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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의해 파생된 문제들과 복지국가의 쇠

퇴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나 권위

적인 재분배 방식에 대한 대안 혹은 보완적 질서로서 공동체의 이익 및 연

대에 주목한다 에릭 올린 라이트 는 이런 사회적 경제는 , &Blce Lfch Tlcabn'

다른 경제 유형에 비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차원 1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세계 경제 유형은 국유경제 자본주의경제 가정경, * * 

제 사회적 경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특성과 그들에 차* * 

지하는 위치를 이론화 했다 자본주의경제는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경제 , 

활동이라면 가정경제는 사적으로 가정 수요를 제공하기 위한 경제 활동이* 

다 반면에 국유경제와 사회적 경제는 모두 공적으로 사회 수요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경제 유형으로서 사회 수요를 제공하는 기제에 따라 다르다 국유, 

경제는 주로 국가 측면의 강제적인 재배에 의해 사회 수요가 제공되지만* 

사회적 경제는 보다 더 자발적으로 자유결사에 의해 사회 수요가 제공된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와 다른 경제 유형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나눈 이런 1

차원 모델을 과연 중국 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 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단일한 요, 

소에 의해 구성된 경제 유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제 환경에서 * 

발전된 사회적 경제는 과연 다른 경제 유형과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대안적* 

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 

라이트가 제출한 경제 유형 분류를 중국 사회의 특수성을 결합해 분석하고

자 한다, 

우선 에릭 올린 라이트가 제시한 경제 유형 분류에 따라 중국 사회적 경

제의 발전 경로를 살펴보면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에서의 경제 모델은 * 

계획경제 시기 전형적인 국유경제모델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투입에 따

라 국가 주도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유경제와 시장, 

경제가 결합하면서 사회 경제 체제의 개혁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은 국+

가 역량의 주도하에 발전되었다 특히 년 민영비기업단위의 법제화에 , /776

따라 한、으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을 장려하면서 다른 한、으로는 * *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 방향 목표 경영 이념 등이 제한된다 세기에 *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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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온 후에 가입과 조화사회 과학발전 의 제출에 따라 사회적 경TQL ‘ ’* ‘ ’

제 조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호작용 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때는 , 

국유경제와 시장경제가서로 결합하게 될 뿐 아니라 시장경제와 사회적 경* 

제의 연합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연합은 최근까지 연장하여 살펴보면, * 

컴퓨터의 보œ과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년 이후에 국가 측면에서 플랫0./3

》을 이용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 

빈곤퇴치에 있어 전자상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 사회, 

적 경제 모델은 라이트가 제출한 경제 유형 분류에서 나온 것처럼 네 가지 

경제 유형을 서로 나눠서 분리한다고 보기보다는 국유경제 시장경제 와 ‘ ’* ‘ ’

사회적 경제 가 서로 결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다음으로 자원의존이론과 동형화 이론을 통해 중국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수성을 알아보았다 국가 차원에 있어 개혁개방 과정에서 사회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지방 분권화와 정부 구매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지방 정부는 ,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파、화 정책을 실행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 ‘ ’v * 

조직은 자기 발전을 촉진하면서 정부 측면의 정당성과 핵심 자원을 확보하

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이행하는 동시에 각 지방 정부 정책이 부합되도록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 ~ 사회적 경제 조직, 

은 다양하지만 지역 측면으로 보면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은 매우 비슷* 

한 형태를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제도적 동형화 로 인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 ‘ ’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적이고 받을 수 있는 소비자도 일부 불과하

다 이로 인해 후생 측면에서 국유경제 시기의 강제적인 균형주의 보다 크, ‘ ’

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발전하려면 , 

국가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시장으로부터도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 

나 시장 차원에서 자원을 확보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시장 정보와 * 

희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화 방향을 추구하고 있고 새로운 실험을 * 

시도하면서 생기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교적 성공한 사례를 모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모방적 동형화 로 인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은 고정, ‘ ’

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공œ과 수요의 불, 

균형성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국가와 시장, 

을 제외한 민~ 사회에서 자원을 얻을 수 있으나 현대 중국 사회에서 사회 *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한다는 개념은 아직 부족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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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직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런 규범적 가치관을 위해 사회적 경, 

제 조직을 지원할 때 사회 가치를 실현한 가능성에 상관없이 좋은 조직을 

지원하기보다 생존이 어려운 조직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세계화, 

와 플랫품 사회의 도래에 따라 개인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화되고 전통적인 

관습과 도덕을 통해 사회 통합이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 조직, 

에 대한 지원에 있어 공중에 의한 민~ 사회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런 규* * ‘

범적 동형화 형상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발전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친’ 

다,

 

마지막으로 이런 중국 사회적 경제 모델은 효율성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

는지에 대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하나는 주로 사회적 기, 

업의 발전에 중점을 둔 거가 양로 서비스 기구이다 이 기구는 민정 부문을 , 

주관 부문으로 등록된 사회적 기업인데 년에 노인 질환으로 인한 노인 * 0./1

장애를 돕기 위해 중의를 이용하는 거가 재활 서비스를 시작하고 체계적인 * 

데이터 처리를 통해 서비스의 개별화와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를 위해 

저작권 인증을 획득한 아름다운 꽃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 , 

러나 년에 받은 공공 구매 계약에서 기업의 가치관을 맞지 않은 양로0./5

원을 운영 사업이 있는데 구매 계약의 규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 

기업의 다양한 경영 전략으로 전통적인 양로원과 구별하기 위해 스마트 시

스템과 개성화 장치를 설치된 현대적인 양로원을 디자인했다 동시에 양로 , 

서비스의 이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양로 서비스 인재 양성 산업은 지속적으

로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례를 통해 중국 사회적 기업은 개인의 사회, 

적 기업가 정신으로 출발하고 공익을 위해 영리 활동을 하면서 정당성과 정

부 핵심 자원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국가 권위적인 지배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발적 결사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볼 수 

없지만 다양한 전략으로 통해 전통적인 국유경제조직과 구별되고 사회 다* * 

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 수 있다 특히 지, 

역 사회의 발전에 맞은 좋은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성공한 모델을 모방하면

서 지신만의 특색과 현대적인 기술을 결합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에서 증명된다 그러나 정당성과 정부 핵심 차원의 확보함에 있어 여전, 

히 기업의 가치관보다 정부의 요구에 더 따를 수밖에 없고 다양한 전략을 * 

통해 정부에 대한 의존 정도를 줄이려고 하면 시장에서 자원을 더 많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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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회 혹은 복지 * * 

체제에서 소외된 단체를 위한 서비스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제공한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로 기업 합작사 농가 모델에서 초점을 둔 농산품 생‘ ) ) ’

산 판매 기업 혹은 브랜드이다 이를 정부 측면의 정당성과 자원의 확보하* , 

기 위해 주로 정부와 공공 구매 계약을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국중대포럼 혹

은 회의를 개최하도록 도와주도록 하고 시장 차원에서 현지 합작사와합작* 

하고 농가 인당 주식 자본금에 따라 소득 분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생* / * 

산에서 표준적이고 과학적인 생산기술 규정을 만든 동시에 농촌사회의 연* 

결망 특성을 살려 합작사를 통해 마을 전체의 생산 이익을 묶어주는 성실‘

연계제도 를 만든다 게다가 소비자를 공익보다 상품 인정에 따른 구매하는 ’ , 

것을 원하기 때문에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와의 교류를 조화시키고 혁신FQ 

적이고 개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생산지 체험 등 활동을 통해 * 

소비자가 공통의 가치관과 도덕적 규범을 형성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또한 그의 특수성과 사회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 

에 있어 많은 힘을 쓰고 있고 합작사의 조직 안정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 

며 미래 계획을 세우고 현지 인재를 양성할 때 지원하고 있다 이 사례에* , 

는 경영 전략에 있어 기업 합작사 농가 모델을 대표하는 중국 특별한 혼* ‘ ) ) ’ 

합적인 연합패턴은 전통적인 공익을 위해 영리한다는 사회적 경제 모델보다 

더 시장화 하고 영리화한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 특수한 정치 경제적 환경* +

을 감안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영과 발전에 있어 단일적인 사회적 경* 

제 모델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러나 , 이런 

기업 합작사 농가 경영 모델은 시장 정보와 농업 기술은 기업을 가지고 ‘ ) ) ’ 

있기 때문에 소상인에 상대로 * 농가 협의 권리를 어느 정도를 개선하더라도 

관련한 대기업을 상대할 때 농가의 협의 권리는 여전히 약하다 그리고 선, ‘

품공사 는 여러 가지 합작사와 합작하지만 주로 엘리트와 대농가가 이끄는 ’

합작사와 협력하는 점에서 소농가 자치 능력의 항상 소농가 지위의 개선 * 

및 소농가 수익의 증가 등에 있어 제한이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혼합적인 특성을 나타나는 중국 사회적 경제 모델은 

중국 사회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존재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 가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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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적 제한 요인으로 인해 현재까지 중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개혁

적인 대안 가능성이 있기보다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보완적이고 조화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으로 교육 의료 취업 등 민생 서비, * * v v

스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갈수록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정부의 유익v v

한 협동 파트너 가 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으로 중국 사회적 경제 조직v% v % v * 

의 발전 정도를 보면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아직도 조직 지배 구조에 * 

있어 취약하여 사회적 경제적 이중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는 불확+

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어 중n 사회적 g제 모y 사회적 g제 조직 발전 g로 자원의존이3 , , , 

  동형화이 , 

학  번 3 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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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9' 

사회적 경제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의해 파생된 문제들과 

복지국가의 쇠퇴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 경제나 권위적

인 재분배 방식에 대한 대안 혹은 보완적 질서로서 공동체의 이익 및 연대

에 주목한다 년대 이후 비영리조직이나 사회적 기업 지역 공동체 등, /77. * 

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 혹은 제 섹터의 &mi]c[f _]ihigs' 1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과 기업이 집단적으* 

로 형성되었다 이런 조직 및 기업은 생산 소비 신용 의료 및 기타 서비, * * * 

스에 대한 접근을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기준으로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가 실패와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전, 

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A_fiolhs & A_p_fn_l_ /7779LBCA 0..59 LBCA 0..79 E[m[h & Fhsr 

미우라 히로키0./.9 FIL 0.//9 G[s[miilc[ 0./19 Rnncha0./39 * 0./4',

비슷한 맥락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

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다양한 사회 역량의 참여를 * 

용인하게 되었다 도시에서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과거 정부의 한정적 자금 지원 하에 사회적 * 

서비스를 제공하던 비영리조직들이 영리활동을 추구하게 되었다 동시에 , 

년 가입과 년 조화사회 과학발전 등 국정 이념의 제출0../ TQL 0..4 ‘ ’* ‘ ’ 

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중시가 역시 증가하였다 반면에 , 

농촌에서 삼농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합작사의 발전을 추‘ & ''三農問題
진하고 장려하게 됐었다 특히 년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업합작사법, 0..5 : <

을 실행한 후에 합작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게 됐고 합작사의 규범적인 발

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구와 달리 현재까지 동아시아 국가의 사회적 경제 또는 복지체

제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유교 문화 국가 주도의 발전 전략 약한 시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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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권위주의 정치 체제 계층적 사회관계 성별 불평등과 같은 공통적인 특* * * 

징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주제에 대해 한 연구자는 공공이 아닌 민, 

~에 근거한 이런 국가들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우이코시스적 복지국가" " 

또는 유교적 복지국가 와 같은 용어를 내세웠다 그러나 " " &Gibhm* /771', 

은 선택 근로 장려 보、주의 대신 권력 을 바탕으로 한 생Tcfdcha &0..6' * * % % %

산적인 복지국가 의 모델을 제출하며 강조했다% &A_fiolhs & Hcg*0.//',

중국 내 사회적 경제 조직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은 아

직 신흥 단계이고 정의와 제도가 모두 미비하기 때문에 각 연구자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두 가지 유형이 *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론적 연구이다 안용천 과 유사평, , & * 0..1' &安蓉泉 俞
은 중국 사회적 경제 조직을 연구할 때 혼용하고 있는 여러 가* 0..4'司平

지 조직 개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그들 ~의 차이와 각자* 

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한다 그리고 와 는 중국 , Vo A_fiolhs&0.//'

사회적 기업의 지배구조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

고 정부의 개입에 의해 지나치게 결정된다는 점을 사회적 기업의 민주 관리 

모델이 중국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는 원인

으로 꼽힌다 쌍호 는 중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자발적 연합이라, &0./1'

기보다는 정부 주도형 성격이 강한 반면에 신용대출 등에서 정책적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대중적 인식의 부족과 전문성 및 기술 부족 내부의 비민주* * * 

적 정책 결정 등 민주적 거버넌스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윤태, 

희 이경수 는 중국 사회적 기업의 발전 현황과 등장 원인을 분석한* &0./2'

다 김의영 마우라 외 를 、집한 책에서 국제 비교를 통해 한중일 국, * & '&0./3' 1

의 사회적 경제 맵핑 을 만들었고 그들의 특성을 분석한다 시립&g[jjcha' , 

영 서미미 는 중국 사회적 기업의 발전 역사에 대해 * & * * 0.//'時立榮 徐美美
상세하게 소개하며 김금평 는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 그의 규* & * 0..7'金錦萍
정한 법규를 분석하여 서구의 경우에 대비를 통해 중국 사회적 기업의 특징

을 제시한다 또한 등로원 하쟁영 는 중국 사회 복, * & * 0./4'，鄧路遙 何崢嶸
지 체제와 상업 단위 개혁을 살펴봄으로 민영비기업단위의 발전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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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현재 중국 내 민영비기업단위의 발전이 제한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시* 

한다 조정동 레이톈이 는 사회적 기업은 공공 복지, * & * 0..7'，趙定東 雷天怡
를 제공한 주요 주체로서 현재까지 주로 국가 시장 개인 ~의 협력이나* + + * 

국가 사회 개인 ~의 책임 분배 또는 국가 시장 사회 ~의 관계를 살펴봄+ + * + +

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연구한다고 지적하며 이런 연구 방식은 오히* 

려 국가 의 역할을 소홀히 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런 ·‘ ’ , 

해는 거시적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중국 사회 복지 제도의 전환 과정을 연구

하는 데 적절하지만 실천에서 오해를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공민 사회 또는 민~조직 활발하게 발전하는 시기에도 국가 역할을 포

기하면 안 된다고 본다 미우라 히로키 는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한, &0./4'

중일 국의 조합 조직의 운영 모델을 분석하여 한중일의 각 조합 조직 의 1 * 

운영 동태에 관해서는 특성화 기업화 지향 모델과 지역화 지향 모델 그리고 w

복합 모델이 다양하게 결합된 양상으로 볼 수 있으며 모두 장기적으로 중* 

앙 기구 주도해 왔지만 조합 조직의 위상과 성격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 

한다,

다른 한、 다양한 사례 연구들이 있다 쉬원 은 사례 연구를 , & * 0./6'許源
통해 정부 구매의 정책 환경에서 사회 경제 조직은 정부를 가진 자원을 얻

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분석하며 조직 신분에 따라 행동 전략* 

도 다르다고 주장한다 톈용 은 사례 연구를 통해 불확실한 정, & * 0./6'田蓉
책 규칙 환경과 포용력이 부족한 공익 문화 환경으로 인한 사회 조직 운영 

환경의 악화와 사회 경제 이중 목표의 균형을 잡기 위한 조직의 행동 전략+

을 분석하며 중국 내 사회 조직은 사회적 목적의 달성하기보다 조직을 어* 

떤 방식으로 생존시킬 것인가를 우선 고려하며 사회 목적을 유지하려면 더 * 

강한 관리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불성 왕이 는 , * & * * 0./.'付誠 王一
사회 복지의 한 조각으로 노인 돌보 서비스를 사회로 인정하면서 생긴 공œ

과 수요 ~의 불균형 그리고 정부와 시장의 비협력 상황을 분석한다 박경* , 

철 은 중국 산둥성 펑라이시 두 개 주요 포도주 생산 지역에&0./1' & ' 蓬萊市
서 합작사의 설립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농촌 지역에서 지역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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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합작 규모에 따른 합작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여러 가지 선행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

로 중국 사회적 경제는 다른 경제 유형에 비해 어떤 위치를 처하고 있는지

에 관한 연구가 별로 없다 그리고 자원의존이론이나 제도적 동형화, 

이론을 이용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에 &chmncnoncih[f cmigiljbcmg' 

대해 연구하는 경향이 많으나 통합적으로 중국 사회적 경제조직을 논의하* 

는 연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이론적이나 실천적, 

으로 국가 시장 사회 개인 등 다양한 측면으로 중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 * * 

의 현황을 연구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여전히 논의할 여지가 *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특수성을 감안, /, +

하면 중국 사회적 경제는 다른 경제 유형과 별도로 구분할 수 있거나 서로 * 

공유하는 측면들이 있는가 다른 경제 유형과 공유하거나 결합될 수 있= 0, 

다면 이런 사회적 경제 환경에서 발전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어떤 경로를 * 

거쳐 형성되었을까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 1, 

는가 이런 특징들이 중국 사회에서 존재하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 2, 

데 있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중점을 두고 선행연구를 보완적 의미로 본문에서 에릭 올

린 라이트 의 경제 유형 분류를 이용하여 중국 사회적 경&Blce Lfch Tlcabn'

제의 발전 경로를 우선 살펴본 후에 중국 사회적 경제에 대해 라이트 경제 * 

유형 분류의 적합성을 알아보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중국 사회적 경제 모델* 

을 제출하면서 자원의존이론 과 동형화이론 을 통해 이런 사회적 경제 모* ‘ ’ ‘ ’

델에서 발전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효율성을 분석하려고 한다 제 부분에서 , 0

먼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 조직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 제 부* 1

분에서 우선 에릭 올린 라이트의 경제 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중국의 사회적 

경제의 전체적인 발전 경로를 정리한 후에 중국 사회적 경제 모델을 제출* 

하면서 중국 각 유형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 과정을 알아보도록 한다* , 

제 부분은 자원의존이론 과 동형화이론 을 이용하여 국가 차원 시장 차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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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그리고 민~ 사회 차원 이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봄을 통해 중국 사회적 * 

경제 조직의 특성 및 제한적 요인들을 분석하도록 한다 그리고 제 부분은 , 3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 사회적 경제 조직의 효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이 논문의 주장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본문의 의미와 한계를 제시할 것이다,



- 6 -

사회적 g제 및 사회적 g제 조직 dt99' 

사회적 g제 1' 

사회적 경제 개념은 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팔론0. * &C[ffih* 

은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재화의 생산 분배/712' “ * * 

교환 그리고 소비를 관리하는 일반 법칙을 다루는 과학 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브루인 에게 사회적 경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 안에서 , &?losh* /755' “

함께 자원들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발·하는 한 가지 방식 으로 정의되고 있”

다 즉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최선의 이해 , * &chn_l_mn' 

내에서 상품을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 

이다 베버 에게 사회적 경제는 이익의 논리에 의해서 , &T_b_l* /77.&0..1' “

작동되는 경제활동의 합리화와 그것의 문화적 의미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 

관찰을 포괄하는 개념 으로서 경제에 의해서 조건 지워진 현상이었다고 주”

장한다 장원붕 는 사회적 경제는 기& 0..5', A_fiolhs & A_p_fn_l_ &/777' “

업 협동조합 결사체 공제회가 추진하는 모든 경제활동 으로서 가지 윤리* * * ” 2

적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석훈 은 사회적 경제를 , &0..4&0..7'

호혜 연대 등 사회 가치에 바탕을 둔 경제라고 정의한다 사회적 경제를 * , 

실현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가 시장이 낳는 해악을 없앨 수 

있으므로 이것을 일종의 대안으로 여긴다 즉 연대 공동체 자치 생태 젠더 * , * w w w w

같은 대안적 가치 를 추구하는 경제라고 이해하거나 정의한다 이상우‘ ’ & * 

노대명 은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로 하여금 국가와 시장에 의0..7', &0./.'

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에 대응해서 다양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기초하여 자본과 권력 자원에 기초한 시장과 국가에 대한 사회적 자원 분* 

배의 주체로 등장하게 하며 사회적 경제를 연구할 때 가지 원리를 살펴봐* 1

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의영 & _n [f* 0./3',

그리고 국제기구인 국제노동기구 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 기&FIL*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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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조직에 대한 개념으로 협동조합 공조 단체 연합회 재단 사회적 기* * * * 

업 등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제품 생산과 서비스 및 지식제공 등과 * 

함께 경제적 및 사회적 목표를 동시 추구하고 연대를 촉진하는 경제 형태”

라고 정의한다 유럽 연합 은 사회적 경제란 자본 투자자의 이익 , &BR* 0./0' “

아니라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인적 결

합체 로서 가지 특징을 공유한다고 명명한다 김의영 ” 5 & _n [f* 0./3', 

표 사회적 g제에 l한 dtG 1] 

연구 시~ 사회적 경제에 관한 개념
팔론&C[ffih' /712 사회적 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재화

의 생산 분배 교환 그리고 소비를 * * 
관리하는 일반 법칙을 다루는 과학,

브루인&?losh' /755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 안에서 함께 
자원들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발·하
는 한 가지 방식,

베버&T_b_l' /77.&0..1 이익의 논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경
제활동의 합리화와 그것의 문화적 
의미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관찰을 *
포괄하는 개념,

A_fiolhs [hd A_p_fn_l_ /777 기업 협동조합 결사체 공제회가 추* * * 
진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서 다음 2
가지 윤리적 원칙을 가진다,

회원이나 공동체에게 이윤보다 서/,
비스를 우선 자율적인 윤영, 0, , 1,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수익의 배, 2, 
분에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우
선,

우석훈 0..4* 0..7 사회적 경제를 호혜 연대 등 사회 * 
가치에 바탕을 둔 경제라고 정의함,

노대명 0./. 시민사회로 하여금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필
요에 대응해서 다양한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민주 도성에 기초하
여 자본과 권력 자원에 기초한 시장* 
과 국가에 대한 사회적 자원 분배의 
주체로 등장하게 하며 연구할 때 * 1
가지 원리를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목적 복합목적/, & ',
사회적 자본 복합자원0, & ',
사회적 소유 복합이해관계자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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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의영 마우라 히로키 외 、 한중일 사회적 경제 서울 진인지8 * & ' *0./3* “ J[jjcha”* *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란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신자유주‘ ’

의 주도하에서 형성된 시장 질서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평등 

또는 공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시대 배경에서 발전하게 된 용어인 반면 반* 

대로 중국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주의를 근거해서 세운 사회주의 국가에서 계

획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평등을 유지하면서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하는 맥락에서 등장한 

용어로서 서로 다른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

국제노동기구&FIL' 0.// 기업과 조직에 대한 개념으로 협동
조합 공조 단체 연합회 재단 사회* * * * 
적 기업 등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제품 생산과 서비스 및 지식 * 
제공 등과 함께 경제적 및 사회적 
목표를 동시 추구하고 연대를 촉진
하는 경제 형태,

유럽 연합&BR' 0./0 자본 투자자의 이익 아니라 사람들
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운영되는 인적 결합체로서 5
가지 특징을 공유한다,

공공섹터에 속하거나 통제를 받지 /, 
않는 사적 조직임,

법적 근거 등을 가진 형식적 조직0, 
임,

설립과 해산 조직 구조나 활동 1, * 
내용의 결정 등에 관해서 완전한 자
기 결정권을 가짐,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됨2, ,
수익이나 잉여금을 분배할 경우3, * 

각 조직 구성원의 출자금이나 회비
의 차이가 아니라 활동 참여나 이용
고를 기준으로 함,

자본의 축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4,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경
제활동을 수행하는 인적 결합체임,

일부 자선단체를 제외하여 주로 5, * 
기층 수준의 조직 구성원에 의한 ‘/
인 표 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운/ ’

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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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라는 용어는 한자 문화에 의해 홍콩과 비슷‘ ’

하게 사회 경제 로 번역되나 홍콩과 달리 중국 대륙에서 사회 ‘ & '’ * ‘社會經濟
경제 라는 단어는 명확한 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애매하게 이해된다 사’ , ‘

회 경제 의 이해 방식 중 하나는 사회 그리고 경제 이며 또 다른 하나는 ’ ‘ ’ * 

자본주의 반대인 사회주의 체계 하의 경제 모델이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와 , 

경제의 관계 측면으로 보면 서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는 시장 * ‘ ’

교환을 최고 가치로 본 경제가 사회를 포함된 시스템에서 공동 참여와 성* 

과 공유에 중점을 둔 사회가 경제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 

의미로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에서의 사회 경제 의 첫 번째 이해는 사회와 , ‘ ’

경제가 서로 분리되고 병렬된 의미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이해 방* 

식은 사회가 경제를 포함된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대 중국에서 , 

서구에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와 같은 용어가 없다고 볼 ‘ ’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라는 개념은 정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중국에, ‘ ’

서 사회적 경제와 비슷한 실천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런 실천들을 연구* 

하는 학자들은 주로 중국에서 실천하고 있는 집체 경제 및 합작 경제는 서

구의 사회적 경제와 비슷한 의미로 보고 있다 김의영 미우라 & _n [f* 0./39 

히로키 박경철* 0./49 * 0./1', 

중국의 합작 경제에 대한 실천은 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0. * 

대표적인 조직 형태는 합작사이다 산업혁명 이후 모순된 서구 자본주의의 , 

대안 운동으로 출현한 협동조합 운동이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중국 학술지에

서 영어 의 일본 번역 명인 협동조합 협사‘]iij_l[ncp_’ ‘ & '’* ‘ &協同組合 協
협작사 등을 주로 사용하다가 년 설선주 가 영어'’* ‘ & '’ /7/7 & '社 協作社 薛仙舟

의 를 합작사 로 번역하면서 합작사 가 표준이 되었‘]iij_l[ncp_’ ‘ & '‘ ‘ ’合作社
다 김의영 마우라 히로키 외 박경철 그러나 중국의 합작사& * & '* 0./39 * 0./1', 

와 서구의 협동조합은 같은 것 적어도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합작경제를 연구할 , 

때 합작사는 협동조합과 비슷한 의미로 보는 학자 김의영 미우& _n [f*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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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히로키 박경철 김원경 도 많기 때* 0./49 * 0./19 * 0./19 * 0..7'徐旭初
문에 이 논문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보고 있다 비슷하게 집체 경제란 생산 , “

자료의 일부분을 노동자 공동 소유로 하는 공유제 경제의 일종 이며 이를 ” * 

노동 연합과 자본의 연합인 합작경제 로 볼 수도 있으나 노동자 개인의 재“ ”

산권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작경제와는 차이가 있다 다른 한、으, 

로는 합작 형태에서 정치 행정적 성격이 강한 경우 집체 라는 말을 사용한* ‘ ’

다는 해석도 있다 김의영 대표적인 조직 형태는 초기 향진기& _n [f* 0./3', 

업 이며 년대 놀라운 성장을 기록한 후에 년대 국내의 & ' * /76. /77.鄉鎮企業
경제적 사회적 변화로 침체되고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점차 합작화 되고 * 

있다,

그러나 정책에서나 연구에서 집체 경제와 합작 경제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으며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천 과정에서 협력 을 집단 과 * , % % % %

동일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으나 집단의 이익은 협력 과

정의 존재로 효과적인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다& * 鄭丹 王
그러므로 집체 경제와 합작 경제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 0.//', 偉

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 0./69 * 0./69 * * 楊團 張楊 李文鋼 馬良仙
양단 과 리원강 마량선 는 합작 0.0.', & * 0./6' * & * * 0.0.'楊團 李文鋼 馬良仙

경제는 사람의 자발적 결합을 바탕으로 하니 뚜렷한 지역과 재산 제한이 없

는 반면에 집단 경제는 법정한 토지 집단소유권을 전제로 지역의 경계에 * 

의하여 명확한 구성원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양, & * 張楊
은 집단 경제와 협력 경제의 차이와 관련된 중요한 고찰 표준 중 하0./6'

나는 자산은 개인에게 계량화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합작 경제나 주식 합작 , 

경제의 경우에는 자산은 개인에게 계량화하는 반면에 집단 경제의 경우에* 

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계량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g제 조직2' 

 

장원봉 에 의하면 시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의 &0..4' * 



- 11 -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즉 사회적 경제 조직 이 다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 ’

에 그의 개념은 나라별로 또는 연구자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 

으로 제 부분 비영리조직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로 비영‘ 1 ’* ‘ ’ , ‘

리조직 혹은 독립부문 이라는 용어를 통해 사회경제적 ’ ‘ &chd_j_hd_hn m_]nil'’

활동들을 규정하며 영국은 사회적 경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자선활동* ‘ ’ ‘

조직 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프랑스는 자선활동조직 협동조합 공제조’ , ‘ ’* ‘ ’* ‘

합 등의 경제 조직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때로는 사회적 경제’ , ‘ ’ 

대신에 연대의 경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A_fiolhs* C[pl_[o* 

장원봉 진희선 송재룡 중국 I[pcff_*0../9 LBCA* 0..19 * 0..49 * * 0./1',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학술계 실무계 나아가 정부 부문에서도 종* * * 

종 서로 다른 관점에서 비영리 조직 비정부 기구 제 섹터 및 사회적 ‘ ’* ‘ ’* ‘ 1 ’ ‘

기업 협동조합 합작사 등 다른 개념을 번갈아 사용한다 이러한 개념들’* ‘ ’* ‘ ’ , 

은 의미에 본질적인 차이가 크게 없음을 나타내지만 각각의 경우에 개념의 * 

선택과 사용은 사용자의 가치 취향과 선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

른 내용을 가리키기도 한다,

비정부 pm 비영리 조직 제 섹터1) ‘ (N8O)’, ‘ (NPO)’ & ‘ , ’

비정부 기구 는 조직의 비관적 성격 정부 시스템에 속하지 않음을 강조‘ ’ * 

하다 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개념으로 년 유엔 창설 때부터 , /723

의 중요성을 인정받았으며 년대부터 유엔은 정부 외의 각종 민KDL * /74.

~ 조직을초청해 회의를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선진국은 제 세계 발* 1

전을 위한 조직도 포함시켰다 비슷하게 비영리 조직 은 영& * 0./5', ‘ ’ ‘趙佳佳
리 조직 을 대응하는 개념이다 에 따르면 비영리 조직 에 대한 보、’ , BJBP ‘ ’

적으로 인정되는 정의는 없지만 경험적 국제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 Gibhm 

에서 년대에 시작한 비교 과제에 의해 확립된 개념 Eijechm Rhcp_lmcns /77.

체계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로 비영리 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 

가진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그들은 일반적으로 법적 성격을 전제로 하, 

는 일정 수준의 제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및 공공 기관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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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직접 관리하는 기관과 구별돼야 하는 시민 사회로부터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규정과 의사결정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성원들 * 

또는 관리자에게 이익을 분배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원봉, 

사자나 기부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하며 회원들의 자유롭* 

고 자발적인 제휴에 기초해야 한다 또한 중국 학자인 김금평, & * 金錦萍
에 의하면 한 사회적 조직이 비영리조직의 형태를 취할지를 판단하는 0..7'

기준은 영리 활동 여부가 아니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규칙을 근거해야 한

다는 점을 꼭 강조해야 한다 첫째 조직의 목적에 있어 이익을 내고 이를 , * 

바탕으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다 둘째 잉여 소득의 배당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자산을 어떤 형, * , * 

태로든 사유화 해서는 안 되며 조직 해체 및 중지의 경우에는 재산은 기업* 

의 주주들 사이에서 분배하는 대신 다른 공공부문에 넘겨져야 한다, 

그러나 한、으로는 비정부 기구 의 비관적 성격이나 비정부 성격 때문에 ‘ ’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직으로 ~주하고 심지어 정부에 반대하는 조* 

직으로 해석하기 쉽다 또 다른 한、으로는 비정부 기구 가 유엔 헌장 에 , ‘ ’ : <

처음 등장할 때 주로 국가 ~ 비정부조직을 가리키고 중요하고 공식적인 * 

조직만이 비정부 기구 라고 볼 수 있다는 착각을 생길 수 있다‘ ’ & * 俞司平
따라서 비정부 기구 라는 개념이 사용될 때 서로 다른 이해를 일으0..4', ‘ ’

키기 쉬운 만큼 비정부 기구 로 모든 중국 사회 조직을 지칭하는 것은 적‘ ’

절치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거나 해외 유사한 조* 

직과 비교 연구할 때만 많이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특별한 정치 경, +

제환경에 의해 비영리 조직 이라는 개념이 비영리 조직이 하는 유상서비스‘ ’

와 영리 활동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모든 , * 

민영비기업단위를 비영리 단체 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며 어% % * 

떤 민영비기업단위의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이나 구매하려면 회원 혹은 민"

~ 기부 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을 납부해야 하다는 현실로 인해 사람들은 "

민영비기업단위를 비영리 조직 이라고 통칭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 "

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통용되는 비영리 조직 에 대한 개념 중 민~성 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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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성 은 중국에 진정한 비영리 조직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외에서 논의하‘ ’

고 있는 비영리 조직의 개념은 중국의 현 단계 경제 및 사회 발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영리 조직 의 개념을 , ‘ ’

범용화해서는 안 되며 비정부 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비영리 란 조직의 * ‘ ’ ‘ ’

한 특징일 뿐 모든 특징을 포함되지 못한다 이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 의 , ‘ ’

개념은 이윤 분배 제한 세제 혜택 등 경제와 재세 영역과 더 적합하며 특* * 

히 기업 조직과의 차별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제 섹터 이라는 개념은 년대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미국 학자인 % 1 % /75.

