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문화얹구 쩨

9 집 2 훌， (2003) pp.83-123

서톨대확교 비교뿔뼈연구소

〈주요깨댐〉 경영 혐지화， 정 · 리 · 법(慣 · 짧 · 法) . 재중 한국계 기업， 해외직접투

자， 뀐시(빼條). 문화구성

재중 한국계 기업의 청 t생 현지화에 대한 문화척 명향:

개혁 · 개방기 좁국의 “정 · 리 · 법 문화구성 (情 ·
理

· 法 文{밤離)"을 줍심으로 1)
정종호*

1. 연구의 배경
본 논문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뜰의 경영 험지화 입장에서 중국
의 사회문화적 환경옳 재구성함g로써 재중 한국계 기업의 겸영 혐지

화에 대한 중국사회의 문화적 영향율 살며보는 것올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영 현지화란 사회문화 및 경제행위 퉁옳 포함한 현지의 사업
환경에 대한 척웅올 흉해 자회사의 경쟁력율 제고시키려는 적용 전략

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툴윤 다양한 측면에서 해외직

‘서옳대학교 국제대학웬

1) 본 논문은 재단법인 ‘미래인력연구원’ 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후어진 중국진
출 한국기업외 정영혐지화 모텔에 판한 공동연구의 일부이다. 중국 현지조사
흘 위한 사전답사에서부터 자료쟁리에 이르기까지 수고훌 아끼지 않으신 빽

권호 교수님파 혐치에서 연구자훌 위해 적극적인 협조률 아끼지 않으셨던 재
중 한국계 기업의 한국인 주재훤 여러분 및 중국인 문로자 여러붐께 진심요
로 감사훌 드린다. 또한 논문의 초고에 대해 생의훌 가지고 휴익한 논평옳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여러분돌께도 깊온 감사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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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투자기업의 경영 현지화를 정의 및 측정함으로써， 경영 현지화라는

개념이 다차원적인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다 2) 이 중 관리적 차원에서
의 현지화， 그 중에서도 경영관리방식의 현지화의 성공여부는 현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률 관건으로 하고 있다 3) 톡히
개혁 • 개방과 더불어 새로이 자본주의 경제요소들을 도입함으로써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사회의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재중 한국계 기업 역시 이와 같은 경영 현지화의 중요성을 심각하

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5) 본국 주재원의 현

2) 예를 들면 Wesmey (1 993) 의 논의를 참조할 것.
3) 문화적 차이와 경영관리방식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현지의 문
화적 특성에 따라 적합한 경영관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올 보여주고 았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상이하고 이질적인 환경에서 성공척인 경제 활동 및 기
업 활동올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환경을 결정하고 있는 해당 사회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Hofstede

1983 , 1991; Newrnan and

Nollen 1996; Schein 1985; Trompenaars 1993) , 특히 Newman and
Nollen (1 996) 은 Hofstede가 구분한 다섯 가지의 문화적 차훤에 기반한 사례

연구를 통해 현지의 문화 (nationalαlture) 에 적합한 관리적 차원에서의 경영
방식 (management practices) 이 이루어져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의 현지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역시 경영 현지화

및 기업의 사회문화 적용이 외자기업의 중국사회에서의 투자성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 되고 있음올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장수현 (2003: 84) 은 중국
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이 당변하고 있는 많은 경영 애로사항이 단순히 경
제적인 차원의 문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에서 오는 오해와 마찰이
개재되어 발생하였음을 지척하고 있다.

5)

재중 한국계 기업의 경영 현지화에 대한 펼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북경， 천진， 심양， 대련 및 산동성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930여개 회

사를 1999년 설문조사한 자료(’‘中國進出 韓國企業의 現地 經營實態와 없路

재중 한국제 기업의 경영 현지화에 대한 문화척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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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화 강화 흉융 제 S끽하고는 중국의 사회문화썩 환경에 대한 체계척인
이해에 있어셔 천랍쩍 고려 및 캡근이 여전히 미홉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사회문화척 환청이 중국 진훌 한국기업의 정영 현지화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률 역시 대부분 제한된 분석훌율 통한 실
태조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에 진출한 기

업물의 경영 현지화 입장에서 중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올 재구성해봄
으로써 재중 한국계 기업의 바람직한 경영 현지화 모텔올 제시하는

것올 목적으로 한다. 측 판리쩍 차원에서의 현지화훌 중심으로，1)
중국에서의 기업경영에 중요한 영향올 미치는 중국의 사회문화적 환
경의 흘정과 구조 이해률 위한 분석톨율 제시하고.

2)

이롤 바탕으로

중국의 사획푼화척 환경과의 상호관계 하에서 재중 한국계 기업의 경

영관리와 기업훈화륨 상뼈보고자 한다. 혹히 중국인 근로자 판리 및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문화적 환정이 경영 현지화에
어떠한 영향울 미치는가훌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파 같온 띤구목적올 위해 본 연구는 2001 년 7-8월 (4주깐) ,
2002년 1 월 (2 주간)， 2003년 1 월 (1 주간)에 걸쳐 북경 및 하북생 (河北

省) 랑방(願행)에 진훌한 8개의 한국계 기업 , 그 중에서도 특히 량방
에 위치한 “H식품휴한공사”훌 중심으로 현지조사훌 실시하였다. 현

지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률은 재중 한국계 기업에 대한 참여판찰
(p았ticipant observation) 파 함께， 혜당 기업의 경영 담당자， 한국인 주

재원， 그리고 중국얀 현지 근로자에 대한 껄푼조사 및 공식적， 비풍
식적 심충면접융 흉해 얻어진 젓이다. 이밖에도 연구자는 북겸 및 땅

방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전반적인 현황파 노사문제훌 파악하기

要因” 대한상공회의소， 한충민간경제협의회， 1999年9 月)에서도， 당시 썰폼에
용답한 중국진훌기업훌의 대부분이 정영성파 제고활 위해 노력윷 기옳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경영판리의 현지화 강화와 교육훈현옳 용한 인재양
성융지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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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북경 주재 한국영사관， 북경한국투자기업협의회 사무국，

KOTRA

북경본부， 랑방경제기술개발구(廠야經濟技術開發區) 관리

위원회(管理委員홈)동올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전통적 가치 , 사회주의 유산 그리고 시장경제 요소

중국사회의 변혁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시장의 재풍장과 전통의

부활로 특정 지워지는 개혁 · 개방기 중국사회에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적 전통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lecher

1997: Shue 1988: Siu 1989: Walder 1986). 개혁 · 개방기 중국사회에
있어서의 이와 갈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적 전통의 공존， 즉 .사

회주의 경제’ 또는 전통적인 ‘뀐시(關係)의 경제’ 라는 단일한 개념으
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현대중국의 사회문화적 환
경은 1949년 사회주의 체제 성립 이후 이루어져 온 중국사회의 변혁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현대 중국의 역사는 혁명과 개혁으로 요약휠 수 있올 것이다 6) 기
존의 연구들은 전통적인 중국사회가 토지， 조상숭배 의례， 유교， 종
족(宗族 lineage) 집단 동올 권력의 복합적 기반으로 하였던 “신사(練
士. gentηr) 지배의 사회 구성체"

(gentry-dominated soci외 formation) 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lecher 1997: 10-16). 그러나 1949
년 공산주의 정권 수립 이후 시작된 모태동 시기의 혁명적인 사회변

혁은 전통적인 중국사회로부터의 단절을 결과하였다. 혁명 초기 실시
된 토지개혁은 지방사회의 실질적인 엘리트 계층이었던 지주계급， 즉
신사(輔士)계충의 경제적 기반을 볼수하였고， 호적제도(戶籍制度)의

6) 혁명과 개혁으로 요약되는 중국사회의 변혁을 농촌의 시각에서 연구한 국내
의 연구서로는 김광억 (2000) 을 참조할 것.

재중 한국계 기업외 경영 혐지화에 대한 푼화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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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아래 씬면팡사 (A民公社)훌 중심으로 한 놓촌지역임 집쩨화， 그

리고 단위제(單{擺Ij)훌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의 집체화 파정윤 종촉
조직(宗族組織) , 동향조직(同爛組織) , 홍업조직 (1司業組織) 퉁파 같
은 농촌파 도시의 전홍척인 사회조직들올 약화시켰으며. 문화혁명(文

化黃命)온 전흉사회의 가치판， 종교， 그리고 철학적 기반들올 파괴하
였다. 결국 모핵흉 사기의 중국은 이전의 전흉척인 사회구조와 문화
체계와는 구별되는 새로풍 사회주의의 전통(호척제도， 인민꽁사， 단
위제 동으로 특정 지워지는)융 기반으로 하여 수립되었다 (Blecher

1997: Meisner 1986[197 끼: Potter and Potter 1990: Siu 1989). 한혐 둥
소명에 의해 시싹된 중국외 개혁 · 개방은 정치적 사회주의와 경제적
자본주의의 결합이라는 중국 특씩의 체제전환옳 목표로 시장띄 재동
장과 전홍의 부활옳 야기하였다. 즉 개혁 · 개방옳 통해 혐대 풍국 사

회는， 1) 1949년 혁명 이후 단절되었던 혁명 이전의 전룡쩍 인 사회

척 · 문화적 요소률의 재풍장， 2) 시장의 풍장윷 흉한 잔불준완경챔
원리의 도업， 그리고 이에 더하여 3) 정치적 사회주위의 고수훌 통해

유지되어지는 모택동 시기 사회주의척 유산의 지숙적인 좀재룹 특정
으로 하는 복합적인 사회의 모습올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상기한 바와 같이 전통， 시장. 그리고 사회주의， 세 가지

상이한 요솥의 꽁존이라는 현대 중국사회의 복합책이고 역동척인 흡
정으로 인해， 중국의 변혁에 관한 기존의 논외옳운 현대 중국의 사회
문화적 성격율 이해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인식혼적 차이훌 보야고 있
다. 즉 많윤 학자옳이 개혁 , 개방으로 인해 도입된 시장에 주쪽하여

시장경제에 71 반한 자본주의척인 모습률의 전반책인 확산으로 개
혁 · 개방 이후의 중국사회훌 이해하는데 동의함에도 옳구하고， 알부

학자들운 부활하고 있는 전통사회의 가치들에 주목하여 혁명파 개혁
에도 뿔구하고 지솜생올 유지하고 있는 중국사회의 전통생옳 재혁 ·
개방 이후의 중국사회률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선척으로 강조하고 있

는 반면 (Shue

1988: Yang 1994) , 다륜 일단의 학자들윤 개혁 · 개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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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치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모택동 시기의 사회

질서에 주목하여 중국사회의 사회주의적인 모습틀올 우선적으로 강
조하고 있다 (Siu

1989: Solinger 1992. 1993).

