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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中國의 農村改薰과 小城鎭
- 漸江省 溫州市 龍港훌훌의 사례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문 순 철 (文 博 喆)

개혁 이후 중국 농촌의 변화는 농업 부문에서의 가정생산책임제와 비농업 부문에 

서의 농촌공업화， 그리고 공간 정책으로서의 小城鎭 전략으로 대별된다. 앞의 두 정책 

은 농업 부문의 조직화와 여기서 발생한 잉여 노동력 해소가 연결되어 작동하였다. 小

城鎭 정책은 산업 부문에서의 변화를 수용하는 소극적 작용 뿐 아니라， 중국 취락 체 

계의 정상화라는 적극적 작용을 위해 등장하였다. 小城鎭은 공간적인 中心地로서의 역 

할과 더불어， 농업 부문의 잉여 노동력 흡수로 과도한 대도시 유입을 막고， 분산적인 

농촌 공업을 효율적으로 집중하였다. 따라서 小城鎭은 개혁 이후 발생한 주요한 변화 

의 결과의 표출지이자 문제의 해결 도구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개혁 이후의 小城鎭 성장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 

졌으며， 그에 따른 특성과 농촌 지역에서 갖는 의의를 사례 연구로서 밝히고자 하였 

다. 그 과정은 小城鎭의 건설， 새로운 각종 제도의 성립과 시행， 小城鎭 성립이 가능했 

던 공간적 배경과 현재의 공간 구조 그리고 행위주체의 행태적 특성 파악을 위주로 

하였다. 사례지역은 漸江省 溫州의 龍港鎭이다. 

연구에서 드러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 小城鎭은 농촌에서 다양한 존재 의의를 가지며 그 성립의 필연성을 가지고 있 

다. 농촌 잉여 노동력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농촌 도시화는 농촌 공업화인 椰鎭企業

의 성장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향진기업의 분산 입지는 잉여 노동력 해소의 

한계를 드러내었고，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小城鎭에서의 농촌 공업 집중이다. 즉 

농촌에서 농업·공엽간의 구조조정， 인구의 산업간·지역간 이동이라는 포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항들이 지역 정책인 小城鎭의 성립으로 종합화되었다. 

2. 사례지역 小城鎭 성립의 지역적 요인은 성립의 충분 조건으로 이를 통해 小城

鎭의 본질인 공간 체계의 재편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적 요인으로는 龍港鎭



주위의 상품경제 발달 지역의 존재와， 역사지리적으로 고착된 溫州 지역의 자유로운 

상공업 전통과 외출 노동력에 의한 경제적 축적 등이다. 龍港鎭의 성립은 단순한 建制

鎭 하나의 증가가 아니라 주위 잠재력을 小城鎭을 통해서 표출할 수 있는 중심지의 

등장이었다. 

3. 사례지역의 小城鎭化가 가능했던 제도적 요인으로 중요한 것은 토지의 유상 사 

용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화의 보편적 전개였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기초 

시설의 건설과 같은 자원의 할당 배분을 이룰 수 있었다. 이는 토지의 상품화가 小城

鎭 건설 과정에서 필요했으며， 이를 가능케한 수요가 이미 농촌에 존재했음을 보여준 

다. 그 내용은 사용가치에 비해 현격하게 낮게 측정되었던 토지의 가치가 실질가치에 

접근하는 시점에서 차액을 이용하여 小城鎭을 건설하였다. 또한 호적제도의 완화를 통 

해 농촌 주민이 城鎭으로 들어와 의식주와 교육， 취업， 의료 등의 기본 서비스를 누리 

게 되었다. 

4. 龍港鎭의 小城鎭化 과정에서 특징은， 첫째， 토지의 유상 사용 방식에 의하여， 

小城鎭 건설이 농촌 주민들의 자금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자금을 

小城鎭에 투입할 수 있는 농촌 주민들의 능력과 자각적인 농민들이 小城鎭에서 자신 

들이 발휘할 권한을 확인시켜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향 

으로 농촌주민 성격이 바뀌게 된 계기로써 小城鎭이 작용하였다. 둘째， 인구의 선별적 

유입 과정(선택적 인구 이동)을 통해 교육 수준과 경험， 소질 면에서 비교적 우수한 

주민이 城鎭 주민으로 바뀌어， 인구의 원활한 공간적 이동이라는 小城鎭化가 공간적 

제약의 해소를 통한 사회적 제약의 완화의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소성진으로 진입한 상공업 활동들은 초기의 가정 공업 掛戶기업 형태에서 점차 사영 

과 집체를 조화시킨 주식합작제로 전환되면서 小城鎭 환경에 적응하였다. 넷째， 공간 

의 자체 발전 속성으로서의 小城鎭의 역할이 부각되어， 공간 체계로서 갖는 하부 계층 

의 小城鎭이 자연스런 성장과 확대 과정으로 차상위 계층으로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5. 小城鎭이 가지는 공간적 의의는 전체 중국 취락 체계에서 갖는 역할에 있다. 

즉 분산적인 농촌의 지역 중심지로서 역할， 도시적 기능들의 공급처로서의 결절기능과 

거점기능 역할을 小城鎭이 취락 체계의 하부에서 수행하였다. 중국이 상부로부터의 도 

시화， 즉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의 분배에 있어 상위 계층으로부터 내려오기보다 

는 하부에서 올라가야 되는 실정에서 하위체계로서 小城鎭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6. 小城鎭 성 립과 성장 과정 특히 개혁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 창안과 그 실행 과 

정의 중심이 있었던 지방 간부의 역할이 큰 작용을 했다. 기업가들은 대개 주위 농촌 



에서 소규모 공장을 경영하거나 상업활동을 하면서 자본을 축적하여 小城鎭으로 들어 

와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小城鎭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였으며 농촌 주민들도 새로운 小城鎭 환경에서 상품 경제에 적웅하게 되었다. 행위 

주체들 간의 관계는 小城鎭 성장 과정에서의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전 기간 동안 간부 

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지만 점차 기업가의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7. 溫州 지역이 주로 사영부문의 발달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龍港鎭의 사례를 

통해 보면， 그 실제적인 힘은 자율적， 역동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사영부문과 포괄적 

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집체부문이 서로 맞물려서 이루어졌고， 총괄적으로는 오히 

려 집체의 힘과 행정력이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공간적 집중과 그 

집중된 자원을 관리 운영하는 행위 주체들의 활동이 집약되었고， 그것은 小城鎭의 공 

간적 작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8. 사례 지역의 小城鎭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는， 첫째， 지역 차이에 따른 小

城鎭의 역할과 기능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둘째， 배후 농촌과의 관계에서 주변 농촌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끌어들여 성장한 반면， 지역 중심지로서 갖는 역할인 배후 

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기능이 부족하며， 셋째 小城鎭이 가지는 인구 수용 능력 

의 한계로 결국 이는 小城鎭 성격이 과도적 역할임을 의미하며， 넷째， 행정 체계의 수 

직적， 수평적 관계의 협조가 미비하고， 다섯째， 小城鎭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시설의 

부족과 단순한 생산 위주의 경관 구조， 여섯째， 새로운 성장으로 인한 지역 정체성 미 

비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개혁 과정，에서의 변화를 반영하고 발생할 문제의 해결 도구로서의 小城鎭은 

공간적 실체로서 지역이 갖는 속성이 사회경제적 현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났다. 

지역의 순조로운 발전(도시화 혹은 농촌 중심지의 발전) 왜콕의 완화로 지역이 갖는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龍港鎭의 사례는 개혁이후 발생한 각급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공간적， 지역경제적， 제도적， 역사적 조건으로 이루어진 성립의 충분조건， 그리 

고 각 행위주체들의 활동이 어우러져 성공이 가능하였음을 보여준다. 비록 小城鎭은 

도시화의 과도적 단계지만， 중국적 상황에서 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혼란을 최소화하 

고， 다양한 지역 특수성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존재 의의가 있다. 

주요어: 小城鎭， 농촌개혁， 토지의 유상사용， 선별적 인구이동， 공간 구죠， 중심지 

기능， 행위주체의 활동， 주식합작제， 溫州， 龍港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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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장 서 를를 

‘-
1. 小城鎭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개혁 이후 지금까지 중국은 많은 변화와 동시에 성장을 이루었다. 개혁 초기에 가 

장 역점을 둔 것이 지역적으로는 농촌이다. 개혁은 중국 농촌을， 사회주의 이념의 집 

단화 체제에서 사영화·탈집단화된 형태로 바꾸었다. 농촌개혁은 두 가지 중심적 내용 

에서 추진되었다. 그 하나는 생산주체에게 재산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통 

적 경제개발 전략과 구체적 이익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었다. 人民公社가 폐지되고 토 

지에 대해서는 농가를 단위로 한 청부경영체제(家)廷聯옳承包責任制)가 실시되어 중국 

농촌의 생활양식은 급격하게 변모하였다. 家}첼聯옳承包責任制의 도입으로 인한 가족농 

경영으로의 변화는 농가에 강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결과 생 

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주민들의 자발성과 생산성 증가가 나타났다. 생산조직에 있 

어서는 생산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서 단순한 곡물생산에서 다양한 작물생산으로 생산 

형태가 바뀌었고 농업 이외의 수공업， 농촌공엽， 건설， 상업 등에서 고용이 창출되었 

다. 농촌 개혁이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는 바로 생산량의 증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농촌 공업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농촌 柳鎭企菜의 급속한 성장으로 대표된다. 柳鎭企業의 성장은 농촌의 잉여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농 

촌 잉여 노동력을 농촌 내에서 흡수하여 급격한 도시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혼란을 막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와 기간시설 투자와 복지비용의 증가가 우 

려되는 경제적 이유 역시 獅鎭企業 장려에 대한 정책적 의도였다. 그 결과， 정책자들 

의 생각보다 훨씬 큰 발전을 이루어， ‘공업화=도시화’라는 일반적인 개도국의 경험과는 

다른 중국적 특색의 공업화 전략을 성취할 수 있었다. 