에 의해 제시되었다 은 이전에 사람들은 사회에서 존재한 각Q, I_pcnn , I_pcnn

종 사회 조직을 사적이나 공적 둘로만 나누었고 이런 구분이 너무 조잡하* 

고 정부와 사기업 사이에 있는 많은 사회 조직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조직을 제 섹터 라고 통칭해 부른 후에 이 개념은 미국 학계에서 빈‘ 1 ’

번하게 사용되었다 년대 제 섹터 라는 개념은 중국으로 도입되며 여러 , 7. * ‘ 1 ’ * 

기자 번역 방식이지만 의미가 같으며 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상대* 

한 다른 공공 영역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런 이상적인 개념이매우 모호하고 , 

실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조직 개념과 매

우 유사한다 게다가 중국의 사회 경제 발전 맥락과 한자 문화도 같이 살펴, +

보면 제 섹터 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 1 ’ , 

제 섹터 를 잘 모른 사람이 제 섹터 는 국민 경제에서의 제 부문 서비스 ‘ 1 ’ ‘ 1 ’ ‘ 1 ’+

분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학자인 왕샤오광 는 국제적으로 제 섹터 를 정의하는 & * /777' ‘ 1 ’王紹光
및 가지 방식을 정리했다 첫째는 법률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이런 정의 방, , 

식은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세법에는 면세 조직 과 관* " "

련된 세 가지 규정이 있다 기구의 운영 목표는 전적으로 자선적 교육, [, * 

적 종교적 과학적 사업에 종사하기 위한 것이다 기구의 수입은 사적인 * * , b, 

혜택을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기구가 종사하는 주요 활동은 입법* ], 

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공개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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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유엔국민경제계산체계 에서 나온 수입 출처에 근거한 정의 방식이‘ ’

다 즉 만약 한 조직의 절반 이상의 수입은 시장 가격으로 판매된 수입이 , * 

있다면 그 조직은 영리 부문을 속하고 만약 한 조직의 자금이 주로 정부* * 

의 자금에 의존한다면 그 조직은 정부 부문을 속하며 만약 한 조직의 절* * 

반 이상의 수입이 시장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서 나온 것이 아

니라 그 구성원이 낸 회비와 후원자의 기부로 구성된다면 그는 비영리적 성

격을 가진 제 섹터 조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기‘ 1 ’ , 

본 구조와 운영 방식에 근거하여 정의를 내리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제, ‘ 1

섹터 의 정의를 내리기 보다는 제 섹터 와 비영리 조직 의 개념을 같다고 ’ ‘ 1 ’ ‘ ’

보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 의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사용해 제 섹터 를 정‘ ’ 3 ‘ 1 ’

의하는 ·해라고 볼 수 있다 이 가지 기본적인 특징은 조직성 즉 일정, 3 [, * 

한 제도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성 즉 조직은 제도적으로 , b, * 

정부와 분리돼야 한다 비영리성 즉 조직은 경영자나 소유자에게 이윤 , ], * 

분배가 금지되어 있다 자치성 즉 조직이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함에 , d, * 

있어서 상당한 자치를 향유한다 자원성 자선성 즉 구성원의 자발적인 , _, & '* 

참여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제 섹터 를 정확히 정의‘ 1 ’

할 수 없다고 본다& * * * 0..59 * /7779 * 黄黎若莲 张時飞 唐鈞 王紹光 周群
첫 번째 정의 방식은 한 조직이 제 섹터 조직으로0.//9 * 0..4', ‘ 1 ’ 俞司平

써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건을 설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의 % % * 

방식은 미국에서는 적합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예외가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유엔국민경제계산체계 에서 나온 표준으로 통계적인 의미는 ‘ ’

실천적 의미보다 더 클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적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확정한 수량 표준을 설정해야 하지만 이 수량 표준은 실재 생활에서 매* 

우 모호하고 정확하지 않은 것을 개량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 자체와 실제 

상황의 차이가 매우 큰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홍콩 비영리기구의 경비 , 

는 정부 원조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이 비율6.# * 

이 심지어 까지 이른다 그러나 엄격히 세 번째 정의방식을 통해 중국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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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섹터 를 정의한다면 중국 내 절대다수의 사회단체는 제 섹터 조직에서 ‘ 1 ’ ‘ 1 ’ 

제외될 수 있다 자율성을 강조한 서구의 제 섹터 와 달리 중국에서 제 섹, ‘ 1 ’ ‘ 1

터 에 대해 국가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갖고 있으며 기업들이 풍부한 ’ * * * 

자원으로 기부를 의존한 제 섹터 에 크게 영향을 미쳐 구조와 기능의 불균‘ 1 ’

형으로 인해 종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이러한 종속 관계는 장기 존* 

재할 것을 예측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내 비교우위법칙 을 &I[q if Cigj[l[ncp_ >dp[hn[a_'

활용해 제 섹터 를 정의할 학자도 있다 이 ‘ 1 ’ & * * * 0..5', 黄黎若莲 张时飞 唐钧
·해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친후이 의 연구를 살펴봐야 한다 아래 표& ' , 秦暉
에서 보여준 것처럼 친후이 는 조직의 형성 과정 기능 & * 0..0 & 0..5' * 秦暉
및 운영 메커니즘을 놓고 조직 유형은 두 가지 차원 네 개의 구역으로 나* * 

눠 보았다 그는 공익 과 강제 를 대표하는 제 구역을 제 섹터 인 정부를 , ‘ ’ ‘ ’ / ‘ / ’

대표한다고 보며 정부는 강제 메커니즘으로 공공 서비스나 제품을 공œ한* ‘

다 고 명명했다 또한 사익 과 자발 을 대표하는 제 구역을 제 섹터 인 기’ , ‘ ’ ‘ ’ 0 ‘ 0 ’

업 시장 에 포함되면서 기업 시장 은 자발적으로 사적인 서비스나 제품을 & ' * ‘ & '

제공한다 고 본다 비정부 기구와 비영리 조직을 포함한 제 섹터 는 공익’ , ‘ 1 ’ % %

과 자발 을 대표하는 제 구역을 속한다고 보고 제 섹터 는 자발적 메커니% % 1 * ‘ 1 ’

즘으로 공공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한다 고 본다 그러나 사익 과 강제 를 대’ , % % % %

표하는 제 구역에 대해 친후이 는 물음표를 찍으며 민주주의 체제 하2 & ' * "秦暉
에서는 공인이 권한을 부여받은 강제 메커니즘은 공익에만 사용할 수 있으

며 규범적인 법치 하의 시장에서는 개인 소유를 오직 거래를 통해서만 얻* 

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원칙적으로 강제메커니즘은 사익으로 사용할 수 , 

없다 고 지적하며 따라서 현대화 과정이란 바로 이 제 구역 을 없애야 한다’ * % 2 %

는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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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회 조직 유형 분류G 2] 

자료8 * 0..0* “ ”*z 》 z 》秦暉 全球化進程與入世後的中國第三部門 南方週末
* 0..5* ““KDL TQL” ”* ——秦暉 反对 的社会历史背景 全球化进程与入世后的中国第三部门

* pif,.3* j, 2+/.探索與爭鳴
* * * 0..5* “ ”* * 黄黎若莲 张時飞 唐鈞 比較優勢理論與中國第三部門的研究 江苏社会科学

Sif,.2* j,11+2/

그러나 친후이 의 연구는 제 섹터 에 대해 정의하려고 하거나 물음& ' ‘ 1 ’秦暉
표 부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기 보다는 정부와 기업을 구분하지 않는 전통

적인 체제 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고 지적한 학자들도 있다%

그들은 친후이 는 이 문제는 현대 & * 0..5', & ' ‘， ，黄黎若莲 张时飞 唐钧 秦暉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이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판단할 때 그는 역사’ * 

와 관련된 실수를 범하는데 그의 ·해는 적어도 여 년의 역사적 사실에 * 4.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민주제 실행한 복지국가도 , 

강제 메커니즘은 사익에 사용될 수 없다 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게다가 그‘ ’ , 

들은 이런 방식으로 조직 유형을 나눈다면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은 어느 구역에 둘 것이냐고 지적하며 비록 사회적 기업% % * "

과 제 섹터 은 모두 자발 시장 과 공익 공공 서비스나 제품 를 대표하는 " ‘ 1 ’ ‘ & '’ ‘ & '’

제 구역 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들이 대표하는 시장 의 뜻은 현저히 다르‘ 0 ’ * ‘ ’

다 전자의 핵심은 기업 경영 이며 후자의 핵심은 사회 모금 이기 때문이8 ‘ ’ * ‘ ’

다 그러므로 그들은 비교우위법칙을 앞세워 제 섹터 를 분석하여 제 섹, ‘ 1 ’ ‘ 1

터 는 전 방위적으로 모호성 이라는 우세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 기구 및 ’ ‘ ’ * 

시장 부문과의 비교에서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중국의 , *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발전과 같이 고려하게 된다면 중국에서의 제 섹터+ * ‘ 1 ’

 강제 자발
공익 제 섹터1

정부 기구( )

제 섹터3

등(NGO, NPO )

사익 ?

정부와 기업은 분리하지 않은 (

전통적인 체제)

제 섹터2

기업 등 영리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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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래 표를 보여준 것처럼 정의할 수 있다,

o림 제 섹터에 대한 정의G 1] ,

자료8 * * * 0..5* “ ”* 黄黎若莲 张時飞 唐鈞 比較優勢理論與中國第三部門的研究 江苏社会科
* Sif,.2* j,11+2/学

따라서 제 섹터 에 관해 중국과 서구의 이해 차이가 존재하며 서구에 비‘ 1 ’ * 

해 보다 중국의 제 섹터 에 관한 개념 범주가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게다‘ 1 ’ , 

가 중국의 제 섹터 에 관한 개념은 아직 탐색하는 단계이라고 볼 수 있으‘ 1 ’

며 실제 응용에서 많은 학자들은 민~ 조직 비정부 기구 와 비영리 조* ‘ ’* ‘ ’ ‘

직 을 번갈아 사용하며 제 섹터 공민 사회 등 여러 개념도 엄격하게 구’ * ‘ 1 ’* ‘ ’ 

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념 ~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전반적으, 

로 각 개념에 대해 공인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각각의 개념 사이의 차이* 

와 연계에 대해 명확히 지적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공익, 

을 위해 봉사하는 자선 조직은 사실상 공식적인 정부나 상업조직보다 더 오

래 존재한다고 보고 제 섹터 라는 표현에 반대하는 학자도 있다 일부 학* ‘ 1 ’ , 

자들이 정부는 공민과 경제를 넘은 제 섹터 이라고 보고 있기도 한다 이 ‘ 1 ’ , 

때문에 제 섹터 라는 개념은 중국에서 전문용어로 이론적 논쟁의 대상이 ‘ 1 ’

되고 있지만 정치적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문에서 중국 사회적 경제 및 그의 관련한 조직의 발전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및 제 섹터 등 개념 보다 사회적 경제 조직 이KDL* KML ‘ 1 ’ ‘ ’

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용하기로 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 

다양성을 가져 여러 가지 조직이 포함되지만 본문에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 

하고 공익 및 사회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 활동한다는 개념 범주를 선

택해 그에 맞춰 사회적 기업과 합작사 협동조합 룰 주요 연구 대상으로 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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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사회적 p업2) 

사회 복지 체제 개혁이 추진되고 및 사회 공~이 점점 넓어짐에 따라 시

장과 겹치는 부분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생겨나 사회 조직의 범주

는 확장하게 되었다 사회적 기업에 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며 국가에 , 

따라서도 다른 실체를 지칭하고 있기도 하여 그 개념 정의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기업이 추구하였던 기업적 이* 

윤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최우선의 목적을 둔 새로운 방식의 * 

비즈니스 활동이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언œ되고 있다 김경휘 외 김& * 0..49 

순양 기영화 년에 * 0..68 LBCA* /7778 * 0./5', /772 LBCA&Lla[hct[ncih 

는 보고서에서 최초로 사회적 fil B]ihigc] Ci+ij_l[ncih [hd A_p_fij' ‘

기업 이 용어로 제시하는데 시장을 이용하면서도 비시장 자원을 활용해서 ’ * 

저 기술 노동자를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돕는 조직을 지정했다 오늘날 사회, 

적 기업은 기업 전략과 사회 목적을 공통으로 특징짓는 실체로 더 많이 규

정되어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 기업은 공적 상품 &A_fiohs* 0..4', * 

및 서비스 생산에 대한 보완으로 어느 정도의 손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규정

된다 주식 보유자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배제의 희생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 

요 목표로 한다 또한 는 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기업이 실업자 재통, BJBP

합과 박탈된 지역의 재발전 전통적인 분야 가정 서비스 노인 돌봄 등 와 * & * '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분야 보완적 교육 문맹퇴치 수업과 주택 보장 등& * '

로 구분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며& * 0..5'* 時立榮
사회적 기업 유형을 반영할 수 있는 가지 지표를 활용해 사회적 기업을 7

정의했다 즉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기업가적 차원을 반영하는 세 가지 지, * * 

표로 지속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과 판매하는 활동 담당해야 하* [' * b' 

는 상당한 경제적 위험 및 최소량 유œ 작업 또한 사회적 기업의 사회]' , 

적 차원을 요약한 세 가지 지표로 지역사회에 이익을 주기 위한 명시적 * d' 

목표 시민 단체 또는 시민 사회 단체에 의해 시작된 이니셔티브 및 * _' f' 



- 19 -

제한된 이익 분배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참여적 지배구조를 반영한 세 가, 

지 지표로 고도의 자율성 자본 소유에 기초하지 않은 의사결정 권한 * a' * b' 

및 활동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이 있다 이러한 지c' , 

표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조직이 충족해야 하는 규범

적 기준을 구성하기보다는 베버 의 용어로 이념형 즉 이것은 연구&T_b_l' % %* * 

자들이 관찰된 실체의 유형을 기술하고 결국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

적 기업의 하위 집합을 식별하도록 돕는 도구를 구성했다 이러한 경제 및 , 

사회적 지표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식별할 수 있지만 내부 역학관* 

계에 의해 새로운 조직으로 재、되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BJBP* 0../&0..4',

게다가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가의 존재와 사회혁신의 기치를 내건 사회

적 기업들의 존재는 자원봉사나 정부의 지원활동과는 완전히 다르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적 기업과 다른 점은 활동의 결과가 수익과 이윤이 * 

아니라는 것 뿐이며 무한 경쟁으로 생겨난 사회적 빈틈을 메우며 사회적 * 

약자들에게 자활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자원봉사나 정부의 지원활동과는 *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강영기 그들은 정부와 & * 0./0', 

민~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실패한 사회적 빈틈 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 

하는 기업형태를 사회적 기업 이라 정의하고 이를 제 섹터 라고 부른다‘ ’ ‘ 2 ’ , 

즉 제 섹터 시민사회 가 제 섹터 공적관료체제 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 1 & ' / & '

에서 시작되었다면 제 섹터는 영리와 비영리로 확연하게 갈라섰던 제 섹터* 2 0

기업 와 제 섹터 시민사회 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 ' 1 & ' ,

그러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서구의 정의는 조직의 높은 자율성 소유권부* 

터 독립된 의사결정 및 다원적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통치 모델을 강조하는

데 이것은 중국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분명히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 

사회적 기업은 년부터 해외에서 발전된 이론들이 일련의 포럼 심포지0..2 * 

엄과 컨퍼런스를 통해 중국 내 소개되기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조금 알려

진 개념이었다 현재 중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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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일자리 통합 사회 배려 의료 빈곤 퇴치 및 교육 * &Tile Fhn_al[ncih'* * * 

개발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실천가들이나 학* 

자들은 중국적인 사회적 기업의 정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현, 

재 진행 중인 쟁점은 주로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의 * 

조직적 성격 비영리 또는 영리 과 소득 창출 방법 시장 수익 사회 기부 및 & ' & * 

정부 보조금 등 시장 기반 또는 다양한 자원의 통합 이다' &CBP?B* 0..69 

와 의 연구에 따라면 현재 Vo & A_fiolhs* 0.//', A_fiolhs Ksmm_hm&0./.'

중국에서 많은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투자자에 의* 

해 소유권과 지배권이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반드시 다른 이해관계자* 

와 공유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사회적 기업의 조직 유형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관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민영비기업단위와 사회 복지 기업은 사회적 기업을 속,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반면 재단 지역사회서비스기관 협동조합 등이 * * 

이 범주에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가 엇갈린다 나아가 사회적 기, 

업이 영리적 역할을 하는지 여부와 정책 주도적 또는 시민 주도적 이니셔티

브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사회적 기업이 발전한 배경에 대해 

서로 다른 의·을 보이고 있다&I__* 0.0.',

표 중n 사회적 p업의 조직 유형G ,] 

자료8 bnnj8--mm_]iff_]ncp_bl[ch,h_n-mm_[mc[-

LMM (2)12) Eu (2)11) ZPIW (2)12) DIVO (2)1,)
6MNWuYVy IVL 
:im (2)1-)

wCOKBRm
wPi]c[f 
T_ff[l_ 
Bhn_ljlcm_m
wCiij_l[ncp_m
wCiggohcns 
P_lpc]_ 
C[]cfcnc_m

wBhn_ljlcm_m
wPi]c[f 
T_ff[l_ 
Bhn_ljlcm_m
wCOKBRm 
wCcpcfc[h+loh 
Bdo][ncih[f 
Bhn_ljlcm_m
wC[lg_lm’ 
Pj_]c[fct_d 
Ciij_l[ncp_m 

wPi]c[f 
T_ff[l_ 
Bhn_ljlcm_m 
wCOKBRm 
wPi]c[f 
Lla[hct[ncihm
wCiohd[ncihm

wPi]c[f 
T_ff[l_ 
Bhn_ljlcm_m 
wCOKBRm

wCOKBRm &j[ln'
wPi]c[f T_ff[l_ 
Bhn_ljlcm_ [hd 
Ciggohcns+b[m
_d Bgjfisg_hn 
Fhmncnoncihm
wC[lg_lm’ 
Pj_]c[fct_d 
Ciij_l[ncp_m
wPi]c[f S_hnol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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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보면 민~에서 운영하는 교육 기구는 민영비기업단위 등기 관* ‘

리 잠정 조례 에 따라면 민영비기업단위& '’民辦非企業單位登記管理暫行條例
로 속할 수 있는 뜻이 사회적 기업의 범주가 보다 좁을 수 있다* , A_fiolhs 

는 동아시아 국가 및 지역의 사회적 기업의 발전 모델을 상업& Hcg&0.//'

화 된 비영리조직 일자리 통합형 사회적 기업&nl[dcha KML'* &Tile 

비영리 협동조합Fhn_al[ncih Pi]c[f Bhn_ljlcm_* TFPB'* &hih+jlifcn 

비영리 영리 조직 파트너십에서 비롯된 사회적 기업]iij_l[ncp_'* + &mi]c[f 

및 지역사회 _hn_ljlcm_ mn_ggcha flig hih+jlifcn-fil+jlifcn j[lnh_lmbcjm' 

개발 사회적 기업 을 포함하여 가지로 &]iggohcns d_p_fijg_hn _hn_ljlcm_' 3

분류함에 따라 중국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주로 사회 복지 기업 민영비‘ ’* ‘

기업단위 재단 비공모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 & '’ 1 , 

여기에서 각종 합작사는 사회적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중국내 대

부분 합작사는 농촌 가정 도œ 경영의 기초하여 세워져 그 구성원을 주요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적 관리는 합작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이지만 독특한 경제 조직으로서 내부 제도가 기업 관리와 본질적 차이가 있

으며 합작사의 운영은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수익의 대부* * 

분은 거래량에 따라 구성원에게 배분되기 때문이다, 

몰론 중국에서 좁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의 정의도 있다 좁은 의미에서의 , 

사회적 기업은 주로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은 사회적 기업을 말한다 통계 , 

데이터에 따라면 년 월 일까지 종 회 사회적 기업 인정을 실시0./6 /0 1/ 2

했다 총 개 기구를 인정을 신청하며 개 기구를 인정을 통과했다, /13/ * 012 , 

그러나 인정 신청 기구이던 인정 통과한 기구이던 모두 매우 제한적이기 때

문에 연구 또는 정책에서 보통 광의적인 사회적 기업을 가리킨다* ,

협동조합 합작사,) ‘ ’ & ‘ ’

협동조합 개념에 관해서는 년에 설립된 국제협동조합연맹 과 /673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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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부터 존재해 온 유럽 각국의 경험을 토대로 기본 개념이나 추구하는 

가치 조직 운영의 원칙 등이 논의되어 왔다 년 에서 * , /70/ FC> “Oi]bd[f_ 

원칙 을 근거하여 제정된 국제 협동조합 원칙을 시작으로 년과 년” /715 /744

의 수정작업을 거쳐 년 월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773 7

맹 주년 대표대회에서 제정된 협동조합 개념과 협동조합 원칙이 세계/.. 5

적으로 환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 

의 중심적 조직으로 인지되어 왔던 점은 틀림없다 미우라 히모키 하& * 0./49 

숭우 년 에서 협동조합에 관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 0./1', /773 FC> ‘

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 * 

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 으로 정’

의되며 다음 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5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직 원칙 즉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 협/, , 

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성

별 인종 정치 종교와 상관없이 개방해야 한다* * * , 

민주 관리 원칙 즉 협동조합은 구성원이 관리하는 민주조직으로 협동0, , * 

조합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결정해야 하며 인 * / /

표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은 평등한 선거권을 가지고 선출된 협동조합 대표

는 반드시 구성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 참여 원칙 즉 구성원은 균등한 투자로 협동조합의 자금을 형성1, , 

하여 조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투자는 구성원이 협동조합 가, 

입 조건일 뿐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 

자주 자립 원칙 즉 협동조합은 구성원이 관리하는 자주자조조직으로 2, , 

협동조합이 정부를 포함한 다른 조직과 합의하거나 다른 경로로 자금을 모

금할 때는 구성원의 민주적 관리를 보장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교육 및 정보 제공 원칙 즉 협동조합은 구성원 및 구성원이 선출된 3, , 

대표자 등에게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대중* 

에게 협동조합에 관련 정보와 이점을 선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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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의 협력 원칙 즉 협동조합은 지역 전국 국제~ 협동조합 4, , * * 

~의 제휴를 통해 구성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의 발전

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 기여 원칙 즉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5, , 

역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원칙들은 협동조합의 경제적 기능 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과 가치 이

념도 강조하고 있으나 실천에서 지켜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각국의 경제, +

사회 발전이 다르고 시~이 지날수록 협동조합 발전의 구속 조건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성장에 있어 보다 , * 

경제 기능을 중시해 일종의 경제 조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 농업 부문 , 

농촌발전센터는 협동조합은 서비스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기업 으로 “ ”

사용자 소유 이용자 통제 및 수혜 등 특징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위스“ * ” , 

콘신대학 협동조합연구센터 는 협동조합은 사원들의 욕구를 충족시&RTCC' "

키기 위해 만든 조직 이라며 구성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사회를 통해 " "

협동조합을 통제하고 수익과 이익을 구성원의 사용과 혜택을 바탕으로 분배

한다 고 주장했다 반면 대만은 협동조합을 구성원 수량과 출자금 총액을 " , “

변동할 수 있는 평등한 원칙에 따라 공조 조직에 기초해 공동경영을 통해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과 생활 개선을 도모하는 법인 단체 로 정의하고 있다% ,

세기 말 세기 초 협동조합 개념이 중국 사회에서 투입되고 합작/7 0. ‘ ’ ‘

사 로 번역된다 합작사는 협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학계에서 아직 합의’ , 

가 안 되지만 중국 사회적 경제를 연구할 때 합작사는 협동조합으로 보고 

논의하는 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합작사는 협동조합과 비슷한 의

미로 보고 있다 김의영 외 에 의하면 합작사의 의미에 대해 근대화 , &0./3'

초기인 년대 신중국 설립 이후인 년대 그리고 농촌의 제합작0.+1. * 3.+4. * 

화가 시작된 년대에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다 초기인 년대 합작7. , 0.+1. ‘

사 의 의미는 중국 민~ 전통의 금용 조합인 합회 와 가깝다고 볼 수 ’ ‘ & '’合會
있다 박경철 박경철 년부터 사회주의 이& * /7079 * 0.//9 * 0./1', /730伍玉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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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기초적 실현인 토지의 무상분배 및 농업생산합작화의 일환으로 농업 

노동을 공유하는 호조조 가 설립 운영되었고 토지 출자와 통일적 & ' * 互助組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초œ농업생산합작사를 거쳐 년 생산수단의 공유/734

를 목적으로 하는 고œ농업생산합작사 성립이 기본적으로 완료되었다 그 , 

후 년 이후 대약진운동 과정에서 고œ농업생산합작사는 생산과 분배/736 “ “ 

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완전히 일치되는 이상적인 사회주의 공동체인 * * 

인민공사로 이행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년대 집체화의 비효율성을 극복하, 7.

기 위해 토지양도 를 기초한 농가경영책임제& ' &土地流轉 家庭聯產承包責任
와 농민전업합작사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년대 인민공사가 ' , 3.+4.制

만들어지기 이전 합작사가 존재했던 까닭에 최근 시도되는 합작사를 계획경

제 체계 하의 합작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한 인식 

제고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개혁개방 이후에 출현 및 발전된 합작사에 대해 마옌리 는 * & * 0..6'馬彥麗
경제학의 측면에서 정의를 내렸다 즉 합작사는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 “

고 구성원이 공유 자산의 분배 결정권과 소유권을 가진 조직 이라고 정의* ”

했다 황조휘 는 합작사와 구성원의 관계는 완전히 시장 거래 , & * 0..6'黃組輝
관계도 계층 지배 관계도 아닌 둘 사이에 있는 결합된 산업 조직 관계라고 * 

제시된다 유서천 서건규 는 합작사는 요소 계약과 , * & * * 0./5'劉西川 徐建奎
상품 계약이 서로 연결되는 일종의 혼합 조직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상품 * 

계약의 역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합작사는 상품 계약과 요소 계약의 혼합체, 

로서 계층 지배 관리와 시장 거래의 메커니즘이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거래액에 따라 잉여금을 배분하고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공동 분담하* 

며 일반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 , 

합작사의 본질적 규정에는 적어도 세 가지 논리적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 

첫째는 구성원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요소 계약과 이에 상응하는 , 

소유권 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상품 계약 즉 구성원과 합작, * 

사 사이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 

소 계약과 상품 계약 사이에 상호 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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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합작사의 가치 이념과 원칙으로 합작사를 연구하는 학자도 많다,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협동조합은 기업과 공동체의 두 가지 속성을 겸비한 ‘

사회적 경제 조직 이라는 기본적 컨센서스가 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 ,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원 즉 협동& * 0./4', * 

조합의 상업 조직 성격을 강조하는 한、 협동조합의 민주적 관리 경제 참* 

여 원칙 등도 동시에 강조한다 따라서 합작사는 협동조합과 비슷한 의미로 , 

보고 있는 일부 학자들은 합작사는 자신만의 제도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소

유자와 이용자가 동일하다는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랴오, 

윈펑 에 의하면 소유자와 이용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본질적으& * 0..2'廖運風
로 외부 자본이 합작사의 진입을 제한하고 합작사의 이익을 분할하지 못 하

도록 하는 것인데 외부 자본이 합작사에 들어가 수익을 나누도록 허용하게 * 

된다면 더 이상 합작사가 아니 주식회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연하게 , 

소유자와 이용자 동일 원칙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학자도 적지 ‘ ’ 

않다 소유자와 이용자 동일 라는 개념의 의미는 가혹할 수도 있고 넓어, ‘ ’ *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유자와 이용자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경우 소유자, 

는 모두 이용자가 되어야 하며 이는 순수한 투자자가 합작사 구성원이 될 * 

가능성을 배제하는 반면에 전체 이용자는 반드시 소유자가 되어야 하며* * 

이는 조합원이 비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한다 하지만 , 

이런 엄격한 의미의 소유자와 이용자 동일 원칙은 합작사의 이상 상태에 ‘ ’ 

불과하며 소유자와 이용자가 어느 & 0./09 * * 0./5'* ，徐旭初 劉西川 徐建奎
정도 어긋날 때에만 합작사는 다른 조직으로 바뀐다&E[h_f* /7709 * 國魯來

하지만 어느 정도 어긋나야 합작사가 다른 조직으로 변할지 아니면 0../', * 

소유주와 이용자가 어느 정도 동일해야 합작사가 될 수 있는지 여전히 논란

의 여지가 있다 또 합작사의 민주적 관리에 관해서& * * 0./2', 鄧衡山 王文璨
는 응루이야오 허쥔 는 합작사의 원칙 중 구성원 민주* & * * 0..0'應瑞瑤 何軍
적 관리 원칙과 구성원 경제 참여 원칙은 합작사의 근본적인 원칙이지만* 

구성원 민주적 관리는 꼭 인 표 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약‘/ / ’ , 

봉 는 인 표 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만 인 표 가 아닌 경& *0..2' ‘/ / ’ ‘/ / ’牛若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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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대주주가 합작사를 지배할 것을 막기 위해 구성원의 주식보유액과 

주식투표권의 비율을 정해야 하며 합작사는 사회 자본의 주식투자를 받을 * 

수 있고 주식투자자는 주식에 의한 이윤 분배를 참여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

의 경영 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본다,

중n 사회적 g제 조직의 발전999' 

이  배g1' 

는 개념적 유형론 을 이용하여 사회적 Tlcabn&0./.' &]ih]_jno[f nsjifias'

경제의 개념에 적합한 위치를 찾으려 시도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국유경제, 

자본주의 경제 가정경제&Pn[n_ _]ihigs'* &C[jcn[fcmn _]ihigs'* &C[gcfs 

사회적 경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분석하_]ihigs'* &Pi]c[f _]ihigs' 

여 이에 기초에서 세 가지 모델을 제출했다 가 제출한 첫 번* 0(0 , Tlcabn

째 모델에서 경제활동을 지배하는 일차적 이익과 경제 조정을 위한 메커니

즘에 기초하여 공공 이익이나 사적 이익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이나 계획 메

커니즘으로 나눠서 네 가지 경제 유형을 분류했다, 

o림 G 2] AWKiIT MKWVWmy IZ mIYSM[ KWWYLiVI[iWV iV [PM ZMY]iKM WN 

pubTiK iV[MYM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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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8 

Blce Lfch Tlcabn* 0./.* “QEB PLCF>I BCLKLJV+> KFCEB FK C>MFQ>IFPJ 

LO >M>QET>V ?BVLKA= Ml_fcgch[ls hin_m niq[ldm [h [h[fsmcm”* Rhcp_lmcns if 

Tcm]ihmch J[dcmih–

그러나 는 첫 번째 모델에서 가정경제의 위치를 어디에서 누었는Tlcabn

지 애매하고 일부 사회적 경제 활동은 시장을 위한 생산을 수반하지만 그 * 

대부분은 실제로 그렇지 않아서 시장 계획의 분류는 그리 적절하지 않다고 -

보았다 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주된 이익과 협력 활동을 , 

위한 메커니즘을 기초한 두 번째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에서 강제적인 , 

권력이나 자발적인 결사에 의해 공공 이익이나 사적 이익을 제공함에 따라 

네 가지 경제 유형을 나눴다,

o림 G ,] AWKiIT MKWVWmy IZ ]WTuV[IYy IZZWKiI[iWV iV [PMZMY]iKM WN 

pubTiK iV[MYMZ[Z

자료8 Blce Lfch Tlcabn* 0./.* “QEB PLCF>I BCLKLJV+> KFCEB FK 

C>MFQ>IFPJ LO >M>QET>V ?BVLKA= Ml_fcgch[ls hin_m niq[ldm [h [h[fsmcm”* 

Rhcp_lmcns if Tcm]ihmch J[dcmih–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 내의 협력을 권력이 아닌 자발

적인 교환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보나 이런 자발적인 교환은 강제적으로 * 

생산수단을 사적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재산을 배치할 수 있는 사* 

람들의 효과적인 힘은 자본주의적 협력의 중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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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본주의 경제는 어디에 두면 좋은지가 애매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 

는 두 번째 모델에서의 협력 활동을 위한 메커니즘은 활동을 관리하Tlcabn

는 규범으로 바꿔 세 번째 분류를 시도했다 세 번째 모델에서 권익이나 수, 

요를 통해 공공이익이나 사적 이익을 관리하는 것에 따라 네 가지 경제 유

형을 분류하는데 사회적 경제에 대해 완벽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 

는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인권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인식, 

하고 있는 반면에 국유경제에 대해 많은 행위자들은 필요에 따라 공공 이* 

익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o림 G -] AWKiIT MKWVWmy IZ VMMLZ WYiMV[ML pYWLuK[iWV iV [PM ZMY]iKM 

WN pubTiK iV[MYMZ[Z

자료8 Blce Lfch Tlcabn* 0./.*“QEB PLCF>I BCLKLJV+> KFCEB FK 

C>MFQ>IFPJ LO >M>QET>V ?BVLKA= Ml_fcgch[ls hin_m niq[ldm [h [h[fsmcm”* 

Rhcp_lmcns if Tcm]ihmch J[dcmih–

따라서 는 위에 언œ한 세 가지 모델은 모두 사회적 경제의 Tlcabn 0)0 

특성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사회적 경제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 

위해 아래와 같은 차원 모델을 활용해 시도했다 그러나 이런 네 가지 경1 , 

제 유형을 모두 독립적으로 나눠서 분류한 차원 모델을 중국 사회적 경제1

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중국 특색이 있는 ,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단일하고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경제 유형이 아니라

서 이런 경제 환경에서 발전된 사회적 경제는 정말 다른 경제 유형과 뚜렷* 

하게 구분에서 독립적으로 심지어 다른 경제 유형의 대안으로 운영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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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가 제, Tlcabn

시한 이런 차원 경제 유형 분류를 통해 중국 사회적 경제의 발전 경로를 1

살펴보자,

o림 G .] TPYMM LimMVZiWVIT KWVKMp[uIT ZpIKM NWY [PM ZWKiIT MKWVWmy

자료8 Blce Lfch Tlcabn* 0./.*“QEB PLCF>I BCLKLJV+> KFCEB FK 

C>MFQ>IFPJ LO >M>QET>V ?BVLKA= Ml_fcgch[ls hin_m niq[ldm [h [h[fsmcm”* 

Rhcp_lmcns if Tcm]ihmch J[dcmih–

 

중n 사회적 g제 조직 발전 g로2' 

의 이론에 따라면 중국 사회적 경제 조직은 년 년에 국Tlcabn /727 +/756

가가 공공복지를 제공한 전형적인 국유경제 시기를 경험하&Pn[n_ B]ihigs' 

였다 이 시기에는 국가 체제 외에 생존하는 소외계층의 복지의 제공에 있, 

어 국유경제나 사회적 경제 를 제공하기보다는 가정경제&Pi]c[f B]ihigs'

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년 개혁개방 이후 계획 &C[gcfs B]ihigs' , /756

경제 체제가 붕괴하면서 정부는 원래 인민공사 등 국가 조직들이 책임지던 

사회복지기능은 다시 접수되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으로 인한 경제 부재, ‘ ’

는 정부가 사회 복지 제공 기능을 제공하는 데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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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게다가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투입됨에 따라 경제지상주의적인 사회 환, 

경이 점차 형성되고 이에 전환점으로 중국 국내에 국가 주도의 다양한 사회

경제 개혁을 시작했다 이런 배경에서 사회적 경제의 발전 기회가 점차 출+ , 

현했다 그러나 빈민운동 지역운동 소비조합운동 등 시민사회 주도의 시민, * * 

운동에 의해 발전된 한국 사회적 경제 조직과 달리 개혁개방 초기 중국 사* 

회에는 국유경제와 시장경제가 결합하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 경제 +

체제의 개혁에 따라 국가역량의 주도하에 발전되었다, 

한、으로는 정부는 개혁과 경제발전의 압력을 직면하게 됨에 따라 사회 

복지를 제공할 여유가 없으며 심지어 사회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여전보다 * 

사회 복지 지출이 대폭 감소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국가와 시장은 같이 , 

사회 복지를 제공하지만 시장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오히

려 점차 줄게 되며 심지어 어느 정도에서 국가보다 시장의 역할이 더 커졌* 

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계획경제 시기에 비해 교환을 더 중시함으로 인, 

해 많은 사회 문제가 생겼다 우선 단위제도 특히 국유 기업 개혁으로 인, * 

해 심각한 실업 문제가 생겼다 년부터 년까지 전국 각지 정부는 , /773 0..0

국유 기업 개혁을 강행하여 적자가 발생한 국유 중소기업 집단소유기업에 * 

대해 파산 과 해체 를 실시하였으며 손실이 없는 기업은 전체 를 " " " " * " & '"轉制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수천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퇴직을 당했다 중국, :

통계연감 에 따르면 년까지 기존 국유기업 근로자 억& '< /776 /中國統計年鑑
만 명 집단소유기업 근로자 만 명에서 년 각각 만 명/... * 2... /776 30.. * 

여만 명으로 줄어든 여만 명의 기존 국유기업과 집단소유기업 근/... 5...