현대 중국의 사회문화

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인식론척 차이는 연구자가 현지조사
기간 중 인터뷰한 재중 한국계 기업의 경영자 및 주재원들 사이에서

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즉 일단의 재중 한국계 기업의 경영자 및
주재원들은 중국사회에서 기업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전통적인 가치에 기반한 “판시 .. (關係)라고 여기고 있는 반면， 다
른 일단의 경영자 및 주재원틀온 중국에서의 기업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자본주의적인 경쟁원리의 도입이라고 여기고 있다. 동시
에 또 다른 일단의 경영자 및 주재원틀은 사회주의적인 체제의 이해

를 중국에서의 기업경영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현대 중국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이상과 같은
인식론적 차이는 결국 정치적 측면에서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통치
문화의 고수， 경제적 측면에서의 시장경제원칙에 근거한 자본제 문화
의 도입， 그리고 비공식적이고 사(私)척인 영역에서의 전통문화의 부

활로 요약되는， 오늘날 중국의 복합적이고 역통적인 사회문화적 환경
으로 인한 것이다. 즉 현대 중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원적인 모습

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어떤 특정이 사회와 문화의 지배적인 원리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중국에서의 기업경영에 있어서 인식론척， 방법론적 차이를 보이
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재중 한국계 기업의 성공적인 경영 현지화는

이러한 중국사회의 다원적인 톡성에 대한 올바른 이혜를 근간으로 하
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에 진출

한 한국기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재중 한국계 기업의 경영 현
지화에 대한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현지인의 관점에서 구성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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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똥사대상기업 개관
본 논문외 주된 현지조사 대상기업인 H식홈유한공사는 세계 초궐

파이 시장의 70% 률 차지하는 한국의 D제파가 1995 년에 약 1 ，때0만

닿러를 종국에 투자하여 쩔립한 현지법인이다， 7) 2001 년 조사 당시 H
사에는 랑방공장에서 문무하는 5 명옳 포함하여 총 14명의 한국인 주
재원(이 중 4명은 소속 상 현지법인인 H사가 아닌 한국본사인 P제파

에 숙함)이 근무하고 있었다. 랑방공장의 경우， 한국에서 파견된 주
재훤촬 01 실절쩍인 꽁장업무 책임자인 부총겸려(상무)훌 비훗하여，

생산총활 총감(차장) , 재무， 구매. 전산 땀당 경려(파장)， 껍생산 합
당 경리(과장) , 그리고 인사총무 및 노조 담당 경리(과장)로 근무하
고 있었다. 한 가지 혹이한 사실윤 중국에 대한 편견의 최소화， 혐지

인력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의 원활한 대외관체홉 ￥}

7)

“호려우(好빼友 r 는 H사 초코파이외 중국시장에서외 명칭이다 .D제과의 경
쟁사인 L사가 중국에서

‘초코파이’ 라는 이륨으로 먼저 동록윷 하여 초코파

이 상표퉁록옳 L사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D제파는 ”好빼友” 라는 이홈으로 상
표동혹옳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좋온 친구’ (好朋友)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상표가 종국인률에게 효감옳 주어 제홈의 이홉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전화
위복이 되었다. 이에 따라 H사는 “好뼈友:好朋友”률 충심으로 중국시장에
서도 ‘博’ 옳 기본테마로 한 팡고전략율 구사하고 있다. 흑 1995 년 초 확경
중심가인 천안문 팡장의 건국문 지하철역에 “好뺑友派好朋友， 好的朋友好빼
友.. (好뼈友초코파이는 좋용친구， 좋은친구는 好麗友)"라는 대형 입간판(가
로

33m

X 세로 6m의 L자형 형태; 광고료 일년에 미화 27만 달러)올 껄치하

였으며， π7 팡::ïl 역시 .“好빼友=好朋友”개념옳 충성으로 하였다， 한훤 D째
파논 초jil짜이 포장의 기본색상 역시 중국소비자훌의 기호률 고려하여 원래

의

파란색

였다.

계롱에서

적색

계흉으로 바꿈으로써

혐지화훌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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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국인 사장(중국 심양 출신)이 현지법인인 H사의 대표로 선임되

어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랑방공장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근로자는
2001 년 조사 당시 약 180명에 달하고 있었는데

H사의 중국인 근로

자 고용은 주로 랑방 호구(戶口)주민(약 60%) , 북경 거주자， 그리고

천진 거주자 중에서 이루어진다. 중국인 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은 대
개 I 년에서 5년 사이인데， 일반적으로 관리직등 기깐요원은 2-3 년，

생산직은 1 년이며， 처음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6개월간의 시용
기간(試用期間， 일종의 수습기간)을 두고 분기마다 이틀 중 5-10명

씩 정식공으로 승격시키고 있었다 8)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양적인 급증파 함께 1990년대 중반 이
후 한국계 기업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에 있어서 기폰의 노동집약적
중소제조기업 위주의 수출 혹은 생산지향형 투자에서

.중국을 제 2의

내수시장화’ 하려는 대규모 기업들의 내수지향형 투자로의 변화가 목
격되고 있는데(백권호 · 김윤태 · 셜통훈 · 안종석 · 정종호 · 주영하

2002: 64) ， H사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제과산업. 업계간의 과다경쟁， 패스트푸드와 외식산업의
확산， 주고객인 저연령층의 인구감소 둥 당시의 어려운 시장상황과

관련， 기존의 OEM방식 위주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수출전략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출전략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
었던 D제과는 전략지역으로 중국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중국진출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0제과가 진출할 당시의 중국의 제과시장은
1992 년 동소평이

‘남순강화(南센講話)’ 를 통해

‘지속적인 개혁 · 개

방’ 을 강조한 이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개인소득과 구매력

8) 2001 년 조사 당시 H사 중국인 근로자의 명균 임금온 기본급 1 ， 700元(1元은
한화 약 150원) 정도인데， 관련 법규정에 따라 기본급 이외에 보조금과 수당
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으며. 복리후생비는 기본임금의 약 60%. 수당은 기
본임금의 약 3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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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중가하여 본격척인 성장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9) 이에 따라
중국산 제파류의 비중이 약화되면서 수입제과 및 합자회사의 제파류

가 중국의 제과시장올 주도하였으며， 수출올 통해 중국의 채과시장을
상당한 정도로 따악한 외국의 기업들이 하나 둘씩 수출에서 현지생산
으로 전환하던 시기였다， D제과 역시 1993 년 11 훨부터 1994년 12 월

까지의 기간동안 전략상품 선청을 위한 수훌 가능성 타진 및 시장조
사률 통해 전략상품으로 초코파이를 션정한 후 수출에서 혐지생산으

로의 전환율 결정하였다 10)
당시 D제과의 현지생산을 통한 본격적인 중국진촬 결정흘 매우 철
저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다옵과 같윤 두 가지

점이 주목된다. 우선 D제과는 전략지역으로 중국올 선정한 후 현지
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국시장개척에 기초라는 인식에 따
라， 역사， 문확， 생활방식， 판습， 종교， 언어 등올 총망라하여 현지의
사회와 문화훌 이해하는 데 훨요한 모든 사항용 교육시키는 ‘문화감

수성교육’ 이라는 자체교육 프로그랩올 개발하여 중국지역전푼가롤
양성함으로써， 본격척인 중국투자 이후의 경영 현지화훌 위한 준벼홉

시작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D제과의 특정은 여타 정챙
기업과는 달리 중국올 하나의 시장으로 접근하지 않고 여러 개의 구
분되는 분할상권으로 접근하여 중국투자를 준비하였다는 점이다.