중국의 쩨鎭企業은 중국농촌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구조 개편을 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개혁 이후 보여준 柳鎭企業의 괄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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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한 성장은 그 자체가 중국 경제의 성장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공간적으로도 많 

은 잉여 노동력을 농촌에 붙잡아 둠으로써 인구의 지나친 도시화를 어느 정도 제어하 

면서 在村脫農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개혁 이후 중국 농촌에서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두 가지， 즉 家底聯塵承

包責任制 실시와 농촌 공업화(獅鎭企業化)에 있다. 농업적 생산부문에서의 가정생산책 

임제와 비농업 부문에서의 농촌 공업화는 그 내부에 농촌 잉여 노동력의 비농업 부문 

으로의 이전， 새로운 농촌 토지제도와 이용 방식의 전개， 농민들의 분화 및 사영부문 

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으로의 진입 등을 포함하면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농촌 

에 대한 연구에도 생산활동 영역에서의 변화 인구 이동의 전개， 그리고 토지이용과 

취업 방식， 기업 구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두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변 

화들을 포함하는 농촌에서의 공간적 의의와 역할에 대해서는 그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특히 중국의 하위 취락 체계의 정비와 관련한 농촌 중심지의 형태， 건설 

방법， 그리고 각 부문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새로운 시장경제의 

전개로 나타난 상술한 제 변화들은 그 지역적·공간적 정책과 분리되어서 전개될 수 없 

다. 왜냐하면 농촌 공업화와 농업 부문의 변화에서 발생한 인구의 이동과 시설의 입지 

등은 공간적인 농촌 중심지를 근거로 하여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농촌 지역에서 취락 체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논의와 방법이 등장 

한 것도 바로 개혁·개방 이후 농촌 발전의 지속과 더불어 전체적인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적인 필요성 때문에 발생하였다. 다시 말해 각 부문별 정책에서 전개 

되어 온 성장과 발전의 결과들이 공간 정책을 통해서 보완， 완성될 수 있는 기본 조건 

이 된다. 중국의 농촌지역 취락 체계는 지나친 도시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는데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 중에 ‘小城鎭’에 의한 농촌의 정비가 주요한 방안 

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농촌 지역에서의 공간 정책의 성공 여부가 바로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의 전체적 발전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小城鎭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농촌 내부의 공간적 변화의 맥락에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한다. 家處聯塵承包責任制로의 변화로 집단 체제의 속박이 풀린 농민들이 생산 

성을 자극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생산성 증가와 상품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 과정은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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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공간의 잉여 노동력 문제를 발생시키는 계기가 된다. 중국 농촌에서의 잉여 노동력 

은 우선 그 수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잉여 노동력 문제에 비해 상대적 중요성이 배가 

된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러한 잉여 노동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농촌 정책 뿐 

아니라 전 사회의 인구 정책 도시 정책， 노동력 취업 문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중요 

한 관건이 되었다. 잉여 노동력에 대한 무분별한 대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수많은 농민들의 무분별한 도시 진입 현상에서 여실히 찾아볼 수 있 

다. 

결국 잉여 노동력 문제는 이들의 지리적 공간에서의 이동 문제와 산업에서의 취 

업 문제로 발현되는데 이것들은 상호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중 

국 농촌에서 시행된 1980년대의 짧R鎭企業 발전전략은 비농업으로의 이전이라는 산업 

적인 측면에서 다룬 것이었다. 柳鎭企業이 초기에 분산적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많이 있겠으나， 도시로 들어갈 잉여 노동력을 여하히 계속 붙잡아 두려는 목적 

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 편입된 농민들은 비농업의 취업으로만 만족 

할 수 없었다. 즉 ‘토지에서 떠나되 농촌에서는 떠나지 않는다(‘離土不離짧1)’)’라는 이상 

적인 정책은 계속 증대하는 농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먼저 부유해진 농 

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스스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상공업에 종사하여 자본을 축적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이들은 농민(농촌 호구)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도시(혹은 城鎭)주민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났다. 이에 농촌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국가 정책인 대· 

중도시로의 진입 억제， 그리고 전술한 향진기업의 분산성을 동시에 해결 가능한 것이 

바로 ‘小城鎭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1) 그 동안의 공간적 이전 없는 산업적 이전의 정 

책이 개혁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지만 보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 

해서는 공간적 계층 체계에 따른 노동력 이전이 필수적임을 정책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1) 이러한 논의는 小城節 성립이 바로 향진기업의 한계로 등장했다는 시기적인 전후 관계로 보 

는 것이 아니라 향진기업과 소성진의 관계는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등장한 공간정책과 산 

업 정책이었지만， 이후 향진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오던 小싸$띤 공간정책 역할의 발견이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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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적 이전과 공간적 이전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개혁 이전에는 도시 

를 ‘자본주의 소굴’로 보는 좌파적 시각으로 인해 순리적인 취락 체계가 갖는 역동성 

을 공간적인 차원에서 앓어버린 데서 연유한다. 하위 체계와 상위 체계간의 합리적인 

배치와 분포를 통해 인구와 산업， 그리고 정주 공간으로서 갖는 삶의 질이 모두 왜곡 

될 수밖에 없었다. 즉 개혁으로 인한 영향은 산업적인 경제 발전과 더불어 지역 구조 

를 정상화 시킬 필요성으로 등장했고， 그것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 과정이나 

도시의 수량적 증가로도 증명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막혔던 분출구가 갑 

자기 열리는 것과 같은 형태인， 하위 취락의 성장 발전을 생략한 상위 계층의 무분별 

한 도시화는， 전체적인 지역 구조 뿐 아니라 국가적인 안정성 혹은 정체성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가 

역시 小城鎭에 의한 도시화 전략이다. 결국 농촌의 모순을 해결하고 도시와 연관된 노 

동력의 이동과 지역 구조의 정비， 산업 입지와 관련한 구조조정이라는 차원에서 도입 

되고 시행된 것이 小城鎭 발전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2)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농촌 정책의 수용 기구인 小城鎭의 발생과 그 의의， 

전개 과정을 때江省 溫州의 龍港鎭을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중국 농촌의 변화를 

주로 산업간 변화에 있어서의 연구， 혹은 기존 농촌·농업 내에서의 제도 변화에 의한 

연구， 그리고 개혁 이후 지방 간부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 등등은 결국 공간적으로는 

함께 묶이면서 전개되고， 그러한 묶임이 가장 극명히 등장하는 것이 小城鎭의 성립과 

성장 과정이라고 상정한다. 총괄적으로 말해 연구 목적은 漸江省、의 한 鎭의 성랍과 

성장 과정을 통해 小城鎭의 특성과 역할을 살피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 농촌 

지역의 정책적 변화와 지역 차원에서의 실행， 의의를 살펴보고 小城鎭이 등장하게 된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적 토대로서의 小城鎭의 취락 공간구조， 

2) 그러나 小싸따 전략이 정해지고 지역 차원에서 小城鎭이 건설되었다는 논리는 아니다. 대부 
분 중국에서의 지역 정책이 그렇듯이 현실적인 실행이나 관행이 진행되고， 이를 보완하거나 

사후 승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小城鎭 발전 전략의 경우도 그 당위성의 주장은 1980년 

대 초부터 주창되었지만， 그 과정과 성공은 철저히 지역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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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공간적 구조에서 대응하고 행동하는 행위주체들의 활동 등을 분석하고 

자 한다. 

그 가운데서 특히 관심을 두고 살펴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小城鎭의 발생과 내용， 그라고 현황 

둘째， 지역 발전 전략으로서의 小城鎭의 성장 

셋째， 小城鎭의 공간 구조 

넷째， 小城鎭 행위주체들의 활동 

위와 같은 연구 목적과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小城鎭이 공간 정책으로 

서 전개된 정책적 배경을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밝히고， 또 실제 성장 

과정을 가능케 했던 조건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小城鎭 정책의 시행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중앙 정부의 시각을 주로 강조하였다. 

즉 인구 이동을 억제하거나 제어하고， 산업 입지의 규모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그리 

고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는 대상지로서의 역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사례 

지역 분석을 통해서는 지방 정부 역시 小城鎭 개발과 그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했으며 여러 이점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즉 토지의 유상 사용으로 

자금을 축적할 수 있었고， 그 자금을 이용한 경제 분야 및 공간 체계에서의 중심지로 

지속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지역 발전의 도구적 개념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지방 정부 간부들의 이익도 수반하면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정책 시행의 배경으로， 小城鎭 能港이 가능하게 된 조건은 물론 전반적인 

중국 농촌의 개혁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주위 상품 경 

제 발전으로 대표되는 지역경제적 조건， 내부 토지의 유상 사용이나 호적제도의 완화 

와 같은 제도적 조건， 龍港鎭을 포함한 溫州 일대의 차상위 중심지가 부족했던 공간구 

조적 조건， 선별적 이입으로 이루어진 주민과 활발한 활동의 기업가， 그리고 小城鎭

성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한 간부들의 활동이 혼합된 행위주체적 조건，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외출 노동력이 많다거나 상인적 기질， 개척 정신 등의 문화역사적 조건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바로 小城鎭 龍港을 가능케 하였다. 그 결과， 산업 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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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품 경제가 일반화되고， 공간적 구조 역시 자생적 성장으로 보다 상위 계층으로의 

상향이 이루어져 농촌 도시화의 성공적 가능성을 제시해 주게 되었다. 