로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실업자가 되었다 게다가 개혁이 지속됨, 

에 따라 도시와 농촌 ~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년 , /756

도시의 인당 가처분 소득과 농촌 인당 순수입은 각각 위안 위/ / 121,2 * /11,4

안으로 그 격차는 약 배였으나 개혁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년 도시0,4 * 0..1

의 인당 가처분 소득은 위안 농촌 인 당 순수입은 위안으/ 6250,0 * / 0400,0

로 도시와 농촌 ~의 소득 격차는 약 배로 증가하였다1,0 & * 国家统计局编
윤태희 이경수 이 뿐만 아니라 개혁개방 이후에 단위 인민0./19 *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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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복지 제공 모델의 소멸과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도시와 농촌 사회 

보장 ~의격차가 더 불균형해진다 년 전국 농촌의 가 합작 의료, /76. 7.#

를 시행하였으나 불과 년 후인 년에는 로 œ감하였다 또한 * 3 /763 3# , /776

년 국가 위생서비스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농촌 주민 중 는 어떠한 * 65,22#

사회보장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윤태희 이& , * 0..79 * 张晓山 李周
경수 다른 한、으로는 경제 운영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체제에서 * 0./2', 

고도로 계획된 운영 모델을 타파하고 시장화와 다원화 경향을 보이면서* * 

사회 구성원과 기업은 전통적인 체제 내 속한 존재에서 독립적으로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는 시장 주체로 바뀌고 이익 관계와 분배 제도를 촉진해 노* 

동에 따라 분배되도록 전환되었다 게다가 제도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대가, %

족 조직 모델에서 시장경제 체제 하의 핵가족 조직 모델로 전환하게 되어% % % * 

조직이 조직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조직의 경영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조직원은 조직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도록 만든 동시에 조직의 * * 

이익을 확장하면서 갈수록 뚜렷해지는 경쟁과 수익 차이는 이러한 핵가족% %

의 특징을 부각시킨다 이런 배경에서 원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복지를 제, 

공하는 가정경제는 핵가족 모델의 발전으로 인해 소외계층에게 복지를 제공‘ ’ 

하게 되었다,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정책 측면에서 소국가 대사회‘ * 

이념을 제출하고 사회 복지의 사회화 &Pg[ff aip_lhg_hn [hd bca mi]c_ns'’ * 

산업을 시작했다 사회 복지 사회화이란 전에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던 교, 

육 양로 빈곤퇴치 등 사회 복지 영역은 기존 보장 제외한 다양한 수요의 * * 

충족을 점차 민영 산업으로 양도한다는 것이다 우선 소외계층의 복지 제공, 

에 있어 사회 복지 기업을 다시 활력을 되찾고 국가 자원을 전적으로 의존* 

하는 시기보다 시장 자원을 점차 의존하기 시작했다 년 초부터 각 지, /763 v v

역 민정 부문 산하 사회 복지 기업은 정부에서 분리되고 기업화 관리를 장려v v v v v v v

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 민정 부문은 직접 사회 복지 기업을 구체적으로 경영, v v v v

하고 관리하지 않으며 감독 조정 및 서비스 제공으로 역할을 옮겼다v *v * v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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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혁개방 이후 오랫동안 존재해온 도시 농촌 ~의 지역 불평등 수+ * 

득 격차 심화 사회 복지 제공 불균형 등 사회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한、* 

으로 향진기업을 발전시켜 농촌 지역의 공업을 촉진하도록 했다 윤태희, * 

이경수 에 의하면 개혁개방은 농촌에서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기존 생&0./2' * 

산대의 생산과정을 분할하여 소그룹 개별 농가 개인 노동 등에 청부하는 * * 

생산책임제가 등장하였고 이는 농촌의 탈집체화와 인민공사의 해체를 초래* 

하였다 이일영 그 결과 기존 인민공사 체제 하에서 자체적 적립금& * /775', * 

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의 틀이 무너지게 되었다 백승욱 이런 맥락& * 0..3', 

에서 년대 말 농민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집단 소유하던 /75.

토지에 대한 가족도œ경영 체제를 시도하고 년대 초 당과 정부의 승인/76.

을 얻어 전국 농촌에서 실시하고 농촌인민공사제도를 폐지하게 했다 농가, 

경영제도에서 농민이 도œ 받은 토지의 사용권을 갖고 촌집단공동체는 토* 

지소유권을 가지며 기존 인민공사 체제에서 형성된 집단 자산의 일부는 개* 

인에게 분배나 판매하고 일부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향 촌 œ 집단 조직* * 0

의 자산을 형성하여 가족 집단 층 경영체제를 형성하였다 농가경영제도는 + 0 , 

농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노동 토지의 사용 및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 

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농민에 대한 통제가 다소 느슨해진 기초에서 년, * 6.

대에는 농업 생산력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농촌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 

이군돌기 라고 불리는 정도의 향진기업의 현저하게 발전으로 농" & '"異軍突起
민들의 취업과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과 재* 

산 축적의 기회를 누리기 시작하였다 다른 한、으로 농촌 경제 발전에 있, 

어 년대 이후 국가 정책상 정부 차원에서 모든 농가를 농업 산업화로 * /77.

이끌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 농가 모델을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지원)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유기업개혁으로 인해생긴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년 /771

국가 측면에서 재취업 프로젝트 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재취‘ & '’ , ‘再就業工程
업 프로젝트 는 공기업 퇴직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재취업& '’再就業工程
을 돕는 것이 핵심 기능이며 년부터 년까지 만 공기업 퇴직* /776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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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 만 명이 재취업했다/72. &Io & C_ha* 0..69 * 0..38 * 时立荣 餘曉敏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년 상하이* * 0.//', /773張強 賴佐夫

에서 처음 도입된 재취업서비스센터 이다 년‘ & * OPC'’ , /776再就業服務中心
에 새로운 제출한 국가 정책은 직원을 해고할 모든 국영기업들이 해고된 노

동자들을 돌볼 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역적 및 조직적 차OPC , 

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는 거의 동일한 운영 및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 OPC

따른다 즉 지방정부 기업 사회보험기금이 균등한 주식으로 공동 출자한, * * * 

다는 것이다 그 후 년에 노동사회보장부&Tiha [hd Kaie* 0..4', 0../ &勞
와 다른 개의 중앙 행정 기관들은 지역사회 기반 고용 ' 6 “動和社會保障部

촉진에 관한 의· 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 '”關於促進社區就業的意見
다 이 정책의 목적은 지역사회를 기초한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대규모 , 

도시 실업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에 따라 , 

지역사회 기반 고용 는 실업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일‘ & * C?BB'’社區就業
자리를 창출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설계된다 와 의 운영으로 지, OPC C?BB

탱된 재취업 모델은 중국 학자들에 의해 시장개혁 과정에서 등장한 일자리

통합형 사회적 기업 의 초기 형태로 해석되었다&TFPB' &Pbc* 0..3',

그러나 이 시기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 발전의 주요 특징은 국가 주도이지

만 국가가 사회와 시장의 통제가 약화되고 사회 역량의 효율성이 어느 정* 

도 인정되기 때문에 협회 등 포함한 다양한 가 발전되었다 이KML* KDL , 

는 세기에 비영리조직 영리조직 파트너십 형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 0/ ‘ + ’ 

기초가 되었다 그렇지만 년 여러 민주운동을 발생한 후에 정치적 측면, /767

에서 중국 정부는 이런 민~ 조직들이 시민의 호강과 응원을 얻어 당국의 

통제를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년 사회조직 등기 관리 조례/776 ‘ &社會
와 민영비기업단위 등기 관리 잠정 조례'’ ‘ &組織登記管理條例 民辦非企業單

를 제정했다 한、으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은 '’ , 位登記管理暫行條例
참조 방향을 제공하는 다른 한、으로는 이중등록 등 정책을 통해 사회적 * ‘ ’ 

경제 조직의 발전 영역과 규모 그리고 경영 전략 등을 제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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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에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은 년대 말에는 서구 사회 /77.

혹은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 과정과 달리 년대 말/77.

의 금융 위기는 중국 사회적 경제 조직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한、으로 그 시기의 중국 사회에서 계획경제의 영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국유 기업의 개혁 점차 심화하고 있지만 아직 자본과 , * 

핵심 자원 국가 소유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반면에 사회적 경제 조* 

직의 시장화는 아직 정부 주도하는 초기 단계이고 사회자본의 참여를 아직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다른 한、으로 그 때는 개혁개방 아직 초기 단계, 

에 처하고 있고 국제 시장의 접근 아직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금용 위기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 국내 개혁에 의해 생긴 부작용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이후 국제 사회 혹은 서구 사회보다 더 많이 접촉한 한* CAF 

국 사회에 비해 년대 말의 금용 위기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미친 영향/77.

을 덜 받았다,

그렇지만 세기 돌아온 후에 년 가입에 따라 국제 접촉 기회0/ 0../ TQL

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 국제 사회의 영향이 많이 받기 시* 

작했다 에 가입한 후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중국 사회에서 실업, TQL * 

소득격차 불평등 등 사회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사회 역량을 이용해 이런 * *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재 조직은 눈이 뜨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 

기에는 중국 사회적 경제 조직은 서구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비슷하게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서구와 달리 이 때부터 국유경* * 

제가 약화되면서 국유경제나 시장경제가 전적인 주도하기보다는 중국 특색

이 있는 시장경제 사회적 경제 모델을 활발하게 발전된다고 볼 수 있다‘ ) ’ , 

한 쪽은 년부터 국제기구에 의해 사회적 기업 개념을 투입하게 되고0..2 * 

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연결하여 관련한 이론과 실천을 중국 사&CPO'

회에서 소개하도록 하였다 그 후에 중국 원년이라고 볼 수 있는 , CPO 

년 이후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을 지지하는 가운데 중국내 0..4 CPO

활동을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 다 특히 년 월CPO , 0..5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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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공산당 대회에서 후진타오 기 지도부는 경제성장 제일주의에서 벗어나0 * 

중국의 지속발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발전 과 조화사회 를 새로운 “ ” “ ”

발전 이념으로 공식 채택하며 기업을 이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 

책임 법적 책임을 넘어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까지 요구하게 되면서 소* * * 

비자와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환경문제가 의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CPO

최병헌 신지숙 문용호& * 0..69 * * 0..7',

을 중시함에 따라 비공모재단 공공모금을 하지 않고 자연인 법인 CPO &+ * 

또는 조직을 기부한 재산을 이용해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은 œ속'

히 발전하게 됐다 년 재단관리조례 를 제정되기부터 , 0..2 ‘ & '’基金會管理條例
민~ 기업이 개인이나 조직이 기부한 자산을 이용해 민~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며 이후 민~ 재단이 œ속히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자선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기업의 &A_fiolhs* Hcg* 0.//', 

사회적 책임 활동은 아직 신흥한 단계이지만 보다 역동적인 기업 자선행위* 

와 기업 및 비영리단체 ~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윈 윈 할 수 있는 +

가능성을 창출해 비즈니스 수요와 사회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년 성립한 사회적 기업을 활발하게 &Vo & A_fiolhs* 0.//', 0..5

지원하기 유명한 남도재단 은 그 중에 전형적인 예이다 남도재단은 ‘ ’ , 0./.

년 은행 파트너십 성장 프로젝트 를 통해 공익 단체와 사회적 기업의 % & ' %銀杏
리더 또는 창업자 공익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학자 언론인 개인 미래* * * * 

의 공익 단체 리더 등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프로젝트에서 년 연, 1

속 매년 만 위안 약 억 만원 의 자금 지원과 매년 차례의 능력 건/. & / 5... ' 0

설 년마다 한 차례 해외 학습 기회 등이 포함된다 년 이후 지금까지 * 1 , 0./.

총 명의 파트너가 지원을 받았다 게다가 년 전후 발생한 여러 가//2 , 0..6

지 중대한 사건으로 인해 을 공중의 주목을 받기 된 동시에 사회 역량CPO

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나는 년 전후 폭발한 금융 위, 0..6

기이다 이 금융 위기는 년대 말의 금융위기 보다 중국 사회에서의 경, /77.

제 및 취업에 미친 영향이 확실 크다 이런 배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 

불거진 동시에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사회 역량의 참여가 요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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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년 월에 발생한 대지진의 구원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0..6 3

사회 역량의 참여를 협력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사회 공중

의 인정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재해가 끊이지 않은 년에 열린 올림픽도 , 0..6

어느 정도 기업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을 촉진했다,

다른 한쪽은 글로벌화의 심화 중국 사회적 경제 특히 농가 도œ 제도를 * 

기초한 소농 생산에 큰 충격을 입혔다 이런 맥락에서 정책적으로 농가를 , 

위한 자발적인 조직한 합작사 특히 농업전업합작사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 

농업 생산에 있어 년대에는 장려하던 기업 농가 모델은 여러 장점을 /77. ‘ ) ’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여전히 많은 논쟁이 존

재하다 이런 맥락에서 농가의 담판 능력이 높이고 농가의 권리가 보호하는 , 

차원에서 정부는 기업 합작사 농가 모델을 장려하기 시작하며 특히 ‘ ) ) ’ * 0..3

년 이후 합작사는 기업 농가 ~ 중개 조직으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이고 ‘ ) ’

있다 이런 모델의 특징은 영리 기업은 합작사와의 협력을 통해 농가의 농, 

업 생산의 기술 지원 생산 관리 시장 판매에서 규모화를 형성하도록 도와* * 

주는 것이다 년 월 제 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차 회, 0..4 /. /. 02

의가 통과되고 년부터 실행한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업합작사법 은 0..5 : <

합작사 법제화의 시작점이며 농민전업합작사 발전의 추진력이다 이 법은 * , 

농업전업합작사에 대한 조직 범위 설립 규칙 관리 및 등기 방안 법적 책* * * 

임 장려 정책 등을 정하며 년 발표된 중공 중앙 문헌에서 사회주의 * * 0..5

신농촌의 건설과 현대 농업의 적극 발전에 관해 농민전업합작사법 을 관‘: <

철하여 농민전업합작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각 지방에서 서두르* 

게 농민전업합작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고 ’

명명한다 이런 배경에서 농민전업합작사의 발전은 심화 및 가속화 단계에 , * 

들어섰다 또한 농민전업합작사의 조직행위를 더욱 규범화 하고 조직 발전, * 

을 더욱 유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년 월 일에 중화0./5 /0 05 :

인민공화국 농민전업합작사법 을 새롭게 개정하여 공포하며 년 월 < 0./6 .5

일부터 실행한다 개정된 농민전업합작사법 은 기준에서의 동종 농산물 ./ , : < " "

혹은 동종 농업생산경영서비스 중 동종 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고 법률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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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농민전업합작사의 경영과 

서비스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국가가 농민전업합작사는 다른 시장 * ‘

주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고 농민전업합작사는 법적으로 회사 ’ * ‘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는 등의 규정을 내세운다 또한 출자 형태와 관련해 ’ , 

개정된 농민전업합작사법 에서 농민전업합작사 구성원은 토지 경영권 등 : < ‘

화폐로 평가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 재산으로 출자를 

허용한다 고 규정하며 이는 투자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농가 투자 활성화에 ’ *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농민전업합작사연합사 관련 규정도 , % % 

추가하며 농민전업합작사는 자발적 평등적 호혜적 원칙에 따라 연합사를 * ‘ * * 

설립할 수 있다 고 명명한다 통계에 따라 년 기존 농민전업합작사연합’ , 0./6

사는 여 개가 있고 농민전업합작사은 만 여 개로 만 가구가 50.. * 7 2... 34.

넘는 농가를 이끌고 있다,

이 시기에는 경제지상주의에서 호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정부, 

는 이런 호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을 주도하지만 년 이후 법* 0...

규와 지원 정책이 다양화지면서 민~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하며 사회적 경* 

제 조직으로서 호혜적인 특성이 더 두드러졌다 동시에 년 중 후 반 신, 0... *

관리주의이념의 영향으로 중국 정부는 공공 구매의 중시를 시작하고 공공 * 

구매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의 추진력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인터넷의 보、화와 플랫》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장경제 사회적 경제 모델의 연장성으로 전자 플랫》 사회적 경제 조직‘ ) ’ ‘ ) )

소비자 사용자 모델로 범위가 넓어졌다 정책적으로 보면 년 월 일 - ’ , 0./3 1 3

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차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0 1 & ' 李克強
고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인터넷 는 혁신에 힘입어 % )% , ‘ )’

인터넷에서 발전되는 경제 사회의 새로운 형태를 말한다 리 총리는 정부 , 

업무보고에서 모바일 빅 데이터 등과 현대 경제를 결합하여 전자상거래* * 

산업인터넷 인터넷금융 등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 인터넷 기업의 * &FQCFK'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강조했다 같은 해 월 일 ,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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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의 서명을 거쳐 국무원은 인터넷 행동의 적극 추진& ' :" )" 李克强
에 관한 지도 의· 을 발~하였다 이것은 인터넷이 소비 영역에서 생산 영< , 

역으로의 확장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 수준을 가속화하며 각 업계의 혁신 * 

능력을 증강해 경제 사회 발전의 새로운 강점과 새로운 역동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년 인터넷 액션플랜을 제출한 후에 , 0./3 % )% 

인터넷의 고속 발전에 따라 인터넷은 상업 영역뿐만 아니라 공익 영역에서

도 빠르게 응용하게 된다 중국 난징시 에서 처음으로 전통적인 양, & '南京市
로 영역에서의 공조 형태인 시~은행 가 알리페이 의 블&Qcg_ ?[he' &>fcj[s'

록체인 기술과 결합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후 시~ 의 &?fi]e Cb[ch' * % %

저장 및 교환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영구적으로 유지되어 분실이나 변조를 * 

방지할 수 있으며 기구를 넘나들거나 지역을 넘나들 수 있다 이 것은 아* , 

직 새로운 시작이지만 미래의 발전은 어느 정도 기대될 수 있다 예를 들* , 

어 호적 제도로 인한 노후 불、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상상할 수 있

다 또한 농업 경제 영역에서 합작사가 전자 플랫》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 

하는 것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년 중국 빈곤구제재단 산하 , 0./2

사회적 기업이 선품공사 라는 브랜드를 설립하고 등록된데 년 월까‘ ’ * 0./7 /0

지 선품공사 는 개 협동조합과 합작하며 한 해 동안 농산물의 온라인 판‘ ’ 3/ * 

매 총액 여만 위안을 달성하고 자원 지원으로 통해 협동조합은 오프라2... * 

인 판매 여만 위안을 실현하며 연~ 수혜 농가 가구를 초과했다5... * 0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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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림 중n 사회적 g제 발전 g로G /] 

자료 저자 에 근거하여 정리8 Blce Lfch Tlcabn&0./.'

그러나 위에 그림에서 볼 수 있 뜻이 중국 사회적 경제의 발전 모델은 

의 경제 유형 분류에서 나온 전형적인 자발적 결사에 의해 형성된 Tlcabn

사회적 경제 모델과 달리 여러 경제 유형의 특성을 혼합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런 혼합적 특성을 보이는 중국 사회적 경제 모델은 전형적인 경제 모, 

델과 얼마나 비슷하거나 그로부터 이탈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살펴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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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회적 경제는 국가 시장 민~ 사회 ~의 규범적 균형 을 달성하고자 + + ‘ ’

하는 시도로서 전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 담론의 현대화된 설정은 정당화 기제로서 사회적 목적 주‘ ’ * 

체 설정으로서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소유 타당성 논리로서 호혜와 연대* 

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 등 논리들로 확장되고 정교화 되어야 한다 이런 맥, 

락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양적 성장과 달리 실천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새로운 실험 으로서 추구하는 가치가 과연 시장 체제와 양립할 수 있는지‘ ’

의 문제가 제기된다 김성윤 이상우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회& * 0./19 * 0..7', 

적 경제라는 하나의 이념적 모델을 실제 세계에 적용했을 때 적어도 두 가

지 이상의 쟁점을 만날 수밖에 없다 하나는 시장경제가 어떻게 해서 다른 , 

생산양식을 자신의 재생산에 끌어들이면서 스스로 지배적인 생산양식이 되

는지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까닭에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를 재착근화 하* 

더라도 그 불안정성 때문에 사회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힘 즉 정치 없이* 

는 그 어떤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쟁점이 남을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 

사회적 이라는 말이 논란의 종결자가 아니라 논란의 생산자 구실을 할 수‘ ’

도 있다는 점이다 즉 특정 한정 조건에서는 사회적인 것이란 이름으로 오, * 

히려 경제적인 것을 더욱 œ진화 하는 역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에 관한 문제 설정이 없을 경우 사회적 경제 담론

이 물화될 수도 있다는 쟁점도 만나게 되는 셈이다 김성윤& * 0./1',

따라서 중국 사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사회 가

치관이 약화된 동시에 시민사회가 부재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 다* * 

양한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필요성을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발적인 결

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형성해 발전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의 경제 분류에서 자본주의경제 국유경제 그리, Tlcabn * * 

고 사회적 경제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경제 유형으로 보는 여

유가 있지만 중국 사회의 특수한 정치 경제 배경을 감안하면 국유경제 시* + * 

장경제와 사회적 경제는 독립적이기 보다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작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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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한、으로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 자, * 

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자원을 통제하는 기업과의 상호 작용이 점점 불

가피해진다 다른 한、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들, 

은 제도적 환경 내에서 규범과 정책적 요구를 따라야 하는데 최근의 중국* 

의 제도적 환경에 있어 사회적 경제 조직들로 하여금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시장 판매의 수익 구조와 영리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조를 강제적 촉

진하고 있다 이상우 이기 때문에 현대 중국 사회에서 혼합적 특성& * 0..7', 

을 보이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전형적인 경제 모델의 이탈이라고 보기보다

는 여러 가지 경제 모델의 연합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특히 사회적 , 

경제 조직을 발전할수록 시장경제와 국유경제 ~에 조정 역할을 하는 중개 

조직으로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o림 중n 사회적 g제 모yG 0] 

자료 저자 에 근거하여 정리8 Blce Lfch Tlcabn&0./.'

그러므로 사회적 경제 담론은 중국 사회에서의 실천을 연결시키는 데도 

마찬가지로 사회 제도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를 통합적 고려하지 않으면 * * 

안 된다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담론이 가져오는 대안적 가능, 

성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 여기서 실체적 실천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 

발전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은 없는지 아울러 경제 외적인 영역들은 사회적 * 

경제 조직들의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등 문제에 대해 여전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중국 내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 유형, 

의 발전 과정을 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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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n r 주요 사회적 g제조직 유형k o의 발전,' 

사회 복지 p업1) 

년 사회주의 경제 제도가 중국에 전면적으로 수립되면서 고도로 집중된/734 v v v v v v

계획 경제 체제가 계획 취업 체제를 갖추었고 직장 밖 미취업자와 장애인v v v * v v v *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민정 복지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사회 복지 기업이 탄v v v v v v v

생했다 년 이후 민정 부문은 자활 생산 단위를 전면적으로 기획하여 일, /734 v v v v v v

부 단위는 전문적으로 장애인 취업을 위하는 기업으로 전환했다 년 제v v , /736 v 2

차 전국민정회의에는 사회 보장적 복지 생산을 조직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v v‘ v v v v v

이 아니라 장기적인 복지 산업 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회 복지 생산의v v v ’ v , v v v

개념과 그 내용 경영 방침 분배 원칙 등도 점차 명확해지고 있으며 조직적v v * * v v v v * 

인 복지 생산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발전하고 일부 지역의 농촌에서도 소v v v * v v v

규모 복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년 도시에서 인민공사를 형성되면v v v , /74.

서 노동력이 있는 구제 대상자들이 대부분 공사의 생산에 참여하였다 이에 , 

따라 많은 지방 민정 부문은 기존의 자활 생산 단위는 장애인 취업과 장애

인 서비스를 위한 생산 단위로 개조했다 이 시기에는 정부는 잇따라 공포, 

한 두 가지 정책을 통해 복리 후생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원 의지를 보여

줬지만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복지 생산단위들이 합병 이전* * * 

철회를 하게 되며 장애 근로자들은 다시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이 때에 * , 

사회 복지 생산 단위는 주로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사회 보장을 위, 

한 복지 생산 단위이다 주로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이 , * 

참가한 생산 단위이고 둘째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생산 단위이* 

다 주로 장애인 보조 기구를 생산하는 공장 등이 있으며 셋째는 자활을 , * 

위한 복지 생산 단위이다 주로 군인 가족 및 도시 빈민을 자활을 위해 조, 

직하는 복지 생산단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넷째는 사회 개선하기 위한 복지 , 

생산 단위이며 주로 미취업자를 위한 생산 단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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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개방 후 경제 전환 과정에서 사회 복지 기업 관리도 행정 단위에서 시v v v v v v

장 기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년 민정부가 수립된 후 국무원은 장애v v , /756 v v v v v

인 취업을 위한 사회복지기업을 민정부가 관리하도록 건의한 보고서를 채택함v v v v v

으로써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혼란을 종식시켰다 년 민정부가 생산과 관v v v v , /760 v

리에 어려움을 겪던 사회 복지 기업을 년여 ~ 개혁하다가 전국 대부분의 사v v v v v v/ v v v

회 복지 기업의 생산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년 초 각 지역 민정 부문은 산v v v v v v , /763 v v v v v

하 사회 복지 기업은 정부에서 분리되고 기업화 관리를 장려하기 시작했다v v v v , 

그 후에 민정 부문은 직접 사회 복지 기업을 구체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지v v v v v

않으며 역할은 감독 조정 및 서비스 제공으로 옮겨 다 년부터 년~*v * v v , /766 v1

에 사회 복지 기업에 대한 정리 상업을 시작하여 공장 건설 생산 투입 증v v *v * * 

명서 발œ 연말 검사 등 일련의 행정 감독 절차를 수립하여 사회적 복지 기업v *v v v v v v

의 생산에 대한 행정 관리 제도를 점차 정비하였다 또한 사회 복지 기업을 v , v

성립한 새운 주체도 다원화되기 시작하여 년 제 차 전국 민정 회의에서v v v *v/761 v 6 v v

사회 복지 기업은 국가는 할 수 있고 사회단체는 할 수 있고 공장 및 기관은v" v v v * v v v * 

할 수 있고 지역 사회는 할 수 있고 가정도 할 수 있 다고 명명하며 점차 중v v v * v v v * v v v ’ * v

국 특색의 사회 복지 사업을 형성하고 있다v v v v , 

사회 복지 기업의 차리는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사회v v v v v v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과 사회에서 장애인의 위상을 높일 수 , v v v v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 공헌을 위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v v v v v v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발전의 성과를 함께 나눈다 그러나 년대 이v v * v v v v , v/77.

후 통과된 각종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시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효율

화를 향한 강한 압박을 경험했다 년 기준 개미만의 사회 복지 , 0./3 v/3...

기업을 남아있을 뿐이다 특히 년 월 일 국가 민정부가 사회 복리 , 0./4 /. /.

기업 자격 인정 사업을 없앤 이후 모든 사회 복지 기업도 인정 기준을 통

일하지 못했다, 

민영비p업w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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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은 공적 에 상대한 개념으로 민영비기업단위는 사회 역량으로 운‘ ’ " " * 

영되는 사회 조직으로서 공적 사업 조직과 대응되는 민~ 조직이다 이에 * " " , 

따라 년에 국무원은 민~사업단위 이라는 개념을 개정하여 년 /774 ‘ ’ * /776

월에 공포한 민영비기업단위 등기 관리 잠정조례 를 정식으로 민영비기/. ‘ ’ "

업단위 로 정하고 민~사업단위란 기업 상업 단위 사회단체 개인 및 기" * ‘ * * * 

타 사회 역량이 비국유 자산을 이용하여 성립한 비영리조직 으로 규정하였’

다 그러나 단위 라는 단어는 원래 중국 계획 경제 시절에 체제 내 모든 조, % %

직에 대한 개칭이었기 때문에 민영비기업단위처럼 법적으로 개체 합작 법* * 

인 등 세 가지 형태로 등록될 수 있고 사회 자본을 활용해 공공 목적을 실

현하려는 민~ 조직의 이름에서 단위 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 , 

러나 법적으로 민영비기업단위 라고 명명하고 단위 는 또 오래된 체제 내 % % * % %

엄격한 통제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민영비기업단위는 발전할 때의 국* 

가적 통제와 조직 내 자기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는 여전히 민영비기업단위 를 사용한다" " ,

중국 민~비기업단위의 출현은 국유 사업의 개혁과 관련된다 가장 먼저 , 

시작된 분야는 교육 분야인데 년의 교육 체제 개혁 결정* /763 % &教育體制改
부터 년의 중국 교육 개혁과 발전 강요'% /771 % &革決定 中國教育改革發展綱

까지 개체 사회단체 등 사회 역량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이 확립되어'% * , 要
년 월 당 중앙에서 당 정부 기구 개혁에 관한 방안/771 5 % &黨政府機構改革
과 당 정부 기구 개혁 방안에 관한 실시 의·'% % &方案 黨政府機構改革方案實

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사업 단위 개혁은 집단 기'% * * 施意見
업 개체 등 각종 사회 역량은 사회 상업을 하는 것을 장려해야 하며 이에 * * 

따라 사회 공공 상업과 사회 복지 상업의 사회화 개혁에 착수하여 각 분야

의 민영 사업이 œ속히 발전되었다 이런 민영 사업은 현재 민영비기업단위, 

의 전신이다 년 중국 공산당 중앙 국무원이 발표한 사업 단위 분류 , 0.// %

개혁 추진에 관한 지도 의· 에서 & '%關於推進事業單位分類改革的指導意見
상업 단위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영비기업단위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고 제시했다 한 쪽은 민영비정업단위를 포함한 새로운 공익 서비스 구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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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것이고 다른 한 쪽은 민영비기업단위를 포함한 사회 역량은 광범* 

위한 공익 서비스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공익 서비스 분야에 공정 경쟁 *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어 관련 정책을 통해 상업 단위 개혁 과정, 

에서 정부는 민~비기업단위를 포함한 사회 조직에게 공공 서비스의 구매를 

추진하는 등 방식으로 민~ 자본 사회 역량은 공공서비스 분야 진출을 지* 

원 및 장려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공공서비스 공œ주체의 다양화를 촉진, 

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민~비기업단위의 발전 공~을 넓* * 

히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 사회 조직 공공 서비스 & * * 0./4', 鄧路遙 何崢嶸
플랫》에 따라면 년부터 년까지 년 ~ 민영비기업단위는 지속* 0.// 0.0. /.