9) 시장개척 (당시는 수입처 확보)과 투자환경조사홉 위해 1993 년 2월 확정에 따
견되었던 D체과 확정사무소외 마케탱 담당 K부장(남. 1966년생)에 따르면，
1995년 상반기 당시 파이휴의 중국내 시장규모는 월 I챙 if 컨테이너 140개 규
모로 대도시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다 .2001 년 7월 16일 인터뷰，

10) 2004년 출시 30주년윷 맞는 초코파이는 D제과의 대표척인 제폼이다. 당시의
현지생산으로의 전환결정용 물류비용， 생산원가 퉁 제반비용의 최소확훌 흉
한 경쟁력 장화， 한계에 도달한 국내 생산 공급능력의 해외 대체. 그리고 현
지생산울 흉한 중국내 강력한 브핸드 파워 형성 및 중국에서의 우호척 이미
지 창훌 풍올 목적으로 절갱되었다 .K부장과의 2001 년 7쩔 16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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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상권으로 중국은 너무 큰 시장입니다. 중국시장을 한꺼번에 공

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좋n 深죄 11{:센會覺得錢太少. 到了北京佈會

覺得官太小， 到了東北꺼會覺得觸太小’ 1 1)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초
코파이 소비성향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북경， 상해， 광주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지요. 수도이자 정치도시인 북경은 과시욕과 규격화 성향

이 강해서 대형포장제품의 판매가 수월하지요. 반면 상해의 소비자들은
소심하고 치밀해서 주로 소량으로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 후 품질에 만

족하면 원하는 양만큼 사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에서도 특정지
역을 주력지역으로 선정하여 집중 공략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으
로의 확대를 계획했습니다 .. 12)

이러한 중국 상권에 대한 분할인식에 따라 D제과는 수출 가능성

타진 및 시장조사를 위해 일년간 중국시장을 조사한 기획부 수출팀에
서 1995 년 작성한 보고서에 의거하여 전체 중국시장을 수도북경을 중

심으로 한 북경상권，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동북상권， 상해를 중심으
로 한 상해상권， 광주를 중심으로 한 광주상권， 그리고 내륙상권 둥

으로 구분한 후 집중공략 주력상권으로 북경상권을 선정하였다 13)
“동북과 내륙온 많은 인구를 가지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으

로서 소득수준이 여전히 낮아 주력상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
서 북경， 상해， 광동을 공략한 후 진출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상해와 광

11) .짐천에 가면 자신이 가진 돈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북경에 가면 자
신의 직위가 너무 낮다는 것율 알게 되고. 동북지역에 가면 자신의 배짱이 너

무 작다는 것올 알게 된다”는 뜻으로 중국내 지역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2) K부장과의 2001 년 7월 16일 인터뷰.
13) 기존의 중국연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중국에 대한 권역별 이해는 전체 중국
을 상호 독립적 S로 구분되는 여러 개의 대구역 (rnacrore양on) 으로 구분하였
던 스키너 (Skinner) 에 의해 체계화된 후 많온 학자들에 의혜 계송. 발전되어
왔다. 스키너의 구분에 대해서는 Skinner (1 977. 1978 , 1985) 률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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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이미 많용 외국외 제파회사가 진출하고 있어서 정쟁이 매우 치혈

했습니다. 따라서 주력상권으로 북청상권율 우선 선갱하였습니다 "14)

이와 같이 1 단체 집총공략 주력지역으로 북경상권(북정율 중심으

로 한 정주 이북 지쩍)옳 선정한 D제과는 1995 년 12 월 중국혐지에

l

천4백만 랄러훌 쭈자하여 하북성 “랑방경제기술개발구”에 초코짜이
생산공장 설립올 결정하고， 판매 및 생산 업무훌 외해 H식품유한꽁
사라는 현지법인옳 껄립하였다 .H사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랑방경제
기술특구(전체면적

961km ,

인구 50딴)는 북경과 천진의 중간에 뀌치

(북경에서 4Qkm , 천진에서 6Okm) 한 곳으로서， 북경(인구 천2 백만)과
천진(인구 천만)이라는 고소득 대형 소비시장옳 근거리에 두고 었옳

뽕만 아니라， 교흉의 훤리함으로 인해 제품 공급은 활론 인력， 원부

재료 조달 흉이 용이하여， 천자， 자동차， 식품， 생명공학 둥 다양한

분야의 중국기업 및 해외기업들이 진출한 곳이다 15) H사의 랑방 초
코파이 생산공장용 량방경제기술개발구로부터 50년 동안 임대한 총
50 ， 000명방미터의 부지(임대료는 1 평방미터 당 170元)쩌에 1996년
초부터 건립이 시작되어 1997년 5훨 20일 완꽁(대지 l 만5 첸여평， 연건

평 2 ， 700평)되었다. 월 18 만 박스의 초코파이 생산 라인올 가동， 연간
2 천만 탈러 규모의 초코파이률 생산하여 화북지역외 초코파이 꽁굽올
담당하고 있으며. 공장 가동 11 개월만인 1998년 초부터 10% 대의 혹
자를 기록한 이후 2001 년 조사당시까지 계속적으로 혹자롤 기록하고

14)

K부장과의 2001 년 7월 16일 인터뷰.

15)

랑방경제기숨욕구의 선정에는 “七通-zp:' (상하수도， 전기 , 흉신， 난방 둥에

서 천연가스에 이르기까지 7가지의 편리합이 구비되어 있다는 훗)도 주흰 이

유로 보인다. 특히 오븐 (oven) 사용으로 인해 가스의 훤활한 공급이 필수척 인
초코따이 생산 꽁장의 경우， 가스공급에 제한이 있는 북경개웰구보다 임대료
도 저렴하고(확경개발구외 약 3 분의 일) 가스공급도 원활한 랑방개발구는 탁
월한 선택이었다 .K후장과의 인터뷰 .2001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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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방 초코파이 생산공장 셀립올 통해 북경상권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D제과는 북경을 기반으로 하여 천진， 심양， 청도， 대련 동을

중심으로 2 차 거점 도시 개발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
라， 권역별 생산기지 현지거점화 전략에 따라 상해에 공장을 건립함
으로써 상해상권 공략을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정부의 허가 하에 북

경(1 993 년 2 월 설립) , 상해 (1996년 8월 설립)에 이은 D제과의 세 번
째 중국사무소를 1999년 5 월 27 일 광동성 광주에 개설함으로써， 광통
상권 공략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D제과의 지역분할 전략，

특히 북경중심의 북부에서 상해중심의 중부를 거쳐 광주중심의 남부

로 이어지는 시장 확산전략이 주효한 작용을 하여 중국

ccrv 및

인

민일보가 중국의 주요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H사의 초코파

이는 1998년부터 2001 년 조사 당시까지 3 년 연속 같은 계열 제품에서
시장 점유율 1 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001 년 당시 중국내 파이시장
점유율

63% ,

브랜드 구매율， 충성도

인지도 둥에서 4년 연속 1 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D제과의 중국진출 성공은 무엇
보다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자사의 대표적인 상품과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한 현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주력상품과 주력시장올

효과적으로 결합한데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 · 리 · 법 문화구성(情 · 理 · 法文f다離)
개혁 · 개방 이후의 중국 사회는 전통적인 사회적 · 문화적 가치들，
시장의 동장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원리. 그리고 정치적 사회주위의

고수를 통한 사회주의적 유산이 공존하는 다원적인 모습을 갖는다.
이상과 같은 개혁 · 개방기 중국사회의 복합적인 문화구성에 대한 통
찰력 있는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가 Y와19 (1 994) 의 연구이다.Y:와1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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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현대 줍국 사회에는 그가 각감 1) 국가 (재)분배 겸제 (the

state disπibutive economy). 2)
재동장한 상품경 제 (a

션 물경 제

그리 고

3)

resurgent cαnmodity economy) 라고 명 명 한 세

가지의 서로 구별되는 “교환 양식
닉 영역

(the gift economy) .

(modes of exchange) 또는 권력테표

(domains of power techniques) ’

이 혼재 한다. 이 들 각각의 세

가지 경제 교환 양식윤 고유의 작동규칙올 따르며， 특휴의 사회척 판
계 양식윷 규정하고 있고 톡자척인 교환규칙과 가치체계훌 생산함으
로써， 현대 중국사회에서 상호 구별되는 권력 테크닉 영역윷 이휴고
있다 (Yang

1994: 178) , 이상파 같은 Yang의 논의는 “공삭적 영역

(formal sector) 파 비공식적 영역 (informal sector) ," “일차 경제 (fir장t
economy) 와 이 차 경 제 (second economy) ," “자본주의 경 제 (capi뼈ist
economy) 와 사회주의 경제 (so다alist

economy)" 풍파 같윤 이원척인

경제구분에 기반한 기존의 연구 16) 들과는 달리 “삼각모델 (πipartite
scheme)" 윷 제사함으로써， 시장띄 재둥장과 션통의 부활로 특정 지워
지는 개혁 , 개방기 중국사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유용한 분석률올

제시해 주고 있다 17) 그렴에도 불구하고， Yang의 논외는 다음파 같용
몇 가지 챔에서 한계률 갖는다.