이러한 명시적 목적과 분석 단위 이외에 본 논문은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사례지역의 경험을 통해 제기된 문제의 해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 문제는 

“중국의 하위 취락의 지역 성장과 발전 동력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시기별로 어 

떻게 작용했는가?"이다. 즉 중국 농촌 성장에서 집체와 사영은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 

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의문은 주로 사영부문의 발전에 의해 성장되었다고 

평가되는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溫州에서， 과연 그 평가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 

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는 小城鎭의 

성장 과정에서 점차 집체와 사영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총괄적으로는 오 

히려 집체와 행정력 부문의 영향력이 주도했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를 통한 의의는 공간적인 틀로써 중국 농촌의 변화 과정을 조망한다는 점 

이다. 개혁 이후 가정생산책임제를 통해 생산성의 향상을 이루었고 짧6鎭企業을 중심 

으로한 농촌 공업화로 농촌의 산업 구조도 급격하게 변화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를 유지하거나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공간적 틀로서의 취락 체계가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각 부문에서의 제도나 정책의 변화 

들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이를 하위 취락 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小城鎭에 대한 연 

구와 연관시킨 것은 부족하다. 농촌에서의 상공업화 小城鎭化 인구이동 등의 변화는 

각각 따로 떨어진 개별적인 것이 아닌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거나 상호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기에， 지역적 발전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문의 지나친 강조 

혹은 한 부분으로 지역의 성장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 이에 중국 농촌에서 가장 두드 

러진 변화를 보이는 대상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하는 무대인 小城鎭에서 이러한 점들을 

순환적으로 연구 검토하였다. 이는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발전의 과정 중 

에서 읽을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국 연구에 있어서 

지리학적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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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연구지역 

2.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주로 현지에서 구한 자료에 근거한 사례연구를 위주로 진행하였다. 사 

례지역에서 행한 조사의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쉰다. 첫째가 사례지역과 관련된 각 

종 문헌， 논문， 통계， 지방 정부 기관의 문건， 신문 자료 등이고， 둘째가 인터뷰 자료이 

다. 인터뷰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미리 준비하였지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설문 

문항에 따른 형식보다는 자유로운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 가운데 

기업은 전체적인 세세한 통계 사항보다는 기업의 현황과 기업가의 개인적 활동을 통 

해 지역 성장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小城鎭의 성장과 중국 농촌의 전반적인 변화는 기존의 문헌， 특히 중국 내의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사례지역 小城鎭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현지에서 구한 문헌， 문건，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지역에서 구한 문헌 가운데 사례지역을 소개한 것으로는 

中共바江省、薰委黨史昭究혈 當代해‘r江船究所에서 펴낸 『中國l뿔民第 ·城.n (1994)과 李팎然 

의 『홉E港發展模式.n (1991)이 대표적이다. 앞의 책은 사례지역의 성립과 성장 과정을 구 

체적인 사례와 자세한 통계로 제시하고 있다. 뒤의 책은 저자가 사례지역 鎭의 돼鎭長 

으로， 현지 경험과 수집 자료를 이용한 석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두 자료 

는 때에 따라서는 정부측 입장에서 사례지역에 대한 지나친 미화도 있지만3)， 사례지 

3) 중국 정부의 자료나 간부들이 작성한 글들은 자신들의 활동이나 혹은 간부들의 활동에 대한 
지나친 미화가 없지 않다. 또한 수치로 표현되는 각종 자료의 임의성 내지는 외부 전시 목적 

성격도 짙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고 그에 근거하여 사실을 파악하는데는 한계 

가 따르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국 연구의 어려움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미화적’ 성격의 의심 가는 자료가 일부 왜독되었더라도， 최소한 사실에 대 

한 정부측의 입장과 관점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자체가 지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방 

증 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변 자료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자료에 대한 비판적 관 

점을 유지하되， 한편으로는 그 자료가 작성된 맥락으로서의 정부측 입장에 대한 관점을 강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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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성립 과정에서 부닥친 문제와 그 해결 과정， 그리고 기초적인 통계 자료 등을 비 

교적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 외에 신문 자료와 현지 정부에서 구한 개별 

적인 내부 문건도 당시의 과정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셋째， 기본적인 현황과 과정을 근거로 小城鎭에서의 산업적， 정책적 내용을 수용 

하는 물리적 배경으로서의 공간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그 과정은 사례지역의 취락체계 

를， 사례지역인 龍港鎭이 소속된 溫州 전체에서의 龍港鎭의 지위， 주변 鎭과의 관련성 

속에서의 龍港鎭의 지위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배후지 권역을 설정하였다. 또한 龍

港鎭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에서 구한 자료와 지도를 이용하여 현 시가지 

의 토지이용과， 현 상황을 근거로 한 취락 공간의 발전 계획 등 장래 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파악된 공간적 특징을 배경으로 그 속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현실을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사례지역에서의 인터뷰는 지역의 전반적 상황에 관해서는 

주로 지방 간부·실무진 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사례지역의 기업에 관 

한 사항은 지방 정부의 자료와 더불어 기업주(廠長 經理)와의 면담 조사로 이루어졌 

다. 면담 조사의 진행은 기업주 개인에 대한 조사와 기업 자체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 

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직공에 대한 조사 역시 기업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였 

다. 다만 주민에 대한 설문도 준비하였지만， 접촉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미리 준비한 

설문지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었다. 대신 사례지역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상황과 간단한 평가 항목을 위주로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를 실시한 기업과 기업주는 모두 26개이고 직공은 인터뷰 실시 기업의 직 

공들로 모두 146명을 인터뷰하여 실제 분석은 1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지역 조 

사와 인터뷰가 이루어진 기간은 1996년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이다. 

2.2 연구 지역 

연구 지역은 漸江省의 龍港鎭(그림 1)이다. 이곳은 漸江省 최남단의 溫州市 蒼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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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21鎭， 22柳)의 한 鎭으로 면적 58k따， 49개 村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주인구 48,441 

名에 총 인구는 133，680명 (34，182가구)이고， 그 가운데 비농업인구가 38%인 곳이다. 조 

그만 작은 어촌에서 1983년에 鎭으로 건설되어， 1984년 정식으로 농민들을 끌어 모으 

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떠한 경영방식이라도 좋다”는 정책과， “인민의 城

鎭을 인민이 건설한다(人民城市人民建)"는 방식을 사용하여， 신 중국 성립이래 농민의 

자금으로 건설한 첫 사례 지역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또한 토지를 유상 사용하고 각 

방면의 전문 기술자들을 흡수하여 건설한 중국 최초의 小城鎭 지역으로， 그래서 언론 

과 학계에서는 이곳을 “中 l행뿔民第-.-城”이라고 부른다. 

지역 선정에 있어 애초에 고려한 사항은 일반적인 조건으로서의 小城鎭의 존재 

조건이었다. 하지만 현지 연구 과정에서 중국의 전반적인 성장과정에서 두드러진 결과 

를 보인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다 그것은 개혁 이후 빠른 성장을 보인 지역은 공간적 

변화 역시 급격하게 일어났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보다 명확한 영향력을 검토하기 쉽 

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였다. 그래서 선정된 곳이 溫州였다. 溫州는 사영 부문의 활발 

한 활동으로 인해 개혁 이후 급격한 성장을 이룬 곳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사적 자율 

성이 가장 역동적으로 발휘되는 곳이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경험은 차후 중국의 전반 

적인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溫州에서도 能港鎭

을 선정한 것은 溫州내의 농촌 중심지 발달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고 정책의 

선도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개혁의 본격적인 궤도의 진입과 동시에 새로이 성립 

된 곳이기에，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선정이었 

다 4) 즉 隨港鎭이 ‘중국의 첫번째 농민에 의한 城鎭’이라는 말에서 보여지는 독특성에 

대한 사실의 진위 여부와 그 성장과정에 대한 확인， 그리고 성장에서의 동력과 주위 

취락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문이 사례지역으로서의 읍쉴港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되었 

다. 

4) 물론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의 완전 자율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연구 시점에서의 현지 연구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우연적 요소도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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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의 구성과 범위 

3.1 논문의 구성 

장별 논문의 구성은 제 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사례 지역 분석에 들어가기 

위한 도입으로 小城鎭과 등장 배경과 현황 그리고 사례지역인 龍港鎭을 포함한 溫州

지역 농촌 발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溫州에 대한 설명은 이 지역이 갖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龍港鎭이 등장한 배경으로서의 지역성을 강조하 

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대상 지역의 서술은 제3장부터 시작된다. 3장에서는 龍港鎭의 

小城鎭 성립 과정과 그 특징을， 기본적인 존재 현황과 더불어 정책적 배경， 그리고 인 

구 유입과 토지의 유상 사용， 그리고 상공업화에 대해서 고찰하여， 성립과 성장의 시 

기적 변화상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그를 통해 성립과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小城鎭 정책이 갖는 실제 지역에서의 적응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4장 

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성장 과정의 결과이자 동시에 성장 요인으로 작용했던 공간 구 

조의 측면을， 隨港鎭이 溫州에서 갖는 취락 체계상의 위치， 龍港鎭 주변 주요 鎭에서 

의 위치， 그리고 그 내부 공간 구조 등을 살펴봄으로써 小城鎭의 공간적인 위상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4장에서 파악된 공간 구조를 중심으로 이 공간을 구성하는 행위 주 

체의 활동을 파악한 것이 제5장이다. 이 과정은 기업과 간부 그리고 주민들의 역할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공간 구조가 龍港의 물리적 구조 혹은 토대라 

면， 그 물리적 구조의 운영 내용으로서의 각 주체에 대한 관심이 여기에 부가된 것이 

다. 이 과정은 지역 이해와 지역성 구명이라는 지역적 틀로서의 배경과 그 지역을 채 

우는 내용의 상호 이해라는 측면으로 이루어져 지리학적 지역 이해의 하나의 틀로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간적 이동， 도시화， 공간 정책의 발현 등등으로 표현되는 小城鎭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한 것이다. 공간적 의미 분석 없이 각각의 부문만을 검토하논 것은 개별 내용에 대 

1 
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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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존립， 존재 근거의 병렬식 나열로 나타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항목들의 

연결에는 지역 정책 툴로서의 小城鎭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VI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小城鎭 의의와 한계 그리고 小城鎭 성장의 동력 

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분석， 그리고 논문의 요약과 연구의 시사점 등을 서술하였 

다. 전반적인 분석의 틀과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3.2 연구의 범위 

개혁 이후의 농촌의 정책과 이에 대한 연구의 동향은 일치한다. 즉 그 흐름은 크 

게 家&t聯@:承包責任制 연구 • 농촌공업화(쩨鎭企業) 연구 • 노동력 이전과 小城鎭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연구의 선후 관계는 위와 같지만， 현재는 이 연구들이 분화되 

어 그 현상과 변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새로운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小城鎭

연구는 전 시기의 각 문제의 해결 과정과 모색에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 

제기인 동시에 전 시기 연구의 종합적 성격을 지닌다. 獅鎭企業의 분산성이라든가， 농 

촌 잉여 노동력의 해소라든가 하는 점이 그렇다. 