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년 현재까지 최종 검색일 년 월 일* 0.0. & 0.0. /. 0. ' 

전국적으로 민영비기업단위는 개 있는데 년 개보다 배 3./.57 * 0.// /04200 2

증가했다,

민영비기업단위는 상업화된 비영리조직 으로서&nl[dcha KML' * T[ha & 

에 따르면 민영비기업단위는 비국유 자산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Wbo&0..7'

하고 비영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일종의 시장 경쟁에 참여하여 각종 사* * 

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정책 측면에서 볼 때 민영비* 

기업단위는 비교적 가장 사회적기업의 특징에 부합한다 그러나 비록 민영, 

비기업단위는 사회 역량을 동원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으로서 국가 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제도적 어려움에 * 

직면하고 있다 국가는 엄격한 자격 인정 기준을 통해 통제권을 여전히 가,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즉 민* , * ‘

법 통칙 에 속하는 기업 법인 도 아니고 기관상업단체 법인’ ‘ ’ ‘ ’z 》民法通則
이나 사회단체 법인 도 아니다 게다가 민영비기업단위는 본질적으로 비영‘ ’ , 

리적이지만 그들 대부분은 엄격한 등록 절차와 자격 인정 기준으로 인해 * 

영리기업으로 등록해야 하고 따라서 모든 세금 면제나 혜택을 포기해야 한

다& * * 0./4',鄧路遙 何崢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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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림 등록된 민영비p업w위 수G 1] 

자료8 bnnj8--d[n[,]bch[hji,aip,]h

비j모재w,) 

중국 사회에서 재단은 공모재단과 비공모제단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공모 , 

재단은 대중에게 공공 모금하는 것이 허락하지만 비공모재단은 공공모금에 * 

대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이기 때문에 비영리 영리 조직 파트너십, +

의 측면에서 보면 비공모재단은 어느 &hih+jlifcn-fil+jlifcn j[lnh_lmbcjm'

정도에서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목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연결해 실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곰모재단보다 사회적기업의 

기준을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모, 

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비즈니스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

고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익이 우선이* * 

지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이 우선시되는 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

가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은 기업 활동을 위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이 , * 

아니라 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하며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

리 창출을 위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강영기& * 0./0'*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영리 기업과 달리 영리와 비영리의 중~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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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도 영리 법인인 회사와 * 

마찬가지로 경제 및 사회에 대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 

잉여금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일 뿐 일정한 사업에 의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며 영리법인이 사회공헌활동을 * 

통해 비영리단체의 활동과 경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등장은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결해서 생각해볼 때 기업시민으로서의 인식이 부* 

족한 상황에서 공동체의 성립과 유지에 필요한 기업 시민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 한바 사회공동체의 문제해결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존속 및 유지를 * 

위한 방、으로 출현한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강영기& * 

0./0', 

중국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빈곤퇴치 교육 및 의료보건 불균형 해소* * 

환경 악화 억제와 재난구조 개선 등을 통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사상에 의하여 최근 몇 년 ~에 œ속히 발전됐다 년 중국이 , 0../

에 가입과 경제 세계화에 따라 및 국제기구 등 기업의 사회적 TQL KDL 

책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여 다국적 기업에 주도로 활동을 CPO 

중시하게 됐다 그 후에 중국 원년이라고 볼 수 있는 년 이후는 , CPO 0..4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을 지지하는 가운데 중국내 활동을 국영CPO CPO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년 월 차 공산당 , 0..5 /. * /5

대회에서 후진타오 기 지도부는 경제성장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중국의 지0 * 

속가능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학발전관 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 을 “ ” “ ”

새로운 발전 이념으로 공식 채택되며 기업의 경제적 책임은 경제적 책임* * 

법적 책임을 넘어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까지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고* * 

소비자와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환경문제가 의 중요 의제로 떠올랐다CPO , 

더 나아가 중국 기업들은 노동과 환경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활동* CPO 

들을 주도적으로 실행해  으며 중장기적 기업전략 관점에서 의 대상* CPO

과 목표를 설정하게 됐다 최병헌 신지숙 문용호& * 0..69 * * 0..7',

국제적으로 다국적기업과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로 인한 기업들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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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책임 있는 투자 가 논의 되고 기영화&mi]c[ffs l_mjihmcbf_Fhp_mncha' & * 

최근 몇 년 ~ 중국에서도 벤처 자선 사업의 실험적 사례가 생겨나0./5'* 

면서 다양한 자원이 공œ되고 있다 년에는 중국 제 섹터의 재무 기, 0..4 1 * 

술 인적 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청년발전재단* Cbch[ Vionb （

과 중국빈곤완화재단A_p_fijg_hn Ciohd[ncih &Cbch[ Ciohd[ncih fil ）

등 여러 조직이 후원하는 신자선 파트너십Mip_lns >ff_pc[ncih* CCM>' ‘

을 만들어 재무 지적 인적 자본 기부 외에도 지속적인 전략이나 기&KMM'’ * * 

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년 월에 중국 컴퓨터 기술 회사인 , 0..5 /0

레노버 는 중국 제 섹터 산업의 기업가 정신을 키우고 공익사업을 &I_hipi' 1

향상시키기 위해 레노버 창업 자선상업 을 발기하여 원조했다‘ ’ &Vo & 

A_fiolhs* 0.//',

의 중시함에 따라 비공모재단은 œ속히 발전하게 됐다 특히 대 전CPO , /0

국인민대표대회 차 전국 회의에서 국무원 기구 개혁과 기능 전환 방안을 / 

통과시키자 일부 지방 민정 부문이 비공모재단의 등기를 시작했다 게다가 , 

년 재단 관리 등기 조례 를 제정되기부터 민~ 기업0..2 ‘ & '’基金會管理條例
이 개인이나 조직이 기부한 자산을 이용해 민~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

하게 되며 이후 민~ 재단이 œ속히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자선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A_fiolhs & Hcg*0.//', 

임 활동은 아직 신흥한 단계이지만 보다 역동적인 기업의 자선 행위와 기* 

업 및 비영리단체 ~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윈 윈 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창출해 비즈니스 수요와 사회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

고 있다 장기적인 상업적 성공을 도모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비영리 조직과, 

의 협력은 브랜드 이미지와 평판을 개선할 수 있는 동시에 비영리 조직의 * 

입장에서 회사와의 제휴로 더 많은 기부금을 가져올 수 있어 재정난을 덜어

줄 수 있다 또한 중국 내 민영비기업단위의 등록 &Vo & A_fiolhs* 0.//', 

및 심사는 재단 보다 확신 엄격하고 복잡해서 많은 민영비기업단위는 재단

으로 등록되며 실제적으로 민영비기업단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이에 대한 연구에서 민영비기업단위형 재단 이라고 부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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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년 월 일까지 전국적으로 등록된 재0./4 /0 1/

단 수는 개로 년 같은 기~ 보다 재단 개 연~ 증가3323 0./3 452 * /1,62# 

했다 이 가운데 전국 등록 재단의 인 개 공모재단이며 전국 등록 , 06# /343 * 

재단의 인 개 비공모재단이다 년에 비해 전국 등록 재단 중 50# 176. , 0./3

비공모재단 수는 증가했다 재단 수의 증가 추세를 보면 재단 관리 등2# , :

기 조례 를 실시한 후에 공모 재단 수가 크게 떨어진 반면에 비공모재단은 <

크게 성장하고 있다 비공모재단의 등록 및 설립에 있어 업무 주관 부문에 , 

대한 요청이 취소되면서 등록 방식이 덜 복잡해 비공모재단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등록된 재w 수G -] 

자료8 8 &?IRB ?LLH LCCLRKA>QFLK8 基金會藍皮書 中國基金會發展報告

>KKR>I OBMLOQ LK CEFK>’P CLRKA>QFLKABSBILMJBKQ'

u민전업합작사 -) 

중국 농민전업합작사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및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시기별로 농민전업합작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개혁개방 이, * * 

후 국가 및 정부는 합작사의 발전에 대해 적극 지지해 왔다 년 중공 , /761

중앙 발표된 현재 농촌 경제 정책의 몇 가지 문제: &當前農村經濟政策的若
에서 상품 생산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합작 경제를 발전시키'< ‘ * 干問題

다 고 명시한다 그리고 년 중공 중앙 현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에 관’ , /771 :

년도 공모재단 비공모재단 총수 성장수 성장률
2007 904 436 1340 196 17.13

2008 943 643 1586 246 18.36

2009 1029 800 1829 243 15.32

2010 1078 1065 2143 314 17.17

2011 1115 1296 2411 268 12.51

2012 1228 1566 2794 383 15.89

2013 1319 1907 3226 432 15.46

2014 1582 2593 4175 949 29.42

2015 1547 3324 4871 633 14.94%

2016 1565 3980 5545 674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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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및 가지 정책 에서 비교& '< ‘關於當前農業和農村經濟發展的若干政策措施
적 완벽한 농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경제 단체 국가 경* * 

제 기술 부문 각종 민~ 전문 기술 협회 등의 조직과 결합된 서비스 네트* 

워크를 점차 형성해야 한다 고 제시한다 이는 합작사의 관리와 서비스에 ’ ,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국가의 장려와 지원으로 일* 

부 지방에서 합작사의 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는 농촌의 상, 

품화 정도가 높지 않아 합작사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불규칙하기 때* 

문에 구성원의유동성이 비교적 크고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도 부족해서 합* 

작사의 수가 매우 적고 기술협력과 교류를 위주로 구성원~의 협력은 대부

분 지역사회에 국한되어 있었다,

년대 중반부터 농산물 생산량이 늘면서 농산물 판매 문제가 불거지/77.

고 농민들은 합작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정부는 합작사 발전에 대한 *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년 발표된 농업과 농촌 사업 의·, /776 : &農
에서 농민들의 시장진출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 ‘業和農村工作意見

다양한 협동 조직의 육성을 더욱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농촌 사회화 서* 

비스 체계를 더욱 완비한다 고 말했다 이 단계에서 합작사의 활동 내용과 " , 

범위가 넓어지면서 농산물 판매 위주로 한 전문합작사이 크게 늘었다 시장, 

에 힘입어 합작사의 활동 지역 범위가 전통적인 지역 사회의 제한을 타파* 

하여 경영하는 전문 합작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합작사의 설립자, 

에 대해 다원화 특징을 나타내며 엘리트 혹은 대농가가 제외한 일부 농업 * 

산업화 선두 기업들은 점차 합작사를 발전하는 중요한 주체가 됐다 또한 , 

일부 정부 부문도 자금 인재 기술 설비 등의 우위를 살려 전문합작사를 * * * 

설립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 시기를 들어가면서 농민전업합작사는 법적으로 인증을 받기 0/

시작하며 농업과 농촌 경제의 구조 조정이 가속화되고 심도 있게 추진됨에 * 

따라 합작사의 발전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였다 가입한 후에 합작사, TQL 

에 대한농민들의 발전 요구를 충족시키고 농업 경쟁력과 농가 소득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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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합작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높아지면서 조치도 구체화됐다, 0..5

년 실행한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업합작사법 는 농업전업합작사에 대한 : <

조직 범위 설립 규칙 관리 및 등기 방안 법적 책임 장려 정책 등을 정한* * * * 

다 이에 따르면 농민전업협동조합은 농가경영책임제에 기초하여 동종 농, ‘

산물의 생산 경영자 혹은 동종 농업 생산 경영 서비스의 제공자 이용자의 * 

자발적 연합과 민주적 관리를 하는 경제 조직 이다 마땅히 따라야 할 원칙’ , 

에서 농민전업합작사는 농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법인 조합원을 ‘ * * * 

포함 조합원 명이상 설립 가능 하며 최소 이상을 농민이 차지하도* 3 * 6.# 

록 하고 농가가 주된 구성원으로 잉여금은 조합원과 농민전문협동조합의 * 

거래량 액 비율에 따라 돌려받으며 반환 총액은 분배 가능한 잉여금의 & ' * 

를 밑돌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농민전업협동사의 4.# ’ , 

개념은 북미 지역의 협동조합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죽 농민전업합, * 

작사는 독립된 농가가 주체로 형성된 경제 조직으로 강조되고 자본 보수가 

제한돼 있다 그리고 년 발표된 중공 중앙 문헌에서 사회주의 신농촌의 , 0..5

건설과 현대 농업의 적극 발전에 관해 농민전업합작사법 을 관철하여 농‘: <

민전업합작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각 지방에서 서두르게 농민전* 

업합작사의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고 명명한다’ ,

또한 농민전업합작사의 조직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조직 발전을 더욱 * 

유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년 월 일에 중화인민공화0./5 /0 05 :

국 농민전업합작사법 을 새롭게 개정하여 공포하며 년 월 일부터 < 0./6 .5 ./

실행한다 개정된 농민전업합작사법 은 기준에서의 동종 농산물 혹은 동, : < " " "

종 농업생산경영서비스 중 동종 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고 법률의 적용범위" " "

를 확대하는 동시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농민전업합작사의 경영과 서비스 업

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국가가 농민전업합작사는 다른 시장 주체와 동* ‘

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고 농민전업합작사는 법적으로 회사 등에 투자’ * ‘

할 수 있다 는 등의 규정을 내세운다 또한 출자 형태와 관련해 개정된 농’ , :

민전업합작사법 에서 농민전업합작사 구성원은 토지 경영권 등 화폐로 평< ‘

가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 재산으로 출자를 허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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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 규정하며 이는 투자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농가 투자 활성화에 도움’ * 

이 될 것이다 그리고 농민전업합작사연합사 관련 규정도 추가하며 농민, % % * ‘

전업합작사는 자발적 평등적 호혜적 원칙에 따라 연합사를 설립할 수 있* * 

다 고 명명한다 이런 배경에서 농민전업합작사의 발전은 심화 및 가속화 ’ , * 

단계에 들어섰다 통계에 따라 년 기존 농민전업합작사연합사는 , 0./6 50..

여 개가 있고 농민전업합작사은 만 여 개로 만 가구가 넘는 농가* 7 2... 34.

를 이끌고 있다 중국공상관리국& * 0./6', 

그러나 다른 한、으로 실용주의 차원에서 농민전업합작사의 발전을 해석

해보면 농민전업협동사법은 자금 기술 마케팅 채널 관리자 재능 등 희소 * * * * 

요소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농산물 경영자나 농업생산경영서비스 제공

자를 구성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을 허락됨에 따라 주식형 합작사 를 출현했‘ ’

다 이런 농민전업합작사는 기존합작사와 달리 거래량과 투자액을 동시에 , 

적용해 투표권을 설정하고 잉여금을 주로 주식으로 배분한다 주식형 합작* , ‘

사 는 중국 합작사 실천이 시작하면서 소규모 농업 생산에 적응하고 희소’ * 

한 생산 요소를 유치하기 위해 실천하는 과정에서 전통 합작사 모델을 변화

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소수의 대주주가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 협동조합

의 본질적 속성에서 벗어나 투자자 소유 기업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식형 합작사 가 제외해 또 다른 특별한 농민전업합작사 유형이 하‘ ’

나가 있는데 토지 합작사 라고 부른다 이는 반조도포‘ ’ & * 0./1', ‘ &馬彥麗 反租
을 기초한 전국적으로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농민전업합작사 유형 중 '’倒包

하나 있다 반조도포 란 기층 정부가 농가는 도œ 경영권과 사용권을 가진 , ‘ ’

토지를 임대로 집단 반조 라고 부름 에 모아 통일된 기획을 진행하고 배치&‘ ’ '

해 시장을 통해 농업경영자나 농업경영회사 도포 라고 부름 에 넘기는 토&‘ ’ '

지 경영 방식이다 토지 합작사 의 형식은 다양하지만 기본 양식은 두 가지, ‘ ’

가 있다 하나는 농민이 토지 도œ 경영권을 갖고 합작사를 설립해 모아둔, v v v

토지를 농업생산경영 전문회사나 대형재배농가에 일괄 임대하는 것이다 이런 v v v v v v , 

경우에는 합작사 자체가 생산 경영을 참여하지 않고 농민은 주로 토지임대소v v v v v v

득을 얻으면서 회사나 대형재배농가에 고용돼 아르바이트를 한다 다른 하나는 v v v v v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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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토지 도œ 운영권을 합작사로 이관해 합작사이 일괄적으로 개발 운

영하거나 일부 토지는 농가를 관리하도록 반포한다 이런 경우에는 농가는 , 

참여 정도에 따라 가지의 수입 즉 토지 이전 임대료 수입 임금 수입v/u2 * * * 

도œ 수입 연말 이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실천 효과로 보면 이런 토지 * , ‘

합작사 는 토지와 노동력 자원을 통합하고 외부 자본을 획득해 농업 수익’ * 

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나 본질적으로 토지 회전 플랫》으로 합작사 구성원

은 더 이상 독립된 생산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니며 토지임대료 수입만 * 

받고 일부는 협동조합 알바로 하고 나머지는 제 제 산업에 들어가 일자* 0* 1 

리를 구한다,

그리고 농민전업합작사의 전체적인 발전 환경으로 보면 중국에서 농민전* 

업합작사는 특별한 발전 환경에 직면해 왔다 한、으로 현재 중국에서 농민, 

전업합작사의 구성원의 이질성 문제가 매우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주* 

체의 이질성은 농민전업합작사의 발전 과정에서 재산권 구조 지배 구조 및 * 

문화 취향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한、으로 개혁개방 이후 , 

중국 농업 경제 발전은 서구 국가 협력화 수평통합 산업화 수직통합 와는 & & '+ & ''

다른 경로 산업화 수직통합 협력화 수평통합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독특& & '+ & '' , 

한 발전 경로는 중국 농민전업합작사를 처음부터 주식화 경향을 가지게 하

였으며 산업화 경영이 비교적 발달한 동부해변지역에서 더욱 짙게 하였다* ,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각œ정부는 농민전업합작사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날

로 커져 개입이 매우 심하다 실제로 적지 않은 지방 정부와 관료들은 처음, 

부터 농민전업합작사를 영세한 기업 심지어 중소기업과 같은 농촌경제를 * 

이끌어갈 주체로 보는 반면에 민주적 관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기* 

울이지 않았다 이는 농민전업합작사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 

농민전업합작사의 내부 관리를 규정하는데 소홀히 하기 쉽고 정부의 경제* 

나 사회적 기능을 무리하게 탑재해 농민전업합작사의 독립성까지 훼손하기 

쉽다,

마지막으로 발전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중국 농민전업합작사는 처음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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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기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이념 제도 및 구체적인 실* * 

천이 농촌향토사회의 사회 구조 문화 사회적 기억 및 비공식 제도와 부합* *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 농촌의 전통적인 문화 규범에는 시장 , 

메커니즘에 있는 평등과 신뢰를 도덕적 보장으로 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부

족한 、이다 하물며 현재 농촌 공동체와 기& * 0..19 * 0..7', 孫亞範 趙泉民
층 조직 및 집단 토지 자원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

전업합작사가 내외부의 조직 환경 변화에 어떻게 균형 있게 적응하여 합작

사의 문화 핵심을 유지하는지 농민전업합작사의 발전에서 주목할 만한 기본

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0./09 * 0./1',徐旭初 馬彥麗

여기까지 중국 내 각 유형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 과정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중국 사회 제도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를 통합적 고려하여 조직 * * * 

이론을 통해 중국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발전 과정에서 어떤 특성을 나타나

는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중국 사회적 경제 조직의 효율성은 어떠* 

한지 그리고 경제 외적인 영역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발전에 얼마나 * 

영향을 주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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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이 적 l점에서 본 현대 중n의 사회적 9C' 

g제 조직 

이  배g1' 

신제z주의 이 1) 

전통적인 제도주의 이론은 주로 정적 제도에 대한 연구에 집중됐고 세* 0.

기 후반 신제도주의의 제도적 함의가 규칙에서 관념과 자본 규제로 바뀌기 * 

시작했다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성격과 제도가 사람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직 구조 문화 규범, * * * * * 

관습이 어떻게 사회적 행위를 구성하고 행위자 사이에 권력을 어떻게 분배* 

하며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는 것이다 신* , 

제도주의 이론에서 제도 란 조직을 둘러싸고 조직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 ’ * 

중요한 환경요인으로서 파악된다 여기서 제도는 특정한 장 에서 행위, &fc_fd'

자들 ~ 오랜 상호작용의 결과로 관습화 된 행위가 축적되어 당연한 것

으로 ~주되는 단계에 이른 사회적 규칙을 뜻한다&n[e_h fil al[hn_d'

한솔 이런 &?_la_l & Io]eg[h* /7459 J_s_l & Oiq[h* /7559 * 0./7', 

맥락에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규제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규제는 분야별로 다른 효력을 갖는 협정으로 명확, * 

하거나 함축된 원칙 패턴과 의사결정 절차로 행위자의 바람은 특정 분야에* 

서 융합된다,

몰론 신제도주의 이론도 완벽한 이론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신제도, 

주의는 제도 형성과 변화에 대한 충분한 해석보다는 제도가 정책 및 다른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신제도주의이론 * 

각 분파들은 제도 개념의 측정과 검증의 문제 또는 순환적 논증의 경향 등 * 

많은 방법론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신제도주의이론 시각에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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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이 너무 강한 것으로 설정되어 조직은 제도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지만 개별조직들이 제도적 환경의 압력과의 관계

에 있어서 주도적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대적 역량에는 차이가 존* 

재해 제도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조직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 정도가 다를 것

이다 게다가 조직은 제도화 과정 속에서 단순히 방적&Dof_l _n [f* 0..0', 

인 순응이 아니 부정 회피 타협 등의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제도적 압* * 

력에 적응한 것이다 그리고 특정 구조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Lfcp_l* /77/',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지향적 행위자 혹은 이익 지향적 행위* 

자 그리고 행위자들의 연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 , 

행위자성 을 강조하며 사회구조의 이중성 을 진지하게 받아&[a_h]s' &do[fcns'

들이며 구조에 배태된 행위자 가 구조를 단순히 제 조건* &_gb_dd_d [a_hn'

으로 받아들을 뿐 아니 특정 제도적 선택과 실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 

의 역량이자 자원으로 동원하는 이로 설정된다&Dcdd_hm* /7629?[nncf[h[ 

한솔[hd A’[ohhi* 0..79 * 0./7', 

그러나 신제도주의 이론은 비록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중국 사회 문* 

제에 대해 해석에 있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진 것이 부정할 수 없다 거, 

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나 정식 제도로나 비공식 제도로 출발해 제도나 제* 

도와 행위의 관계 제도의 변천 및 제도의 성과 등에 대한 연구는 전환기의 * 

중국 사회 제도 구축에 유익한 발상을 제공한다 미시적이고 비공식인 제도, 

의 변천은 결국 구조적으로 거시적이고 공식적인 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거시적이고 공식적인 제도의 변천도 당연히 미시적이고 비공식인 * 

제도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제z 변천k 제z 동형화2) (iZWmWYpPiZm)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제도의 변천은 제도의 모든 변화를 다 지칭하는 것

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변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 

도 변천의 동력은 항상 제도 변천의 주체의 원가 수익 계산 모델에서 나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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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주체가 예상대로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피할 수 있다면 제도 개혁, * 

을 시도할 것이다 제도의 공œ과 수요 제도의 균형과 불균형이 제도 변천, * 

의 전반을 가져왔다 제도의 공œ이란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이고, * 

제도의 수요는 행위자의 이익이 현 제도에서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기는 새로

운 제도에 대한 수요를 말한다 동시에 제도의 변천은 항상 제도의 불균형, 

에서 출발한다,

제도 변천의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유도적 , 

제도 변천으로 그것이 이익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위에* , 

서부터 내려오는 강제적인 제도의 변천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추진한다* , 

유도 적 제도 변천은 점진적이고 자발적이며 자주적인 특징을 가지고 & '誘導
있다 새 제도의 공œ자나 생산자는 제도의 수요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과 , 

응대에 불과하다 반면에 강제적 제도 변천은 돌발적이고 강제적이며 수동, 

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 경쟁의 필요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즉 본질적으로 강제적 제도 변천에서 혁신 주체는 새 제도의 창작자보, * 

다 도입자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유도 적 제도 변천에서 혁신 주체* & '誘導
는 새 제도의 창작자이자 현존 제도에 기초에서 제도 혁신자이다, 

제도 변천 이론의 발전은 바로 신제도주의 이론 학자들이 제도 동형화이

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이유이다 하나의 제도적 형식으로서 조직과 , 

그의 다양성은 많은 학자들이 강조해온 요체인 반면에 AcJ[aaci & 

은 현대 조직이 형식이나 실천에서 큰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Miq_ff&/761'

며 조직이 형성되면 동질성의 압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신제도주의자들* , 

은 조직들은 각기 다른 목표와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사

한 구조를 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조직들이 외부 환경에서 당연시 되는 

규칙 규범 법률들을 받아들여 조직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으로부터* * 

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여 생존 가* 

능성을 높인다고 가정하였다&J_s_l & P]inn*/7619 AcJ[aaci & Miq_ff* 

은 제도화 과정이 어나/77/9 Po]bg[h* /773', AcJ[aaci & Miq_ff&/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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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동 기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기제에 의해 조

직들이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들여 유사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

하였다 우선 첫째 강압적 동형화는 국가나 강한 권력을 가진 거대 조직과 , * 

같이 상대적으로 강한 권력과 억제력을 지닌 이들의 영향으로 특정 제도가 

확산되는 현상을 포괄한다 둘째 모방적 동형화는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 * 

속에서 여타 조직의 다른 표준적 모범적 관행을 이식하여 도입하는 것을 * 

뜻한다 셋째 규범적 동형화는 특정 환경에서 당연한 것으로 ~주되어 무, * 

엇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이에 순응했을 때 사회적 정당성을 

조직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솔& * 0./7', 

제도 동형화 이론은 조직이 점점 더 동질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설명하면

서 조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이성 권력 실패 혁신의 부재를 이해* *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슷한 조직 전략과 구조적 전파에 대한 고찰이 엘리, 

트의 이익영향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동형 과정에 대한 고민은 권* 

력과 그의 현대 정치에서의 활용에 관심을 갖게 한다,

자원의존이 ,) (RMZWuYKM 6MpMVLMVKM TPMWYy, R6T)

자원의존이론은 신제도주의이론과 함께 조직의 변천을 연구할 때 중요한 

조직 이론으로 년대에 태동하여 년대 이후 조직 관계 연구에 널* /72. /75.

리 사용되었다 자원의존이론의 이론적 토대는 의 거래권, Oc]b[ld Bg_lmih

력론에서 나왔다 는 개인의 권력을 논하면서 권력의 형성, Oc]b[ld Bg_lmih

과 강약은 관련된 양쪽의상대적 의존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자원의존, 

이론은 이 같은 논점을 빌려 조직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조직이나 환경

에 장악당하거나 제한되지 않고 자주권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대적 권력 위치를 바꿔 생존을 유지하도록 다른 조직이나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적극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을 , 

생존하기 위해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흡수해야 하며 주변 환경과 상호

의존하고 상호작용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조직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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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환경은 상호의존하면서도 각종 전략을 통해 자주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특히 정책이나 법규가 심해져서 환경이 예측 불가능해지거나 ,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진 동시에 중요 자원이 특정 개인이나 * 

단체에 장악될 때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다른 조직과

의 연합을 통해 어느 정도 자원의 장악력을 되찾으려 할 것이다,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의 권력을 강조하고 조직을 하나의 정치 행위자로 * 

~주하며 조직의 전략은 자원의 획득을 시도하고 다른 조직을 통제하려는 * 

조직의 권력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자원의존이론은 조, 

직 내부 구조도 고려해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원의존 이론 학자들은 조직의 정부 자원 의존, 

도를 설명함으로써 정부와 자원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논의했다 자원의, 

존이론의 주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되다 하나는 조직 ~ 자원의존, 

성이 한 조직은 다른 특정 조직에 대한 외부 통제를 낳아 조직 내 권력 분

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다른 하나는 외부 규제와 내부의 권력 구조에 의* 

해 조직 행위가 조성되고 조직이 외부 의존에서 벗어나고 조직의 자치를 * 

유지하기 위해 행위를 낳았다는 점이다 환경의 불확실성과 자원의 부족 때, 

문에 조직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려고 

더 많은 자원을 추구할 수 있다 자원의존이론 학자들은 조직을 자원을 장, 

악하거나 특정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에 대해 다양한 시각

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자원의존이론을 이용해 조직의 목표를 설명할 때 , * 

자원의 특성과 전략적 요소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상* 

대 차이 그리고 자원의 선택과 축적에 관한 조직의 의사결정은 제한된 정* 

보 인지 、차와 불확실성에 얽매이는 경제적 이성으로 분석하고 있다* ,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어떻게 통합 연대 등 전략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조직은 단순한 필요로 환경을 적응하는 것이 아

니라 조직 전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의 관계를 강조하다 실제 , 

조직 행위를 연구할 때 조직의 행동은 다양한 구력을 받게 되고 권력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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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중 중요한 동력 기제이지만 권력 의존은 조직원이나 조직행위자의 * 

가치 기대와 연결되어야 조직의 변천이 설명할 수 있다 자원의존이론은 보, 

다 조직이 외부의 압력에 대응해 적응적인 전략을 형성할 가능성을 제시하

고 조직의 자원 규제 극복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 공~을 강조하며 내부 * * 

구조와 과정 조정 등 정치적 자율적 행동을 통해 조직 자체의 이익을 추구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자원의존이론은 조작 가능한 방법체계보, 

다 조직 ~ 관계를 보는 시각이나 개념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조직 이 적 l점에서 본 중n 사회적 g제 조직2' 

중국 사회에서 시장경제의 발전과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사회 문제를 해

결하고 사회 복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은 대안

적인 생산 양식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한다 특히 세기 말 세기 초부터 , 0. 0/

사회적 경제 조직에 관한 법규와 지원 정책의 제출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

직의 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 

량이 늘어나고 매출규모가 증가한다고 해서 승자독식적인 시장 경제 생산 

방식 정치와 경제의 유착 그리고 중앙 집권화 국가 구조가 자동적으로 변* * 

하는 것은 아니다 하숭우 따라서 중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효& * 0./1', 

율성을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고 이런 사회적 경제 체제 내에 활동하고 있* 

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어떻게 발전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생존하기 위해 외부 핵심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과정에서 생긴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원적 조직 *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 가치를 실현하려고 출현한 , 

조직으로서 효율성과 사회 가치가 동시에 중시해야 하나 효율성만 목표로 * 

삼는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면서도 조직 특징을 유지하고 사회적 가치

를 실현하려면 보다 큰 재무적인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이기 때문에 일, 

반 기업에 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실현하려는 사회적 가치만큼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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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더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추가적인 핵심 자원, 

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환경에서 다른 요소들과 교환을 이루어야 하는데* 

교환된 자원의 희소성과 중요성이 외부 환경에 대한 조직의 의존도를 결정

한다 여기에서 다른 &Mf_ff_l & P[f[h]ce* /7569 * 0./59 * 0./7',竺乾威 陳娟
요소들의 제공 주체는 크게 국가 시장과 민~ 사회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 

다, 

nb 차원1) 

개혁개방 이후 개혁 과정에서 생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회

와 커뮤니티를 통해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 복지를 실현하는 분권화%

와 민영화 가 강조하기 시작했다 즉 사회 &d_]_hnl[fct[ncih'% % &jlcp[nct[ncih'% , *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지방정부에 더 많은 정책결정권을 

부여하고 날로 번영하는 시장경제와 사회부문에서 자원을 더 많이 동원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정부의 입장으로 볼 때 분권화 와 민영화 로 인, * % % % %

한 관리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다 반면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 목표가 , 

다양성을 존재해 평가와 인센티브에는 불확실하고 강도가 낮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방 정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 

서 균형주의 적이고 파、화 된 정치적 정책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 ‘ ’ &黃曉
이 것은 현존 정책을 도전하지 않은 한에서 실험적인 태도로서 *0./3', 春

실행한 지방 정책의 모호성과 현 사회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일시성 

등 특징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중국 입법 체계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유형별에 따라 상응한 설립 조건

을 갖추고 각 관리 기관을 등록해야 설립될 수 있다 합작사의 경우에는 그, 

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장려로 설립 신고 절차가 ~단하게 서류 제출과 함

께 경영관리부서에 신청해 등록하면 되는 반면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립 * 

절차에서 조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이중등록 이라고 부른 등록 제도가 ‘ ’

존재한다 이중등록 이란 중국 내 사회적 기업은 상응한 행정관리기관에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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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등록하기 전에 주무 부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 

말한다 이런 제도는 주무 부처를 찾지 못 한 많은 조직들을 등록할 수 없, 

고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할 수 없게 만든다 특히 민영비기업단위의 경우에, 

는 규모가 작은 영역에서 활동한 경우는 주관 부문을 찾기 쉽지 않고 찾았* 

더라도 등록 신청할 때 만약 등록 기관이 통일행정구역 내에 업무 범위가 

같거나 비슷한 민영비기업단위 조직이 이미 존재한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민영비기업단위 등록 관리 잠정 조례 에 따라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등록 : < , 

기관이 같거나 비슷한 공공 서비스를 이미 제공되고 더 이상 제공할 사회적 

기업이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등록할 수 없게 되거나 영, 

리 법인을 등록하게 된 사회적 기업이 많아 이미 등록된 사회적 기업 수가 

실제 존재하는 사회적 기업 수와 큰 차이가 난다 그러나 등록 정책이 엄격, 

한 반면에 등록 심사 정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 등록 기관이 자신의 

이해에 근거해 결정할 수 있으며 등록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확한 해* 

석과 그에 따른 법적 구제정책이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이런 제도적 규칙, 

은 한、으로 조직 ~ 악성 경쟁과 사회 복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다른 * 

한、으로 정당한 자유 경쟁을 제한해 사회 서비스의 질 향상에 악영향을 미

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정부 차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 

제적인 법적 규정을 맞춰서 민감한 영역은 가능한 한 피하고 정부가 장려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볼 때사회적 경, 

제 조직은 다양하지만 지역 측면으로 보면 각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은 * 

매우 비슷한 형태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당성 측면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정치적 규정을 통해 사회적 경

제 조직을 통제하지만 실천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사회 가치 이행 과정 * 

및 성과에 대해 감독은 충분하지 않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에 대해 정, 

부의 실제적인 감독이 매우 미흡한 반면에 형식적인 연말 심사를 통해 사회

적 경제 조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규에 따라면 사회적 기업이든합, 

작사이든 모두 정부 부처의 연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회 복지 기업의 경, 

우는 해마다 각œ 민정 부문이 세무 및 공상 부문과 함께 관련한 연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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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서류를 점검한다 민영비기업단위는 정부 부처에 연~ 점검 보고 재회 , * 

보고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으며 이 밖에 기부 지원을 * * 

받는 민영비기업단위는 기부금 사용과 관련된 상황을 업무 주관 부서에 보

고하고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 공중에게 알려야 한다& * * 餘曉敏 張強 賴
이와 마찬가지로 재단은 연차 재무회* 0.//9 Vo & A_fiolhs* 0.//', 佐夫

계 보고서 점감 보고서 등을 포함한 재무정보 보고서를 등록관리기관에 제* 

출해야 하는 동시에 재단의 정보 재단의 기부를 받은 기구의 정보 공익 * * *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및 신청과 심사 절차를 공중에게 공포해야 한다 반, 

면에 합작사의 경우에는 국무원 재정 부서가 제정한 재무 회계 제도에 따라 

재무 관리와 회계 계산을 실행해야 하며 해마다 등기 기관에 보고해 연말 *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에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성과 조직 ~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조직의 정식 구조와 실

제 활동이 다르다는 현상도 나타낼 수 있다&J_s_l & Oiq[h /7559 ， 許
한、으로는 일부 사회적 경제 조직은 규범적 책임을 감당하고 * 0./6', 源

싶지 않는 반면에 신분 우위를 이용하여 정부의 장려 혜택을 받으면서 시* 

장경쟁에 참여해 이익을 얻어 투자자에게 분배하기도 한다& * 0./.9 黃建新
이러한 영리화 경향은 민영비기업단위나 합작사에* * 0./6', 胡輝華 黃巡晉

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합작사를 예로 설명하자면 합작사의 조, * 

직 구조에 있어 합작사는 구성원이 소유하고 통제해야 하나 농민전업합작* * 

사법에 따르면 합작사를 성립할 때 구성원의 출자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구

성원 명부를 비치해 등록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면 된다 이 때문에 중국 농, 