우선 Y없19띄 논의는 기환척으로 상기한 세 가지 교환 양식 중 국가
(재)분배 경제 및 선불경제간의 상호 판계에 일차적인 연구 판심옳
집중하고 었으E로， 개혁 · 개방기 시장의 채풍장올 통해 재생된 상품
경제와의 판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사회의 떡똥척인 문화구성， 특

히 자본주의쩍 상폼청제의 풍장올 흉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
지화 파정파 판련한 중국사회 및 문화외 영향윷 이해하는 데에는 한

16)

예훌 툴면，Gal잃ì(l 985) ，

Grossman (1 982) ‘

17) y;없19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이러한 삼각모행 (tri뼈.rtite scheme) 용 경제척 흉
합외 세 가지 양식 율 互惠的 交換 (reαprocity) , 再分配 (r，때ìstribution) , 市樓交

換 (m값keteli에때ge) E..로 구분한
(Y:와191994:

179) ,

Karl Polanyi (1 957) 의 논의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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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지닌다. 동시에 Yang의 논의는 서구의 역사적 경혐의 산물인 시
민사회 (civil society) 연구의 영향 하에서，판시”를 중심으로 형성되
는 개혁 · 개방기 중국 사회의 선물경제가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 권력

에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분석의 틀이 여
전히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현지인의 관점에 기반

한 문화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갖는다 18)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도덕체계. 자본주의적인 시장논리， 그리고 사
회주의적인 평퉁원칙의 세 가지 상이한 경제 양식이 공존하는 현대
중국의 복합적 인 문화구성

(cu1 tural formation) 을 Yang의 분석과는 달

리 중국인의 관점에서 情 · 理 · 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9) 통시에 본
고에서는 재중 한국계 기업의 경영 현지화라는 시각에서 개혁 · 개방

기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틀올 탐구한다는 목적에 따라，

기폰의 중국 법률문화 연구에서 정의되었던 情 · 理 · 法의 의미 20) 와
는 다른 의미에서 情 · 理 · 法올 정의하고자 한다. 즉 본고에서는 전

18)

Yang은 개혁 · 개방기 중국 사회에 있어서의 선물경제의 의미를 사회주의 국

가권력에 대항하는 대안의 가능성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Yang의
연구는 비가시척이고 비조직척인 저항의 개념을 발전시킨 Scott의 연구

(1 985 , 1990) 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19) 情 · 理 · 法을 통한 중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중국사회의 오래된 전통
이다. 특히 많은 학자들은 진(奏) . 한(漢)이후 수백 년에 걸쳐 이루어진 법

률의 유가화( f혐家化) 과정속에서 전통적인 유가적 윤리 도덕관념과 국가의
법률제도가 서로 끊임없이 삼투 · 융합하여 형성된 복잡하고 다원적인 중국

인의 법관념을 情 · 理 · 法올 통해 껄명하고 있는데， 그들에 의하면 중국의
법률문화는 인정 (A情)， 천리(天理)， 국법(國法) 삼자간의 밀접한 연관관계
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泡忠信 · 鄭定 · 뺨學農 1996; 張薰 1999) .

20) 기존의 중국 법률문화 연구에서 情 · 理 法은 ‘법 밖의 법， (倫常의 정 .A之
常情)으로서의 인정 (A情) . ‘법 위의 법’ (體)으로서의 천리(天理) ..법 중의
법’ (법률조문)으로서의 국법 (國法)풍으로 정의되고 었다(쉰忠信 · 鄭定 · 홈
學農 199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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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적씬 도덕체계와 판련훤 영역옳 지뼈하는 가치훌훌 懶， 자붙주의척인

시장논리와 판렴휩 영역옳 지쾌하는 가치률 理， 그리고 사회주의척인

평동원칙파 판련된 영역올 지배하는 가치훌 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상파 같용 情 · 理 · 法의 정의 아래 현대 중국사회의 문화구성 록정
올 정리하여 보면 다읍파 같다.

1. 현대 중국사회의 푼화구성 (cultural fonnation) 용 상호간 쪽랩 적
인 전홈적띤 .a소， 자본주의적인 요소， 사회주의적인 요소의 세 가지

상호 이쩔척인 특색들로 구성되는 문화척 총해구조훌 이휴어진 복합
척 결합체이다. 측 세 가지 문화척 충위구초에 의해 중총척으로 결정

(overdeternlÙ1ed) 된 구성체로 볼 수 있다 2 1)

2. 세 가지 총위 구조뜰온 주어진 현대 중국사회의 푼화구성 싼에
서 상대적 자용성올 유지하고 있다. 세 가지 총위 구조들의 상대척

자옳성온 세 가지 총왜구조의 비대칭적 존재방식옳 흥해 설현되고 있
다. 측 셰 가지 총위구조가 지배척으로 존재하는 세 가지의 훈화영역

01

존재한다.

3. 재중 한국계 기업의 기업경영파 판련하여 보면， 세 가지 총뀌구
조가 지배적으로 존재하는 세 가지의 문화영역온 다움과 같다. 깨인
의 “사척 (private) 영역”은 전통적인 도덕체계가 가장 지배척으로 고

려되는 構의 영역이며， 따라서 성공적인 혐지화 기업경영올 위해서는
“합정(合情r 척인 행위가 지배적￡로 요구된다. 한훤， 현대 중국에서
·‘꽁적 (public) 영역”은 국가와 관련된 공척 영역 (state

public space) 과

비국가 공적 영 역 (non-state public space) 의 두 가지 로 나누어 불 수
있다， 이 중 버국가 꽁책 영역 (non-state space) 윤 자본주의척인 시장

논리가 가장 지배적으로 고려되는 理의 영역이며. 따라셔 성꽁썩얀

2 1) 환고에서는 Al야1않ser(1 969: 87-128) 가 사회구생쩨 (social fonnation) 환석에서
사용하였던 의미와 갈용 맥락에서 ”중총척 쩔정 (overdetennination)" 파 “상대
객 자옳생 (reJative autonomy)" 개념율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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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합리(合理r 적인 기업행위가 지배적으
로 요구된다. 반면， 국가와 관련된 공척 영역 (state space) 은 사회주의

적인 명퉁원칙 및 계획경제의 원칙이 가장 지배적으로 고려되는 法의
영역이며， 따라서 성공적인 현지화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합법(合
法)"적인 행위가 지배적으로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현대 중국사회의 문화는 상호작용하며 상호구성하는
세 가지 문화충위 구조에 의해 중충적으로 결정되고 (ove퍼etern뻐ed) ,

접합되어 있는 (articulated) 복합적 결합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
요한 것은 세 가지 문화 충위간의 관계가 단순히 병렬관계에 있지 않

다는 사실이다. 재중 한국계 기업에 대한 현지조사에 따르면， 정보
제공자들은 셰 가지 문화 충위 사이에 구조적인 지배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즉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특정 요소들이
지배척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특정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이하에서는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 · 리 · 법 문화구성(情 ·
理 · 法 文化構成)의 분석틀을， 재중 한국계 기업， 특히 H사에 대한

현지조사 결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그러한

분석틀에 기반하여 경영 현지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情의

영역

중국사회의 문화구성에서 情이 지배적으로 고려되는 영역은 전통
적인 도덕체계와 관련된 영역으로서

모태동 시기， 특히 문화혁명 시

기에 부정되었다가 개혁 · 개방 이후 다시 퉁장 빛 강화되고 있는 전

통척인 중국의 사회원리에 따른 문화적 가치틀， 예를 들면 가족 빛
종족 중심의 전통적인 인간관계 및 관련의례 (Shue 1988; Siu 1989) ,
출생지의 통일성에 기초한 지역주의 및 관련 조직(Goo따1an 1995;

Honig 1992) , 사회적 관계망으로서의
통에서의 禮 · 名分

관시 "(Yang

1994) , 유교적 전

· 義 동의 관념 및 가부장제(混忠信 · 鄭定 . 1흩學

農 1996) 등을 포함한다22) 이상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틀이 지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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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되는 懶의 영역용 주로 재인척， 비공식척인 “사적 (private)
명역”이다. 이러한 영역의 사회적 기초윤 가족 및 총쪽 풍과 깥운 혈

연판계는 물론 “홍(同)"파 판련된 판계(예률 툴면 同鄭， 同學. 同專)
로 구성되며， 정서척

기초는 “의기 .. (舞顆，

ethic of righteous

brotherhood: close bonds of friendship) , “갑정 " ( 感博 , emotional
feeling) , “인정 "(A情， human feeling) 풍으로 표현되는 요소룹이다
(Yi없19

1994: 119-123) ,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틀이

지배척으로 고려되는 情의 영역인 개인적， 비공식적인 “사척 (private)
영역" (예훌 률띤， 생일， 결혼， 이사 둥과 같윤 개인척언 홍파의례 영

역 및 동우회， 친목모임 동파 같온 지업내 비공식적 영역)에서는 사
회주의적 또는 시장겸제적인 가치들이 아니라 전통주의쩍인 가치툴
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다.
博의 영역에서 고려되는 전흉주의쩍인 가치는 상호간에 호혜성

(reciprocity )에 기반한 의무 (obligation) 감용 유발함으로써 실현훤다.
Y없19은 이와 관련된 중국사회의 문화척 기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변 중국의 전통적인 사회쳐 연결망인 “뀐시”의 형성 및 유
지는 선물(방ft) , 연회 (b없lquet) . 그리고 도움 및 편의 제공 (favor) 풍
의 교환옳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다(Yi없19

1994: 126-127).

혹히. “청

객송례(謂客送禮)"는 포구적이고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인정(人構)과

22)

혹히 이 중 ”반시 n 와 관련된 전용척인 문화행위는 재총 한국계 기업씌 겸영

현지화와 판련하여 構외 영역에서 자주 고려되는 부분이다. 기혼외 많온 연

구툴이 공산주의 혁명 이후， 륙히 개혁 · 개방 시기의 환시의 성격 및 역할변
화에 판한 연구률 수행하였는떼(예훌 률연，

Walder (l 986)

Gold (l 985) , Oi (l 989) ,

등의 연구) , 최근에는 Y없19 (1 994) 의 연구률 위시로 하여 인류

학적 현지조사에 기반한 “판시” 전문 연구서(예훌 률면， Kip띠s (1 997) ,
W뻐k (l 999) , Y:없1 (1 996) 풍의 연구)가 동장하고 었다. 한편，
Marsh때1(2000).