지금까지의 중국 농촌 연구에 대한 특징은 우선， 각 부문별 연구가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구의 진행이 각 영역별 연구에 의해 이루어져 개별 지역적인 차원에서 

의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전 시기의 연구 성과가 가지는 성과 

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지역 실체의 파악이라는 점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중국의 정책들이 구체적인 지역에서 전개되었을 때에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 자체도 다양한 지역 사례와 총체적인 변화를 서로 조응 

해가며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실한 지역 이해의 목적에 부합된다. 지역의 변화라는 전 

체적인 항목에서 본 연구는 그 주제의 범위를 小城鎭의 성립과 그 성장 과정에 초점 

을 두고서 실제적인 현상과 개별적인 사건들의 발생을 통해 그 특성과 의의를 밝히려 

고 하였다. 

시기적인 범위는 사례지역이 성립된 1984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사례지역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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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 | ·성립배경 ·입지요인 

. (중앙)정책적 배경 · 개혁의 영향 

· 유입 유도 정책 
· 토지 
· 유입자 성격 

· 주택 
·호구 주민>간부 

· 주 업종 · 관리 경영자들의 사회적 성격 
· 직공들의 성격 ·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기업가>간부 

> 주민 

· 도시적 성장의 의의 · 이후의 계획 
· 주변 지역과의 취락 체계 

간부늑기업가 

늑주민 

• 

중국 농촌의 IJ、城鎭 성장의 특성과 의의 

• 

중국 농촌사회의 발전 전망 

그림 2. 연구의 흐름과 분석의 틀 

” 
ω
 



과정과의 비교를 위해 전국적인 변화， 혹은 溫州와 漸江省의 변화 역시 이러한 시기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분석의 지역적 규모이다. 小城鎭 문제는 당 

연히 鎭이라는 특정 행정 규모를 대상으로 하기에 기본적인 단위로 鎭을 대상으로 하 

였다. 하지만 지리학적 지역 연구의 방법론인 중규모 수준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구체 

적 연구와 전국적·총량적 연구와의 연결5)을 통한 지역의 이해 역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의 농촌 연구의 규모를 어디로 잡는가는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것이 

겠지만， 지금까지의 거시적인 연구의 한계와 더불어， 지나친 미시적 연구는 자칫 일반 

적 논의와 동등하게 배열했을 때， 논리가 비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간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상하로 왕복 연구하는 것이 현 중국연구에서 필요하기도 하면서， 결핍 

된 부분이 라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주로 小城鎭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 성립과 성장 과정을 龍港이라는 하 

나의 鎭을 대상으로 다루었다. 이 논문이 가지는 한계는 첫째， 분석 내용의 한계로 주 

로 小城鎭의 건설과정과 상공업화， 그리고 현재의 공간적 계층구조에 집중하여 小城鎭

으로 인한 주민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특히 원주민들의 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龍港鎭 주변 농촌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방식의 변화에 관한 분석이 

부족하다. 툴째， 정책 시행과정의 구체적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하다. 예를 들 

어 토지의 유상 사용과 관련한 정책의 발현 과정에서 각급 정부의 구체적 역할이나， 

기타 다른 정책에 있어서의 각급 정부들의 역할 및 정책 시행 과정에 대한 분석이 미 

비해， 구체적인 정책의 의도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였다. 셋째， 지역적 일반화에 대한 

한계로， 분석한 대상이 중국 내에서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유 

명한 성장 지역이어서 이것이 중국의 전반적인 小城鎭의 전형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넷째， 자료의 한계로 주로 현지 조사시에 구한 縣·鎭 자료를 기초로， 단기간에 행한 인 

터뷰 자료에 의존하여 보다 심층적인 자료에 대한 비판과 해석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小城鎭의 현지조사를 통한， 다양 

5) 현대화된 지역 연구의 목표와 지향점， 서술 형식， 주제， 대상 지역의 규모에 관해서는 柳까 
깜:(1986)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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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 과정에 대한 차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4. 小城鎭의 청의와 연구동향 

4.1 小城鎭의 정의 

小城鎭은 농촌과 도시의 중간에 있는 취락 체계의 하나를 일걷는다. 小城鎭에 대 

한 본격적인 연구의 의의는 費孝通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小城鎭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하였다. 

“농촌을 조사하다 보니， 小城鎭이 농촌 지역 사회에 비해 일 계층 높은 사회 실체임을 확 

인했다. 이러한 사회 실체는 @ 농업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노동력 인구 위주로 조성된 지역 

사회로.@ 지역 인구경제 환경 등의 요소로 볼 때， 농촌과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 아 

니라.æ 주위 농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실체를 보펀적인 

이름으로 개괄하여 “小城鎭”으로 칭하고자 한다"6)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최초의 小城鎭 개념은 하나의 기능적 개념이라는 점이다. 

즉 小城鎭이 갖는 작용과 기능에 의한 정의이지， 어느 한 행정구역과 관련된 것이 아 

니다. 즉 小城鎭은 농촌과 도시 중간에 있는 실체로서 농업적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일종의 농촌 중심지이다. 구분 지표로 제시된， 지역， 인구， 

경제， 환경의 면에서 농촌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중심지인 일종의 기능 지역이다. 그러 

나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정책 실행의 조작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 

에 의해 비교적 명확한 경계 설정이 시도되었다 기능 지역을 등질 지역처럼 해석 연 

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集鎭， 建制鎭과 縣城鎭등과 같은 구벌이 그것이다( 

馬채， 1990; 파人聲， 1990). 그래서 이후의 연구들은 小城鎭의 개념을 행정구역의 구별 

과 함께 중첩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小城鎭 개념이 명확해지는 면도 있지 

6) 됐쑤:通， 1983, “小城鏡 太r~~題 江縣省小城鎭따{究討論햄.(첼孝通(1988b)에 재수록. 이 책 p. 

149-150 참고， 번호는 필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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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편으로는 小城鎭 자체가 가지는 학문 대상으로서의 포괄성과 다의성을 잃게되는 

점도 있다. 어햇든 이후 연구들은 小城鎭의 성장을 주로 建制鎭의 수량과 인구 증가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는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小城鎭

내의 기능，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小城鎭 자체가 지난 원래의 기능적 개 

념과 멸어지게 되었다. 즉 小城鎭이라는 개념이 한정되고 특정한 어느 한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분석에서는 小城鎭의 기능적 개념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구역상의 鎭(建制鎭)을 小城鎭으로 상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 

도 있다. 결국 역시 사례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小城鎭 구조와 기능을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와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한편 小城鎭 어원의 유래에 의하면 그 개념은 역사적인 것으로 농촌 가운데의 시 

장(集市)에서 기원한다. 즉 농업 지대 가운데 비농업 인구가 주로 있는 지역을 의미하 

였다. 이러한 小城鎭의 영어 표현은 ‘small town'으로 번역된다. 한국어로는 ‘小都뭄’ 

또는 ‘둠級 도시’ 로 번역하는 것이 그 기능적 역할로서 가장 적당하지만， 한국에서 

‘소도읍’이나 ‘읍급 도시’가 가지는 한국적인 내포적 의미와 혼돈을 피하기 위해 그대 

로 ‘小城鎭’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로 일본에서의 小城鎭에 관한 연구도， 

小城鎭은 일본의 IBJ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역시 원어 그대로 쓴다(總合昭究開發機構， 

1989) , 

4.2 연구 동향 

대량의 농촌 잉여 노동력이 대도시로 이동할 때는 그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도시 

는 취엽 문제， 인구 집중 문제，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그 양이 증가하게 

되면 도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된다. 그러한 상황을 막는 방법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농촌에 小城鎭을 건설하여 농촌 잉여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이전 

시키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발전해 왔던 향진공엽의 재배치， 입지 변동 과정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인구 이동과 산업의 입지 과정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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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농촌 상품경제의 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적절한 인구 이동을 위 

한 공간구조의 재편이며， 그 결과가 농촌 부문에서는 小城鎭化를 중심으로 향촌 도시 

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小城鎭 문제는 원래， 논의의 발생 초기에 정부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즉 중 

국의 6차 5개년 계획 (1981 ~ 1985)에 중점적인 연구 항목으로 선정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費孝通의 건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1983년 그는 《小城鎭，

太問趙》를 발표하여， 小城鎭이 가지는 중국 농촌에서의 중요성과 그 건설의 당위성을 

논하였다. 그의 주장과 영향으로， 같은 해 쉰|빼政協은 ‘小城鎭해좁組’를 조직하여 iI蘇

省、의 常州， 王錫， ï핀通， 蘇9‘|‘|의 4市와 일부 縣·鎭을 참관 방문하면서 小城鎭 연구가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다，7) 

費孝通(1985)은 초기에 小城鎭 연구를， 小城鎭의 “유형， 계층， 흥망성쇠， 분포， 발 

전”이라는 항목을 연구 과제로 두고 시행할 것을 제창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중국 

각지의 발전된 지역의 유형을 개념화하였다. 후에 小城鎭내 농촌 공업화의 성장을 중 

심으로 한 蘇펴模式， 溫 J'I‘l模式 등의 개념화를 통해 그는 “일정한 地맘에서， 그리고 일 

정한 역사적 조건 하에서는 특색 있는 경제발전의 길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여 지 역 

간의 비교연구의 길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그가 처음에 小城鎭을 유형화한 것은 위의 