민전업합작사 구성원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항상 두 가지 기준이 존재하는* 

데 정부 지원 프로젝트 참여 및 각종 검증에 대응할 때 합작사가 가능한 * * 

한 자신의 구성원 규모를 확대한 반면에 구성원의 권익에 관해서는 이익의 *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구성원 규모를 축소하며 대주주 혹은 * 

핵심 구성원이 위주로 구성원경계를 정한다 또 농민전업합작사법은 개별 , 

구성원의 출자한도를 정하지 않고 대주주가 합작사의 지분을 상당 부분 보

유할 경우에는 일반 구성원이 대주주의 결정권을 묵인해 사실상 구성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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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아닌 대주주가합작사를 지배하는 형태를 띠게 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 

과 법규에 따라 일부 합작사는 일반 구성원에게 결정권과 분배권을 양보했

지만 핵심 구원들이 합작사의 집행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합작사를 실질적으

로 통제하는 등 일반 구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권과 수익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에 따라 합작사와 비구성원과의 거래가 제한되지 않아 , 

일부 합작사는 구성원 자격을 몇몇 대주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비구성원

과의 거래를 통해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 따라서 자본에 대한 규제 조건, 

이 변함없음 양적 성과 우선 추구 규칙이 변함없는 한 합작사의 이질성 문* 

제가 규범화에 따라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에 정부가 강하, 

게 합작사를 법대로 규제하면 합작사를 투자하는 대농가나 기업의 이익은 * 

제한될 수 있어 그들의 경영능력과 기여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이뤄지지 * 

못 해 그들의 적극성이 떨어지게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영향력 있는 합작사* 

는 소농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 * 0..7', 全志暉 溫鐵軍

또 농민전업합작사법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합작사가 규정되고 있지만* 

강제적 효용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법의 구속력은 법을 , 

지키면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처벌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민전업합작사법을 지키지 않을 , 

경우 처벌받을 위험은 크지 않다 사실상 농민전업합작사법을 지키지 않으, 

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규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농민전, 

업합작사법은 합작사 육성을 통해 합작사 설립을 유도하고 법 및 관련 규정

에 따라 합작사를 관리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농민전업합작사법의 

관련 조문은 보、적인 강제성을 갖는 법조문이 아니라 합작사의 설립과 운

영에 관한 지침과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한

다 즉 사람들이 농민전업합작사법을 준수하는 것은 유익하기 때문이지 지, * 

키지 않아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농민전업합작사법을 지켜도 얻, 

을 수 있는 게 없는 반면에 지키지 않아도 오히려 이득이 있을 수 있다 보, 

、적 의미의 정책 지원의 경우 국가가 합작사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부문에서 등록하게 되면 농민전업합작사라는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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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특혜적인 인센티브의 경우 합작사, 

는 외형적으로 농민전업합작사법에 적합하고 인센티브의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부문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제대로 *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0./2', 鄧衡山 王文璨

이런 법적 구속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덕적 리스크가 심각해질 수 있다, 

셰핑 의 연구에 따라면 지방 정부 차원에서 삼농문제 가 정치& * 0../' * " "謝平
적 안정에 관련되는 문제라 농촌 합작사는 반드시 국가 측면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농촌 합작사에 대한 기대는 날로 높아져 관여는 많아* 

진다 합작사의 측면에서 법적 징계를 받는 위험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어떻게 관리 수준을 높일 것인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경, 

제 주체의 차원으로 볼 때 쌍방 모두 계약 위반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 

기 때문에 비정규 계약의 단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한、으로는 사회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부가 장려한 영역

은 대부분 현재 존재하는 사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다 는 일시적인 ‘ ’

원칙을 따르고 지역 ~ 및 부처 ~ 조정과 협력을 결여하고 있으나 이는 *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발전가능성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정부 자원을 얻으면서 장기적인 자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 전략을 이용해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v v v& *0./3', 黃曉春
특히 개혁개방 이후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에 있어서 중국 정부는 신관리

주의이론의 영향을 받아 프로젝트 형태로 공공 서비스 구매 및 공익 투자를 

추진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와 기능을 조정하* v v v

고 일련의 전략적인 수단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몰론 정부 구매는 v v v v v v , 

사회적 경제 조기에 대한 국가의 새로운 통제 방식이라고 보는 입장v &Q__nm* 

도 있지만 정부가 기능 이전과 서비스 구매를 통해 사회0./19 Cb_h* 0./0' * v v v

적 경제 조직에게 일정 정도의 권한을 양도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v v v v &苗紅
* * 0./69 * * 0./7', 培 樊庆軍 張力偉 李慧傑



- 66 -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조직과 협력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수요를 만족시키고 자신의 독

립성을 강화시키며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는 사례 & *0./6', Tbcn_&/771' v許源
연구를 통해 중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 초기에는 정치 환경에서 허용할v v v v v v

수 있는 방식으로 다양한 전략을 통해 더 큰 자율성 을 도모하v v v v v &chd_j_hd_h]_'

고 운영하는 것을 입증한다 는 년 이v & * * 0..6', J[&0..0' v/756 v張緊跟 莊文嘉
래에 중국 비영리조직의 자주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정치 및 이데올로기의v v v v v v

제약 때문에 비영리조직은 완전한 자주성을 얻지 못하지만 더 많은 사회적 책v v v v v v * v

임을 지는 점에서 정부 부처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v v v v v v v v v v v , 

은 정부 구매에서 사회적 기업은 인력을 더 투입하고 고객Cihmcdch_&0..1' v v v * 

의 개별적인 수요를 줄이며 더 많은 고객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공œ하는 전v v *v v v

략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장초 주준서 는 항저우v v , * & * * 0./6' v & '张超 朱俊瑞 杭州
에 있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 기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를 의4 v v * 

존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전제조건이지만 사* 

회적 기업은 사회 관계망과 능동적 실천을 통해 반대로 정부 정책에도 영향v v

을 미치고 있다 장리웨이 리후이제 는 정부 기업 조v v , * & * * 0./7' + +張力偉 李慧傑
직 협력 관계의 구성을 통해 정부와 사회 사이의 또 다른 협력모델을 제공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부 구매에서 일부 사회적 기업은 자원을, v v v

획득하는 과정에서 전략 계획 수립 독립적인 재무 제도 수립 정량적인 사업v * v v * v v * v v

평가의 보완과 인력의 증가 등의 전략을 통해 조직의 이성화 정도 및 직업화v v v v v * v v v v

수준을 높여 경쟁에서 우위를 얻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v * v v

학자들은 이 같은 전략적인 행동이&Eq[ha & Miq_ff 0..79 * 0./7', v v v v v， 陳娟
현대 중국 사회의 변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v v v & * 黃曉春 嵇

그들에 따라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여* 0./29 * * 0./7', v欣 張力偉 李慧傑
러 전략을 통해 자주성을 찾고 자원을 넓혀 발전 기회를 얻으며 결과로서 당v v v v v v v v * 

대 중국 사회의 자치 능력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 ~에 상호작용v v v v v v v v

적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v v , 

그러나 이러한 자주성의 불확실성은 정치적 안정성에 도전할 잠재적인 가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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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한、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규모가 커지, 

고 자원이 늘어날수록 생각하지 못 했던 분야로 발전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

문에 리스크 통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지방 정부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 

사회적 경제 조직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의 제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모호

성을 선호하며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공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정치* 

적 행동 방식을 추구한다 다른 한、으로 실천에 있어 사회적 경제 조직의 , 

실질적인 발전을 일으키려면 어느 정도에서 여러 정부 부처 ~의 협력과 전

통적인 제도 모델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한 부문의 입장에서 이는 다

른 정부 부처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제도에 대해 도전

한다는 뜻도 들어~다 이로 인해 지방 정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적 ,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수단으로 보고 사회적 경* ‘

제 조직의 질을 개선하기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양을 우선 발전시킨다 는 ’

정치적 이념을 근거해 공공 구매에서 정부 수요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 

경제 조직을 우선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발전, 

할수록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지역의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

는 현지 지역에 등록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유치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역 

장벽을 만들기도 한다,

게다가 개혁개방 이후 정부 직접적인 복지 지출의 감소에 따라 세제 혜택 

및 공공 구매 계약 등 정부 자원을 확보함에 있어 엄격한 세제 혜택 제도

와 공공구매의 모순성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영리 조직보다 정부 자

원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기 힘들다 세제 혜택에 있어 농민전업합작사의경, 

우에는 법적으로 농민전업합작사는 국가가 정한 농업 생산 가공 유통 서* * * 

비스와 기타 농업 관련 경제 활동에 상응하는 세금 전기 및 토지 사용료 *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각종 금융기관의 다원적인 지원을 장려하* 

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국무원 관련 부처가 규정해 법률적 측면* 

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모호성이 크다 반면에 사회적 기업인 민영비, 

기업단위와 재단의 경우에는 하œ 세제 혜택만 향유에 불과하고 이는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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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업단위와 재단이 시장 경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 어떠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민영비기업단위와 재단은 *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된다& * * * 0.//9 Vo & 餘曉敏 張強 賴佐夫
그리고 정부 구매에 있어 모순적인 문제가 많이 존재하A_fiolhs* 0.//', 

며 주로 일원화된 관리 방식과 다원화된 서비스 수요 ~의 모순 공공 서* * 

비스 책임과 부족한 행정 자원 ~의 모순 그리고 지방 정부의 평가 기존과 * 

재정 능력 ~의 모순에서 비롯된다 장리웨이 리후이제, * & * * 張力偉 李慧傑
에 의하면 정부와 사회적 경제 조직 ~의 비대칭적 의존관계가 존재0./7' * 

하기 때문에 정부 구매에서도 선택적 부양 과 선택적 통제 형상이 있다‘ ’ ‘ ’ , 

손발봉 은 정부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할 때 정& *0./0'孫髮鋒
부 기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선택하거나 직접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뚜렷한 정책 지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왕명 낙원* , * & * * 王名 樂園
왕푸구 등 학자들은 정부 구매에서 형식적 구매 형상이0..6'* & * 0./.' v v v v v王浦劬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시장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 

할 때 정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정부 규정을 맞춰서 

정부 장려하는 현 사회에서 보、적으로 인식하던 사회 문제인 교육 양로* * 

환경 등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여성 인권 민주* * * 

화 등 정치적 미감한 문제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비주류 영역이 되고 있다,

이런 제도적 동형화 현상은 역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제공할 수 있는 ‘ ’ 

사회 서비스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제한하게 만든다 이, 

로 인해 후생 측면에 있어 현 사회에서 혼합적인 특성을 나타난 사회적 경

제 조직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 복지는 본질적으로 국유경제 시기 국가가 

제공하던 재분배 복지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없다 한、으로는 제도적으로 v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복지 제공 주체는 전통적인 단위 인민공사에서 정부 +

주도하고 민~ 역량을 발휘하도록 한 사회적 기업 합작사로 전환되었다 도+ , 

시에서 사회 복지 제도의 사회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 제공의 주

요 주체로 되고 있는 반면에 농촌에서 삼농문제 라고 부른 사회 ‘ & '’三農問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각종 합작사를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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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과 도시화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점차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제도적 발전 배경으로 인해 중국 사회에서의 이원적인 

복지 체제가 본질적으로 결코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 

적 경제 조직을 제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배타성 문제는 여

전히 존재한다 계획경제 시기의 배타성이란 체제 내와 체제 외에 대한 구, 

분이라면 현 사회에서의 배타성은 인구이동 과정에서 호적 제도로 인해 생* 

긴 문제이라고 할 수 있다 년부터 정부는 농민공 이 도시에 거, /762 & '農民工
주하면서 일하고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함에 따라 그 이후 농촌의 대* 

규모 노동력이 도시로 진출하게 되었다 윤태희 이& * * 0..79 * 杨聪敏 杨黎源
경수 개혁개방이 진행될수록 농민공의 수는 증가해 년 전국 인* 0./2', /760

구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농민공의 수는 만 명 이었으나 년에는 435 * /77.

만 명 년에는 약 억 명이 되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에도 0*/13 * 0..2 /,0 , 

전통적인 국가 복지는 몰론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으라

면 현지 지역 호구를 보유한 시민에게만 주택 의료 교육 등의 사회 서비* * 

스가 제공해야 한다는 배타적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로 농민공 , 

이주민들은 근본적으로 도시 호구를 발œ 받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도

시 내에서 주택 의료 교육 、의 시설 등을 보장 받을 수 없었다* * * &Pifcha_l* 

즉 농민공은 도시 주민과 같은 도시 공~ 안에서 거주하지만 도시/777',* * * 

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사회 서비스는 결여되어 있다& * 0..5* 王春光
3/', 

시장 차원2) 

위에 국가 차원에 대한 분석에서 볼 수 있 뜻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자* 

기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사회 소유를 충족시키려면 국가적 

핵심 자원만 의존할 수 없게 되고 기업화 하거나 기업과 파트너십을 유지* 

해 시장에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자원을 얻으려면 효율, 

성과 사회 가치 ~의 딜레마가 언œ할 수밖에 없다 중국 사회에서 사회주, 

의시장경제 하 경제 주체의 다원화됨에 따라 권력도 그에 맞게 분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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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어떻게 경제 주체가 된 개인과 사회적 경, 

제 조직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가는 매우 민감하고 미래 장기 발전에 중

대한 영향을 끼칠 문제이다 전통적인 경제 체제에서 권력의 분배는 기형적, 

이며 각종 권력은 정부에 집중되어 있지만 구성원 ~ 기업 ~ 권리는 상* * * 

대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지배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불평등한 권력 분배 환경에서의 상대적인 권력 평

등을 가지고 현대 사회에서의 상대적으로 평등한 권력 분배 환경에서의 권

력 불평등을 볼 수 없다 경제 주체가 점차 자유선택권과 의사결정권을 가, 

진 것은 중대한 사회 진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 * * 0./6', 嚴俊 孟揚
사회 구성원은 경제 주체로서 자유선택권과 의사결정권의 증가에 따라 시장

경제에서 중시한 효율성 과 공민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평등주의 의 갈“ ” ‘ ’

등 점차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일종의 경제적 조직으로서 사, 

회 가치를 실현하려면 비용이 들어야 하며 그 액수는 효율적으로 손실되는 * 

액수와 같기 때문에 사회 가치와 효율 ~에 딜레마가 항상 존재한다& * 林堅
즉 사회 가치를 실현하려면 효율성은 어느 정도가 포기해야 * 0..0', 王寧

한 반면에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사회 가치 목표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발전하면서 사회적 문화적 수요, +

와 정치적 욕구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동시에 경제조직으로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조직 형태는 왜곡될 수 있고 핵* * 

심 구성원에 의해 통제될 수 있으며 일방 구성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발* 

전될 수 있다& * 0./19 * 0..6',馬彥麗 李玉勤

이상우 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조직들 사이에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0..7'

을 확보하기 위해 종종 지역에서 매우 치열한 경쟁을 하기도 하며 지역 내 * 

시민사회와의 관계보다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사례도 나타난

다 이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정부 의존성에서 탈피하고 ,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자율성을 키운다는 말, 

은 정부 지원을 더는 받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는 여느 기업처럼 자체로 수* 

익을 낼 수 있는 경영 활동이 사회적 기업에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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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남아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정부 핵심 자원의 의존도를 줄, 

이고 시장에 의한 자금 조달이 늘어나려면 조직이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입

증해야 한다 게다가 사회적 경제 조직은 규모를 확대하려면 자본 축적이 , *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고 분배를 위, * 

해 쓸 돈을 축적을 위해 유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도 시장도 아닌 대, ‘ ’ 

안을 표방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논리상 자립 을 추구해야 하지만 외부‘ ’ * 

에서 들어오는 대가 없는 부의 이전 이 사라지면 사회적 경제 조직은 다른 ‘ ’

영리기업과 똑같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상우 이로 인해 실천에서 & * 0..7', 

볼 때 개인주의가 강조한 미국부터 오래 사회적 경제 역사를 가진 유럽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œ속히 시장화 되고 있다 중국 사회, 

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시장 자원을 얻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차 기업화하거나 기업과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의 œ속히 시장화 되는 형상에 대해 와Bce_hb_lls

은 자원의존이론 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생존하기 위해 Hfop_l ‘ ’ * 

필요한 시장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자원을 통제하는 기업과의 상호

작용이 점점 불가피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신제도주의이론의 측면에, * 

서 그들에 대한 지원과 합법성을 위해서 조직들은 제도적 환경 내에서 그* 

것의 규범과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하는데 최근의 제도적 환경이 사회적 경* 

제 조직들로 하여금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시장 판매의 수익 구조와 

영리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조를 강제적으로 장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우 이것은 민영비기업단위로 등록된 민~ 교육 기구나 양로 & * 0..7', 

기구 그리고 합작사 등 사회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뚜렷* 

하게 나타난다 민영비기업단위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본질적으로 기업의 경, 

영 방식을 투입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명확하* 

지 않은 소유권과 배분 제도로 인해 영리 기업보다 뚜렷한 특징인 비영리성

과 비정부성을 잘 구현하지 못 한다 소유권 측면에서 볼 때 비영리조직인 , * 

민영비기업단위의 소유권의 소속은 현행 법률에서 명시되지 않고 청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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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대한 처분권을 업무주관기관에 부여할 뿐이나 민영비기업단위의 업, 

무주관부서는 정부 부처의 경우가 많아 소유권은 준정부‘

소유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유&ko[mc+aip_lhg_hn[f'’ , 

럽 국가 등 법으로 확정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소유권 이나 다양한 이해‘ ’ ‘

관계자 소유권 구조&gofnc+mn[e_bifd_l iqh_lmbcj'’ &A_fiohs & Ksmm_hm* 

와 확연히 구분될 수 있다0..7' & * * * 0.//9 Vo & 餘曉敏 張強 賴佐夫
따라서 관한 법률은 민영비기업단위의 소유권과 배분 방A_fiolhs* 0.//', 

식을 규정하지만 대부분 규정은 양적 기존은 대신에 모호성을 가진 질적 * 

표준을 제시하며 소유권에 있어 출자자 소유를 배제하지만 현저히 준정부* * ‘

소유 특징을 나타난다 게다가 비영리조직으로 규정&ko[mc+aip_lhg_hn[f'’ , 

된 민영비기업단위는 이윤 분배 제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확한 법적 규정

이 여전히 미흡하다 그러나 민영비기업단위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영리 기, 

업에 비해 그의 비영리성과 비정부성 특징을 뚜렷하게 구현되지 못 하면* 

사회적 기업의 실체적인 활동은 과연 기업을 이행하는 사회적 책임 과 &CPO'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사회책임투자나 비공, 

모재단에서 지원을 얻은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생존 유지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효율성과 자원 다양성 측면, 

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비해 못 한다는 비판이 있

다, 

반면에 호혜와 협력이 더 강조하는 합작사의 활동에 있어 사회적 기업보

다 기업의 역할은 적다고 볼 수 있을까 개혁개방 이후 토지 개혁으로 소= 

유권 경영권과 사용권을 분리돼 제도적으로 기업 합작* ‘ &f_[dcha _hn_ljlcm_')

사 농가 의 협력 관계를 장려함에 따라 합작사는 시장 자원을 획득함 있어 ) ’

기업의 역할 더욱 확대된다 중국 사회에서 뚜렷한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 

구조 그리고 인구와 토지의 극도로 불균형 두 가지 기본적인 모순이 항상 * 

존재한다 년대 중기 이런 모순을 기초하여 삼농문제 라는 개념을 제, /77. ‘ ’

출했다 삼농문제 란 원래 농촌 경제 발전 부족과 기층 정부 집권 문제를 , ‘ ’

가리키는데 현재 도시화의 발전에 따라 농촌 인구 감소 농촌 공동체의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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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등 문제도 포함된다 탕쭝광 는 삼농문제 의 본질은 농민, & * 0..5' ‘ ’唐宗焜
의 지위 문제라고 지적하며 그의 근원은 계획 경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년대 중국은 전국적으로 농업합작화 를 이뤘고, /73. % % * 

이런 합작화 라는 명목 아래 추진된 토지 집단화는 합작사의 본질에 역행했% %

다 토지는 명목상 집단소유이지만 이른바 집단 이란 것은 완전히 행정 권, * % %

력의 통제를 받으며 집단 중의 농가는 토지에 대해 어떠한 사실적인 권리* 

도 가지고 있지 못 한다 그뿐 아니라 농민들이 생업으로 여기는 토지가 박, 

탈되면서 농민들은 자신들의 노동과 생계를 지배할 권리를 잃어버렸다 그, 

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촌의 경제 발전 또 산업화 발전은 커다란 구조 * 

변천에 처해왔다 이러한 구조 변천은 주로 수요공œ관계에 있어 판매자시, 

장에서 구매자시장으로 발전하고 농업경영과정에서 가공통제기술의 채택에 

따라 전체 농업생산가치사슬의 지능화에 기인하며 네 가지 과정을 통해 표* 

현할 수 있다 즉 농가겸업화 농업상업화 농업산업화 농가조직화이다, * + + + &全志
* * 0..7',暉 溫鐵軍

년 집단 영농 체계였던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집단 토지 소/756 u /760

유 체제를 기초한 개별 농가 경영 체제인 농가경영책임제를 실시했다 농가, 

는 가정 내 노동력에 대한 지배권 토지에 대한 경영권 대부분의 생산성과* * 

에 대한 분배 권력을 갖게 됐다 이 개혁으로 농촌 경제의 주체는 소농가, 

로 농촌 경제의 주요 형태는 소농 경제로 바뀌었다 즉 일정한 농업 활동* , %

을 바탕으로 토지 및 또는 자본 경영 규모가 작고 가족 경영을 위주로 하& ' 

는 기본 조직 형태 가 됐다 이 단계에서 국가가 주동적으로 농민과의 경제 % , 

및 정치 관계를 개선하여 농산품 수매 가격을 올리고 농업 생산 자료의 우

대 공œ을 강화하여 농업 생산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에 기초하여 가, 

족 범위 내에서 인민공사 시절 낌새를 보였던 농가 겸업화와 농촌 노동력의 

전문화가 더욱 발전하여 정부의 농업정책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시기에는 , 

정부는 농업정책을 통해 농민의 토지 도œ 권력을 안정시켜 농가 겸업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농산물 유통체제 개혁과 농업생산* 

요소시장을 건설해 농업의 상업화를 발전하는 동시에 농촌 경제의 조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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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도록 했다 즉 농가경영책임제 개혁 이후 농촌 경제 체제 개혁에 있, * * 

어서 정부의 목표는 줄곧 농가경영책임제에 기초한 통일 경영과 농가 분산 

경영을 결합한 획일적인 이중 경영 체제를 ·지하고 완비하는 것이다,

농가경영책임제 도입 초기에는 농촌집단경제를 키움으로써 이중적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는 생각했으나 농촌집단경제조직이 순수한 토지 유통 플랫* 

》으로 퇴화하면서 사실상 경영 기능이 없어졌다 촌집단경제조직의 통일 , 

경영과 통일 서비스의 효과가 미미하자 농업의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이른바 

소농가 와 대시장 사이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 ‘ ’ & * * 全志暉 溫鐵軍
년 전후 중국 농업이 점점 개방화 시장화가 촉진되면서 개별화0..7', /77. * 

된 전통적 농업 상업 방식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중국은 시장개방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생산의 현대화를 위해 농업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업 산업화는 합작사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왔고, * 

기본 프로세스는 선진화된 농업기술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소비 + + +

과정을 수직계열화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체적인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박경철 년 정부는 정책적 측면에서 농업& * 0./1', /766

의 사회화 서비스 시스템의 완화를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이중 경영 체제의 

완비의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했다 당시 거론된 것은 농촌집단조직이나 합, 

작사의 기초에서 국가경제기술부문이나 기엽과 합력하여 사회 서비스를 제

공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발전된 것은 국가경제기술부문과 기업뿐, 

이고 농업 서비스 체계는 사회화 됐지만 여전히 서비스 는 없었다 각 서비* % % % % , 

스 제공 주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가 많기 때문이다 취약 , 

소농들은 이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객관적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반면에* 

농가 수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주체가 무료 서비스 제공하고 싶더라도 

경영이 복잡해 극복하지 못할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야 한다& * 全志暉 溫鐵
이때 농업 산업화는 농업 산업 구조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량으* 0..7', 軍

로 작용하는 동시에 농업 서비스 확대하는 측면에서 용두기업&f_[dcha 

을 발전해 이중 경영 체제를 추진시킬 것이다 박경철_hn_ljlcm_* ' & * 龍頭企業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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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국가 정책상 정부 차원에서 모든 농가를 농업 산업화로 /77.

이끌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 농가 모델을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지원‘ ) ’ 

하기 시작한다 특히 중국의 가입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개방화 시, TQL * 

장화에 따라 중국 농민들이 어떻게 이에 대응하고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이

에 개입 혹은 선도해야 하는지에 관해 기업 농가 합작 모델은 여전히 유‘ ) ’ 

효한 합작 모델이라고 판단했다 기업 농가 합작 모델에는 기업은 농산품 , ‘ ) ’ 

시장의 변화에 대해 농가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고 작물재배기술과 가공기

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농산품의 시장 개척 능력이 뛰어나고 기업과 농가 * 

~ 계약 체결을 통해 농가는 안정적인 농산품 판매 경로를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안정적인 원료 농산품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과 농가의 관계는 *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Ois* 

박경철 그러나 기업/7749 Ais* _n [f,* /7709 * 0..79 * 0./1', ‘ )杨明洪 等
농가 의 합작 모델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의 특’

수성 때문에 여전히 많은 논쟁이 존재하다 탕쭝광 에 따라면 , & * 0..5'唐宗焜
시장 경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다

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치는 거래인, 

데 거래 조건의 확정은 거래 쌍방의 보유 자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여기* , 

에 보유 자원이란 자본 인재 기술 제품 등의 물질 자원뿐만 아니라 조직* * * 

화 정도 마케팅 채널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사회 자원도 포함된다 거래 * * , 

쌍방의 보유 자원의양 만큼 그들의 시장 거래에서의 협상 위치나 협상 권력

을 결정한다 거래 쌍방의 보유 자원이 현저히 차이가 난 상황에서 거래조, 

건을 결정하는 권력은 사실 강한 쪽이 독점하며 약한 쪽은 수동적으로 심* 

지어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협

상 권력이 거의 없다 장샤오산 은 일부 지역에서 기업 농, & * 0..7' ‘ )張曉山
가 합작 모델이 이미 합작사의 주요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기업이 합작사’ * 

를 이용해 농민과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기업, 

과 농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불평등하며 이익 배분 과정에서 기업

은 항상 더 많은 이익을 얻어 농가의 이익을 빼앗는다고 지적했다& * 徐旭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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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박경철 에 따라면 기업 농가 합작 방식의 부족한 점은 0./0', &0./1' ‘ ) ’

각종 영리 기업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반면 분산된 농가는 유리한 협상조건

을 갖추고 어렵기 때문에 계약 내용 가운데 권력과 의무의 불균형은 피하기 

어렵다 기업과 농가 ~ 정식 계약은 종종 구속력이 떨어져 & * 0..5', 贾伟强
양쪽 모두 계약위반을 야기하는 여러 외부 유혹 요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별 계약은 대부분 비정식적인 관리에 의존하게 된다 농업 산업화 생산 , 

방식에서 농가는 농업 기업으로부터 자본 정보 기술 판매처 관리 방면 * * * * 

등의 지지와 도움을 얻지만 이러한 산업화 경영에 참여할지라도 농민은 자

주적 생산 권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권리가 확대됨에 따라 농민의 

생산 위험도 증가해 이익 획득의 능력도 점점 하락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Hlcmn_h* P[lnilcom* 0..0', 

이런 맥락에서 농가의 담판 능력이 높이고 농가의 권리가 보호하는 차원

에서 정부는 기업 합작사 농가 모델을 장려하기 시작한다 기업 농가 합‘ ) ) ’ , ‘ ) ’

작방식에서 기업은 농민과 이익을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민이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어 기업 농가 합작 방식을 기업 농민전업합작사 농가* ‘ ) ’ ‘ ) ) ’

합작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비교적 바람직한 해결 방식이기 때문이다&徐
박경철 특히 년 이후 합작사는 기업 농* * 0..59 *0./1', 0..3 ‘ )小青 孔祥智

가 ~ 중개 조직으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업’ , ‘ )

합작사 농가 모델은 합작사의 정체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 

합작사가 독립적인 경제 조직으로 존재한다면 셰핑 의 연구* & * 0../'謝平
에 따라면 현재 중국 합작사는 세 가지 주요 경영 목표 첫째로 협력 즉 * * * 

주로 구성원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 둘째로 정책 즉 삼농문제 를 * * ‘ ’

개선하는 목표 셋째로 수익성 목표가 있다 이 세 가지 목표가 필연적으로 * ,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어떤 경제 조직이든 정책적 의무를 반드시 * 

져야 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허락된다면 이로 인한 모럴 * 

해저드는 반드시 손실을 초래하며 끊임없이 재정 보조금을 요구하게 될 것* 

이다 경제 수익 최대화를 추구하려고 한다면 협력 목표와 정책적 목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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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해야 하고 정책적 목표를 ·지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익 손실을 초래* 

하게 될 것이며 협력 목표를 실천하려고 한다면 현존하는 소규모 소유자 * 

집단 구조 하에서 설령 규범적 합작 체제라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와 충돌하

기 때문에 규모 경제는 달성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합작사의 , 

장점은 정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지만 작은 범위 내의 정보자원& ' * 

신뢰 자본 자기 고용&fi][f chfilg[ncih jiif'* &nlomn ][jcn[f'* 

은 자연적으로 소규모 작은 범위에서 운영할 때만 마찰&m_ff+_gjfisg_hn' * 

을 줄일 수 있고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그&?ihom /764', 

런데 동시에 중국 합작사를 생존하기 위해 고액의 원가 비용 문제를 안고 

있다 자본 규모가 작은 、이고 융자 비용이 비교적 높음으로 인해 합작사, 

의서비스 공œ을 제한되어 업무 규모와 업무 능력을 확대하기 어렵게 되였

다 게다가 합작사의 마케팅 정보와 마케팅 기능도 문제 중 하나이다 또한 , , 

기존에는 행정 부문이 직접 이끌던 전통 농산물 경영 분야는 부분적으로 합

작사가 접수된 후에 행정 부문이 여전히 행정 수단을 통해 생산자원의 분* 

배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위험과 피해는 합작사가 부담해 합, 

작사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합작사에서 공œ하는 서비, 

스나 제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시장과 씨름해야 하나 아직 독점 형상이 * 

많이 존재하고 있는 중국시장에는 불평등한 경쟁 조건으로 인해 합작사로 

하여금 시장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추가비용을 지출해야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합작사는 경제 조직으로서 존재하여 영리 & * 0../', 國魯來
기업을 경쟁하려면 매우 불리한 위치를 처할 수 있고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합작사는 사회적 기치보다 효율성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

하고 거래보다 주식의 분배 방식을 더 선호하게 된다,

반면에 합작사는 기업 농가 ~ 중개 조직으로서 발전하려면 그의 존재 ‘ ) ’ 

필요성은 문제가 된다 위에 언œ한 토지 합작사 는 이런 합작사의 대표적, ‘ ’

인 예이다 토지 합작사 란 반조도포 을 기초한 토지 합작 경영 , ‘ ’ ‘ & '’反租倒包
방식이다 실천 효과로 보면 이런 토지 합작사 는 토지와 노동력 자원을 통, ‘ ’

합하고 외부 자본을 획득해 농업 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나 본질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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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토지 회전 플랫》으로 합작사 구성원은 더 이상 독립된 생산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니며 토지임대료 수입만 받고 일부는 합작사 알바로 하고 나* * 

머지는 제 제 산업에 들어가 일자리를 구한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0* 1 , 

면 토지 회전 플랫》으로서 존재해 활동하는 것이 꼭 합작사가 아니라 도* 

공동체 조직인 촌민위원회나 기층 지방 정부도 실현할 수 있는데 심지어 * 

기업의 입장에서 합작사보다 촌민위원회나 기층 지방 정부를 협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토지 정책 개혁 이후에 농민은 비록 농촌토지, 

의 사용권을 획득했지만 토지의 집단 소유 체제를 결코 크게 바뀌지 않았* 

기 때문이다 법률 규정에 따라 농민은 도œ 받은 토지에 대해 장기 사용, 

권 경영 자주권 유전 선택권 수익 분배권과 법정 처분권을 가지나 토지 * * * * 

집단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여전히 기층 행정 기구를 향유하고 있

다 농민은 여전히 토지의 도œ 사용권 유통에서 협상 권력이 없으며 토지, * * 

의 도œ은 여전히 기층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자발적, 

으로 형성한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억제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 시* 

장화의 진행 과정에 각종 이익 집단이 잇달아 일어나는 동시에 자신의 조* 

직이 없는 농민들은 시장 거래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런 맥& * 0..5', 唐宗焜
락에서 합작사는 이해관계자의 역량 대비를 완화해 시장에서 자원을 확보하

여 농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자 도 있지만& * 0..39 *0..79 * 0./1' * 徐旭初 黃祖輝 馬彥麗
보다 많은 학자들은 합작사의 본질 취지와 실제 운영의 차이를 충분히 인식

해야하고 합작사의 발전 현황을 총량은 많지 않고 분포는 넓지 않으며 영* * * 

향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수명은 길지 않다고 보고 합작사의 존재 가능성

과 가치를 의심하고 있다& * 0..39 * 0.//',郭瑋 樊紅敏

몰론 호혜와 협력 측면 그리고 국가와 시장에서 포함할 수 없는 다양한 *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의미가 없지 않다, 

그러나 시장 자원을 확보함에 있어 중국 사회의 이질성으로 인해 많은 곤경

을 겪고 있다 이질성 문제란 도시와 농촌 사이에 존재한 경제 차이를 가리, 

킬 뿐 아니라 도시와 도시 ~ 농촌 지역 ~ 경제 주체 ~의 차이가 모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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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서구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 과정에 비해 중국의 , *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 과정에서 현저한 이질성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생산 규모는 물론 경제력 기술력 경영 전략 위험 선호도 등도 크게 다를 * * *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서구 사회에 글로벌화와 시장 경제의 대안으로서 , 

호혜적인 사회적 경제는 집체의 연대와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강조하나 지역 및 집체 ~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 문제를 아직 남아있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심각한 이질성 문제가 존재하는 중국사회에서 이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인 ~의 경쟁은 집체 ~의 경쟁을 변할 뿐이고 역사

적인 배타성 비효율성 비민주결정문제 등 여전히 해결할 수 없다* * ,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역 시장에서 핵심 자원을 얻으려면 현지 지역의 거

시적 경제 발전을 무시할 수 없다 거시적 경제 발전에 있어 동부 연해 경, 

제 발전 지역과 내륙 경제 저개발 지역은 뚜렷한 차이를 두드러지며 내륙 * 

지역보다 연해 지역은 대외 무역을 통해 경제를 더 발전하고 시장 자원도 

매우 풍부하다 이에 따라 동부 지역에서 사회 서비스에 대한 다원적인 수, 

요를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 크게 추진한다 중국 * , 

사회 조직 공공 서비스 플랫》에서 제시한 데이터에 따라면 사회 복지 기업 

제외한 민영비기업단위 및 재단의 지역적 분포가 균형적인 추세를 보이지

만 내륙 지역보다 연해 지역은 더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 

리고 제 차 전국 농업 통합 조사 결과에서 사회적 기업과 비슷한 경향을 1

나타내며 동부 연해 지역은 농업을 경영하는 대농가의 수량이든 농업 생산* 

경영이나 서비스를 주로 하는 농업 합작사의 수량이든 모두 현저히 높다, 

그리고 합작사의 조직 취지 제도 배치와 운영 행위에 있어 동부 지역은 흔* 

히 보、적으로 시장수요를 지향하며 서부지역은 구성원 수요를 지향하는 경

우가 많고 반면에 중부 지역의 취향이 복잡하며 농가 특히 소농가 가 자발* & '

적으로 형성하는 합작사는 구성원의 자조 서비스 위주로 치우치고 기업 및 

대농가 등에 의해 지배되는 합작사는 주식화 및 시장화를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거시적인 경제 차이는 농가가 합작사를 참여하는 의향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석민준 의 연구에 의하면 농산물의 판매 , & * 0..2'石敏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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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는 농가의 합작사 참여 의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다& * 0..2',郭紅東

표 u업 g영 주체 수G .] 