Wong and Leung(200 1)

Standiñrd and

퉁용 중국에서 의 기 업 및 경 제 활동

에 있어서 “관시”에 기반한 전략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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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척 기제이다 (Yang

1994:

135-136) . 따라서 情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선물， 연회， 그리고 도
움 및 편의 제공의 교환은 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 또는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에서의 교환과는 달리 “의례적인” 방식으로 교환된다. 예를

들면， 주로 생일， 장례， 결혼. 신년 둥과 같은 전통적인 의례를 통해
서 이루어진다.

사례

개인적， 비공식적인 “사적 (private) 영역”의 경우， 사회주의적 또는

시장경제적인 가치들보다 情으로 표현되는 전통적인 도덕체계와 가
치들이 지배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해당 기업의 경영 현지화와 관련하

여 중요하다는 사실은 민족지적 예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H사의
경우， 회사차원에서 중국인 근로자들의 생일， 결혼， 이사 둥과 같은
개인적인 대 · 소사에 참여하여 선물 및 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

라，23) 현지 한국인 주재원들 역시 개인적인 차원에서 중국인 근로자
들의 사적영역에 情으로 표현되는 전통적인 도덕체계와 가치들을 통

해 참여함으로써 중국인 근로자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옹을 얻고 있다.

인터뷰에 웅한 많은 중국인 근로자들이 이 같은 점올 지적하였는데，
특히 H사에 근무하고 있던 1φ9년 9월 H사에서 만난 중국인 근로자

와 결혼식을 올렸던 랑방 주민인 張搬(가명: 여， 28세)는 자신의 결

혼을 축하하기 위해 연회를 베풀어주고 자신의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
여 결혼선물을 전달한 한국인 주재원들로 인해， 외자기업(外寶企業)
에서 일하는 자신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였던 부모가 안도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4) 이는 곧 개인적인 영역에서 전

23)

조사당시 H사는 회사규정을 통해 중국인 정식 근로자에 대혜 결혼 축의금
(500元) . 출산 축하금 (400元) . 부의급 (300元) 둥을 제공하고 있었다.

24)

2001 년 7월 27 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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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척 가치에 근꺼한 “합정(合補)"척인 접근 01 기업의 경영 현찌확와
판련하여 중요하다는 사실윷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동시애 H사는 기업내 비공식쩍 활동들， 예률 훌연， 직원 야유회，

축구 동우회와 같윤 활동올 회사 차원에서 지훤해 줍 뿐만 아니라 한
국인 주재훤뚫이 척극 참여함으로써， 비꽁식적 영역에서 중국인 란로

자와의 유대훌 형생， 강화하고 있었다. 즉 개인적이고 벼꽁식척인

1

의 영역옳 홈해 “關係戶>> (판계률 맺어 놓은 상대; 도용옳 주어야 하
는 의무률 진 대상)와 ‘熟 X'(도움융 청하거나 의지활 수 있는 사랑)

이라는 關係網(사회적 판계외 인칸망)옳 한국인 주재훤파 중국인 근
로자 사이에 형성하고 있논 것이다. 이흉 흉해 고용자와 피고용자라

는 기존의 도구척이고 수단척인 한국인 주재훤파 중국인 근로자간찍
사회척 판계는 도벅적인 의무감파 채무감융 포함한 상호의존적인 인
간판계로 전환휩으로써，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률 낳고
있다 25)

또 다른 사례는 J사의 경우이다. 중국인의 기업활동에 있어서 혈연

판계의 중요생윤 여미 지적되어 용 바이다. 개혁 · 개방 이후 재풍장

한 시장껑쩨의 영향 하에서도 젠홈척인 혈연관계의 중요성이 오히려
강화회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깨혁 , 개방거 신흉기업에서 자

주 풍장하고 있는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의 의사친쪽판계 (fictive 빼lship
relations) 의 형성이다. 1998년 북경에 진출한 중소 섬유제조업체인

J

사의 경우， 인근와 대만기업윷 모방하여 개인적， 비공식적인 “사척

(private) 영역”에서 한국인 주재훤과 중국인 근로자 사이에 친쪽호청
사용율 장려하고 있는데， 이률 통해 한국인 주재원과 중국인 근로자

25)

한편 ， H사는 1998년 9월 3 일 한국인 주재훤은 물롬 중국인 근로자 모두가 참

여한 모금으로 조성된 수재외연금 3 만元윷 랑방경제기술개웰구 판리위원회
훌 흉해 양자강 연안의 흥수펴혜 지역에 천랄하는 동 “합갱(合情)’척인 접끈
옳 흉혜 현지의 지역사회와도 유대훌 형성，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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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보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중국인 근로자와의 유

대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개인적， 비공식적인 “사척

(private) 영역”에서의 “합정(옴情)"척인 접근이 기업경영의 현지화에
도 도움이 될 수 있옴을 보여주는 예이다.
결론적으로， 채중 한국계 기업에 대한 현지연구는 개인적， 비공식
적인 “사적 (private) 영역”에서의 전통적 가치에 근거한 “合淸”적인

접근이 1) 중국인 노동자틀로 하여금 외자기업에서 일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낯셜음을 어느 정도 해소하여 주고 있고. 2) 한국인 주재원
과 중국인 근로자 사이의 關係網(사회적 관계의 인간망) 형성을 통해

중국인 근로자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3) 이를 통해 기폰의 도
구적이고 수단적인 한국인 주재훤과 중국인 근로자간의 사회적 관계
를 도덕적인 의무감과 채무감올 포함한 상호의존적인 인간관계로 전

환함으로써， 재중 한국계 기업의 경영 현지화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

理의 영역

중국사회의 문화구성에서 理가 지배적으로 고려되는 영역은 자본
주의적 시장경제원칙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공척 (public) 영역” 중
비국가 공적 영역 (non-state

public space) 과 관련이 었다. 여기서 시장

경제원칙이라 함은 개혁 · 개방 이후 다시 동장한 자본주의적 시장의
원리에 따른 문화적 가치들， 예를 들면 자본제 경제의 형식 합리성

(최소한의 투입을 통한 최대한의 효과) . 자본주의적인 경쟁원리， 성
파와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퉁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시장경
제원칙에 따른 가치들이 지배적으로 고려되는 理의 영역은 기업내부

의 공식적인 업무활동 영역이다. 기업내부의 공식적인 업무활동 영역
에서 理가 지배적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은 재중 한국계 기업에

대한 현지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H사의 중국인 근로자에 대
한 현지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국인 근로자들은 중국의 국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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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쩨짱띄고 있는 바의 사회복지 혜택보다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숭
진올 휘한 교육(자기발전교홉) 및 임금의 인상옳 더 훤하고 있는 갯
으로 나타났다. 즉 1) 복지혜택의 제공보다는 임굽으로의 지급， 그리
고

2)

체계척인 관리 시스댐 하에서의 숭진올 위한 교육파정의 제팡

올원하고있는것이다
이상과 같온 중국인 근로자의 인식변화는 개혁 · 개방기 중국외 국
유기업 개혁과도 맥락올 같이 하고 있다. 개혁 · 개방 이후 지속되어
온 개혁으로 인해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중국 국유기업의 ’‘도시 꽁꽁
채 (urban public 양ods)"

(Solinger 1995) 제공 수준이 예전과 같지 않옳

뿔만 아니라， 국유기업의 중국인 노똥자 역시 평생고용보장에 대한
기대도 예전 같지 않다(劉建軍

2000; Lu and Perry 1997). 이와 같이

“鐵飯觸’(철 밥그릇이란 뜻으로 기존 사회주의 체제하애서의 종신고
용 및 종신사회보장윷 의미)으로 톡정 지워졌던 개혁 · 개방이전 사회
주의의 톡색이 점차 퇴색해가고 “市場

.. “驚要，” “供給 .. “利潤 .. ‘觀

爭” 풍파 같용 자본주의 시장원리와 개념틀이 지배함에 따라， 채중
한국계 기업에 고용된 중국인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요구도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강조되어 온 평생고용보장 또논 사회복지혜택
의 확대보다는， 짜기 발전과 승진올 위한 학습 및 교육 기회의 제팡

에 보다 큰 비중윷 두고 있는 실정이다.
륙히 H사의 중국인 근로자 중 이직옳이 제일 높용 중간판려직의
경우. 고용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시장 경쟁

원칙에 의해 놓력에 따라 승진이 보장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한 예로 .2001 년 조사 당시 H사 랑방공장에서 근무

하는 약 180명의 중국인 근로자 중 가장 높윤 직급에 있었던 N주입
(主任: 남. 1968년생)윤 회사훌 다니면서 인근의 천진대학에서 야깐
MBA파정 수학옳 줌비할 정도로 성취의욕이 강한 중국인 근로자로
서， 사회북지혜핵씌 확대나 고용보장의 확인보다는 경쟁체제의 도입
과 이의 전제가 되는 철저하고 명료한 성과측정 제도，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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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체제에서 자신이 장기적으로 발전， 성장해 갈 수 있는 비천 제시
와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을 H사의 중국

인 근로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다고 지척하였다 26) 이러한 중국 근로
자들의 의식변화는 기업내부의 공식적인 업무활동 영역에서 시장경
제에 바탕을 둔 공정한 경쟁원칙의 도입이 중국 근로자들에게 급속히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려|

재중 한국계 기업에 대한 현지조사는 기업내부의 공식적인 경제업
무활동 영역， 특히 중국인 근로자 인사관리와 관련된 영역에서 개

혁 · 개방 이후 재둥장한 시장경제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理가 지배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다른

영역에서 지배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가치인 情 또는 法이 기업내부의
공식적인 경제업무활동 영역에서 지나치게 강조되어 理와 충돌할 때，
재중 한국계 기업은 중국인 근로자와 종종 갈둥을 일으키고 있음올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치영역간의 갈둥 및 충돌의 민족지적 예

26) N주임은 천진태생으로 천진대학올 졸업한 후 1991 년부터 3년간 국영 천진
연구소(월 500元)에서 일하다가 대만계 라면회사 ‘康師父’ (월 2 ， 000元)를 거
쳐 친구소개로 1996년 8월 H사에 입사한 후 조사 당시 생산1 부 생산관리 담

당 주임 (월 6 ， 000元)으로 5 개 공단(工段)， 90명의 근로자률 담당하고 있었
다. 물론 H사는 직무중심(job management) 의 7가지 직급단계(職等)를 두고
개인별로 직무능력의 상승과 업적을 평가하여 일년에 일회씩 임금조정 및 숭
급을 실시하고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1996년 H사 입사 때부터 2001 년 조

사 당시까지 계속해서 주임으로만 있는 N주임은. ‘주임급 이상 직급으로의
승진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라인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올 지
적하면서 , 경쟁체제의 도입과 이의 전제가 되는 철저하고 명료한 성과측정
제도의 수립이 시급함올 강조하였다， N주임과의 2001 년 7월 27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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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살빼보면 다옴파 같다.