모식 구분이 아닌 그가 연구한 吳江縣 내에서의 구분이었다. 그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小城鎭을 구분하였는데 그것은 첫째， 농부산품과 공업품의 집산을 위주로 농촌 경제의 

중심이 된， 상품 유통의 중간 전달체로서의 鎭， 둘째， 공업으로 전문화된 鎭， 셋째， 縣

정부 소재지로서의 정치 중심 鎭， 넷째， 소비·향락형(관광형) 小城鎭， 그리고、교통 축으 

로서의 小城鎭이다.8) 이는 정치·경제·교통 등에서 농촌보다 상위 계층의 기능을 하는 

7) 그후 램?:通은 小城鎭에 관한 일련의 글을 발표하는데 가장 처음 발표한 《小城鎭 太 Iru많@ 

에서 그는 小싸했의 정의와 유형， 계층 구분， 연구의 의의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고， 그 

외의 논문들은 농촌에서 1980년대 초에 성장한 공업화(柳鎭介.業)에 대한 평가와 서숲을 주로 

하였다. 이러한 그의 小城챈에 관한 글들은 《小城始 太 liU많~(l983년)를 비롯하여 《小싸鋼 

， IJ 淡'k{ ~ ( 1984), ~小城했 麻北初深~， ~小城삶 新開fÆi~과 小城短을 연구하게 된 배경을 쓴 

《小싸첼調否 H述》등이 있다(모두 캘쑤通(1988b)에 수록되어 있다) . 
8) 캠 Y:通， 1983, “小城삶 人:lnJ웹"(챔孝通， 1988b, 150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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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중심지를 小城鎭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費孝通은 小城鎭의 계층 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그는 江蘇省 吳江縣의 조사 

에서 행정 계층과 상엽 기구의 존재 여부로 小城鎭의 계층 체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 

누고， 1, 2 계층에서는 다시 그 규모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여 모두 3계층 5등급으 

로 小城鎭의 계층을 나누었다. 그가 분류한 계층을 표로 만든 것이 다음 표 1이다. 이 

러한 계층 분류는 물론 중심지 체계에서 말하는 계층 구분이기보다는 행정 계층 위주 

로 분류한 것이다. 그가 중심지 이론에 의한 계층 구분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알 수 없 

지만， 행정 계층을 중시한 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人民公社 체제로 유지되던 중국 농촌 

의 小城鎭 계층은 다분히 행정력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염두에 둔 분류로 보 

인다. 

표 1 . 費孝通으| 小城鎭 계층 분류 

계 도。드 1 r=5- 닙 -, 중심지 기능 吳江縣 상황 

2중 상엽기구 縣， 鎭， 公社 3중 상업기구 보유 1개 (縣城)

보유 2 2개 상업기구 보유 縣 소속 6개 鎭

公폐: 상업기 3 상업인구가 縣 소속 진에 접근 3개 小鎭
H 

구(짧”鎭) 4 公社 상업 기구가 없음 13개 (일반) 鎭

m 太隊鎭 호--，으 ~ 
5 

상업 관리 기구가 없고 소규모 대리 
127R 村鎭

村鎭 점 구비 

* 당시의 鎭 개념은 취락·중심지라는 일반 명사 개념으로 행정구역상의 鎭(建制鎭)

과는 다른 개념임. 

자료: 費孝通， 1983, “小城鎭 大問題"(費孝通(1988b) ， 176-182)를 기초로 작성. 

費孝通의 小城鎭 연구는 그가 1982년 그의 원래 연구지역이던 江村을 세 번째 방 

문하고 제출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는 蘇南지역 太湖 일대 농촌에서 獅鎭企業이 성장 

하고 있던 때로， 당시 그 지역은 공업이 발전하여 많은 잉여 노동력 발생으로 그 이용 

이 문제의 관건이 된 시기였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실적인 방안 

을 찾은 것 이 小城鎭이 라고 한다(費孝通， 1994) ,9) 

9) 이처럼 小城鎭 연구는 현실적 필요성인 노동력 배치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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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초기의 小城鎭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에는 그 구조와 계층 체계에 대한 

연구보다 중국 농촌이 처한 농촌 도시화 문제와 관련하여 다루어졌다. 즉 小城鎭化가 

전반적인 중국 城鎭化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느냐 혹은 그 방법이 타당한가 식으로 논 

의가 전개된 것이다. 1980년대 초에 城鎭化에 대한 방침은 “대도시의 규모를 통제하 

고， 중등 도시를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며， 소도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었 

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중 중요한 것 중의 하나 

가 小城鎭에 관한 의견이었다. 즉 자금， 기술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은 분산되 

어 있으므로 양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 형태로서 취락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생각의 배경에는 대도시로의 집중식 城鎭化 발전은 자본주의 산물이라 

는 중국식 사고방식이 영향을 주었다. 결국 농촌 인구가 대량으로 도시로 들어오는 것 

을 여러 층의 城鎭 계층을 만들면 막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劉鍵， 1985; 中共빼南省ffi 

陽地委l딩〔몫{室， 1984; 葉克林·陳廣， 1985).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은 도시가 가지는 높은 효율성에 주목하여 小城鎭 건설은 자 

금， 토지를 낭비하는 것이기에 인구를 대도시로 집중시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대도시 

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劉純秘， 1987; 但l燒續， 1986; 吳通소， 1985). 여기에 

두 의견의 절충적 입장으로서， 현 단계에서는 小城鎭을 위주로 발전시켜 농촌 이출 인 

구를 흡수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대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周如昌， 

1986). 즉 小城鎭은 노동력 이전의 중간점이라는 것이다. 

초기 논쟁의 주요한 점은 小城鎭의 발전 문제로 小城鎭이 중국에서 농업 인구의 

이전 과정 중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거기에다 “小城鎭”은 어떠 

한 경계를 가진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였다. 사실상 이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없었다. 

나 小城節 연구의 연원은 중심지 체계에 관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1930년대에 그가 조 

사 마을에서 상품 판매의 계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고하는 과 

정에서 小싸핸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 상품의 집산지를 鎭(행정구역상의 진이 

아닌 중심지로의 일반 명사)이라고 하고 그 주위를 쩨빼(배후지)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 이 

후 중국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楊慶펼의 11J東省 연구와， Skinner의 四川省 연구로 이어졌다고 

램쑤通은 적고 있다(~小城鎭調좁엽述~， 費孝通(1988b， 127-130)). 결국 이러한 사고는 중심 
지 이론의 ‘재화의 도달거리’에 따른 중심지 계층 체계에 관한 초보적 사고이다. 따라서 캠孝 

通의 小싸鎭 개념의 발생 연원은 농촌의 중심지 계층에 관한 사고라고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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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城鎭에 대한 논의 중 많이 등장한 경계 설정은 “@ 小城鎭은 20만 이하의 소도시， 

鍵工業區， 縣城， 建뿜IJ鎭， 농촌 集鎭을 포함한다.@ 小城鎭은 인구 3-5만 이하의 소도 

시와 인구 3-5천명 정도의 小集鎭을 말하므로 이에는 소도시， 위성도시， 광공업구， 縣

城， 建뿜IJ鎭과 集鎭을 포함한다.@ 小城鎭은 국가가 인가한 建뿜IJ鎭과 縣城鎭， 그리고 

농촌 集鎭이며， 이는 縣城과 縣城 이하의 비교적 발달한 集鎭을 의미한다 @ 국가 현 

행 행정상 규정에 의해 설치된 建制鎭을 모두 小城鎭으로 한다 라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方明， 1985).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集鎭， 獅鎭 등이 역사적으로나 지역 

적으로 달리 생성되었기에 그 의미 파악이 또 다른 문제였다. 

초기의 小城鎭에 대한 논의 결과는 확실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費孝通의 정의 

대로， 小城鎭은 도시와 농촌의 중간에서 위치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縣城이 중심이 되 

어 지방의 小城鎭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능적 관계의 실체 정도로 정리되었다. 

이 시기부터 중국은 개혁 과정 중에 建制鎭의 중요성을 주목하여 이것이 城鎭化

의 과정 중에 대도시화의 위험을 막는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 

써 小城鎭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한 建制鎭의 수도 

小城鎭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 근거가 되었다.10) 그후 小城鎭 연구가 갈 수로 

중시되고， 小城鎭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가 갑자기 

많아지게 된 것을 王曉殺(1994)는 중국 학문 사회에서 차지하는 費孝通의 영향력과 현 

실적 문제에서의 농촌 노동력 과잉을 들고 있다. 즉 費孝通이 가지는 학문과 정책적 

영향력은 그의 관심이 곧 중국 학계의 주요 연구가 되었다는 점과 농촌의 노동력 과 

잉이 만들어 낼 도시 문제에 대한 우려로 小城鎭 연구가 활발해진 배경이 된 것이다， 

小城鎭을 포함한 도시화 혹은 城鎭化 과정은 도시지리학， 인류학， 사회학 등에서 

주로 연구가 진전되었다. 이러한 도시화와 城鎭化의 과정에서 그 연구는 자체 학문의 

연구 관심과 더불어 小城鎭의 정책적 중요성 때문에 더욱 연구가 활발하다. 머一維的 外

10) 1980년대의 급격한 小城鎭化의 급격한 진전은 단지 행정구역의 확대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 
라는 주장(Lee， 1989)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小城鎭化를 인구로만 파악한 것이다. 물 

론 급격한 과정에는 행정구역의 확대의 원인도 있으나，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절대적인 小城

鎭 개수의 증가라는 현상과 이후에도 지속되는 성장 패턴은 농촌에서의 전반적인 小城鎭의 

발달과 그 중요성의 부각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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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編(1988)은 여러 단계의 도시화에 대한 논의를 모은 것으로， 도시화 농촌의 小城鎭

化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지리학적 연구로는 崔功豪 主編(1992)이 대표적이다. 이 

는 중국의 도시화(城市化) 과정과 현황 그리고 특징을 다각도로 접근한 것으로 주요 

한 지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이다. 이 가운데 농촌 도시화와 관련한 張小林·金其銘

(1992a，b)의 두 논문은 농촌 도시화의 내용과 그 기능의 변화， 그리고 향촌 현대화의 

의의를 밝히고， 농촌 노동력의 공간적 이전과 小城鎭과의 관계를 살피고 있다. 특히 

小城鎭이 가지는 도농간의 중간적 위치로 도시공업의 이점과 농촌경제의 이점을 이용 

하여 경제 운행 과정에서 주요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蘇南지역의 예를 통해 밝히 

고 있다. 蔡 H거 (1990)은 이러한 小城鎭化가 중국의 독특한 2원 경제가 갖는 성격에서 

발생한 노동력의 이동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小城鎭化의 성격도 바로 이러한 특징에서 

파생된다고 한다. 周爾籃·張雨林 編(1994)은 중국 향촌의 대표적인 발전모식 7개를 분 

석하면서， 주로 도시와 농촌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도시 

와 농촌간의 중간 매개지로서의 小城鎭 건설과 그 체계의 특징을 살피고 있다. 黃芳雅

(1994)는 농촌 노동력 이전 문제에 주로 집중하면서 농촌 성진화의 과정에서의 특징을 

살피고 있다. 小城鎭 연구는 그 자체적인 공간 구조의 연구 이외에도 많은 주제와 연 

구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적 제도나 토지사용 문제와 같은 것 

이다. 