농업합작사란 농업 생산 경영이나 서비스를 주로 하는 합작사를 가리킴(

자료8 bnnj8--qqq,mn[nm,aip,]h-ndmd-j]md-

거시적인 경제 환경을 넘어서 경제 구체의 이질성으로 보면 중국 농촌 * 

사회에서 합작사 구성원의 이질성으로 인해 합작사의구조와 공동체 성격도 

크게 다르다 한、 사회 경제 발전과 합작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구성원 , * * 

~에 나이 교육 정도 사회 자본 등 여러 방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 * 

만 아니라 전략적 선택에서 차이도 뚜렷하다 합작사는 자발적 형성과 모* , 

든 구성원을 공평하게 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다음 한、 사회 변, * 

천과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의 관념이 변화함에 따라 합작사 내부의 신뢰 * 

기반이 타격을 입게 되었고 구성원들 ~의 상호이해 및 공동체 인식 등이 *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합작사 구성원들은 이익 동질적인 공동체가 아니며, * 

외부 시장에서의 경쟁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일종의 구매 관

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 0..79 * 0./09 * 0./1', 徐旭初 徐旭初 馬彥麗
따라서 고전 합작사 이론은 동질성을 가진 구성원의 수평적 통합이라는 논

리적 전제를 깔고 있으며 공통 가치관 공통 조직 정신 공통 문제 해결 이* * * 

식 등 인지적 경향을 형성하도록 하여 구성원~의 거래 비용을 낮추어 외부

의 수직적 일체화에 대응하나 중국 사화에서 이런 고전 합작사 이론은 이* 

질성 문제를 해결할 때 리스크 관리와 거래비용 절감에 있어 상대적인 이점

을 가지지 못 한다 한、으로 합작사의 형성에 있어 단순히 & * 0..7', * 張曉山

 전국 동부
지역

중부
지역

서부
지역

동복
지역

농업경영 

농가 

20743 6479 6427 6647 1190

농업경영 

대농가 

398 119 86 110 83

농업경영 

단위 

204 69 56 62 17

농업 

합작사 

91 32 27 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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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존해 합작사를 형성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소농은 생산 잔액이 적어 여기에 합작사의 협력 비용을 내는 것이 자체가 

어렵고 구성원 ~의 무임승차 및 신뢰부족 능력자의 부재 구성원의 이질* * * 

성 과대 등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이 완전히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작

용하기 어려워 외부 지지가 꼭 필요하다& * * 0..79 Cofnih* 全志暉 溫鐵軍
다른 한、으로 합작사의 관리에서 합작사의 관리자 및 투자자는 잔0..3', 

여 분배에는 일반 구성원과 갈은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면 경제적 인센

티브가 부족해 공동체 인식을 형성하기 어렵고 투기적 、법으로 이어질 수 * 

있으나 관리자 및 투자자에 대한 감독은 비교적 높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 

기 때문에 실시하기 어렵다 그리고 합작사의 중대한 결정은 전체 구성원, 

또는 구성원 대표 의 공동 결정을 거쳐야 하면 효율 손실이 심각할 수 있& '

을 뿐만 아니라 거래 비용도 높을 수 있다 게다가 구성원을 자유롭게 퇴사, 

할 수 있게 보장되면 합작사의 자본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조직의 자본 축적 

수준이 떨어지고 조직 발전에도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 0../', 國魯來
다시 말하면 일반 농민조합원의출자 비중이 낮아 자본조달에 동등하게 참* 

여하기가 어렵고 규모화 되는 과정에서 소규모 농업인의 참여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 또한 경영진이 보수 등의 이익 분배 구조가 없으며 정부의 격려, 

및 촌민의 신망으로만 운영되어 경영적인 조직구조가 아닌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김원경& * 0./1',

저장대학은 학생을 조직하여 년 월과 년 월에 전국 0..7 5+7 0./. /+0 /.

개 성 개 시의 농민전업합작사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07 * 220

개 합작사 중 최대 주주의 출자액이 합작사의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평균 이며 의 합작사는 최대 주주의 출자액이 합작사의 출자07,2# * 03#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를 넘거나 심지어는 에 이른다1.# /..# & * 郭紅東
이에 대해 황조휘 는 합작사의 * 0./.9 * 0.//', & * 0..0'張若健 潘勁 黃組輝

조직원은 핵심 구성원과 일반 구성원의 구분이 존재하며 핵심 구성원의 자* 

질 경영 수준 심지어 개인 성격도 합작사의창설과 기능 발휘에 직접적인 * *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 황승충 는 합작, * & * * 0..5'林堅 黄勝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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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이질적인 구성원 구조에서 소수의 핵심 구성원이 농민전업합자사의주

요 재산 지배권과 잔여 이익 분배권을 갖는다고 지적하다 손아범 여해붕, * 

는 중국 농민전업합작사의 제도와 운영 체제에 있어 & * * 0./0'孫亞範 與海鵬
합작사는 일반적으로 생산 기술 경영 능력 판매 경로를 가진 농촌 대농가* * * 

기업가 또는 기술자가 주관하며 그들은 합작사에서 경영관리자와 대주주의 * 

이중적인 역할을 겸하고 있고 합작사의 결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도적인 * 

지위와 심지어 결정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합작사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조직 제도들은 합작사의 

조직 행위가 합작사의 가치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동시에 하나의 경제조

직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위하여 필요한 제도이기 때

문에 존재하는 높은 조직 비용은 제도 조정을 통해서만 삭감될 뿐 근본적으

로 제거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 농촌 지역의 인적 & * 0../',國魯來
자본 물질적 자본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합작사는 사회 가치를 실현하* 

면서 리스크가 감소하고 희소한 기업가 인재 등 외부 자원을 확보해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성공한 사례를 모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발, 

전하고 있는 합작사는 내부 자본 요소 보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 요소를 

결집하고 대리 문제를 피하기 위해합작사의 지배 구조는 자본 요소의 역할

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는 제도로 치우치게 된다& * * 0..59 林堅 黄勝忠 孔
예를 들어 일부 합작사는 자* * 0./.9 * * 0./.', * 詳智 蒋忱忱 周春芳 包宗順

본 축적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립금을 불가분의 공동재산으로 

확정하고 구성원은 퇴사할 때 가지고 갈 권리가 없으며 이를 통해 합작사* * 

의 자본의 안전성을 보장해 시장 경쟁력과 조직발전 능력을 확보하다 또 , 

합작사 규칙에서 구성원이 합작사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하다고 규정하는 

것도 일부 합작사가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응루이, 

야오 는 현대 합작사 제도의 및 가지 변화를 정리하며 자유& * 0..2' * 应瑞瑶
롭게 입사나 퇴사에서 구성원 자격의 비개방으로 변화 절대적인 인 표* ‘/ / ’

에서 차별 인정 발전 공공 축적된 자본의 불가분성에서 소유권 명료화 전* 

환 자본 보수 비율에 대한 엄격한 제한에서 외부 자본에 대한 주식분배 방* 



- 83 -

향으로 발전 구성원 관리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 경영자 관리로 대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모방적 동형화 로 인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은 고정화해지고‘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노동자 대우 완화에 있어 보다잘 하다고 볼 수 없* 

다 특히 세기 들어오면서 개혁개방의 심화와 경제의 고속 발전 그리고 , 0/ * 

과학 발전 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 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 복지의 다원적 ‘ ’ ‘ ’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년 중국종합사회조사 에 의하, 0./3 &CDPP'

면 점 척도를 이용해 공중의 평점을 통해 정부를 제공한 공공 복지* .+/..

서비스에 대한 공중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보여준 뜻이 모두 * 

점 합격 점수가 높지만 점수가 매우 높지 않고 올라가는 공~을 많이 남4. * 

아있다고 볼 수 있다,

자료 저자 정리8 

또한 중국종합사회조사 에서 정부를 제공한 공공 서비스를 강화해&CDPP'

야 할 부분에 대한 공중인지 조사를 살펴보면 조사 결과에 의하여 공중은 * 

주로 필수적인 일반 적용 정도가 높은 기초 공공 서비스를 원하며 이런 부* 

분들에 대한 정부의 부족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표 정부를 제공한 공공 복지 서비스에 대한 공중의 만족도[ 6]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표준오

차
통계량 표준오

차
공공 교육 10968 70.90 21.119 -1.571 .023 3.283 .047

의료 10968 68.2291 20.54677 -1.308 .023 2.455 .047

주택 보장 10968 62.89 24.765 -1.222 .023 1.167 .047

사회 관리 10968 66.42 22.062 -1.478 .023 2.489 .047

취업 10968 63.1725 23.27616 -1.314 .023 1.651 .047

사회 보장 10968 67.19 21.525 -1.412 .023 2.468 .047

기초 사회 

서비스
10968 66.09 23.093 -1.351 .023 1.862 .047

공공 문화 10968 65.79 23.720 -1.470 .023 2.053 .047

기초 시설 10968 67.38 22.303 -1.537 .023 2.568 .047

유효 목록N(

별)

1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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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정리8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충족도 균형도 、리도 및 일반 적용 정도에 대한 * * 

만족도의 조사 결과를 ~단하게 살펴보면 평균값은 모두 근처가 있으* 0,3 

며 공중들은 공공 서비스의 균형과 、리의 만족 정도는 높지 않고 중~ 정* 

도 고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료 저자 정리8 

따라서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발전시켜 사회 서비* 

표 강화해야 할 공공 서비스[ 7]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
트

누적 퍼센
트

유효 대답할 수 앖음 421 3.8 3.8 3.8

공공 교육 1346 12.3 12.3 16.1

취업 1646 15.0 15.0 31.1

사회 보장 1902 17.3 17.3 48.5

기초 사회 서비스 1733 15.8 15.8 64.3

사회 관리 596 5.4 5.4 69.7

의료 1830 16.7 16.7 86.4

주택 보장 719 6.6 6.6 92.9

공공 문화 123 1.1 1.1 94.1

기초 시설 556 5.1 5.1 99.1

기타 96 .9 .9 100.0

전부 10968 100.0 100.0  

표 공공 서비스의 충족도 균형도 편리도 및 일반 적용 정도에 대한 만족도[ 8] , , 
 공공 서비스 

자원의 충족도
공공 서비스 

자원의 분배 

균형도

공공 서비스 

자원의 편리도
공공 서비스 

자원의 일반 

적용도
N 유효 10968 10968 10968 10968

결측 0 0 0 0

평균 2.75 2.49 2.75 2.61

최빈값 4 2 4 4

표준편차 2.277 2.418 2.280 2.458

왜도 -3.773 -3.467 -3.718 -3.484

왜도의 표준오
차

.023 .023 .023 .023

첨도 15.219 12.501 14.961 12.446

첨도의 표준오
차

.047 .047 .047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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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의 생산성을 대폭 높일 수 있고 사회 서비* 

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량을 빠르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서비, 

스의 질 그리고 접할 수 있는 소비자는 점차 계층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 * 

있다 특히 민~ 교육 기구나 양로기구 등 사회적 기업을 제공한 사회 서비, 

스의 수요와 공œ 측면으로 보면 현재 중국에서 과소와 과잉 현상이 중시 * 

존재하다 중국 특히 연해 경제 발달 지역에서 공공 사회 복지 서비스나 , * 

제품에 대한 다원적인 수요를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다원적인 수요를 , 

충족시키기 위해 한、으로 수요만큼 공œ이 부족하다고볼 수 있는 반면에* 

다른 한、으로 이미 제공된 사회 복지 서비스나 제품은 약 정도 0.#+1.# 

관심을 받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보면 현재 중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을 제, 

공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계층은 최소 중산층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서비스는 그의 공공성으로 인해 사장에서 가격, 

을 책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

은 두 가지 극단적인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산층을 접할 수 있고 사회 ,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생존하기 위해 주로 정부 구매

나 정부 지원을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에 정부 지원을 부족한 

경우는 사회적 기업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상

이 있다 이에 비해 시장 체제 주로 의존하고 있는 고품질 사회적 기업은 ,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제 능력이 뛰어난 상층 계층만 향

유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실현하고자 하고 조직 내 노동자와 사용자의 구* * 

분이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사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야 한다 이정&

봉 김성기 따라서 실제로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 * 0./0',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노동자 사용자 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 +

는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한、으로 인사노무관리의 차원에서는 조직 현, 

장의 구성원에게 업무 재량을 위임하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체제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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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조직의 의욕과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권한부여 권한이양 등‘ ’* ‘ ’

이 존재한다 한국기업교육학회 이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연구& * 0./.', 

에서 계œ의 문제를 ~과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 

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표방한다 할지라도 시장경제와 완전히 동떨어진 공~

에 별개의 경제를 구성할 수는 없다 사회적 경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요소, 

들을 시장경제에 의존하여 획득해야 하며 여타 일반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기, 

업의 생산성 이윤율 등은 전반적인 시장경제의 추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정* &

지승 정지승 에 따라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일한다 는 의미부* 0./2', &0./2' ‘ ’

여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산업전략의 본질을 가리고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수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 

직의 사회적 가치 는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이데올로기‘ ’

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경제 조직은 대안으로 강조하면서 노, 

동자의 지위에 존엄을 부여하는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노동자 개* 

인이나 경영진이 효과적 경영을 수행하지 못하며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 

나 하면서 소규모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성, 

공하더라도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해산하는 경향이 있고 자본조달 능력이 * 

결여되어 있으며 생산 방식과 시장 거래에 있어서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다* 

는 점 등이 지적되곤 한다, 

민c 사회 차원,) 

사회적 경제 조직은 현재 주류 시장과 다른 도덕화 시장 에서 생존하고 ‘ ’

있고 이런 도덕화 시장 과 주류 시장 사이에 어느 정도의 경계가 존재하* ‘ ’

며 이런 경계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치 이익 이중 목표를 잡을 때에 있* +

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런 도덕화 시장 에서 생존하고 있* ‘ ’

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국가와 시장에 제외한 민~ 사회에서도 자원을 얻

을 수 있다 그러나 서구 사회와 달리 현대 중국 사회에& * * 0./6', 嚴俊 孟揚
서시민사회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사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영리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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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아직 부족하며 한자 분화로 인해 영리 란 수익 분배나 유료 서비스* ‘ ’

를 지정하는 것도 불명확하다 이로 인해 공중 입장에서 영웅주의 식 자선 , ‘ ’

단체와 선행 식 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오히려 더 받아드리기 쉽지 ‘ ’ CPO

않다,

서구 사회는 오래전부터 시민사회의 전통과 자치적인 문화 가치관을 가지

고 있다 의 연구에 따라면 서구 전통에 뿌리 깊게 박혀 있고 많, J[&0./4' * 

은 가변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는 경제와 국가의 사회적 상호작"

용의 영역으로서 모든 친밀한 영역 특히 가족 연합의 영역 특히 자발적인 * & '* &

협회 사회운동 대중 의사소통의 형태 위에 구성된다 고 정의할 수 있다'* * "

이런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개인주의는 중국전통 &Cib_h & >l[ni* /773', 

이해의 이기심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주창하는 사회 이론 으로% % * 

사회 질서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토대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한다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자치적인 논리 가치관에 따라면 서구 사회의 , %

공 과 사 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중사 즉 공 의 관계이다 따라서 서구 사% % % % % % % , 

회에서 국가 와 정부 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 ’ ‘ ’ , 

면 서구 사회의 사 란 개인의 의지가 법률 규범을 위반하지 않은 조건에서 % ’

자치권 특히 경제 활동을 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을 강조함에 비해 공 은 * % %

피통치자 개인에 상대한 국가 공권력을 가리킨다 따라서 개인주의의 질서 * , 

논리의 핵심은 국가나 각종 특수한 패권의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것

이다 이러한 이념 논리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이원화되어 사적 영역의 시, 

민사회가 형성되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치 공~이 되었으며 나아가 사회 * * 

조직의 성립과 그 사회 공공 서비스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수천 년의 봉건 사회로부터 국가주의 국가 즉 개인과 국* 

가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에 중점을 두는 사회이다 개인과 국가 사이에는 , 

상호대립적인 관계가 있으며 중국의 도덕 체계 중 공 은 있어야 하지만 * % & '%公
사 는 없어도 된다는 정신을 가장 강조하다 중국 이상적으로 정치의 최% & '% , 私
고경지인 천하위공 으로 대동사회 은 이런 논리의 적% & '% % & '%天下爲公 大同社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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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윤리 질서 속에서 개인의 품행 수양은 사, ‘ ’

와 공 의 사이의 취사 과정에 달려있다 즉 하위 층의 이익을 희생함’ ’ & ' , 取舍
으로써 상위 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소가 보대가 라는 v % * & '%，捨小家 保大家
이념이다 이런 윤리에 의해 개인과 사회는 국가에 파묻혀 사적 영역에서 , 

자유 및 자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몰론 봉건 사회 및 민국시기에서도 시민, 

사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은 학자들이 있다 역사학자인 , 

와 은 세기 말 청나라에는 토Tcffc[g & Oiq_&/762* /767' J[ls&/764' /7

지 소유와 상인 엘리트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관료주의 밖의 공공 활동 영역

이 œ속히 확대됐다고 강조한다 과 는 세기 초, O[hech&/764' A[pcd&/767' 0.

까지 중국에 인공적인 시민사회 가 존재했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일부 역% % , 

사학자들은 중국의 공공 영역과 시민 사회를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그러한 

서구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적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 

과 은 년 이후 중국에서 공공 영역이 지T[e_g[h&/771' Eo[ha&/77/' /7..

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이것이 국가에 대한 시민 권력의 주장으로 이어지* 

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 의 개념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분통하* E[b_lg[m "

게 발·한다 에 따르면 국가 강한 통제력은 꾸준히 &jicah[hn'" , T[e_g[h

성장해 왔고 대부분의 중국 국민들은 권리와 책임보다는 의무와 상호의존* 

의 측면에서 사회적 존재를 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획 경제 시기 전통적인 대가족 모델도 이런 국가주의 윤리의 연장이‘ ’ 

라고 볼 수 있으며 집중화와 통일성이 특징으로 경제 활동 수입 분배 심* * * 

지어 사람들의 생활이 모두 고도로 일치함을 강조하다 그러나 개혁 개방 , 

이후에 중국의 사회적 구조에 있어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되며 시민사회* 

를 점차 발전하게 시작했다 개혁개방 이후 사회 구성원과 기업을 포함된 , 

사회 조직들이 모두사회 경제 주체로 성장하면서 역사적인 대가족 모델은 ‘ ’ 

해체되기 시작했다 조직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 구성원 사회 조직과 , * 

사회적 공익 ~의 관련 정도가 크게 약화시키고 전반적인 사회의식이 쇠퇴* 

하며 개인의 의식이 œ격히 부각되어 사회 구성원과 사회 조직들이 직접정* 

부의 도움과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전통적인 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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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존재한 공영공쇠 정체성을 점차 없앴으며 사회 구성원 ~‘ & '’ * * 共榮共衰
사회 조직 ~에는 뚜렷한 이익 경계가 형성되고 각각 독립적인 이익을 가* 

진 사회 경제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 문화는 완전히 사라진 , 

것이 아니라 아직 까지 남아있고 현대 사회에서의 공민 인지도 큰 영향을 +

미치고 있다 시각을 바꿔 보면 공 이라는 것은 꼭 국가주의를 대표하는 , * ‘ ’

것이 아니라 유가 문화 중의 가족 윤리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 , 

국의 수천 년 봉건 체제 하에서 왕권은 최고하고 유일한 통제 권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왕권이 장악한 영토 내에서 사회적으로 자치의 권리는 거의 * 

없다 그러나 왕권 사회에서도 사회는 각 가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 가, 

족 내의 개별적인 중요 인물의 흥망성쇠는 전체 가족의 흥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사회의 윤리 질서는 전통 유교 문화에서 가족 문, 

화의 제약도 받고 있다 이런 문화적 침투에 따른 사회적 가치관은 가족이, 

나 내부 구성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할 뿐 공민 사회의 전체 이익에 대한 

인문적 가치관이나 공민 의식이 취약하다,

현대 사회까지 이어서 보면 사람들이 공평과 공정에 대한 요구와 효율 의

식 ~의 딜레마는 공공 사회 관리와 주체 의식 ~의 불균형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 것은 항상 사람들의 모순된 심리상태로 표출된다 한、으로는 * , 

자신이 남에게 뒤지지 않고 물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평* 

등하게 얻고자 하며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관념과 행위를 모두 * 

공평하고 공정한 것으로 ~주하고 반대로 불공평하다고 여긴다 또 한、으* , 

로는 사회적 경제발전의 기회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가 자원 정책 * 

등의 특별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원하며 그 반면에 그로 인한 위험을 감* 

수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사람들의 공평하고 공정한 요구와 효율 의식의 , 

모순이 개인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나 사회의 이익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와 처리에 명백한 、파와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

낸다 그러므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정당성을 확보하기위해 정부뿐만 아니, 

라 개인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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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이란 대중이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니거나 구현해야 할 가치 체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세계 사회적 경제 조, 

직의 발전 과정을 보면 유럽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에 * 

대한 인식은 인문주의의 역사적 전통과 연결해 이상주의로 흐르게 되고 반* 

면에 북미 사회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은 실용주의의 역사적 

전통에 의해 비교적 효율과 시장화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복잡하여 현대 문화의 영향을 

받은 동시에 문화 전통과도 서로 얽히고 현저한 지역적 차이도 가지고 있* 

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중국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은일반적, * 

으로 단순히 돈을 벌기보다는 서비스를 강조해야 하는 것이고 상업* /, * 0, 

적 이익보다는 빈곤구조 를 강조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내&Mli+jip_lns' * 1, 

부 업무 결정과 관리에 있어서 모든 구성원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 행위가 아닌 집단주의 행위를 권장해야 하면서 * 2, 

자신의 효율을 높여 지역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徐旭初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일반 사회 공중 특히 사회 경0..7', * &

제 조직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 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

대한 인식이 전문 지식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미디* 

어 홍보와 자신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접촉하거나 사용하는 데의 종합적인

기억 및 이해에 기인한다 그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수& * 0..7', 徐旭初
성을 잘 알지 못 하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거나 참여*

한 이유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기

대하거나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이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에 대한 진심으로 * 

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그럴듯하고 비현실적인 문화적 , 

인식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나날이 사회 대중의 시야에서 벗어남에 따라 사

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을 굳어지고 뒤쳐지게 만들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관한 이런 굳어지고 뒤쳐진 인식을 중국 사회와 연결

한다면 국유경제 시기 중국 전통적인정부 주도한 사회 복지 제공 체제에서 * 

사회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외 계층을 뿐이며 사회 복지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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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은 생활 필요한 최소 수요를 뿐이다 이때는 한、으로 최저 생활 보장, 

은 사회적 가장 빈곤과 소외 계층만 대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사회 구성원

은 사회 복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다른 한、으로 최저 생활 보장은 복지 , 

대상자들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만 근본적으* 

로 개인의 인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을 끌어올리도록 도와주지 못해 복지 

대상자들의 삶을 항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어려움에서 벗어나 생활 

형、을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구조를 지속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

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보、적으로 사회 복지 란 사회적 구호 나 다름없이 , ‘ ’ ‘ ’

인식하기 때문에 사회 복지의 구제 대상은 피동적인 피구제자가 될 수밖에 

없고 피구제자의 주관적인 약자 심리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 * , 

전통 문화 중의 자립 자강 문화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 %* % %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 

사회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능 생리적 결함 성격이 괴팍하다% %* % %* % %

등 딱지를 붙여 그들의 마음을 상처 입히기도 한다 그리고 계층적 욕구 이, 

론 에 따르면 개체는 낮은 차원의 수요가 충족&bc_l[l]bc][f nb_ils if h__dm'

돼야만 높은 차원의 수요를 추구할 수 있다 전통적인 복지 구제 체제에서 , 

피구제자의 최저 생활만 보장해줬을 때 생존 욕구도 제대로 충족되지 않아 

사회 공익적이나 자기실현적 욕구가 생기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 복지 구제 

대상의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한 것도 전통적인 복지 체계에서 생긴 문제이

다,

시기 들어온 후에 국유경제가 약화되고 시장경제와 결합하면서 사회적 0/

경제 조직은 사회 복지 제공의 주요 주체로 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사회 복* 

지에 관한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일반 공민의 인, 

지는 아직 자선 에 머물러 있으며 이익을 얻으면서 공익을 표방하는 사회‘ ’ * 

적 기업에 대한 포용 정도는 높지 않다 반면에 합작사의 경우를 보면 합, * 

작사에 대해 농민들은 모르거나 알더라도 합작사를 참여하는 것에 대해 관

심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일부 이미 합작사를 가입하는 농민들, 

은 자발적으로 합작사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합작사 구성원이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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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도 모른 경우에서 피가입 한다 농가의 합작사에 대한 낮은 ‘ ’ & * 0.//',潘勁
인식 정도와 높은 조직 비용은 그들의 참여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합작사의 형성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 * 0..29 * 石敏俊 孫亞範
박경철 박경철 의 연구에 따라면 정부와 학계에서 합작0..19 * 0./1', &0./1'

사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지만 합작사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 부족하고 역* 

사적 경로의존성에 의해 촌민위원회의 역할을 더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 

합작사 조직에 있어 농민의 역량이 부족하고 정부와 기업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미시적인 개인의 인지를 넘어서 이데올로기 측면으로 보면 중국 사* 

회적 경제 조직 특히 합작사는 시작으로부터 현지 사회와 깊게 연관되고 * 

있어 그의 이념 제도와 실천은 사회 문화 그리고 그 안에 배태되고 있는 * * * 

비정식적인 제도를 어울리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 * 0..7', 徐旭初
국 사회에서 시장 경제 발전할수록 전통적인 도덕 관습 호혜 메커니즘을 + +

통해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서구 자유 시장 경제 하에 형성한 평* 

등과 신뢰 같은 가치관이 부족하며 남아있는 계획 경제 시기 합작사에 대* 

한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 필요성에 대한 의심이 된다 따, 

라서 이런 규범적 가치관을 부합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은 민~ 사회에

서 지원을 받기 위해 효율이 있으면서도 소박하고 재무적으로 자원을 부족

한 이미지를 최대한 보여줘야 한다 투자자도 이윤 획득 능력이 비교적 우, 

수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비록 이러한 사회적 , 

경제 조직은 성실하게 공익을 이행하고 있더라도 생존을 위해 필요한 만한 * 

자원은 이미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 嚴俊 孟揚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에 있어 공중에 의한 민~ 0./6', * 

사회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규범적 동형화 형상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 ‘ ’ 

지속발전가능성에 악영향을 크게 미친다 특히 현대 중국 농촌에서 농촌 공, 

동체의 해체는 이미 신농촌집단경제의 발전을 사회 기반 부족에 이르나 농* 

촌 공동체를 재건하려면 먼저 중국 농촌에서의 이익 분배 메커니즘을 확립

하고 분산된 농민들을 조직해야 실현할 수 있다 그& * * 0.0.', 李文鋼 馬良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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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중국 농촌 사회는 토지 제도 개혁 이후에 경제 체제가 지나치게 개인 

분 의 영역을 강조하면서 집단 통 의 기능이 농촌 사회의 조직 기반 % & '% % & '%分 統
부족으로 약화됐다 이로 인해 농민들을 더욱 이성화 및 공& * 0./5', 鄭有貴
리 화 되며 합작의 의지와 능력을 상실하게 되였다 따라& ' * & * 0./4', 功利 梁昊
서 농촌 사회에서 갈수록 전통적인 도덕 관습 호혜 메커니즘을 통해 농촌 + +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 공동체의 경제 발전은 지역 사회* 

적이고 종합적인 농촌 합작조직을 세워 농민들을 조직해야 하지만 농촌 사* 

회의 원자 회와 사회적 분업의 복잡화로 인해 교제를 할 때 계약에 기& '原子
초해야만 사회 활동에 협력할 수 있게 된다& * 0./6', 楊團

그러나 사람들을 협력하여 합작사와 같은 사회적 결제 조직을 만들고 이

를 통해 시장과 거래하는 이유는 시장과 거래할 때 외부 비용을 내부화 하

기 위해서이다 자원의존이론에 따르&Ci[m_* /7159 * * 0./2', 鄧衡山 王文璨
면 기대 수익 이 기대 원가 를 넘어서면 외부 핵심 지원을 확보할 수 있으‘ ’ ‘ ’

며 경제 주체가 기대 수익 이 기대 원가 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 % % %

데 이런 기대는 기존 제도 안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기대 수* , %

익 이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경제적 보상 둘째 제품 판매 % , * * * 

경로 확보 셋째 생산능력의 유지와 확대 넷째 협의 권력이다* * * * &Obid_m* 

그러나 판진 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대 수익이 불명/761', & * 0.//' * 潘勁
확하고 창시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합작사에 가입

하고 싶지 않은 이유이다 일반 농가는 생산규모가 협소해 합작사에 대한 , 

기대 수익은 제한적이지만 합작사의 설립 비용은 높아 위험을 피하기 위해 * 

합작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싶더라도 합작사의 설립에 나서고 싶지 

않다 그러나 반면에 대농가의 경우는 생산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그들, 

은 합작사에 대한 기대 수익은 매우 높고 게다가 장기~의 대규모 생산으* 

로 인하여 그들은 이미 일정한 판매 경로를 구축하고 많은 경영 경험과 네

트워크를 축적하여 합작사의 운영 원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는 현재 * , 

중국의 많은 농민전업합작사가 대농가로부터 형성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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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조직수익은 공공성이 있는데 조직의 구성원* 

이라면 조직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든지 상관없이 동등하게 수익을 나눠 가

질 권리가 있다 이런 조직수익의 특징은 조직원들이 모두 무임승차를 원하, 

게 만들며 남들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자신은 수익만을 나누게 원한다는 * 

것이다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적으로 분담, 

한다고 동의하더라도 공동 이익과 다른 개별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으면 

개인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구성원은 공통의 조직 목표를 달성하도록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이다&J[h]ol Lfmih* /75/', H[l[hnchchcm & W[ai 

는 게임 이론 을 이용해 협동조합의 최대 규모와 투자&0../' &D[g_ nb_ils'

자가 소유한 영리회사보다 농민이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결정 요인의 시뮬레

이션한 모델을 만들었다 그들은 협동조합의 이질성이 협동조합의 효율을 ,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비효율적인 생산자들이 회사에 대신 협동조* 

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협동조합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고효* 

율 농민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비효율적인 농민들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 

협동조합을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 * * 0..3', 郭紅東 錢崔紅
업가를 가진 자본에 대해 어떻게 가격을 매기고 보수를 지불할 것인지가 매

우 중요한다 합작사 제도에서기업가에게 그를 가진 자본에 대해 상응하는 , 

잉여청구권을 주지 않을 경우는 기업가는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실천에서 인적 자본을 주식에 종속시키고 주식에 따라 잉여금

을 분배하게 된 것이다& * * 0./19 * 0./29 * 周應恆 王愛芝 王軍 劉西川 徐建
* 0./5', 奎

동시에 세계화의 심화와 플랫》 사회의 도래에 따라 개인주의 이데올로기

가 강화되고 전통적인 호혜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 가지를 실현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존재한다 특히 플랫》 사회에 의한 빠른 정, 

보 전달을 통해 일부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불도덕 행위를 공중에게 알려져* 

이런 부정적인 정보의 증가에 따라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사회적 경제 조직

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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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C' 을 통해 본 중n 사회적 g제 조직의 

효율

사례 자애b 양로 서비스 pm1' 13 ‘ ’ (KiIiRiI ZMViWY KIYM)

사례 소d1) 

자애가 양로 서비스 기구는 야오리 라는 사회적 기업가가 노인이 ‘ ’ & ' ‘姚莉
존엄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이념으로 제출하고 창립했다 년’ , 0..7

에 자애가 는 베이징 민정 부문은 주관 부문으로 민영비기업단위로 등록되‘ ’

고 년 사회적 기업 인정 시스템에서 최고 등œ의 사회적 기업을 인정* 0./7

받았다 자애가 는 거가 양로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개의 , ‘ ’ & ' 0.居家
지역 거가 양로 서비스 기구 은행사 장자 아파트 동성구* ‘ & '’ & ' * &銀杏社 長者 東