우선， 개인척， 비팡씌척인 “사쩍 (private) 영역”에서 강조되어야 활
構과의 총톨이다 .H사의 많온 중국인 문로자툴온 그롤의 업무능력올
1명가하는데 있어서 업무성과에 기반한 평가 이외에 인간관계척인 태

도 및 요소룹 강조하는 한국인 주재원에 대하여 종종 불만올 E 러내
곤 했는데 .H사의 중국인 근로자툴온 그 예로 “버풋이 없다 .. “젊운
사랍이 너무 산만하다

.. 풍과 같온 권휘객인 태도 및 명령. “여자가

너무 나션다” 풍파 같온 남녀차별적 발언， 그리고 “(기혼녀의) 옷차
렴이 너무 자유스렵다” 풍과 같은 개인적인 일에 대한 지나친 간섭
퉁올 지척하고 있었다. 이는 시장경제의 원리훌 중심으로 한 理가 지
배책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기업내부의 꽁식척인 경제업무활통 영역
에서 情에 기반한 수직적이고 가부장적인 유교적 인간관계활 파도하
게 강조한 결과로 야기된 갈퉁이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1996년

말 전기 담당 기사(技師)로 H사에 취업하여 2001 년 현재 셜비주임인
B 주입(남. 1970년생)은 “한국기업은 ‘能力. 보다 ‘態度’ 폴 더 중시하

는 A治企業” 이 라고 명 가하고 었다 27)
가치 영 역간의 갈동 및 충돌은 또한 국가와 관련된 공척 영 역 (state
space) 에서 강조되어야 활法이， 理가지배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기
업내부의 팡식적인 경제업무활동 영역에서 오히려 더 지배적으로 강

조훨 때도 야기되고 있다. 그러한 예로 H사의 중국인 근로자툴온 사
회주의적인 작업방식의 무리한 적용(예활 툴면， 중국외 국휴기업 단

위조직에서와 같용 .車間 (또는 工段)의 엄격한 배치 및 운용) . 중국
인 근로자의 자기발전파 능력개발윷 약화시키는 지나친 I영풍주의 및

고용보장 풍옳 지적하고 있었는데 .H사의 경우 자기발전과 놓력개발
에 상대적으훌 민감한 중국인 중깐판리자의 이직률이 가장 높다는 사

실윤 이와 무환하지 않다 28)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 당시 H사 퇴사훌

27)

2001 년 7월 26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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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고 있었던 생산기획부의 K주임(여， 1971 년생 :D제파의 중국

진출 초기부터 통역을 담당하였던 연변 출신 조선족)은 'R사는 중국
의 국영기업처럼

‘철밥통 (鐵飯碼) 전통이 있는데， 일 못하는 사랍은

좀 자르고 동시에 일 잘하는 사람온 승진을 시키는 논공행상이 필요’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9)
理가 지배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기업내부의 공식적인 경제업무

활동 영역에서 理와 法이 충돌하는 민족지적 사례는 북경에 진출한
요식업체인 S사의 중국인 근로자들의 1994년 단체행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91 년 북경에 최초로 진출하여 성공적인 기업경영으로 개

업 2 년 만인 1993 년 12 월 한국으로 미화 100만 달러의 과실송금을 할
수 있었던 S사는 영업이익의 일부를 보너스 형태로 종업원들에게 분

배하려고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S사는 중국의 국유기업에서와 같이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평동하게 분배하였다 30) 그러자. 대부분의 주
28)

재중 한국계 현지법인 자회사 377ß 사의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도 생산현장의 생산직 근로자보다 자기발전과 능력개발에 상대적으로 민감

한 관리직과 사무직의 근로자가 소속 직장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빽권호 외 5 인

2002: 12 0- 132).

29) D제과의 중국진출 초기부터 통역을 담당하였던 K주임은 연변 출신 조선족
으로. 월 800元의 임금으로 북경의 한국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식당에 손님
으로 온 H사 간부의 소개로 H사에 입사하여 1996년 5 월부터 통역업무(당시

임금 월 1.이m元)를 시작하였으며， 2001 년 조사 당시 생산기획부 주임(임금
월 3 ， 500元)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001 년 조사 당시 H사 랑방공장에는 7명

의 조선족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K주임에 따르면 조선족 근로자들은
언어상의 이유로 인해 생산직 보다는 관리직에 많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다른

중국인 근로자들에 비해 주임 숭진이 용이하고 한국방문 기회가 많다고 한
다. 그러나 많은 비조선족 중국인들은 조선족 근로자틀에 대한 이러한 대우
가 불공정한 톡혜라고 종종 여기고 있는 것으로 H사의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K주임과의 인터뷰. 2001 년 7월 27 일.

30) 당시 S사는 고용 3 개월 미만의 임시공에게는 상대척으로 적은 보너스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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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S사는 중국인 종업원 10명 당 1 명의 주입옳 선활하여 중간판리자

로 임명하고 있었다)직옳 담당하고 있었던 고용 6개월 이상 1 년 미딴
의 중국인 종업웬룰이 관리놓력과 판매기여도에 따른 차풍적 보너스

지급올 요구하고 나섰다 .S사가 중국에 진출한 이후 최초이자 유일하

였던 이 단체행동은 결국 단체행동올 주도한 주임굽 2 명올 퇴사시킨
후 중국씬 종업원 대표와 보너스 지급방식옳 다시 협의합으로써 해결
되었다. 이상과 같용 S사의 단체행동윤 경쟁파 시장훤리훌 중심으굶

한 理가 지배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기업내부의 팡식적인 정제업무
활동 영역에서， 국가와 관련된 공척 영역 (s않te space) 에서 강조되어지

는 사회주의척 i명풍주의에 기반한 法의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됩 g로

써 일어난 갈동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재중 한국계 기업
에 대한 현지조사는 기업내부의 공식척인 경제업무활동 영역의 겸우

체계적인 인사관리， 경쟁원리의 도입 둥과 갈은 理에 기초한 훤칙파
가치들이 지배척으로 고려되어야 함올 보여주고 있다，

3)

法9.1 염역

중국사회의 문화구성에서 法이 지배적으로 고려되는 영역운 국가
와 관련된 공적 영역 (state space) 으로서， 사회주의척인 명둥웬칙 및
계획경제의 훤칙이 가장 지배적으로 고려되는 영역이다， 여기서 사회
주의적 원칙이라 함은 주로 모택동 시기 성립된 사회주외 체쩨의 륙

성 중 개혁 · 개방 이후에 특히 정치적， 행정척， 법척 영역에서 여전
히 중국사회의 근간올 이루고 있늪 문화적 가치들올 의미한다. 즉 시
용 1 년 이상의 관리자에게눈 상대척으로 많온 보너스훌 지급하였으나， 고용
3 개월 이상 l 년 미만의 중국인 군로자틀에게는 비교적 일팔적으로 평풍하게

보너스훌 지급하였다. 따라서 당시 S사 중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올 차지하고
있었던 고용 6개월 이상 1 년 미만의 S사 중국인 근로자들이 차풍척 보너스
지급올 요구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게 된다 .S사의 l 호점 前지배인이었던 G씨
와의 인터뷰. 2001 년 7월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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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있어서 사회주의
조직원리를 유지하고 있는 요소로서， 구체적으로는 청치적 영역에 있
어서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및 명퉁 분배체제의 강조， 복지 영역에
있어서의 기존의 국유기업 내지 단위조직의 전통에서 강조되던 사회
복지혜태의 보장 둥을 그 내용으로 한다.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볼 때， 이상과 같은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지
배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영역은 주로 기업의 법적 그리고 행정적

영역이다. 따라서 이들 영역에 있어서의 “合法”적인 행위는 외국인
투자관련 기본법규(외자기업법， 외환관리조례 퉁) 및 노동관리관련
법규(노동법， 노동조합법(公會法) 등) 등을 포함하여 중국에서의 기

업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국가가 규정한 각종 법규의 인식 및 준
수 등을 의미한다. 특히，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1일 근로시간 8시간，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초과 금지 및 주당 최소 1 일간 휴식 보장) , 전

체 중국인 근로자 중 임시직 노동자 및 외지호구(外地戶口) 소유 노
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제한 규정，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

한 시간외 수당(가산임금)에 관한 규정(평일연장 근로는 원래 임금의
1. 5 배， 주휴일 근로는 2 배， 법정 휴일 근로는 3 배의 가산임금 지급) ,