지금까지의 小城鎭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전술한 바대로 개념의 조작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에서 약간 전환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었다. 그것은 小城鎭이 학문 

적 연구로만 있지 않고 현실 공간 정책의 강력한 도구적 개념으로 접목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구체적인 小城鎭의 연 

구보다는 小城鎭의 의의를 많이 강조한다. 구체적인 연구 성과보다는 정책 전환기에 

그 당위성을 강조한 연구가 많은 것은 이 연구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에 비하면 의외 

이기도 하다. 셋째 小城鎭 연구의 또 다른 특정은 그 연구 대상이 여러 학문을 묶을 

수 있는 주제라는 점이다. 小城鎭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항목들이 포함된 종 

합적인 학문의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에서의 주요한 활동들이 小城鎭이라 

는 중심지를 중심으로 하여 작동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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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점에서 1990년대 초까지의 小城鎭 연구를 총괄하면， 초기의 문제 제기 

와 그 현실적 중요성에 비해 학문적 깊이 면으로는 그리 만족할 만한 편은 아니었다. 

그 원인은 중국 농촌의 연구가 1980년대 이후 농업 생산적 측면에서의 家底聯옳承包 

責任制 연구， 그리고 이후의 챙6鎭企業 연구로 집중된 것이기도 하고， 이는 두 문제가 

가지는 시기적 중요성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獅鎭企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그 입지적인 효율성(규모의 경제) 면에서도 小城鎭이 성립이 

필요했고， 농촌 인구의 대도시로의 이입 억제라는 이전부터 강조되던 정책적인 면에서 

도， 그리고 시장경제에 익숙해진 농촌 주민들의 보다 고차적인 취락 체계에 대한 요구 

라는 면에서도， 小城鎭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각광을 받게 되었다. 즉 小城鎭 문제가 따 

로 떨어진 항목으로서의 연구가 아닌 다른 항목들과의 연결선상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한 필요에 의하여 小城鎭의 의의와 그 경과 및 실천을 강조한 성과물이 國務

院짧究室課題組 編著(1994)이다. 이것은 정책 담당자들의 小城鎭에 대한 인식과 농촌 

에서의 小城鎭의 발전의 의의， 그리고 현지 조사 보고들이 종합된 것이다. 즉 공업화， 

노동력 이전 등의 문제의 해소점이 바로 小城鎭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小城鎭 건설 현상과 발전과정， 그 필요성， 정책의 방향， 각지에서의 경 

험， 小城鎭의 호구 제도， 토지점용 문제틀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현 중국 

정부의 小城鎭에 대한 관심과 이후의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영어권의 논의로는， 小城鎭의 현황과 그 발달 과정을 개괄한 Middelhoek (1992) , 

인구 이동과 관련하여 논의한 Day & Xia(1994) , 지리학적 小城鎭化의 특징과 의의를 

설명한 Tan(l986a. b) , Lo(1987) , Chan(1988, 1992) 등이 있고， 도시화 과정의 개혁 전 

후를 비교하고 재정·주택·토지개혁을 통한 결정권한의 지방화 과정을 논한 Wu(l995) 

의 연구들이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토지 시장의 변화 문제를 다룬 Dowall(l993)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Chang Kyung-Sup(1994)은 중국의 도시화 과정을 과잉 도시 

화， 도시 편향성， 농촌 발전과 중소도시의 역할， 도시화에 따른 지역간 형평 등의 문제 

를 다루면서 小城鎭의 도농 통합적 발전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일본에서는 1989년 總

암핍究開發機構가 江蘇省을 대상으로 그 구조적 변화와 그와 관련된 향진공업，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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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이전， 가족 구조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고， 宇野重昭·朱通華 共編(1991)은 농촌 

하부로부터의 내재적 발전 모델로서의 小城鎭 역할과 그 의의를 논하고 있다. 이 밖에 

도 小鳥麗速(1995)과 굶建軍(1995)은 전국적 규모에서 전반적인 도시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小城鎭의 위 상을 살피 고 있다. 

한국에서의 小城鎭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고 다만 전반적인 도시화 과정에 

서의 小城鎭에 대한 역할과 현황을 위주로 연구되었다. 朴寅星(1994)은 도시 정책과 

과정， 특성과 주요 시책을 논하는 과정에서 소형 獅鎭건설에 대한 의의를 살피고 있 

고， 홍영림 외(1993) ， 李 根(1994)과 金斗燮(1995)도 전반적인 도시화의 역할과 현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小城鎭의 역할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4.3 기타 용어의 정의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주요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하는 원래 가진 본래 

의 의미와 일부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필요에 따른 조작적 정의를 포함한다. 

(1) 椰村: 도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농촌과 비슷한 말이다. 다만 농촌에 비해 향촌 

은 중국의 행정구역에 있어 하위 계층인 쩨(鎭)과 村의 합성 개념으로 小城鎭을 포함 

하는 지역적 경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또한 중국의 통계도 도시와 농촌이 

아닌 T1J鎭과 쩨村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농촌이란 개념이 향촌을 포함하는 보다 추상 

적 말이라면 향촌은 구체적인 지역적 경계를 가지는 보다 구체적인 말이라 하겠다. 

@ 城鎭: 행정구역상의 도시(城市)와 鎭을 합친 말로 우리말의 소도읍 이상의 도시 

를 일걷는다. 도시를 광의적인 의미로 쓸 때는 城鎭이 포함되지만 협의적인 의미로 쓸 

때는 (행정구역상으로 인준된) 城市만 포함한다. 

@ 빼村:L業: 지역적으로 향촌에서 이루어진 공업 및 시설을 말한다. 실제로 분석 

할 경우에는 이 말은 공간 입지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관리 주체가 향촌 행정 단위라 

는 의미로 사용되고， 보통 柳鎭企業이라고 불린다. 물론 짧~鎭企業에는 공업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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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품과 서비스업， 건축업 등도 있으나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은 공업 부문이다. 특히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이용한 향촌에서의 공업화는 중국의 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 향촌에는 獅鎭企業 외에도 국영기업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 

그 비중이 덜하고 혹은 지역에 따라서는 외면적으로는 국영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국 

영이 아닌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 幹部: 향촌의 간부는 과거 인민공사의 黨·政·經의 일원 체제에서 분리된 당조직 

으로서 柳鎭黨委-촌 지부， 행정조직으로서 獅鎭정부-촌민위원회， 경제조직으로 總公司

-분공사 등에 일하는 종사원을 말한다. 인민공사 시기보다 향촌사회의 관료조직은 더 

욱 비대화되었다. 간부의 충원 방법은， 국가편제의 간부로 상급에서 임명 파견되는 경 

우， 향촌정부 자체의 충당에 의한 향촌 편제 간부， 사법·공안·농기사무소 등 관리 인원 

을 주로 하여 각 주관 부처에서 파견 혹은 고용하는 간부， 기존의 인민공사로부터 유 

임되어 정부 편제에 들지 않는 노임제 간부 등이 있다. 국가편제 간부 외에는 거의가 

향촌 정부의 자체 조달 자금으로 이들 간부의 봉급이 지불된다. 따라서 지역의 발전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간부는 위와 같은 일 

반적 정의를 근거로 하되， 대개는 향진정부의 영도 집단에 속하는 뿔記와 부서기급， 

鎭長 및 돼鎭長 정도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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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小城鎭의 성립 의의와 溫까1'1 

1. 小城鎭의 정책적 배경과 역할 

1.1 배 경 

小城鎭의 배경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편의상 시기를 1980년대와 1990년대로 구분 

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의 小城鎭 성장은 개혁 이전에 막혀왔던 정상적 취락체계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적인 면보다 수량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룬 시기였다. 그 

과정은 농촌부문의 큰 변화인 농촌 공업화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존재하 

였다 한편 1990년대에는 이렇게 성장한 小城鎭의 기능적 역할 면에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른 정책들의 보완수단이나 해결 수단으로서 小城鎭 공간 정책이 시행되 

었다 여기서는 주로 1990년대 이후， 노동력 이전에 따른 계속적 흡수와 농촌공업화의 

모순점의 노출로 인한 공간적 집중을 이루겠다는， 小城鎭 역할의 재발견과 강조의 측 

면을 다루고자 한다 

1990년대 들어서 중국 농촌은 통화팽창(1994년 25.2%)과 농업 내부의 문제， 그리 

고 국유 대형·중형가업들이 개혁 중에 방출한 대량 인구의 배치 문제 등이 발생하여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등장하였다. 그 첫째 상황은 향진기업의 달라진 기능과 작용이 

다. 즉 ‘離 I ~不離쩨’(농업활동에서는 떠나되 농촌에서는 떠나지 않음)의 정책으로 농촌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던 챙1)鎭企業이 1990년대 들어서는 그 흡수 능력이 많이 줄어드 

는 현상이 등장한 것이다. 1984-1988년간 쩨鎭企꽃은 매년 1 ，260만 명의 잉여 노동력 

을 흡수했으나 1989년 -1992년에는 연 평균 260만 명만을 흡수했을 뿐이다(成義軍·王 

建햄， 1995). 

