3.67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다. 또한 사업을 소개해준 중개자
도 비임금노동자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초 직업이 비임금노동
인 경우, 중개자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육체
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가 될 승산은 2.99배 증가하며 고용주
가 될 승산이 5.96배 증가한다. 특히 중개자에 대한 신뢰의 효과는
P<0.0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임금노동-비임금노동 패턴
의 경우, 중개자의 유무는 육체자영업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에 들어가는
데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직접적인 거래를 대신 사업
을 소개해주는 행위는 강한 연대에 의해 진행하는‘인정’에 대한 교환
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불확실한 제도적 환경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명성
을 보증하는, 신뢰할 만한 꽌시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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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패턴별 다양한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에 대한 분석
임금노동자->
비임금노동자(N=400)

전환 없음(N=440)

→비육체
임금노동→
임금노동→
→고용주
자영업자
고용주
비육체자영업자
Exp
Exp
Exp
Exp
Coef.
(B)
Coef.
(B)
Coef.
(B)
Coef.
(B)
-0.504
0.60 -1.341 *** 0.26 -0.797
0.45 -1.551 *** 0.21

남성
배우자 있음

0.822

연령 (base=0. 15~29세)
집단 30대
-0.246

2.28

1.044 ** 2.84 -0.502

0.61

0.395

1.48

0.78 -0.563

0.57 -0.631

0.53 -0.757

0.47

40대

0.020

1.02 -0.454

2.84 -0.335

0.72 -0.845

0.43

50대

0.020

1.02 -0.275

0.76 -1.765

0.17 -0.916

0.40

60 세이상

0.030

1.03 -0.007

0.99

0.103

1.11

1.106

3.02

도시 지역

1.071 ** 2.92

0.478

1.61

0.712

2.03

0.596 *

1.82

도시 호적

0.749

2.12

0.369

1.45

1.697 ** 5.46

1.070 ** 2.92

-

-

-

0.840

2.32

1.535

4.64

-

-

-

1.508

4.52

2.359 *

10.58

-

-

-

1.468

4.34

2.266 *

9.64

1.02 -0.061

0.94

0.294

1.34 -0.628

0.53

1.11

0.222

1.25 -0.512

0.60 -0.241

0.78

1.65

0.474

1.61

0.403

1.50 -0.197

0.82

1.34

0.116

1.12

2.864 *

17.54

(base=0. 1978년 이전)
최초
직장
시작
시기

1979년1992년
1993년2002년
2003년2016년
현재 (base=2002년 전)
직장 2003년0.020
시작 2012년
시기 2013년0.105
2016년
교육 (base=0. 중졸미만)
수준 중졸
0.499
고졸

1.052

2.86

0.693

2.00

0.295

대졸이상

3.942 ** 51.5

1.338

3.81

0.508

1.67

자격증 있음

0.461

1.58

0.443

1.56 -0.109

0.90 -0.434

0.65

외국어 가능

0.623

1.86

0.828

2.29 -0.227

0.80 -0.923

0.40

당원

0.814

2.26

0.041

1.04

0.095

1.10 -0.873

0.42

자주 식사초대

0.908

2.48

0.826 *

2.28

1.299 ** 3.67

0.642

1.90

사업 소개자 있음

0.945 *

2.57

0.451

1.57

0.718

2.05

0.676 *

1.97

소개자를 신뢰함

1.784 *** 5.96

1.095 *

2.99

0.655

1.92 -0.216

*** P<0.001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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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제 4 장 결론
오늘날 중국에서 개체공상호가 범죄자의 취급을 받았던 시절이 잊혀질
정도로 비임금노동자의 수와 종류는 급증하고 있다. 미디어에 의해 선정
된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들은 개혁개방이라는 정책과 제도적 변화 덕에
성공한 사업가로 묘사된다. 그러나 제도적인 보장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
에서 새롭게 등장한 비임금노동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험일 수도 있다.
때문에 중국 내 비임금노동의 양적인 확산과 다양성은 거시적인 차원만
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제도적인 변화와 개인 행동의 상호작용
을 통해야만 설명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비임금노동에 대한 기존의 논의
를 바탕으로 개혁개방 이후 상이한 자본을 가진 개인이 비임금노동으로
진입할 때, 꽌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면서 중국 내 비임금
노동의 증가가 갖는 특수성과 내부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비임
금노동자 중 거의 절반이 임금노동자에서, 그것도 주로 육체임금노동자
와 서비스업종사자에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비임금노동부문
은 방대한 과잉 노동인구를 흡수함으로써 과거 계획경제시기에 노동력에
대한 소유 및 공급에 나타난 심각한 갈등을 완화시켰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비임금노동부문 내부에서 다양한 유형이 나타났다. 한편으로, 중
국의 도시개발과 상업의 발전 덕에 상당한 수의 노동자가 도매, 요식,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를 청부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고용주가 되었다. 다
른 한편으로, 상당한 육체자영업자 (예컨대 농민이지만 대부분 시간에
도시에서 임시적으로 건설공인으로서 노동하는 “ 농민공(农民工) ” )는
비임금노동부문에서 상승이동을 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임금육체
노동자에 비해 더 불안정적인 직장환경과 사회복지 보장의 부재를 직면
하고 있다. ‘밑으로부터의 자본주의’에는 정책의 낙후성으로 쉽게 심
각한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경제를 촉진하기
40