시용기간(試用期間， 임시고용기간)의 6개월 초파 금지 규정， 주택공
적금(住흰公積金， 임금총액의 10-40% 를 근로자의 주태기금으로 적
립 의무화) 및 사회보장기금(근로자의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에 대한 기업의 공동부담)에 관한 규정 퉁은 많은 기업들에서 준수되

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규정의 불이행은 재중 한국계 기업으로 하
여금 종종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當地 정부 및 고용된 중국인 근로자

와 갈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려|

사회주의적인 평등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法이 국가와 관련된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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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state space) 에서 우선척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온 재중 한

국계 기업에 대환 현지조사훌 흉해서 확인되고 있다. 측 채중 한국계

기업에 대한 현지조사는 다른 영역에서 지배적으로 강조되어야 활 가
치인 情 !f.논 理가 기업의 법적. 정치적， 그리고 행쩡적 영역예서 우
선적으로 감조되어 法파 충훌활 때， 대부분 재중 한국계 기업의 청영
실꽤로 이어칩윷 보여주고 었다. 法 영역에서의 이러한 가치영역간의

갈퉁 및 총률의 민쪽지적 예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척， 비공식적인 “사적 (private) 영역”에셔 강조되어야 활
情파의 총톨여다. 많온 재중 한국계 기업을윤 法이 지배척으로 고려
되어야 하는 영역인 국가와 관련된 공적 영역 (state space) 에서도， ‘’판

시”와 같은 전통적인 요소가 훨씬 중요함올 강조하고 있고 실제 많은
기업뜰이 “판시”에 기반한 기업전략용 통해 현지화흉 이후어 내려고

하고 있다 3 1) 그러나 法이 지배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영역인 국가
와 판련된 공척 영역 (s없te space) 에 있어서의 “판시”에 기반한 채중
한국계 71 엽의 경영천략온 많은 경우 경영실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실째사례의 대표적인 예로서 P사의 정우를 들 수

있다 .P사는 1996년 중국에 진출한 요식업체로서. 한 때 총 800평방
미터에 이르는 영업장에 120명에 이르는 중국인 종업원올 고용하고
있었다 .P사는 중국의 HD유한공사로부터 HD사가 보유한 건물의

2

충올 임대하여 중국진출올 시도하였다. 임대 계약 체결 당시， P사의
실질쩍인 소유자인 찌7씨는 中國旅遊局 (HD사의 실질척 소유기관) 부

국장과의 친붐판계훌훌 。1 용하여， 부국장에게 얼정액의 사례비(매활
3 ， 000元 지급)률 주면서 이중계약옳 맺어 전체 임대료훌 절감하는 효

31)

조사 당시 H사 랑방꽁장의 재무， 구매. 전산 업무훌 담당하고 있댄 Y파장이
지척하고 있듯이 , 척지 않용 한국기업의 정영자률이 공장옳 하나 세우려 해

도 수십 개의 도장파 수백 장의 서휴가 펼요한 중국에셔는 “사회척 연훌망인
‘빼係’훌 흉한 ‘走後門’이 오히려 신촉하고 효파척”엄율 강조하고 있다.
2001 년 7월 23 얼 인터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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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여름 재계약시 이러한 사실이 문
제가 되어 결국 P사는 막대한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임대 재계약에
실패하였다.

法이 지배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영역인 국가와 관련된 공적 영역

(state space) 에서

.‘판시”에 기반한 기업전략을 통해 현지화를 추구함

으로써 경영실패로 이어진 또 다른 재중 한국계 기업의 사례는 B사
의 경우이다. 기계부품제작을 하는 B사는 외자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올 꾀하려는 랑방시 공상(工商)부문과의 “관시”를 기반으로
하여 1998년 랑방개발구에 공장을 건립하였다. 당시 노동법에 저촉되

는 방식으로 중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상호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었던 랑방시 공상부문의 양해 아래 묵인되었다. 그러나 중국인 근
로자들이 퇴사하면서 노동법 위반으로 B사를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

졌다. 이에 B사는 B사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던 랑방시 공상부문에 문
제해결을 부탁하였으며， 당연히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B사의 예상올 크게 벗어나는 것이었다 .

.. 우리는

랑방시의 공상부문이 중국인 근로자의 고소， 고발 문제를 해결

해 줄 것으로 기대했어요. (랑방시 공상관리들은) 우리가 랑방시의 경제
에 큰 도움이 되어 왔다고 했거든요. 물론 그들(랑방시의 공상부문)은
우리를 도우려고 했지요. 그러나 문제가 그다지 간단하지 않았어요. 랑

방시의 상위정부인 하북성 (河北省)이 개입했던 것이지요 .. 32)

결국 B사는 막대한 액수의 피해보상과 벌금을 지불하게 되어 영업

에 큰 지장을 받기에 이른다. 이상과 같은 P사와 B사의 사례는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행정적 영역에 있어서는， 情의 영역
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 자본 (cultura1 capital) 인 ‘판시”둥올 이용한

32)

1996년부터 B사의 중국진출에 판여하였던 B사 K부장과의 인터뷰 .20이년
월 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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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走後門 .. (윗문 이용하기: 공식적인 절차홉 거쳐지 않고 주로 비공식
적이고 활법책인 환껴}훌 통한 것)보다 ‘合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야함올보여주고있다.
전술한 바의 B:. 다흔 요식업체인 S사는 상기한 P사와는 달리 法의

영역에서 “관시”똥용 이용하기 보다는 “合法”적인 경영흘 추구함으로
써 경영 현지화에 성용한 사례률 제시하고 있다 .8사의 경우， 최초의
중국진출시기부터 “판시 를 중심으로 한 경영 현지화의 휴혹이 있었
다 .S사의 중국진훌은 우연하게 결정되었다. 1991 년 당시 홍콩법인을

홍해 북경에서 영업하고 있었던 국내의 한 대기업 L사가 확경시의 고
위관료 부인윷 서올로 초청하였는데， 서옳방문 중 S사의 서옳훈사에

서 한국융식 맛올 본 북경시의 고위판료 부인이 S사의 북겸진출을 권
유하였다. 이에 따라， L사의 주선으로 S사띄 소유주 C사장이 판리직

원 2 명파 함께 북경올 방문하여 흉馬河 빌딩과 계약올 맺었다. 그러
나 당시 C사장온 중국의 사정에 밝지 못하였으므로 L사에 합작올 제

의하여 L사는 10% 의 지분올 보유하며 S사의 중국진출에 참여하였
다. 결국 S사의 중국진출은 S사(지분윷

55%) , L 사(지분용 10%) , 그

리고 영업장소훌 제꽁함으로써 현불 투자한 중국 측 파트너(亮馬河

벌딩 소유자인 북경 시 旅遊局， 지분융 35%) 간의 삼자 합작 형식(총
투자 규모 미화 65 만 활)으로 시작되었다.
1991 년 3월에 이루어진 합작에 관한 실무협의에서 S사는 북경 S사

지점의 중국인 종업훤 고용규모，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홈목， 중국에
서 제작 가놓한 설비 동에 관해 중국 휴 합작 파트너와 합의훌 이루
었다. 그러나 S사의 본격적인 북경진출이 시작된 5월， s사는 시작부
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당시 S사의 중국진출율 해해 북경에 따견
되어 온 S사 중국지점 B사장(남， 2001 년 조사 당시 54세)에 외하면

문제발생의 훤인윤 “판사”에 있었다.
“당시(1991 년)는 수교 천여므로 홍콩율 통해서 (북정에) 률어왔지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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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일 출발하여 15 일 저녁 9시에 공항애 도착하였는데. 당시에는 (북

경주재 한국인 전체) 상사웬이 10명도 채 안웠습니다. (북경에 셜립할
식당의) 도면 1 장만 달랑 들고 왔지요. 도착 다음날인 16일 통역과 함께

중국 측을 만나 3 월 달 기초 상담에서 정 한 내용을 확인하려 하였습니
다. 그런데 , 중국 측이 말올 바꾸는 것입니다 .L사의 도웅으로 북경 시
고위관료와의 “관시”만올 믿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화 하지 않은 것
이 실수였지요. 그 결과 홍콩으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느라 일정

이 지연되고 경비가 더 들었어요.’'33)
“영업장 공사할 때도 곤란을 겪었지요. 당시 75 만元에 공사비를 계약했
는데， 계약 기간 안에 공사가 끝나면 보너스로 3 만元올 더 주기로 했지

요. 원래 6월 개업을 목표로 하였는데， 중국 측 사정으로 공사가 3 개월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공업자가 보너스 3 만원을 요구하더군요.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했으므로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중국 측
파트너에게 물어보라고 하니까. 중국 측 파트너가 원래 공사가격이 저
렴하였으므로 3 만元을 더 주어야 한다고 시공업자 펀을 드는 것입니다.
중국 측 파트너에게 배신감을 느꼈지요. 시공업자가 영업점 열쇠를 주
지 않는 바람에 결국 3 만元을 더 주고 말았지요. 이후부터는 .. 관시”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법적으로 해결하지요 .. 34)

이상과 같은 경험은 S사로 하여금 이후 중국 측과의 합작에 있어서

“판시”와 같은 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공식적이고 문서화된 法에 의
존하도록하였으며， 이를위해 B사장의 말처럼 “외국기업이지만솔선
수범하여 기업관련 중국규정을 엄수 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국인 종
업원 관리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회주의 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엄수
하였는데，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주 5 일 근무 주간 최대 40시간 노

통 엄수 및 시간외 수당의 철저한 지급) , 외지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

33)

2001 년 7월 5 일 인터뷰.