그 이유는 첫째， 잉여 노동력은 조금씩이나마 계속 증가하는데， 柳鎭企業의 입지 

가 분산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가 성립되지 않아， 어느 정도의 규모가 갖추어져야 성장 

할 수 있는 제3차 산업의 발전이 없어 자체 노동력 흡수가 한계에 달하여 취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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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獅鎭企業의 파급효과가 지역사회에 국한되어 있어 노 

동력의 유동을 크게 제한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경제 발달 지역의 짧6鎭企業들이 

“자본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현상， 즉 과거의 노동 집약적인 공업에서 보다 높은 기술 

이나 자본 집약적 공업으로 변화하면서 노동력의 수요가 적어졌다는데 원인이 있다. 

이러한 과정은 椰鎭企業이 1980년대 초부터 담당하던 노동력의 흡수가 한계에 다다른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했 

고， 그 해결책으로 獅鎭企業을 지역적으로 집중함으로써 기업으로의 취업 뿐 아니라 

기업 집중으로 이끌어 낼 小城鎭 성립으로 3차 산업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이를 통해 잉여 노동력을 해소하고자 하였다.11) 椰鎭企業을 통한 잉여 노동력 흡수의 

또 하나의 문제는， 獅鎭企業에 취업한 노동력의 성격이 “겸업성”을 지니고 있어， 농업 

적 노동 생산성이 증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농업 생산이 위축되거나 생산력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즉 이중 신분을 가진 농업 잉여 노동력은 농업의 비교 이익이 낮 

고， 기회 비용이 높아 결국 농업적 투자 열정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농촌 

토지 의 경 지 조방화， 혹은 경 작 포기 (빼뽑)라는 상황으로까지 나타났다. 아직 도 獅鎭企

業은 농촌경제의 중요한 핵으로 그 수가 2，000만 개， 직공이 1억 명에 달하지만， 입지 

가 분산되어 있어 규모의 이익을 올릴 수 없었다는 점이 小城鎭이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게된 충분조건이 되었다. 

둘째로는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밀려들어 도시에서 불법 혹은 반합법적으로 취업 

하는 현상(民工漸)12) 이 발생하여 중국사회의 불안정한 요소로 등장하자 농촌 노동력을 

11) 이와 관련한 논의로 향진기업의 분산과 小城鎭 성립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 

다. 연구자는 전적으로 향진기업의 분산으로 인해 小城鎭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농촌 개혁으로 성립한 산업적 향진기업과 공간적 小城鎭 전략이 동시에 진행되어 오 

다가 기업 분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小城鎭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2) 民工폐란 농민들이 도시 부문으로의 취업을 위한 대규모의 흐름을 말한다. 이와 비슷한 의 
미로 ‘됩流’라는 말로도 지칭된다. 이는 무작정 도시로 들어온 농민들이 떠돌아다닌다는 의미 

로 쓰이고 있고， 이러한 집단은 대도시의 비공식 부문에 취업하면서 생활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적 서비스(의료， 교육 등)를 받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범죄집단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그 현황과 문제점은 興益嗚(1994) ， 表亞愚 主編(1994) ， 李熙玉(1995)을 보라. 또 北京 같 

은 대도시에는 각 지방 출신별로 집단촌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그 가운데， 본 논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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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대도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중간 단계에서 여과하는 방법의 

하나로 농촌 중심지에서 묶어 둘 필요가 있었다.13) 

셋째로， 농민들의 도시 혹은 鎭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개혁 이후 농촌 내부에서도 충분히 도시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계층 분화가 생겨났으 

나 이들의 공간적 이동은 부자연스러웠다.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맞는 도시적 삶의 

방식이나， 더 나은 도시적 하부 시설과 교육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팽배하였 

다. 1984년 國務院이 식량을 스스로 마련하는(El理口根) 주민의 鎭 진입의 허가 이후， 

전국에서 500만 농민이 수속을 밟아 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점차 확 

대되었고， 특히 지역적으로 남동 연안지역에서 활발하여， 漸江省이나 廣東省에서는 이 

렇게 새롭게 들어온 인구가 본래 있던 인구의 3~4배에 이르고 있다. 

상층 계층의 취락으로 이동하려는 농촌 주민들의 자연스런 이동 요구와 그 이동 

을 제대로 흡수·억제하지 못한 향진기업의 한계 그리고 대도시화의 대한 중앙정부의 

거부감 등이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小城鎭化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 배경이 되 

었다. 실제로 1980년대 중반에 발생한 인구이동을 다음 표 2에서 보면 鎭과 농촌 지역 

에서 이주한 주민은 각각 14.0%와 68.0%로 이중의 약 40%가 小城鎭으로 진입하였다. 

농촌으로 진입한 경우도 28.1%로 급격한 도시로의 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유입지를 기준으로 보면 小城鎭으로 들어온 주민의 70%가 농촌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다. 이러한 사실은 1982~1987년 사이의 도농간 인구 이동이 도시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동 방향은 바로 小城鎭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례지역인 溫州人들로 구성된 ‘漸江村’이 가장 유명하다. 漸江村에 관한 자세한 성립 과정， 내 

부 실태， 문제점， 내부 운영 둥에 관해서는 項 購(1993); "Life and death of ’Zhejiang 

Village ’ " China Perspectives, 1995, No.2, pp.l2-25.를 참고할 것. 

13) 개혁 이전에 城鎭으로 농촌 노동력이 들어갈 경우에는， 취업·주택·식량 문제로 인해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한 진입한 것이 발견된 후 원래 고향으로 돌아오면 각종 비판이 제기 

되었다. 그래서 농민이 鎭으로 들어간 경우는 일상 생활이나 여론 등에서 각종 위험과 불편 

을 겪었다. 그러나 개혁 후에는 일정한 “贊助費”만 지불하면 별 문제될 것 없다. 취업， 주택 

임대， 양식 구매， 자녀 학업까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러한 반면에 농업 잉여 노동력이 대량으 

로 대·중 도시로 들어가 취업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낌
 



표 2. 1982~1987년의 도농간 이동 

유입지역 유출 지 역 (1982년 거주지) 단위(만 명， %) 
(1987년 

거주지) 
市 建制鎭 농촌 계 

市 329.6 (29.3 / 60.0) 101.7 (9.0 / 23.8) 694.3(61.7 / 33.4) 1125.6(100 / 36.9) 

建制鎭 140.3 (12.2 / 25.5) 200.1(17.5 / 46.8) 805.3(70.3 / 38.8) 1145.7(100 / 37.5) 
뇨。二 τ후:는r 79.6 (10.2 / 14.5) 126.0(16.1 / 29.4) 576.4(73.7 / 27.8) 782.0(100 / 25.6) 
계 549.5 (18.0 / 100) 427.8 (14.0 / 100) 2076.0(68.0 / 10이 3053.3(100 / 100) 

자료 State Statistical Bureau, 1988, Tabulations 0/ China 1 % Population 
Sample Survey, National Volume , China Statistics Publishing House, 
23(홍영림 외 (1993) ， p.124에서 재인용하여 계산) . 

위에서 향진기업의 한계로 인한 小城鎭 정책의 돌파라는 설명은 향진기업 성장과 

小城鎭 성장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기본적 사고가 된다. 이 둘간의 관계는 그 원인과 

결과 측면에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小城鎭 성장으로 인한 향진기업의 성장， 혹 

은 향진기업 성장에 의한 小城鎭 성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된 시각 자체는 

小城鎭이라는 공간정책과 향진기업이라는 사회경제적 요소간의 관계를 병렬적으로 본 

데서 나온 잘못된 것이다. 양자간의 관계는 상호 결합되어 있어 그 선후나 인과 관계 

의 구분이 실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것은 전술한대로 공간적 배경으로서 향진기업의 

분산적 입지를 포함한 여러 요인으로 향진기업의 한계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회경제 

적 조건의 대응에 대해 공간적으로도 그 해결책으로 小城鎭化가 진행되며， 다시 小城

鎭이 향진기업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식으로 전개되는 상호 연속적이고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둘 사이의 관계는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공간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이 둘의 관계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1.2 정책의 강조 

물론 중국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순조로운 도시화를 이루기 위해 

小城鎭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방안이 그 동안 모색되었다. 즉 중국의 농촌 도시화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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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략은 @ 大·中·小 도시화，(2) 小城鎭化，(3) 大도시화，@ 中等도시화，(5) 교외지구 

도시화，@ 도농 일체화，(J) 도농 융합，@ 多元模式 등의 의견이 있었고， 명시적이지 

는 않았지만， 1990년대 이전까지는 대체로 정부는 “중등 도시화”를 염두에 둔 것 같다 

(劉福훤， 1992, p.143). 그러나 1990년 이후로 들면서 전술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 

결책의 수행으로서 갖는 小城鎭의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어， 농촌 도시화의 중점을 

小城鎭에 두는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다.14) 1992년 李願 총리는 

‘ 중국은 11 억 인구 중 8억이 농촌에 있다 나는 선진국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 

면서 나타난 결과에 주목하려고 한다 중국 劉鎭企業은 지금 집중 발전의 길을 가려고 한 

다. 이후 劉鎭企業은 불가피하게 농촌 集鎭으로 점차 집중할 것이고 그래서 농촌 集鎭의 성 

장과 발전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의 集鎭은 3-5만 명으로 경제가 상당한 규모이고 일 

정한 교통 조건과 정보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생산 서비스 위주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3-5 

만 인구의 소집진(小城鎭)은 금후 발전의 추셰이다 이것이야말로 마땅히 중국 농촌 도시 

화의 특징이다 "15) 

라고 하여 小城鎭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江澤民 역시 최근 들어 小城鎭에 대한 강 

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농촌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농부산품의 가격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 

고， 농업을 고생산， 양질， 높은 이익의 방향으로 변화시켜 농업을 시장으로 이팔어 나가야 

하고， 劉鎭企業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특별히 사회주의의 새로운 小集鎭 건립과 함 

께 결합하여야 한다"16) 

14)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영구히 계속될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小城鎭 자체도 점차 중등도시 

로 성장할 것이고， 전반적인 경제 발전과 보다 자유로운 인구이동의 확대로 농촌에서의 공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기초적 계층인 小城鎭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 문제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이점， 특히 중앙정부 

로서 성진 건설 자금문제와 같은 점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기에 小城鎭이 강 

조된다. 