위해 기업가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지, 그리고 시장의 건강한 발전
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동시에 노동법과 보험제도 등 다
양한 보호에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주목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오늘날
중국 비임금노동의 다양성을 설명함으로써 그 필요성을 드러냈다.
셋째, 학력이 높을수록, 당원일수록 비임금노동부문에 진입할 확률은
낮아지는 반면에 꽌시를 적극적으로 구축유지할수록 비임금노동부문에
진입할 확률은 높아진다. 많은 인적 자본과 당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노
동자, 바꿔 말하자면 전통적인 엘리트는 여전히 안정적인 임금노동부문
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임금노동부문에 진입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꽌시에 대한 구축과 이용에 따라 육체노동에서 고용주로 이를 때
까지 다양한 전환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비임금노동을 최초 직장
으로 삼은 사람은 보다 큰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꽌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꽌시는 일정 정도
에서 다른 자본의 부족을 보완할 할 수 있으나 높은 교육수준과 발달한
꽌시망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비임금노동부문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활씬 높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과거에 노동력 이동과 직업 전환을 엄격하게 통제하던 ‘통포통배’와
‘고정공’등의 정책이 사라졌고 호적제도의 노동력 이동에 대한 제한은
약해졌다. 그러나 호적에 의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며 다른 차원에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의무교육 과정단계에 있어 지역격차에
도 불구하고 교육을 목적으로 한 이동은 극히 어렵다. 이로 인해 인적
자본을 중요시하는 임금노동부문에서 이들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중국 당국이 관료체계 내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법 체제를 개선하면서 관료들이 정치적 회색지대를 이용해 소득을 높이
는 여지는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비임금노동 부문의 확산
과정에서 엘리트와 일반 노동자에게 꽌시가 다른 식으로 작동한다는 것
은 양쪽 모두에게 대안적 통로를 안겨주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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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임금노동 부문은 개혁 기간 동안 있었던 중국의 경제적•사회적 갈
등의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동구권 사
회주의국가와 구소련처럼 붕괴될 위기를 피하게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사경제와 공경제 간의 갈등적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서 밑으
로부터의 중국 비임금노동 발전패턴은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게 유
용할 수 있다.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에서는 장마당이라
불리는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시장화의 진전으로 종합시
장 매대 뿐만 아니라 주택의 방 한 칸을 개조해 장사하는 집매대, 노점
상으로 통하는 막매대, 포장마차 등도 성업 중이다. 또한 개인 투자의
활성화로 정육, 자전거 판매, 애완견 돌보는 사업까지 등장했다. 이런 변
화는 1990년대 이후 포진한 신흥 자본가 세력‘돈주’가 주도한 것이다.
(박훨일, 2015; 임을출, 2016) 이 점에서 북한의 비임금노동의 발전패
턴은 동유럽이나 러시아에 비해 중국의 패턴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사용한 데
이터의 한계로 인해 완전한 직업궤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이 개혁시기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다음으로 꽌시가 비임금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구체
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예컨대 중개자와
의 꽌시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명성을 보증함으로써 사업적 성공에 일조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꽌시는 어떻게 상이한 메커니즘을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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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crease and
Internal Diversity of Non-wage
Workers in China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Liu Shuyi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of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how does the large increase in
non-wage worker be achieved in China, wher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s full of uncertainty? What does the internal diversity
of non-wage worker mean for the so-called socialist market
economy? This study analyzes the mechanism of transition to
different types of non-wage worker by tracking the work transition
trajectory in China's special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Russia, non-wage worker has expanded
rapid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political elite's active efforts and a
series of top-down reforms. However, in China's prog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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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model, the informal norms embedded in social
relations have played a critical role. Therefore, in addition to human
capital and party membership, this study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 (guanxi) on transition to non-wage
worker.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the increase and internal diversity of China's non-wage
worker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China Labor-force Dynamics
Survey. First of all, the diversity of non-wage work is identified by
analyzing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overall non-wage
worker. Next, after separating non-wage worker without transition
experience and non-wage worker who transferred from wage
worker the effects of different factors, especially the guanxi, on
various results of transition (employer, non-manual self-employed,
and manual self-employed) was examined by conduct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y analyzing
the transition trajectories of non-wage workers, nearly half of the
non-wage workers were found to have shifted from wage workers,
mainly those who were manual wage workers and service workers.
Secondly, the internal heterogeneity and diversity were confirmed
through analysis of the types of non-wage worker. On the one hand,
the development of China's urban development and commerce has
resulted in a considerable number of employers accumulating
wealth through wholesale, catering, and construction projects. On
the other hand, a large number of manual self-employed who
engaged in temporary manual labor were faced with a more un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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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environment and lack of social security guarantees than wage
manual workers.
Finally,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and Communist Party
member compared with non-Communist Party members,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entering the non-wage worker sector. However,
as the relationship is actively built and maintained, the probability of
entering the non-wage labor sector has increased. Additionally, it
is relatively easy to enter the non-wage labor sector, but actively
building and maintaining a relationship has a crucial impact on the
individual's upward mobility. The more frequently they invite others
or are invited to a meal, and the higher the level of trust in the
business intermediary, the greater the probability of becoming an
employer or non-manual self-employed than a manual selfemployed. In addition, when non-waged workers who transferred
from wage workers have a high educational level and a developed
social network at the same time, the probability of becoming an
employer or non-manual self-employed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manual self-employed.
By identifying the mechanisms of entering various non-wage jobs
this study suggests that non-wage job has provided an alternative
pathway for both elites and ordinary workers. This is particularly
meaningful

in

understanding

how

non-wage

jobs

cushioned

economic and social conflicts during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during the reform perio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market
called "Jangmadang" in North Korea is increasing, the pattern of
China's non-wage job development analyzed in this study suggests
ways to overcome the conflictual and complementary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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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private economy and the public economy.

Keywords : China, the reform and opening up, non-wage worker,
increase, internal diversity, guan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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