양로서비스지도센터 등 양로 서비스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여개의 ' * 1..城區
정부 프로그램과 공익사업을 수행했다, 

자애가 는 사회적 기업으로 정부 및 정책 측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 ’

해 사회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최근 및 년 ~ 점차 심어진 양로 문제와 다* 

양화 양로 수요를 해결함으로서 거가 양로 서비스 영역을 선택한다 거가 , 

양로 서비스란 노인의 돌보 재활 치료 등 서비스는 전통적인 양로원에서 * * 

하기 보다는 노인은 익숙한 집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애가 의 거가 양, ‘ ’

로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는 초기에는 중국 사회에서 아직 거가 양로에 대

한 개념이 없는데 심지어 공상 부문에 가서 자애가 를 등록할 때 거가 양* ‘ ’ * 

로 서비스가 없어 양로원이 아닌 거가 양로 서비스는 가사 서비스 유형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년 자애가 경영팀은 미국 , 0.// ‘ ’ 

거가 양로 서비스 기구인 의 서비스 모델을 투입하기로 “Ocabn [n Eig_”

하는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서비스 내용과 프로세스가 중국의 실* 

제상황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게다가 양로서비스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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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초기에는 자애가 경영팀은 시장 모델이 성공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 ’ 

생각으로 시장모델만 집중해 부유층을 위한 서비스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하지만 자애가 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 서비‘ ’

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회 각 분야가 돼야 한다는 것이 인식되자 모

델을 변화시키기로 했다 미국이 있는 동종 서비스 기관이 공공 의료 보험, 

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고객이 많고 일본 유럽 호주 등 양로 서비스지œ * * *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경제적 이질성, 

이 크고 시장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국 사회에서 양로 서비스대* 

상 어떻게 확대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가정형、이 어려운 , 

노인들이 서비스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자애가 에 있던 현지 지역 민정부문은 자애가 를 실천하려고 하‘ ’ ‘ ’

는 양로 서비스 계획은 관심을 가져 지원하기로 했다 게다가 개혁개방 이, 

후 특히 세기 들어온 후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에 있어서 중국 정부* 0/

는 신관리주의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 프로젝트 형태의 공공 서비스구매 * 

및 공익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년 월 일에 현지 민정 부문의 주도 , 0./1 1 06

하에 자애가 는 정부 부문이 포함한 다른 및 가지 파트너 조직들과 양로 ‘ ’

서비스 추진 협약을 하나 체결했다 동시에 민정 부문과 중국복지협회가 개, 

최한 제 회 양로국제박람회에서 베이징 최초의 지역 사회 거가 양로 재활 0

서비스 센터가 건립되고 응원한 의미로 민정 부문을 개최한 지역 사회 가* %

정 양로 서비스 브리핑 도 여기에서 열었다 오늘날까지 이 센터는 이미 이 % , 

지역과 주변 다른 지역에 거주한수천 명 노인을 대상으로 총 만여 시~의 5

거가 양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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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림 eb 재활 양로 서비스G 2] 

자료8

bnnjm8--gj,q_crch,kk,]ig-m=ZZbct;JterJQB/KQV0L>;;&gcd;0025272.26&cdr;/&

mh;/2f42041]5/b].b3/31b6_6.f3.b.b0[&miol]_;2/"q_]b[nZl_dcl_]n

하지만 위에 언œ한 것처럼 사회 문제를 해결에 있어 개혁개방 이후 정* 

부 직접적인 복지 지출의 감소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세제 혜택 및 

공공 구매 계약 등 정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의 사회적 가치관이나 

사회적 목표보다 정부의 규정 및 정책 목표를 더 맞추는 경향이 있다, 

년 자애가 가 정부 공공구매에서 공부 계약을 받아 동성구 커뮤니티 0./5 ‘ ’ * 

서비스 센터의 위탁으로 동성구 양로 서비스 지도 센터 를 운영하게 됐다% % , 

지도 센터의 임무는 전 지역의 양로 서비스 자원 통합 플랫》을 구축해 양

로 산업 지도 서비스 시범 선도 양로 전문교육 및 브랜드 보œ 등에 적극* * 

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양로 서비스 지도 센터의 운영은 , 

자애가 에 큰 의미를 주는 동시에 구매 계약에서 자애가 의 거가 양로 원‘ ’ * ‘ ’ % %

칙에 어긋나는 사업도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지도 센터 옆에 있는 한 소, 

형 양로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자애가 의 경영팀은 자애가 가 주로 거가 양, ‘ ’ ‘ ’

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전통적인 양로원 모델은 자애가 의 브랜드 이미* ‘ ’

지 경영 전략 심지어 기업 가치관도 맞지 않은 다고 봤다 하지만 공공구* * , 

매 계약의 한 조건으로 명시돼 있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소형 양로원, 

은 바로 은행사 장자아파트의 전신이다 원래의 소형 양로원은 오랜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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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나고 낙후한 시설 단일한 서비스로는 현대 사회에서양로 서비스에 대* 

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 년 월에 자애가 는 노인들이 、하, 0./6 /. ‘ ’

게 살 수 있도록 이 소형양로원은 은행사 장자아파트로 다시 리모델링했‘ ’ 

다 전통적인 양로원과 구별되기 위해 젊은 팀원들과 소통하여 기본적인 양, 

로 수요 외에 젊은이들의 생각대로 현대적인 양로원을 디자인했다 새 아파, 

트의 기능 배치 서비스 내용 등 국내외의 선진적인 양로 이념과 기술을 잘 * 

녹여내고 기존 양로원의 지역적 접근성의 기초에서 더해 자유롭고 활발한 * 

개방적 이념을 결합해 새로운 양로원 모델을 모색함으로 자리 잡았다 은행, %

사 의 방에는 스마트 오디오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아파트 건물 바깥쪽에 % * 

작은 채소밭도 있다 채소밭에는 열무 배추 유채 딸기 등이 심어져 있는, * * * 

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입양해 재배할 수 있고 포인트 교환 장치도 동시* * 

에 마련돼 있어 채소 재배 폐기물 분류 등 ~단한 노동 참여를 독려하고* * 

노인들은 포인트 적립으로 무료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다,

o림 은행사 장자아파트G 1)]a ‘ ’ 

자료8

bnnjm8--gj,q_crch,kk,]ig-m=ZZbct;JterJQB/KQV0L>;;&gcd;0025272.26&cdr;/&

mh;/2f42041]5/b].b3/31b6_6.f3.b.b0[&miol]_;2/"q_]b[nZl_dcl_]n

그리고 자애가 는 자기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사회 소유를 ‘ ’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업의 경영 모델을 투입해 시장 자원

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보하고 있다 초기 자애가 는 병원처럼 표준화돼 , ‘ ’

있지만 거가 양로에도 적합한 안전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려 했다 그래서 , 

전문적인 기능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는 한에서 실천으로부터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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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안전 평가 의약 기록 서비스 기록 해프닝 등 관건 문제를 해결할 수 * * * 

있는 제도와 규범을 제정하고 동시에 소통 의전 등 요소도 강화했다 즉* * , * 

현행 법규가 허용되는 조건 하에 노인의 실수요를 최대한 해결한다는 전제

하에 독특한 거가 양로 서비스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년 자애, 0./1 ‘

가 재활팀은 노인 장애가 노인 질환으로 인해 생긴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 

식하게 되자 노인과 장애인을 동시에 돕기 위한 거가 재활 서비스를 시작하

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재활은 중국 사회에서 아직 새로운 영역이었다 재, , 

활에 전공하는 대학 졸업생들은 열정을 갖고 찾아왔지만 서비스 기술이 고* 

객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개인의 발전 전망이 불투명해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천 중에 많은 저소득 노인들이 뇌졸중 때문에 넘어, 

지거나 기타 질병이 회복되지 않아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본 후에 자애가‘ ’ 

재활팀은 거가 재활 서비스 구축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전문적인 * 

가정 재활 서비스를 구촉하기로 결심했다 동시에 자애가 는 중의를 거가 , ‘ ’

양로 서비스에 끌어들였다 이 아이디어는 중의 과학원 일부 전문가의 전폭, 

적인 지지를 받아 유명 전문가인 오중조 가 직접 자애가 중의팀을 & ' ‘ ’ 吳中朝
위해 중의 문화와 의덕을 교육해 줬다 동시에 많은 석사와 박사들이 자애, ‘

가 중의팀에 취업하고 지금까지 이미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수만 번 ’ * 

제공했다,

게다가 자애가 기술팀과 파트너들 기업은 년에 걸쳐 아름다운 꽃 온라‘ ’ 4 % % 

인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었다 체계적인 데이터 처리를 통해 서비스의 개별, 

화와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꽃 시스템 , % % 

설계초기인 년 온라인 서비스는 오늘날처럼 보、화되지 않았고 양로 0./1 *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의 세대교체와 서비스의 지속적 변화에 따라 

아름다운 꽃 시스템 개발도 계속되어 왔다 설계 프로그래밍부터 사용 수정‘ ’ , 

까지 그리고 평가 정비계획 서비스 기록부터 프로젝트 관리 건강 관리* * * * * 

역참 관리 이벤트 기획 스마트 커뮤니티와 쇼핑몰까지 심지어 오늘날에 * * * 

지식 라이브러리 인적자원 및 훈련과 연계하여 초기 구상했던 서비스 관리 * 

시스템을 하나의 온전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으로 구축하고 있다 아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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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꽃 시스템은 저작권 인증을 획득하여 자애가 의 중대한 연구개발 성과’ * ‘ ’

가 되었다 아름다운 꽃 시스템이 있기에 자애가 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 ‘ ’ ‘ ’

따뜻한 서비스와 엄밀한 데이터 논리 그리고 프로세스를 연결하게 됐다* , 

한 노인의 상황은 평가 ~호 재활 중의 전문가 고객서비스 기타 전문 * * * * * * 

서비스에 의해 동시에 도킹할 수 있고 한 노인의 서비스는 한 팀에 의해 수*

행하여 서비스의 질을 보증하고 서비스 자원의 낭비를 피할 수 있다 온라, 

인 플랫》을 통해 자원을 통합해 통합 가족 건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아름다운 꽃 시스템의 데이터는 전문 인력이 고객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 ’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팀의 제품 개발과 서비스 혁신* 

에 도움도 준다 현재 아름다운 꽃 시스템에는 만 노인의 각종 서비스 기, ‘‘ ’ /6

록이 쌓여 있다,

o림 아름v운 꽃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G 11] ' ' 

자료8

bnnjm8--gj,q_crch,kk,]ig-m=ZZbct;JterJQB/KQV0L>;;&gcd;0025272.26&cdr;/&

mh;/2f42041]5/b].b3/31b6_6.f3.b.b0[&miol]_;2/"q_]b[nZl_dcl_]n

이 밖에 자애가 는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양로 서비스의 이념을 널‘ ’ *

리 알리기 위해 양로 서비스 인재 양성학교도 설립했다 자애가 의 특성과 , ‘ ’

실천을 결합한 동시에 중국 문화의 전통적 가치관을 융합해 자애가 만의 ‘ ’ %

사랑의 행위 예술 이라는 직원 양성과정을 개발한다 자애가 애서는 사랑% , ‘ ’

의 표현은 일종의 예술적 표현으로 여겨지고 양로 서비스를 행위 예술로 * 

여기고 교육을 통해 박수나 격려 없는 환경에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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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향상시킨다 동시에 양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동료들에게 덴마크 독, * 

일 일본 미국 등 국가 출신의 외국 전문가들이 양로 분야에서의 이념 기* * * 

술 방법에 관한 전 방위적인 교육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소통하* * 

는 디테일의 의미를 충분히 알게 하고 다양한 소통의 노하우를 익혀 자신* 

의 사랑을 디테일에 담아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초기 교육 프로그램의 성, 

공적 실행과 함께 대학 지역사회 전문서비스회사 보험회사 가정까지 자* * * * ‘

애가 의 교육은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업무의 발전과 서비스 이념의 ’ , 

끊임없는 혁신으로 교육 과정은 의사소통의 이해와 돌봄 기능에서 노인과 

가족의 건강한 생활 능력을 향상 시키는 모든 면으로 확장되었다 예를 들, 

면 웨이트 트레이닝 중의 건강 청결과 정리 영양 식사 그리고 음악 미* * * * * 

술 사진 영어 요리 등도 포함되었다 년에는 코로나 로 인해 자애* * * , 0.0. +/7

가 온라인 수업을 낳게 되고 교육 범주를 넓혀 사람들의 삶과 더욱 긴밀하* 

게 결합했다,

사례 분석2) 

자애가 는 중국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민영비기업단위 형태의 기업으로‘ ’

서 개인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으로 출발하고 시장경제에서 공익을 위해 영* 

리활동을 하면서 정당성과 정부 핵심 자원을 얻기 위해 어느정도의 국가 * 

권위적인 지배를 따라야 한다 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발적결사에 의해 공, 

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볼 수 없지만 다양한 전략으* 

로 통해 전통적인 국유경제조직과 구별되고 사회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킴* 

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형, 

태의 공공 서비스 구매 및 공익 투자에 있어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 

신관리주 의이론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애가 같은 * ‘ ’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이를 이용하여 정부 수요에 따라 서비스와 기능을 조정하v *v v v v v v

면서 일련의 전략적인 수단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부 구매에 있v v v v v v * 

어 모순적인문제가 많이 존재하며 이를 맞추기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 

사회 목표가 왜곡될 수 있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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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애가 는 민영비기업단위로서 시장 경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 ’

대해 어떠한 형태의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자애가 는 시* ‘ ’

장 경쟁에 있어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자애가 는 사회적 경제 , ‘ ’

조직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표방한다 할지라도 시장경제와 완전

히 동떨어진 공~에 별개의 경제를 구성할 수는 없고 운영에 필요한 요소* 

들을 시장경제에 의존하여 획득해야 하며 여타 일반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자애가 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외 , ‘ ’

단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계층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기 때문에 자애가 는 제공한 양로 서비스 가격은 정상 시장 가격을 넘지 ‘ ’

않지만 싸지 않다 몰론 정부의 공공 구매 계약을 받아서 소비자 자신 지출, 

해야 하는 원가가 많지 않지만 정부 구매에서 포함하지 않은 노인들이 여* 

전히 서비스를 받지 어렵다 그리고 노인은 정부 공공 구매 지원 자격에서 * 

포함되더라도 지원 서비스만 받은 경우가 많아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은 

매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지역 측면에서 자애가 는 베이징에서 , ‘ ’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베이징에서도 비교적 발달한 동구 지역에서 활

동하고 있고 베이징 주변 지역 특히 외래 인구 많이 거주하는 베이징 근* * 

교 지역에는 서비스 아직 제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노동자 측면에서 볼 때 자애가 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

를 추구하면서 조직 내 노동자와 사용자의 구분이지 않고 민주적 의사결정* 

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사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야 한

다 그러나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이익의 최대화를 , * 

추구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자애가 는 서구 사회적 기업처럼 민주 ‘ ’

결정을 실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에 호혜와 이런 호혜를 통해 * 

구성원에 대한 대우를 향상시키는 데 발전 공~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 

로 인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일한다 는 의미부여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열‘ ’

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더 나아가 노동자* 

들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애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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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노동자의 지위에 존엄을 부여하는 이상의 성과를 기

대하기 어렵다,

사례 선품j사2' 23 ( )善品公社  

사례 소d1) 

중국 농촌 지역에서 환경도 좋고 농산물 품질도 좋은 지역이 많지만 대부

분에는 시장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농산물에서 상품으로 발전할 수 없으므

로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농업의 지속가능발전과 농민의 지속적인 수익 

증진의 중점이 된다 그러나 중국 사회에서 단순히 농민의 자발적인 협력에 , 

의존해 합작사를 형성하고 발전해 시장에서 우위를 얻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합작사는 기업 농가 ~ 중개 조직으로서 그의 형성하고 경영, )

에 있어 정부와기업의 지지가 꼭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년 국무원 빈곤구제위원회가 전기 상무 빈곤 구제 계획0./3 % % 

을 정밀 빈곤 구제 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한 이후 국가는 끊임없이 /.

힘을 쏟고 있다 년 중앙망신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빈곤, 0./4 * * 

구제사무국 협동으로 사이버 빈곤 구제 행동계획 을 발~하고 농촌 전자상% %

거래 사업을 대 인터넷 빈곤 구제 사업의 하나로 선정했다 국무원 빈곤구3 , 

제사무국 합동 부위원회는 전자상거래의 정밀 빈곤 구제의 촉진에 관한 /4 :

지도 의· 을 발표하였다 이런 정책< , z 》關於促進電商精準扶貧的指導意見
적 환경에서 중국 빈곤구제재단 산하 사회적 기업을 년 초에 등록된 0./3

브랜드인 선품공사 는 중국 특색이 있는 기업 합작사 농가 모델의 전형‘ ’ ‘ ) ) ’ 

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선품공사 는 성실한 생산으로 가치를 실현하자 는 사명 농사는 존엄하고 ‘ ’ % % * %

먹는 사람은 건강하다 는 비전으로 전국의 빈곤한 농촌 지역에서 산업 빈곤 %

구제 작업을 전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선품공사 는 중국 빈곤구, ‘ ’



- 104 -

제재단 산하 사회적 기업을 만든 브랜드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주

요 목적이지만 시장경제와 완전히 동떨어져 운영할 수 없고 운영에 필요* * 

한 요소들을 시장경제에 의존하여 획득해야 하며 여타 일반 기업과의 경쟁 * 

속에서 경영할 수밖에 없다 선품공사 가 시작하는 데부터 국가적 사회적 , ‘ ’ *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만 시장화 모색에 있어 여전히 도전을 지면하* 

고 있다 패턴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사회적 자원을 많이 소비하고도 , = 

뒤를 잇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까 어떻게 규모 경영의 우위를 세울 수 = 

있을까 어떻게 품질을 관리할까 어떻게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 

까 등 문제들은 여전히 탐구해야 했다= ,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우선 정부와의협력에 있어 주로 두 가지 방

식으로 하고 있다 하나는 정부와 공공구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부 자원, 

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품공사 의 발전을 촉진하기 , ‘ ’

위해 쓰촨성 야안시 산하 많은 정부에서는 정부구매서비스 형태로 선품공‘

사 전문화 서비스를 조달하고 있고 선품공사 는 정부 구매 계약을 받아 ’ * ‘ ’

반조도포 즉 농민이 토지 도œ경영권을 갖고 합작사를 가입해 ‘ & '’* 反租倒包
모아둔 토지를 선품공사 에 일괄 임대하고 농민은 주로 토지 임대 소득을 ‘ ’

받으면서 선품공사 에 고용돼 농산품을 생산하는 경영 방식으로 합작사와 ‘ ’

함께 농산품의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매년 선품공사 가 중, ‘ ’

앙 위탁한 전국중대포럼이나 회의를 개최하도록 도와주고 회의에서 상호작* 

용을 통해 중앙에 업무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정부적 영향력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년에는 코로나 의 확산과 침수 재해로 농산물 판, 0.0. +/7

매에 심각한 지장이 생겼다 국무원 빈곤구제구가 년 전국소비구제의 , %0.0.

달 캠페인 을 시작한 가운데 선품공사 는 현장 초청 발언 원산지 탐방 연% ‘ ’ * * 

예인 공익 지원 소비빈곤지원 전용 생중계 등 다양한 형태로 호응해 농산* 

물의 브랜드 인지도 및 영향력을 높이고 빈곤층 지원의 소비 효과를 확대하

고 있다 같은 해 월 일에 억만 농민에게 경의를 표한 다는 주제로 중국 , 7 00 % %

빈곤구제재단을 주최하고 선품공사 를 주관한 농산품 판매 생방송을 베이‘ ’

징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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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림 s 선품j사 소비 빈i m제 생방송 현장G 12] 2)2) ‘ ’ 

자료8 bnnjm8--b[cdc[b[i,b[cdo,]ig-m=cd;/4565/.1255020/017.&qfl;mjcd_l&fil;j]

그리고 경영 차원에서 합작사의 자본규모가 작은 、이고 융자 비용이 비

교적 높음으로 인해 합작사의 서비스 공œ을 제한되어 업무 규모와 업무 능

력을 확대하기 어려워 생산과 경영에 고액의 원가 비용 문제를 안고 있고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를 처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품‘

공사 는 합작사 능력 항상 농산품 원천 물질 관리 공œ사슬 기준 형성 을 ’ ‘ ) ) ’

조합하는 방식으로 농촌 지역이 조직화 발전 지향적으로 합작사의 관리 능

력과 시장화 도킹 능력을 육성하고 지속발전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애플 알리바바 쑤닝 중국증권업협회 등 , ‘ ’* ‘ ’* ‘ ’* ‘ ’ 0.

여 개의 기업이나 조직들을 통합해 산업적 빈곤 구제 소비적 빈곤 구제 생% ) )

방송 전자상거래 등 방식의 조합을 통해 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 농산물의 % * 

인증과 농산물의 시장 판매 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퇴치에 힘을 쓰기로 했

다,

선품공사 는 현지 합작사와 합작하고 합작사의 발전 현황에 맞게 개별화 % %

주식 개혁방안을 설계해 개、을 통해 공동체 식 합작사를 만들고 있다 그% % , 

리고 소득분배에 있어서 합작사의수입원은 주로 농산물 판매 수입 농약 및 * 

비료 판매 차익이 포함한 서비스 수입 정부사업 수입과 빈곤퇴치재단 공익* 

사업 수입이 포함한 사업소득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 합작사는 농* 

민 인당 주식 자본금에 따라 배당하는 주식 분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그리고 생산 차원에서 선품공사 는 농촌사회에서 생산 자원 교육수준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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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적 문제에 대해 표준적이고 과학적인 생산기술 규정을 만들고 농가들* 

의 생산과정을 규범화함으로써 농민의 들쭉날쭉한 생산능력과 생산 자질을 

상대적으로 표준화 수준으로 통일시켜 생산단계에서 표준화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 변천과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의 관념이변화로 인한 , 

합작사 내부 신뢰 기반의 타격과 구성원들 ~의 상호이해 및 공동체 인식의 

약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품공사 는 농촌사회의 연결망 특성을 살‘ ’

려 합작사를 통해 마을 전체의 생산 이익을 묶어주는 성실연계제도 도 만‘ ’

들었다 이는 성실하게 생산하는 농가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반, * 

대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맞게 생산하지 않는 농가가 발·되면 품질검사에 

불합격하게 된다는 제도이다 하지만 초기에는 선품공사 가 개발한 품질 관, ‘ ’

리 시스템이 워낙 엄격해 일부 농가들은 생산 수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

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를 들어 야안 감귤의 생산 판매 과정에서 * , * +

여 개 농가 중 초기에는 겨우 여 개 농가만 끌어들여 합작했다 특히 2.. 6. , 

소농가들은 생산규모가 협소해 선품공사 에 대한 기대 수익은 제한적이고‘ ’ * 

선품공사 의 생산 모델에 따른 리스크가 높아 이를 피하기 위해 지겨보는 ‘ ’

태도가 취했다 그러나 년 뒤에 야안에서 선품공사 가 개발한 품질 관리 , / ‘ ’

시스템에 따라 생산한 감귤은 선품공사 가 첫 세일즈 상품으로 내놓으면서 ‘ ’

순~ 품절돼 가입 농가의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상인이 감귤을 사들이는 , 

가격은 일반적으로 근에 위안 정도이면 선품공사 판매로 근당 위안에 / / * ‘ ’ 1

팔렸고 결국 만 근을 팔아 농가들이 평균 천 위안 더 수익했다 이 /5 1* 2 , 

때문에 농가는 수매 상인을 상대로 판매한 데도 협상력이 생겼다 선품공, ‘

사 에서 판매되는 감귤 외에도 의 품질이 좋은 제품을 수매 상인과 협’ 5.#

상한 후 예년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더 받았

다 그러자 다른 농가들도 의심하지 않고 동참 의사를 밝히고 야안의 주변 , 

지역에서는 선품공사 모델을 사용하고 싶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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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림 선품j사 표준화 생산 현장G 1,] 

자료8 bnnjm8--qqq,mibo,]ig-[-0/.6/0063Z/64007

또한 소비자 측면에 있어 선품공사 는 브랜드 사용료 공익 기부와 정부 * ‘ ’ * 

구매 서비스 등 세 가지 수입원이 있는데 농산물 판매 과정에서 일반 구매* 

와 정부 지원으로 원가가 일부 해소됐지만 소비자는 선품공사 가 판매하는 * ‘ ’

농산물을 주로 애정으로 외해 구매한다는 사실도 인식돼 미래에는 공익보다 

상품 인정에 따른 제품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품공, ‘

사 는 시스템을 활용해 판매와 서비스에서 소비자와 교류를 조화시키’ COJ 

고 고객에게 혁신적이고 개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충성도가 * 

높이고 있다 게다가 소비자 생산지 체험 주문서 소포에 선품공사 의 기본 , * ‘ ’

정보가 담긴 카드를 첨부하는 등 소비자가 공통의 가치관과 도덕적 규범을 

형성해 선품공사 의 행동의 정당성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o림 선품j사 백색 망h 원G 1-] ‘ ‘(.))) (.SO)

자료8

bnnj8--qqq,b[cdo,]ig-fche=olf;1CnrNeD3foJJo>MM3cnarcoTgn.H[jE0H3korhRbR

1W>Js5C/?AfAaCp2HEaFlfS&qd;&_kcd;71b20400...[75_7.......44.b]b5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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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위에 언œ한 것처럼 일반 사회 공중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 

인식이 전문 지식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미디어 홍* 

보와 자신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접촉하거나 사용하는 데에 관한 기억 및 

이해를 종합한 것에 기인한다 그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수성을 잘 알, 

지 못하며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참여하게 된 이유는 *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떤 사회 공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기대하거나 또 * 

사회적 경제 조직이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에 대한 진심으로 찬성하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한원 현에서 선품공사 는 천묘의 체리 재배 기지, * & ' ‘ ’ 0漢源
가 있는데 년 월 초 쓰촨 성 한위현 일부 지역에 우박이 섞인 * 0./4 3 & '四川
폭우가 기습적으로 쏟아지면서 체리의 가 파손돼 예약판매 물량 7.# /...

개가 소비자에게 공œ되지 못하게 됐다 이번 폭우는 체리가 파손될 뿐 아, 

니라 아직 초보적 단계인 전자상거래 빈곤 구제 프로그램까지 위협을 빠지

게 한다 그러나 의외로 선품공사 가 환불을 발표하자 환불을 받지 않고 , ‘ ’ "

과수 농가에 기부하자 는 바이어들의 글이 쇄도했다 결국 만 위안까지 모" , /.

아 체리 재배 기지의 복구에 사용되고 이에 덕분에 선품공사 와 농가들은 * ‘ ’

고비를 넘기다 그렇지만 선품공사 가 그의 특수성과 그의 활동의 사회 가, ‘ ’

치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에 있어 지속적으로 힘을 쓰고 있다 현재, 

까지 선품공사 는 이미 신화통신 인민일보 중‘ ’ CCQS* & '* & '* 新華社 人民日報
국신문사 등 중앙 주류 매체들의 도움을 받아 회 이상 선전했다& ' /.. ,中新社

게다가 현대 중국 농촌에서 농촌 공동체의 해체는 이미 신농촌집단경제의 

발전을 사회 기반 부족에 이르고 이로 인해 집단경제발전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는 반면에 농촌 공동체를 재건하여 신농촌집단경제 발전의 튼튼* 

한 토대를 마련하려면 먼저 중국의 농촌에서 이익 분배 메커니즘을 확립하* 

고 분산된 농민들을 조직해야 비로소 농촌 공동체 재건을 실현할 수 있는 * 

문제에 대비해 선품공사 는 마을에서 기술훈련 표창대회개최 각종 대규모 * ‘ ’ * * 

레크리에이션을 조직하는 등을 통해 선품공사 와 농가 ~ 합작사과 구성원 ‘ ’ * 

~ 농가와 농가 ~ 생산 의욕 동원하고 관계를 촉진해 합작사의 조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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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동시에 선품공사 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참여도* ‘ ’ * * 

소속감을 증진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선품공사는 빈곤퇴치 천사시범, ‘

공· 계획을 공포하고 이는 핵심 상업 모델& * 0./6+0.0.'’ * 千社示範助攻堅
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 통합해 개현 개 농민협동조합의 규범적 종/.. * /..

합 능력 농가연합능력과 서비스품질 향상과 빈곤퇴치가 되도록 지원할 것* 

이다 동시에 서비스 향촌 진흥 천인 리더십 진흥, ‘ & * 千人引領促振興
계획을 새워 체계적인 훈련 프로젝트 지원 사회 자원 통합0.0/+0.03'" * * * 

을 통해 농촌을 사랑하고 기술을 잘 알고 경영을 잘 하는 현지 인재를 양

성해 끊임없는 창의 모색 노력 실천 열정적 기여를 통해 빈곤 퇴치와 농* * * 

촌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년 월까지 선품공사 는 쓰촨 윈난 산시 신장0./7 /0 ‘ ’ & '* & '* & '* 四川 雲南 山西
네이멍구 등 성 현 개 협동조합을 누비며 빈곤 구& '* & ' /2 13 3/ * 新疆 內蒙古

제 분야는 신선 ·과류 등 여러 가지 분야로 년 한 해 동안 빈곤지역 * * 0./7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 총액 여만 위안을 달성하고 자원 지원으로 통해 2... * 

합작사의 오프라인 판매 여만 위안을 실현하며 연~ 수혜 농가 5... * 0163

가구를 초과했다,

사례 분석2) 

사례 소개에서 볼 수 있 뜻이 결론적으로 선품공사 의 기업 합작사 능* ‘ ’ ‘ ) )

가 경영 모델은 경제 유형으로 보면 국유경제 시장경제 사회적 경제 의 ’ ‘ ) ) ’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몰론 모두 기업 합작사 능가 경영 모델은 다 세 , ‘ ) ) ’ 

가지 경제 유형이 포함된 것이 아니지만 그래 적어도 시장경제 사회적 경* ‘ )

제 나 국유경제 사회적 경제 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혼합적인 연’ ‘ ) ’ , 

합 패턴은 전통적인 공익을 위해 영리한다는 사회적 경제 모델보다 더 시장

화하고 영리화한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 특수한 정치 경제 환경을 감안하* +

면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영과 발전에 있어 단일적인 사회적 경제모델보다 *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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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례로 소개된 선품공사 는 중국 사회에서 오래 존재해오던 사회 ‘ ’

문제를 전통적인 해결 반식 더불어 새로운 플랫》 기술을 결합해서 더 정확

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완화시키는 것은 현대 중국 사회에서 기업 합작사‘ )

능가 경영 모델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시장과 기업의 영향이 보다 ) ’ * 

더 많이 받게 됨에 따라 서구에서 신민사회적인 호혜가 중시하는 것과 달리 

시장 현대 계약적 호혜를 더 수용하게 된다 사례에서 농촌 경제는 중국 경, 

제 발전에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농촌 빈곤 구제에 있어 기업 합‘ )

작사 농가 모델의 중요한 역할과 이 모델은 합작사와 합작하여 이를 통해 ) ’ * 

기업 농가 모델보다 농가의 이익을 더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 ) ’ 

려준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도 서구 협동조합 모델에서의 인 표 와 동등 , ‘/ / ’

분배 방식보다 주식 분배 방식을 더 선호한다 몰론 주식 분배 방식은 중국 , 

합작사에 경영에 있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지만 농가 이익의 보장과 농

가 협력 동원에 있어 한계가 많이 남아있다,

또한 서구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나 사용

자는 주로 국가 복지에서 배제된 소외 단체와 달리 중국 사회에서 이질성으

로 인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범주가 아직

까지 매우 적고 계층화 되고 있다 사례에서는 산품공사 는 합작사와 합작, ‘ ’

해 발전하는 방식을 선택하지만 합작한 합작사는 대부분 엘리트 혹은 농가* 

를 리더나 경영자로 하는 합작사이다 즉 중국 농촌 사회에서 수량 가장 많, 

은 소농가의 이익은 여전히 보장을 받지 못 한다 그리고 합작된 합작사는, 

산풍공사 브랜드를 통해 시장 판매가잘 되고 있지만 브랜드 확장 한계가 ‘ ’ * 

존재해 수혜 농가의 한계가 존재하다 게다가 지역 측면으로 보면 사례에, * 

서의 산품공사 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의 합작사의 합작하고 있지만‘ ’ * 

그 지역들에서 원래 좋은 품질의 농산물과 그 농산물을 재배하는 대농가나 

엘리트가 존재하고 시장에서 명성이 있게 알려주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 , 

시장 정보와 농업 기술보다 선천적인 토지 등 원인으로 인해 물자가 풍부하

지 않은 지역에서 아직 공공 부문이나 자선 단체의 지원을 의존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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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사회적 경제 조직은 아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지역들이 *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산품공사 는 중국 빈곤구제재단 산하 사회적 기업을 만든 브랜드‘ ’

로서 사회 실제적인 수요보다 국가 측면의 강제적인 정치 수요가 더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산품공사 는 농촌 사회에서의 빈곤 퇴치 영역을 제외한 , ‘ ’

다른 영역을 발전 가능성이 크게 제한된다 그리고 정부와의 협력한 공공 , 

구매나 전국중대포럼에서 형식적인 절차는 매우 중시하다 보니 자원이 보다 

많이 낭비할 수 있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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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C9' 

이 논문에서는 에릭 올린 라이트 가 제시한 경제 유형 &Blce Lfch Tlcabn'

분류를 통해 중국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을 살펴본 후에 자원의존이론과 * 

동형화 이론을 통해 그 특수성을 알아보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적절성* 

을 분석하였다 우선 가 제출한 경제 유형 분류에 의해 중국 사회적 , Tlcabn

경제의 발전 경로를 살펴보면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에서의 경제 모델은 * 

계획경제 시기 전형적인 국유경제모델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

라 국가 주도의 시장경제모델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유경제와 시장, 

경제가 결합하면서 사회 경제 체제의 개혁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은 국+

가 역량의 주도하에 발전되었다 특히 년 민영비기업단위의 법제화에 , /776

따라 한、으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을 장려하면서 다른 한、으로는 * *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 방향 목표 경영 이념 등에 대해 제한된다 세* * , 0/

기를 돌아온 후에 기입과 조화사회 과학발전 의 제출에 따라 사회TQL ‘ ’* ‘ ’