34)

2001 년 7월 5 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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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확경흥구훌훌 가지고 있지 않온 외지인 근훌자외 호구판려와 판련

하여 훨요한 장주비(짧住費) 보조 및 외지인 군로자에 대한 정확비

제팡)풍옳 준수하였다. 절과척으로 초기의 시행착오는 새옹지마(塞
~之馬)가 되어 S사뚱 하여금 ‘·合法”적인 경영올 추구하게 함으로

써， 성공척인 경영 현지화의 기초옳 제공하였다 35) 결론적으로 재중
한국제 기업에 대한 현지조사는， 국가와 관련된 공척 영역 (state

space) . 특히 기업의 법쩍. 정치적， 그리고 행정척 영역의 경우， 중국
사회주의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무채용 판련 법규 동윷 포함한
기업경영 관련 법규의 숙지 및 준수와 같운 “合法”적인 접근이 재중
한국계 기업의 경영 혐지화와 판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률 가져오고 있
옵옵보여주고있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중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체계척인 이해에 바탕옳
둔 경영 현지화가 재중 한국계 기업의 중국에서의 투자성공에 있어서

핵심쩍인 사항이 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개혁 · 개방파 더불어 새로
이 자본주의 경제요소들올 도입함으로써 역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사회문화썩 환경용 경영 현지화 입장에서 재구성해봅으로써

바랍작한 갱영 현지화 전략용 제시하는 것올 목척으로 하였다. 재중

35)

중국 측과의 합작에 있어서 法에 의한 접근온 S사외 중국진훌 생공의 중요한

부훈용 이루고 있다. 즉 1 호 영업챔의 성과에 힘입어 새로훈 영업챔옳 개업
할 때마다 우선 사회주외 규정옳올 일차척으로 준수하는 法쩍인 접문옳 채택
함으로써， 중국에서의 지속척인 정영 성용훌 이루어 내었다. 2001 년 7월 혐
째 한국 환사에서 따견된 주재현은 B사장옳 포함하여 총 9명이며， 중국인 총
업씬 수는 총 6재 영업정， 약 800명에 이르고 있다 .B사장과의 2001 년 7훨 5
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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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기업에 대한 현지조사는 개혁 · 개방기 중국사회에 전통적인
도덕체계， 자본주의적인 시장논리，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명퉁훤칙 동

으로 구분되는 세 가지 상이한 문화영역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치적 측면에서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통
치문화의 고수， 경제적 측면에서의 시장경제원칙에 근거한 자본제 문

화의 도입， 그리고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의 전통문화의 부활
로 요약되는 현대중국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문화구성 (cultural
formation) 율 이해하기 위한 분석툴로， 본 연구는 ·‘정 · 리 · 법 문화구

성(情 · 理 · 法 文化構成)"을 제시하였다. 즉 전통척인 도덕체계와 관
련된 영역을 지배하는 가치를 情， 자본주의적인 시장논리와 관련된
영역을 지배하는 가치를 理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형동원칙과 관련된

영역을 지배하는 가치를 法으로 정의하였다.
경영 현지화와 관련하여 재중 한국계 기업에 대한 현지조사는， 개
인의

‘자적 (private) 영역’은 전통적인 도덕체계가 가장 지배적으로

고려되는 情의 영역이며 따라서 성공적인 현지화 기업경영을 위해서
는 “合情”적인 기업경영이， “비국가 공적 영역 .. (non-state space. 특히
기업내부의 공식적인 경제업무활동 영역)은 자본주의적인 시장논리
가 가장 지배척으로 고려되는 理의 영역이며 따라서 성공적인 현지화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合理”적인 기업경영이，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공적 영역 .. (state space. 특히 기업의 법적， 청치적， 그리고 행정적 영
역)은 사회주의적인 명동원칙 및 계획 경제의 원칙이 가장 지배적으

로 고려되는 法의 영역이며 따라서 성공적인 현지화 기업경영을 위해

서는 “合法”적인 기업경영이 각각의 영역에서 지배적으로 요구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 · 리 · 법 문화구성”을 통해서 본 재중 한국계 기업
의 경영 현지화와 관련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통적인 도덕체
계가 가장 지배적으로 고려되는 情의 영역에서 재중 한국계 기업의
경영 현지화와 관련하여 시급한 사항은 對중국현지사회에 대한 관계

재중 한국계 기업의 쩡영 현지화애 대한 문확척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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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셈홉”척인 기업 용사 및 기여씌 확대이다. 확헤 중국사회
햇 중국정체에서 채중 한국계 까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재중 한국제 기업의 對혐지사회 봉사 및 기여에 대한 중국사회의 바

햄파 요구도 높아가는 실청올 감안할 때， 현지 지역사회률 위한 “合
情”적인 북지활흉 및 사회봉사 참여에 대한 재중 한국계 기업의 민식
및 준비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36)
자본주의쩍인 시장논리가 가장 지배적으로 고려되는 理외 쩡쩍에

서 재중 한국계 기업의 경영 현지화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용 중국띤 중간 관리자에 대한 장기쩍인 바견 제시와
이어1 바탕올 둔 체계척인 직굽벌 송진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채

중 한국계 기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중국인 중간판
려직의 높윤 이직훌이다. 물론 많온 재중 한국계 기업이 이들의 직무
놓력 상승과 업척옳 평가하여 임금조정 및 숭급용 실시하고는 있으
나， 재중 한국계 기업에 대한 혐지조사는 많윤 중국인 중간 판리자률
이 이직결정의 주훤 훤인으로 여전히 ‘숭진의 한계 및 불투명’ 과 ‘체
계화/제도화된 교쭉 및 인력판리의 부재 훌 들고 있음올 확인시켜 주

고 있다. 따라서 교육파 훈련 풍율 통해 회사에서 많윤 투자롤 했옳
뽕만 아니라 채중 한국계 기업의 경영 현지화에도 필수적띤 중간판리

자훌 확보하지 위해서는， 이뜰올 위한 경쟁체제의 도입과 이의 전제
가 되는 철저하고 명료한 성파측정 제도， 장기적인 비전 제시， 그리
고 체계척인 직급별 승진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적인 명동원칙 및 계획경제의 원칙이 가장 지

36)

이와 판련하여 對혐지사회 용사 및 기여 차원에서 가난한 학생훌훌 쩌한 장

학금 제공 및 자연재해 발생시 기부금 제공(예훌 훌어 1998년 9월 3 일 양자강
연안 홍수찌해 지역에 랑방경제 기슐개발구 판리위원회훌 용해 수재의연금
기탁)율 하고 있올 뻔만 아니라. 현지 주민과외 유대강화훌 위하여 생산직
근로자 채용시 현지기업이 휘치한 랑방시의 촌장 및 현로률에게 추천옳 의뢰

하고 있는 H사외 “合構”척인 기업봉사 및 기업기여 행위는 주목활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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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으로 고려되는 法외 영역에서 재중 한국계 기업의 경영 현지화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은 중국 사회주의 국가에
서 규정하고 있는 노무채용 관련 법규 둥올 포함한 기업경영 관련 법
규의 숙지 및 준수이다. 최근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해 소외되
어 왔던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하여， 외자 및 개인기업에게도 양로보

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동과 같은 사회보험의 공동부담올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조직 강화 및 경영참여률 통해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한 근로계충의
불평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회(公會)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

서 중국의 각종 법령 및 규정， 특히 노동법과 공회법 준수 및 공회셜
립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재중 한국계 기업외 정영 혐지화에 대한 문화쩍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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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g-Li-Fa Cultural Formation":
Cultural Impact on Localization of the Business Management
of Korean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in China
Jong-HoJeong

Previous discussions on the economic performances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reveal that diverse management practices manifest
responding to the different cultural environments. Consequently, in order
to evaluate the impact of culture on the localization process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in China, greater emphasis must be given to the
understanding of the unique nature of Chinese society characterized by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line with this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the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post-reform Chinese
culture and the business management of Korean FIE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in China through the reformulation of the new cultural
patterns appearing after the economic reforms.
Based on anthropological fieldwork of Korean FIEs located in Beijing
and Langfang (in the Hebei province),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a new
pattern of cultural formation in post-reform China has emerged, in which
coexistence and interaction of three interdependent cultural value systems
take place: the traditional moral values, the capitalist market rationality, and
the socialist egalitarian principles. In order to explore this dynamic and

complex cultural formation in post-reform China, this paper suggests the

"Oing-Li-Fa" cultural formation as an analytical framework. Using
ethnographical data obtained during the fieldwork on Korean FIEs in
China, this paper shows that Qing, based on the moral values articulated
with the traditional gift economy,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governing principle in the private space, which includes family rituals and
community activities of Korean managers and Chinese laborers working in
Korean FIEs. Whereas Li, based on capitalist market calculations
introduced by the economic reforms,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governing principle in the non-state public space, such as official economic
activities of the Korean FIEs. And finally, Fa, rooted in the Maoist politicoadministrative institutions on which the post-Mao state machinery still
depends,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governing principle in the state
public space in terms of the political, legal, and administrative activities of
Korean FIEs.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post-reform Chinese society is
constituted by the cultural formation overdetermined by three principles of
Oing, Li, and Fa. By showing how this post-reform cultural formation has
been established, constituted and reproduced through the mutually
empowering Qing-Li-Fa principles, this paper concludes that successful
localization of the business management of Korean FIEs in post-reform
China can only be achieved when the respective governing principles of
Qing, Li, and Fa is properly selected and applied to the corresponding
spaces within the post-reform cultural 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