적 경제 조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호작용 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때는 국유경제와 시장경제가 서로 결합하게 될 뿐 아니라 시장경제와 사* 

회적 경제의 연합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연합은 최근까지 연장하여 살펴, 

보면 컴퓨터의 보œ과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년 이후에 국가 측면에서 * 0./3

플랫》을 이용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빈곤퇴치에 있어 전자상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 , 

사회적 경제 모델은 가 제시한 경제 유형 분류에서 나온 것처럼 네 Tlcabn

가지 경제 유형을 서로 나눠서 분리한다고 보기보다는 국유경제 시장경‘ ’* ‘

제 와 사회적 경제 가 서로 결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

다음으로 자본의존이론과 동형화이론을 통해 중국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

수성을 알아보았다 국가 차원에 있어 개혁개방 과정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지방 분권화와 정부 구매가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기 때문에 지, 

방 정부는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파、화 정책을 실행하고 이로 인해 사‘ ’v * 

회적 경제 조직은 자기 발전을 촉진하면서 정부 측면의 정당성과 핵심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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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이행하는 동시에 각 지방 정부 정책을 부

합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 ~ 사회적 , 

경제 조직은 다양하지만 지역 측면으로 보면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은 * 

매우 비슷한 형태를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제도적 동형화 로 인해 사회적 경, ‘ ’

제 조직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적이고 받을 수 있는 소비자도 일

부 불과하다 이로 인해 후생 측면에서 국유경제 시기의 강제적인 균형주, ‘

의 보다 크게 달라지게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자기 발전’ , 

을 촉진시키려면 국가 차원에 넘어서 시장에서 자원도 확보해야 한다 그러, 

나 시장 차원을 확보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시장 정보와 희소 자원* 

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화 방향을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실험 으로서 리스* ‘ ’

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비교적 성공한 사례를 모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 

모방적 동형화 로 인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은 고정화해지고보다 다양‘ ’

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공œ과 수요의 불균형 형상, 

은 지속적으로 존재하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국가와 시장에 제외, 

한 민~ 사회에서 자원을 얻을 수 있으나 현대 중국 사회에서 사회 가치를 * 

실현하기 위해 운영한다는 개념은 아직 부족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 * 

조직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런 규범적 가치관을 부합하기 위해 사회적 , 

경제 조직을 지원할 때 사회 가치를 실현한 가능성에 상관없이 재무 및 자

원을 좋은 조직을 지원하기보다 생존이 어려운 조직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

다 그리고 세계화와 플랫》 사회의 도래에 따라 개인주의 이데올로기가 강, 

화되고 전통적인 관습과 도덕을 통해 사회 통합이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에 있어 공중에 의한 민~ 사회를 기대하기 * 

어렵고 이런 규범적 동형화 형상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발전 가능성* ‘ ’ 

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효율성을 

분석했다 하나는 주로 사회적 기업의 발전에 중점을 둔 거가 양로 서비스 , 

기구이고 또 하나는 주로 기업 합작사 농가 모델에서 초점을 둔 농산품 * ‘ ) ) ’

생산 판매 기업 혹은 브랜드이다 첫 번째 사례에서 중국 사회적 기업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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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으로 출발하고 공익을 위해 영리 활동을 하면서 

정당성과 정부 핵심 자원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국가 권위적인 지배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발적 결사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경제 조직

으로 볼 수 없지만 다양한 전략으로 통해 전통적인 국유경제조직과 구별되* 

고 사회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 수 있* 

다 특히 지역 사회의 발전에 맞은 좋은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성공한 모델, 

을 모방하면서 지신만의 특색과 현대적인 기술을 결합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에서 증명된다 그러나 정당성과 정부 핵심 차원의 확보함에 , 

있어 여전히 기업의 가치관보다 정부의 요구가 더 부합할 수밖에 없고 다* 

양한 전략을 통해 정부에 대한 의존 정도를 졸이려고 하면 시장에서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회 * * 

혹은 복지 체제에서 소외된 단체를 위한 서비스보다는 중산층 이산 단체를 

위해 제공한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사례에는 경영 전략에 있어 기, * ‘

업 합작사 농가 모델을 대표하는 중국 특별한 혼합적인 연합 패턴은 전통) ) ’ 

적인 공익을 위해 영리한다는 사회적 경제 모델보다 더 시장화 하고 영리화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 특수한 정치 경제적 환경을 감안하면 사회적 * + * 

경제 조직의 경영과 발전에 있어 단일적인 사회적 경제 모델보다 더 효율적

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러나 이런 기업 합작사 농가 경영 , ‘ ) ) ’ 

모델은 선행 문헌에서 많이 언œ한 뜻이 시장 정보와 농업 기술은 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상인에 상대로 농가 협의 권리를 어느 정도를 개선* 

하더라도 관련한 대기업을 상대할 때 농가의 협의 권리는 여전히 약하다, 

그리고 선품공사 는 여러 가지 합작사와 합작하지만 주로엘리트와 대농가‘ ’

가 이끄는 합작사와 협력하는 점에서 소농가 자치 능력의 항상 소농가 지* 

위의 개선 및 소농가 수익의 증가 등에 있어 제한이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혼합적인 특성을 나타나는 중국 사회적 경제 모델은 

중국 사회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존재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 가지 조* 

직적 제한 요인으로 인해 현재까지 중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개혁

적인 대안 가능성이 있기보다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보완적이고 조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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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으로 교육 의료 취업 등 민생 서비스, * * v v v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갈수록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정부의 유익한v v v%

협동 파트너 가 될 수 있는 다른 한、으로 중국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정v % v * 

도를 보면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아직도 조직 지배 구조에 있어 취약해 * 

사회적 경제적 이중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물론 이+ , 

는 중국 오래된 통제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즉 일부 사회 문제를 해결하, * 

기 위해 중국의 제도 환경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으나 

오래된 통제 문화 때문에 여전히 제도적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이기 때문, 

에 중국 사회적 경제 조직은 국가 주도형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서구와 달* 

리 중국 정부와 사회적 경제 조직 사이에는 일종의 의지적 협력 모델이 나% % 

타나고 다양한 민주 결정 방식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몰론 현재 중국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은 여전보다 &Vo & A_fiolhs* 0.//', 

더 활발해지고 사회적 정치적 공~을 많이 확보했지만 여전히 국가적으로 * 

등록 허가 행정감독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 &Tiha & Q[ha* 0..4 & 

중국은 현대화된 국가와 시장 체제를 통합할 수 있는 제한된 정부0..5', * 

시민 사회 법치 질서와 비영리 윤리는 아직 완벽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 

또한 중국 경제와 사회 생활 분야는 여러 방면에서 전통 사회로부터 현대 

사회로 전환하는 과도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 0..1', 安蓉泉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협력과 지속적인 상호작

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시대의 발전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더욱 * 

풍부한 정책을 새워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여전히 * 

핵심적인 자원에 대한보다 정교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발전* 

은 여전히 뚜렷한 의존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 * * 0./7', 張力偉 李慧傑
나 공공 사회 복지의 복잡성과 다원적 주체의 적극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 

、은 정부는 체제 개혁을 통해 부권 을 실현하는 다른 한、&_gjiq_lg_hn'

은 사회 역량과 협력 방식을 찾아 공공 사회 복지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

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공익을 위해 구동되, 

는 조직으로서 자주성 사회적 목표 사회 혁신 능력 등 어떻게 유지할 수 * *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 조직에 , 



- 116 -

대한 장려는 기존 복지 체계를 보완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 

면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 및 자선 자원의 투입이 줄어 취약 계층의 직접 

서비스 제공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의미와 한계를 제시하도록 한다 우선 선행연구에, 

서 중국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한 유형 사회적 기업이나 합작사 만 연구하는 & '

논문이 없지 않지만 통합적으로 중국 사회적 경제 조직을 연구하는 사례가 * 

별로 없는 점에서 본문은 선행연구의 범위는 더 확대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다음과 같은 및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는 직접적으로 사례연구나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선행연구들에 

의한 정리 및 분석을 중심으로 논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는 중국의 사회적 경제조직만 살펴보는 것으로 비교론적이고 국제적인 시각

을 통해 연구하지 못 한 것이다 셋째는 분문에서 중국 사회적 경제 조직의 , 

대안적 가능성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분석하고 실천적 의미가 있는 대안을 *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후속 연구는 실천적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

안 가능성을 높이는 제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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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Z[YIK[

TPM pYWKMZZ WN [YIVZNWYmI[iWV WN 

5PiVI'Z ZWKiIT MKWVWmy WYOIVizI[iWV

V>KD JBKDV>K

A_j[lng_hn if Pi]cifias 

Qb_ Dl[do[n_ P]biif

P_iof K[ncih[f Rhcp_lmcns

  Fh nb_ /7nb ]_hnols* ch ild_l ni mifp_ mi]c[f jlibf_gm []]ildcha ni 

nb_ d_]fch_ if nb_ ][jcn[fcmn fl__ g[le_n _]ihigs [hd nb_ q_ff[l_ mn[n_m* 

mi]c[f _]ihigc_m b_ach ni dcm]omm ch nb_ ]ihn_rn if m__echa ]iggohcns 

chn_l_mnm [hd mifcd[lcns [m [fn_lh[ncp_m ni ][jcn[fcmn _]ihigc_m [hd 

[onbilcn[ncp_ l_dcmnlcboncih g_nbidm, Blce Lfch Tlcabn&0./.' jlijim_d [ 

nbl__+dcg_hmcih[f gid_f omcha nsjifias ni _r[gch_ nb_ jimcncih if 

nb_m_ mi]c[f _]ihigc_m ]igj[l_d ni inb_l nsj_m if _]ihigc_m, E_ 

]f[mmcfc_d nb_ qilfd _]ihigs chni fiol nsj_m8 mn[n_ _]ihigs* ][jcn[fcmn 

_]ihigs* f[gcfs _]ihigs* [hd mi]c[f _]ihigs* [hd jl_m_hn_d nb_ 

]b[l[]n_lcmnc]m if _[]b nsj_ [hd nb_cl jimcncih, Tbcf_ nb_ ][jcn[fcmn 

_]ihigs cm [h _]ihigc] []ncpcns ni g[rcgct_ jlifcnm* nb_ f[gcfs 

_]ihigs cm [h _]ihigc] []ncpcns ni jlipcd_ biom_bifd h__dm ch jlcp[n_, 

Lh nb_ inb_l b[hd* binb nb_ mn[n_ _]ihigs [hd nb_ mi]c[f _]ihigs [l_ 

l_jl_m_hn[ncp_ _]ihigc] nsj_m nb[n jobfc]fs jlipcd_ mi]c[f h__dm [hd 

dcff_l d_j_hdcha ih nb_ g_]b[hcmg fil jlipcdcha mi]c[f d_g[hd, Fh nb_ 

mn[n_ _]ihigs* mi]c[f h__dm [l_ g[chfs jlipcd_d bs ]igjofm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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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ncp[ncih ih nb_ h[ncih[f mcd_* qb_l_[m ch nb_ mi]c[f _]ihigs* mi]c[f 

h__dm [l_ jlipcd_d gil_ pifohn[lcfs bs fl__ [mmi]c[ncih, Eiq_p_l* cn cm 

h_]_mm[ls ni mnods nb_ ko_mncih if qb_nb_l nbcm nbcld+dcg_hmcih[f 

gid_f* ch qbc]b nb_ mi]c[f _]ihigs [hd inb_l _]ihigc] nsj_m [l_ 

m_j[l[n_d [hd chd_j_hd_hnfs dcpcd_d* ][h b_ [jjfc_d ni Cbch_m_ mi]c_ns 

[m q_ff, Pch]_ nb_ mi]c[fcmn g[le_n _]ihigs ij_l[ncha ch Cbch_m_ mi]c_ns 

][hhin b_ l_a[ld_d [m [ mchaf_ [hd chd_j_hd_hn _]ihigc] nsj_ flig 

chjon* cn cm ko_mncih[bf_ qb_nb_l [ mi]c[f _]ihigs d_p_fij_d ch mo]b [h 

_]ihigc] _hpclihg_hn ][h d_p_fij chd_j_hd_hnfs il _p_h [fn_lh[ncp_fs 

bs dcmnchaocmbcha flig inb_l _]ihigc] nsj_m, Fh ild_l ni mnods nbcm* nb_ 

]f[mmcfc][ncih if _]ihigc] nsj_m mobgcnn_d bs Blce Lfch Tlcabn qcff b_ 

[h[fst_d [a[ch bs ]igbchcha nb_ j_]ofc[lcnc_m if Cbch_m_ mi]c_ns,

  Cclmn* fiiecha [n nb_ d_p_fijg_hn j[nb if nb_ Cbch_m_ mi]c[f _]ihigs 

[]]ildcha ni nb_ _]ihigc] nsj_ ]f[mmcfc][ncih mobgcnn_d bs Blce Lfch 

Tlcabn* nb_ _]ihigc] gid_f ch Cbch_m_ mi]c_ns b[m mbcfn_d flig mn[n_ 

_]ihigc] gid_f nsjc][f if jf[hh_d _]ihigc] ncg_m ni [ mn[n_+f_d 

g[le_n _]ihigs b[m_d ih nb_ chjon if mi]c[fcmn g[le_n _]ihigc_m, 

Aolcha nbcm j_lcid* nb_ mn[n_+iqh_d _]ihigs [hd nb_ g[le_n _]ihigs 

q_l_ ]igbch_d* [hd nb_ mi]c[f _]ihigs ila[hct[ncih d_p_fij_d ohd_l 

nb_ f_[d_lmbcj if nb_ mn[n_ []]ildcha ni nb_ l_filg if nb_ 

mi]ci+_]ihigc] msmn_g, Fh j[lnc]of[l* ch []]ild[h]_ qcnb nb_ _h[]ng_hn 

if nb_ jlcp[n_ hih+_hn_ljlcm_ ohcn f_acmf[ncih ch /776* qbcf_ _h]iol[acha 

nb_ d_p_fijg_hn if mi]c[f _]ihigs ila[hct[ncihm ih nb_ ih_ b[hd* nb_ 

d_p_fijg_hn dcl_]ncih* ai[fm* [hd g[h[a_g_hn cd_ifias if mi]c[f 

_]ihigs ila[hct[ncihm [l_ l_mnlc]n_d ih nb_ inb_l b[hd, >fn_l l_nolhcha 

ni nb_ 0/mn ]_hnols* nb_ mi]c[f _]ihigs ila[hct[ncih d_p_fij_d bs 

chn_l[]ncha qcnb ]iljil[n_ mi]c[f l_mjihmcbcfcns []]ildcha ni nb_ TQL 

_hnls [hd mobgcmmcih if %b[lgihciom mi]c_ns% [hd %m]c_hn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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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p_fijg_hn%, >n nbcm ncg_* hin ihfs nb_ mn[n_ _]ihigs [hd nb_ g[le_n 

_]ihigs q_l_ ]igbch_d* bon nb_ ohcih if nb_ g[le_n _]ihigs [hd nb_ 

mi]c[f _]ihigs b_a[h, Po]b [h [ffc[h]_* nb_ _rn_hmcih ohncf l_]_hnfs* ch 

[]]ild[h]_ qcnb nb_ mjl_[d if ]igjon_lm [hd nb_ d_p_fijg_hn if nb_ 

Fhn_lh_n* [fn_l 0./3* nb_ ]iohnls mn[ln_d ni _h]iol[a_ [hd jligin_ nb_ 

d_p_fijg_hn if mi]c[f _]ihigs ila[hct[ncihm omcha jf[nfilgm, Fh 

j[lnc]of[l* nb_ lif_ if _+]igg_l]_ ch [ff_pc[ncha jip_lns qcff b_ folnb_l 

_gjb[mct_d, Qbom* nb_ Cbch_m_ mi]c[f _]ihigs gid_f ][h b_ pc_q_d [m 

[ ]igbch[ncih if %mn[n_ _]ihigs%* %g[le_n _]ihigs% [hd %mi]c[f 

_]ihigs% l[nb_l nb[h dcpcdcha nb_ fiol _]ihigc] nsj_m bs dcpcdcha nb_g 

flig _[]b inb_l [m mbiqh ch nb_ ]f[mmcfc][ncih if _]ihigc] nsj_m 

mobgcnn_d bs Blce Lfch Tlcabn,

  K_rn* nb_ ]b[l[]n_lcmnc]m if Cbch_m_ mi]c[f _]ihigc] ila[hct[ncih q_l_ 

chp_mnca[n_d nblioab nb_ nb_ils if l_miol]_ d_j_hd_h]_ [hd 

cmigiljbcmg, >n nb_ h[ncih[f f_p_f* ch nb_ jli]_mm if l_filg [hd 

ij_hcha oj* d_]_hnl[fct[ncih [hd aip_lhg_hn jli]ol_g_hn b[p_ b_aoh 

ni b_ _gjb[mct_d ni mifp_ mi]c[f jlibf_gm, Qb_l_fil_* fi][f aip_lhg_hnm 

cgjf_g_hn %fl[ag_hn[ncih% jifc]c_m ni ]ihnlif lcmem* qbc]b ch nolh [ffiqm 

mi]c[f _]ihigs ila[hct[ncihm ni cgjf_g_hn p[lciom mnl[n_ac_m ni m_]ol_ 

f_acncg[]s [hd e_s l_miol]_m ih nb_ j[ln if nb_ aip_lhg_hn qbcf_ 

jligincha m_ff+d_p_fijg_hn* bon gomn ]ihfilg mcgofn[h_iomfs 

cgjf_g_hncha _[]b fi][f aip_lhg_hn jifc]s b[m hi ]bic]_, Cil nbcm 

l_[mih* ch a_h_l[f* mi]c[f _]ihigs ila[hct[ncihm b_nq__h l_acihm [l_ 

dcp_lm_* bon ch n_lgm if l_acihm* mi]c[f _]ihigs ila[hct[ncihm qcnbch 

l_acihm [l_ p_ls mcgcf[l, Ao_ ni nbcm %chmncnoncih[f cmigiljbcmg%* nb_ 

m_lpc]_m nb[n mi]c[f _]ihigs ila[hct[ncihm ][h jlipcd_ [l_ fcgcn_d [hd 

ihfs [ f_q ]ihmog_lm ][h l_]_cp_, >m [ l_mofn* ch n_lgm if q_ff[l_* cn cm 

dcffc]ofn ni m__ nb[n cn dcff_lm mcahcfc][hnfs flig nb_ fil]_d %b[f[h]cha%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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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_ mn[n_ _]ihigs, Qb_l_fil_* cf mi]c[f _]ihigs ila[hct[ncihm [l_ ni 

jligin_ m_ff+d_p_fijg_hn* nb_s gomn m_]ol_ l_miol]_m flig nb_ g[le_n 

b_sihd nb_ h[ncih[f f_p_f, Eiq_p_l* ch m_]olcha nb_ g[le_n dcg_hmcih* 

mi]c[f _]ihigs ila[hct[ncihm [l_ [dp[h]cha nb_ dcl_]ncih if bomch_mm ni 

m_]ol_ g[le_n chfilg[ncih [hd m][l]_ l_miol]_m* [hd [m [ h_q 

%_rj_lcg_hn%* nb_s b[p_ hi ]bic]_ bon ni cgcn[n_ l_f[ncp_fs mo]]_mmfof 

][m_m ni l_do]_ lcme, Ao_ ni nbcm %cgcn[ncih cmigiljbcmg%* nb_ nsj_ if 

mi]c[f _]ihigs ila[hct[ncih b_][g_ fcr_d [hd gil_ dcp_lm_ m_lpc]_m 

]iofd hi nb_ jlipcd_d, >m [ l_mofn* nb_ cgb[f[h]_ b_nq__h mojjfs [hd 

d_g[hd ]ihncho_m ni _rcmn, >n nb_ m[g_ ncg_* mi]c[f _]ihigs 

ila[hct[ncihm ][h ibn[ch l_miol]_m flig nb_ jlcp[n_ mi]c_ns _r]_jn fil 

nb_ mn[n_ [hd nb_ g[le_n* bon nb_ ]ih]_jn if b_cha mg[ln ni l_[fct_ 

mi]c[f p[fo_m ch gid_lh Cbch_m_ mi]c_ns cm mncff f[]echa* qbc]b g[e_m cn 

dcffc]ofn ni []]_jn mi]c[f _]ihigs ila[hct[ncihm, Tb_h mojjilncha mi]c[f 

_]ihigs ila[hct[ncihm ni g__n nb_m_ hilg[ncp_ p[fo_m* l_a[ldf_mm if nb_ 

jimmcbcfcns if l_[fctcha mi]c[f p[fo_m* fch[h]c[f [hd l_miol]_m n_hd ni 

mojjiln ila[hct[ncihm nb[n [l_ dcffc]ofn ni molpcp_ l[nb_l nb[h mojjiln 

aiid ila[hct[ncihm, >hd qcnb nb_ [dp_hn if afib[fct[ncih [hd jf[nfilg 

mi]c_ns* chdcpcdo[fcmnc] cd_ifias cm mnl_hanb_h_d [hd mi]c[f chn_al[ncih 

b_]ig_m dcffc]ofn nblioab nl[dcncih[f ]omnigm [hd gil[fm, Cil 

nbcml_[mih* cn cm dcffc]ofn ni _rj_]n [ jlcp[n_ mi]c_ns bs nb_ jobfc] ch 

mojjiln ifmi]c[f _]ihigs ila[hct[ncihm* [hd nbcm ‘hilg[ncp_ 

cmigiljbcmg’ mb[j_ [dp_lm_fs [ff_]nm nb_ momn[ch [bcfcns if mi]c[f 

_]ihigs ila[hct[ncihm, Cch[ffs* F qcff nls ni _r[gch_ biq nbcm Cbch_m_ 

mi]c[f _]ihigs gid_f cm _ff_]ncp_ nblioab nqi _r[gjf_m, Lh_ cm nb_ ‘Cc 

>c Gc[& '’ m_hcil ][l_ Lla[hct[ncih* qbc]b g[chfs fi]om_m ih nb_ 慈愛嘉
d_p_fijg_hn if mi]c[f _hn_ljlcm_m, Qbcm ila[hct[ncih cm [ mi]c[f _hn_ljlcm_ 

l_acmn_l_d qcnb nb_ ]cpcf [dgchcmnl[ncih m_]nil [m nb_ f_[dcha m_]nil, Fh 

0./1* ‘Cc >c Gc[’ mn[ln_d l_b[bcfcn[ncih m_lpc]_m omcha Cbch_m_ g_dc]ch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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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b_fj nb_ _fd_lfs qcnb dcm[bcfcnc_m do_ ni a_lc[nlc] dcm_[m_m, >hd ni 

_hmol_ ][h cgjlip_d chdcpcdo[fct[ncih if m_lpc]_m [hd ko[fcns if m_lpc]_m 

nblioab msmn_g[nc] d[n[ jli]_mmcha* ‘Cc >c Gc[’ b[p_ ]l_[n_d [ %?_[oncfof 

Cfiq_l% ihfch_ m_lpc]_ msmn_g nb[n b[m ibn[ch_d ]ijslcabn ]_lncfc][ncih, 

Eiq_p_l* nb_l_ cm [ bomch_mm if ij_l[ncha [ holmcha big_ nb[n di_m hin 

g[n]b nb_ ]iljil[n_ p[fo_m ch nb_ jobfc] jol]b[m_ ]ihnl[]n l_]_cp_d ch 

0./5, >fnbioab cn b[m hi ]bic]_ bon ni []]_jn cn [m [ jlipcmcih if nb_ 

jol]b[m_ ]ihnl[]n* b[p_ d_mcah_d gid_lh holmcha big_m qcnb mg[ln 

msmn_gm [hd chdcpcdo[fct[ncih d_pc]_m ni dcmnchaocmb cn flig nb_ 

nl[dcncih[f holmcha big_m [m nb_ ]igj[hs%m p[lciom g[le_ncha mnl[n_ac_m, 

>n nb_ m[g_ ncg_* ch ild_l ni qcd_fs jobfc]ct_ nb_ jbcfimijbs if nb_ 

_fd_lfs ][l_ m_lpc]_* nb_ _fd_lfs m_lpc]_ n[f_hn nl[chcha ]ihncho_m ni b_ 

cgjf_g_hn_d, Qbom* nblioab nbcm _r[gjf_* Cbch_m_ mi]c[f _hn_ljlcm_m 

][hhin b_ m__h [m mi]c[f _]ihigc] ila[hct[ncihm filg_d bs nl[dcncih[f 

pifohn[ls [mmi]c[ncihm b_][om_ nb_s mn[ln qcnb chdcpcdo[f mi]c[f 

_hnl_jl_h_olmbcj [hd gomn fiffiq [ ]_ln[ch d_al__ if mn[n_ [onbilcn[ncp_ 

digch[ncih ch ild_l ni ibn[ch f_acncg[]s [hd aip_lhg_hn ]il_ 

l_miol]_m, ?on cn ][h b_ dcmnchaocmb_d flig nb_ nl[dcncih[f mn[n_ 

_]ihigc] ila[hct[ncih nblioab p[lciom mnl[n_ac_m* [hd cn ][h b_ m__h 

nb[n cn jf[sm [h cgjiln[hn lif_ ch g__ncha nb_ dcp_lm_ h__dm if mi]c_ns, 

Fh j[lnc]of[l* cn cm jlip_d ni mig_ _rn_hn nb[n cn ][h b_ mo]]_mmfof bs 

]igbchcha ohcko_ ]b[l[]n_lcmnc]m qcnb gid_lh n_]bhifias qbcf_ cgcn[ncha 

nb_ mo]]_mmfof gid_f ch jlipcdcha aiid m_lpc]_m nb[n fcn nb_ d_p_fijg_hn 

if nb_ fi][f ]iggohcns, Eiq_p_l* ch m_]olcha f_acncg[]s [hd nb_ ]il_ 

l_miol]_m if aip_lhg_hn* nb_ aip_lhg_hn%m h__dm [l_ mncff gil_ 

cgjiln[hn nb[h ]iljil[n_ p[fo_m* [hd cf nb_s nls ni l_do]_ nb_ d_al__ if 

d_j_hd_h]_ ih nb_ aip_lhg_hn nblioab p[lciom mnl[n_ac_m* nb_s h__d ni 

m_]ol_ gil_ l_miol]_m ch nb_ g[le_n, >m [ l_mofn* ch jlipcdcha mi]c[f 

m_lpc]_m* cn ][h b_ m__h [m [ m_lpc]_ jlipcd_d fil [ gcddf_+]f[mm l[nb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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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h [ m_lpc]_ fil [ alioj nb[n cm g[lach[fct_d flig nb_ mi]c[f il 

q_ff[l_ msmn_g,

  >hinb_l cm [ ]igj[hs il bl[hd nb[n jlido]_m [hd m_ffm [alc]ofnol[f 

jlido]nm* qbc]b cm g[chfs fi]om_d ih nb_ ‘I_[dcha _hn_ljlcm_ ) C[lg_lm’ 

Pj_]c[fct_d Ciij_l[ncp_ ) C[lg_l’ gid_f, Fh ild_l ni m_]ol_ f_acncg[]s 

[hd l_miol]_m flig nb_ aip_lhg_hn* cn cm g[chfs ni ]ih]fod_ [ jobfc] 

jol]b[m_ ]ihnl[]n [al__g_hn qcnb aip_lhg_hn il b_fj nb_ aip_lhg_hn 

bifd [ h[ncih[f filog il g__ncha, >hd Fh ild_l ni m_]ol_ l_miol]_m 

flig g[le_n* cn cm g[chfs ni ]iij_l[n_ qcnb fi][f f[lg_lm’ mj_]c[fct_d 

]iij_l[ncp_m* [hd []]ildcha ni nb_ mb[l_ ][jcn[f j_l f[lg_l >dijncha 

nb_ ch]ig_ dcmnlcboncih g_nbid* g[echa mn[hd[ld [hd m]c_hncfc] 

jlido]ncih n_]bhifias l_aof[ncihm ch jlido]ncih* [hd g[echa om_ if nb_ 

h_nqile ]b[l[]n_lcmnc]m if lol[f mi]c_ns ni ]l_[n_ [ %mch]_l_ ]ihh_]ncih 

msmn_g% nb[n bchdm nb_ jlido]ncih jlifcnm if nb_ _hncl_ pcff[a_ nblioab 

]iij_l[n_ qcnb fi][f f[lg_lm’ mj_]c[fct_d ]iij_l[ncp_m, Fh [ddcncih* mch]_ 

nb_s q[hn ni ]ihmog_lm jol]b[m_ b[m_d ih jlido]n l_]iahcncih l[nb_l 

nb[h jobfc] chn_l_mn* nb_s om_ FQ n_]bhifias ni b[lgihct_ _r]b[ha_m 

qcnb ]ihmog_lm* [hd jlipcd_ chhip[ncp_ [hd chdcpcdo[f m_lpc]_m* qbcf_ 

cgjlip_ ]ihmog_lm’ ]iggih p[fo_m [hd gil[fm nblioab []ncpcnc_m mo]b 

[m _rj_lc_h]cha ]ihmog_l jlido]ncih [l_[m, Fn cm d_mcah_d ni _hmol_ 

f_acncg[]s bs filgcha p[fo_m hilgm, Fh [ddcncih* ch ild_l ni chfilg nb_ 

jobfc] if bcm ohcko_h_mm [hd mi]c[f p[fo_* b_ cm jonncha [ fin if _ffiln 

chni jobfc] l_f[ncihm* b_fj f[lg_lm’ mj_]c[fct_d ]iij_l[ncp_ ni mn[bcfct_* 

[hd filgof[ncha fonol_ jf[hm qcff jlipcd_ mojjiln qb_h holnolcha fi][f 

n[f_hn, Fh nbcm ][m_* ch n_lgm if bomch_mm mnl[n_as* cn ][h b_ m__h nb[n 

Cbch[%m mj_]c[f gcr_d ]i[fcncih j[nn_lh l_jl_m_hncha nb_ ‘I_[dcha 

_hn_ljlcm_ ) C[lg_lm’ Pj_]c[fct_d Ciij_l[ncp_ ) C[lg_l’ gid_f cm gil_ 

g[le_nct_m [hd jlifcn nb[h nl[dcncih[f mi]c[f+_]ihigc] gid_f* 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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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h[+mj_]cfc] jifcnc][f+_]ihigc] _hpclihg_hn ni b_ ]ihmcd_l_d* cn cm 

jlip_d nb[n cn ][h b_ m__h [m gil_ _ffc]c_hn nb[h [ mchaf_ mi]c[f 

_]ihigs gid_f ch nb_ d_p_fijg_hn if mi]c[f _]ihigs ila[hct[ncihm, 

Eiq_p_l* ch nbcm ‘I_[dcha _hn_ljlcm_ ) C[lg_lm’ Pj_]c[fct_d Ciij_l[ncp_ 

) C[lg_l’ gid_f* g[le_n chfilg[ncih [hd [alc]ofnol[f n_]bhifias b[p_ 

]igj[hc_m* mi _p_h cf nb_ lcabn ni ]ihmofn qcnb mg[ff g_l]b[hnm cm 

cgjlip_d ni mig_ _rn_hn* nb_ lcabn ni ]ihmofn qcnb f[lg_lm cm mncff q_[e 

qb_h d_[fcha qcnb l_f[n_d f[la_ ]igj[hc_m, Fh [ddcncih* ch nbcm ][m_* 

nb_s ]iij_l[ncp_ qcnb f[lg_lm’ mj_]c[fct_d ]iij_l[ncp_m* bon nb_s g[chfs 

ch ]iij_l[ncih qcnb f[lg_lm’ mj_]c[fct_d ]iij_l[ncp_m f_d bs _fcn_ [hd 

f[la_ f[lg_l* mi nb_s b[p_ fcgcn[ncihm ih nb_ [bcfcns if mg[ff f[lg_lm ni 

[fq[sm cgjlip_ nb_cl mn[nom [m mg[ff f[lg_lm [hd nb_ ch]l_[m_ ch mg[ff 

f[lg_lm% jlifcnm, 

  Qb_l_fil_* [m [ l_mofn* nb_ Cbch_m_ mi]c[f _]ihigs gid_f* qbc]b 

_rbcbcnm gcr_d ]b[l[]n_lcmnc]m* h__dm ni _rcmn qb_h mifpcha mi]c[f 

jlibf_gm ch Cbch_m_ mi]c_ns* bon do_ ni p[lciom ila[hct[ncih[f fcgcncha 

f[]nilm* mi]c[f _]ihigs ila[hct[ncih ch Cbch_m_ mi]c_ns mi f[l b[m hi 

jimmcbcfcns if l_filgcha, Fn ][h b_ m__h nb[n nb_s [l_ ihfs jf[scha [ 

]igjf_g_hn[ls [hd b[lgihciom lif_ b_nq__h nb_ g[le_n [hd nb_ 

g[le_n, Lh nb_ ih_ b[hd* [m mi]c[f _]ihigs ila[hct[ncihm d_p_fij 

l[jcdfs ch nb_ fc_fdm if q_ff[l_ m_lpc]_m mo]b [m _do][ncih* g_dc][f ][l_* 

[hd _gjfisg_hn* nb_s ][h b_]ig_ [ b_h_fc]c[f %]iij_l[ncp_ j[lnh_l% if 

nb_ aip_lhg_hn, Lh nb_ inb_l b[hd* fiiecha [n nb_ d_p_fijg_hn if 

Cbch_m_ mi]c[f _]ihigs ila[hct[ncihm* g[hs mi]c[f _]ihigs 

ila[hct[ncihm Fn cm mncff oh]f_[l qb_nb_l nbcm do[f mi]c[f+_]ihigc] ai[f 

][h b_ b[f[h]_d [m cn cm mncff q_[e ch ila[hct[ncih[f aip_lh[h]_,

SMywWYLZ 3 5PiVMZM AWKiIT 7KWVWmy MWLMT, AWKiIT 7KWVW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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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OIVizI[iWV, 6M]MTWpmMV[ PI[P, 7YiS OTiV DYiOP['Z TPYMM 6imMVZiWVIT 

5WVKMp[uIT ApIKM NWY TPM AWKiIT 7KWVWmy, RMZWuYKM 6MpMVLMVKM 

TPMWYy, 9ZWmWYpPiZm TPMWYy

A[uLMV[ NumbMY 3 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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