15) 1992년 10월 28일에 행한 ‘全國城市投資環境國際討論會’에서의 李願 총리의 발언(國務院1îff 

?’E室課많*n 個著， 1994, pp.306- 7). 
16) 1992년 12월 24일의 ‘6省 農業農村工作座談會’에서의 지시(앞의 책， p.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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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농촌으I 2.3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小

城鎭 건설을 완수하자 ..... ~~ß鎭企業의 발전을 계속 농촌 경제의 전략 중점으로 두고， 더욱이 

중서부의 행R鎭企業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劉鎭쇼業을 인도하여 小城鎭으로 적당하게 집중 

하여 小城鎭이 지역의 경제 중심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7) 

정책 최고 결정자들의 언급에서 나타난 小城鎭에 대한 강조에 나타난 특징은， 첫 

째， 그것이 농촌 공업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점이다. 향진 공업의 집중으로 규 

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공간적 집적의 도구로써 갖는 小城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로는 농업과의 관련성이다. 자세한 농업과의 관련성을 제시하 

지는 않지만 농업의 현대화와 발전을 위해서도 小城鎭의 역할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 

다. 농업 부문은 중심지의 각종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 생산 전후에 놓여 

있는 각종 서비스를 담당할 농촌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또 하나는 중국 농업·농촌 부문 

에서 강조 정책의 하나언 적정 規模經營18)의 수행을 위한 잉여 노동력의 배출구로서 

갖는 小城鎭의 역할이 강조된 것이다. 세 번째는 역시 대량 인구가 도시로의 이동에서 

나타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적 입지로서의 小城鎭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 외에 정부와 黨 문건에서 나타난 小城鎭의 강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1992년 

태務|짚은 《중서부지구 獅鎭企業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는데 대한 결정》 을 제출하게 

된다. 여기서， “劉鎭공업은 ‘모든 곳에서 개화’하는 식으로 발전할 수 없고， 현지의 자 

원 인재·교통·어|녀지·水源 등 종합적인 조건으로 출발해야 한다. 즉 지역 실정에 맞추어 

17) 1993년 10월 10일 ‘中央農村工作會議’에서의 지시(國務院짧究室課題組 編著， 1994, p.304). 
18) 농촌의 세분된 경지를 적당한 규모로 집중하여 집체 농장이나 가정경영 농장의 형식으로 

경작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통해 농업 투입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농업의 기계화를 실행 

하며， 토지의 생산성을 증가하여 농업 현대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규모경영은 

관심은 농업부문에서 개혁 초기의 家底聯塵承包責任制와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인식되 

고 있다. 그래서 鄭小平(1993 ， p.355)은 “장기적이고 폭넓게 봐서， 중국 사회주의 농업의 개혁과 발 

전에는 두 개의 飛鍵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 첫째 비약은 A民公社를 없애고， 家底聯塵承包 위주의 책 

임제를 실행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큰 진전으로 변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한다. 두 번째의 비 

약은 과학적인 경작과 생산 사회의 수요에 적응하며 適度 規模經營을 발전시키고 집체 경제를 발전시 

키는 것이다. 이는 매우 큰 진전인 동시에 당연히 매우 긴 과정이다” 라고 하여 규모경영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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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地뿜1]宜) 합리적 입지를 이뤄 劉鎭공업 小區를 건설하여 집중 발전을 이루어야 한 

다 “주요한 것은 현재으| 小城鎭과 뺑鎭企業이 일정한 기초를 가진 지방에 의지하여 

상대적으로 집중 발전을 이뤄야 한다.’ “城劉 분할을 타파하고 농촌 집체와 개인이 進

城하며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한다”라고 하여 獅鎭 공업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 小城鎭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14기 3中全會19)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립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 중에서는 계획을 강화하고， 劉鎭企業의 적당한 집중을 인도 

하며 현재으| 小城鎭을 충분히 이용하고 개조하여 새로운 小城鎭을 건설하여야 한다. 

점차적으로 小城鎭의 호적 관리 제도를 개혁하여 농민이 小城鎭으로 들어와 상공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농촌으I 3차 산업을 발전시키며， 농촌 잉여 노동력의 이 

전을 촉진시킨다”는 정책 제안을 통해 小城鎭의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였다(國務院짧究 

室課題組 編著， 1994, p.307). 

문건에서 나타난 小城鎭의 강조도 역시 향진공업과의 지속적 발전과 노동력의 공 

간적 이동이라는 정책의 필요가 바로 小城鎭의 중요 역할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1.3 역 할 

小城鎭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서는 전술한 성립 의의와 더불어 여러 가지로 논의 

되고 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3이다. 小城鎭 역할은 크게 경제 활성화의 

유지라는 측면과 지역 취락 체계의 완비라는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활성화라 

는 측면은 농업 부문에서의 현대화 시장화， 그리고 농촌 공업화의 원활한 성장 등을 

보장하고 지지하는 측면으로서의 小城鎭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면 지역 취락 체계의 완 

비라는 측면은 小城鎭이 위치한 농촌 중심지이면서 도시와 농촌을 잇는 위치에서 주 

위 농촌지역에 대한 기본 기능(서비스 물자 공급)과 주민들의 삶의 핵심적 위치라는 

19) 1993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거 행됨. 

이
 마
 



점에서 그 역할이 있다. 그 사이에는 물론 인구의 이동이라는 가시적인 조건이 수반되 

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서로 시간적 차이를 두고서 발생한다. 경제 

적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小城鎭 정책이 그 시행 정착 단계에서 취락 공간의 

자생적 기능이 부가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하위로부터 상위 체계로의 취 

락 연결과 완비，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 것이다. 

표 3. 小城鎭의 역할 

출처 | 小城鎭의 역할 

ICD 농촌 과잉 인구의 흡수(2) 농촌의 활성화， 

總合짧究開發機構 I@ 농·공 병존을 가능케 함. 

(1989) 1(5) 지방자치， 정신문명의 추진， 

@ 도시 공업의 보완， 

@ 근대적 의식의 침투 

@ 국가 재정원조 
@ 도시와 농촌간의 “중개” 위치로 도농 교류의 유대를 촉진한다. 

@ 농촌 소지역의 중심적 지위로서， 종합적인 지역경제의 사회실체 

이며， 주변 도시·향촌에 대하여 흡수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獅鎭공업과 인구가 小城鎭으로 집중하게 된다. 

@ 小城鎭이 城鎭 체계의 기초 계층으로 대량의 잉여 노동력 이전 

의 주요한 장소이다. 
CD3차 발전을 가속화， 농업 잉여 노동력 이전 촉진 

@ 농업의 適度 규모경영의 조건으로 농업 발전에 유리 
國務院昭究室 | 

I@ 농업 잉여 노동력이 대·중 도시 진입 충격 압력을 감소 
課題組 | 

I@ 인구계획에 유리 
(1994. DD.53-58) I 

“ 1(5) 토지와 기초시설 건설 자금을 절약하는데 유리 

@ 농촌 사회의 문명과 진보를 촉진하는데 유리 

嚴英龍·陳 升

(1993) 

특히 강조할 것은 小-城鎭의 발생이 물론 경제적인 활성화라는 측면의 필요성으로 

등장하였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小城鎭이 지역사회 발전 과정에서 도농사회의 네트워 

크 건설에 중요한 지위와 작용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小城鎭은 분산적 향촌과 집중 

적인 도시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농촌 경제·문화의 중심이자， 城鎭 체계의 기초 계층 

으로서， 그 형성과 발전으로 도시와 향촌의 공간적 단층을 메우고 都市·鎭 및 獅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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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공간 구조를 연결하면서 완성시켜 준다. 즉 도농 지역사회 사이 

의 네트워크 연결점으로 갖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도시와 향촌간의 상호 연결， 상호작 

용， 조화와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居福田， 1994). 

한편， 지역적으로는 小城鎭이 알맞지 않아 중소도시 전략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 

(燦合林， 1995)도 있다. 즉 중서부의 경우에， 小城鎭을 발달시킬 때에는 규모의 취약， 

단순한 산업 구조， 노동력 이전의 지체， 불필요한 경쟁 둥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20) 그 외에도 小城鎭은 내실 있는 도시화가 아닌 문란함과 경제의 무질서한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즉 문란한 토지계획과 토지점용으로 경지가 낭 

비되거나 농업적 기초가 약해지고 경지가 잠식되어 이것이 城鎭의 순조로운 건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대다수 小城鎭이 중앙정부의 거시적 계획 

과 통제 기능이 없어， 산업간 분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혹은 지역 내부에서 혹은 

인근 지역과 시설·업종의 중복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결과 많은 각 지역간의 ‘원 

료 쟁탈전’이나 생산 제품의 ‘할인 판매전’을 조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은 주변 농촌지역의 경제가 활발하여 규모나 자본， 산업 배 

치 면에서 별다른 한계가 없는 동부지역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 

중국의 서부지역에도 어느 정도의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자체적인 내부 발전의 동력이 

조성되어， 노동력 이전의 필요성이 증대된다면 小城鎭에 의한 발전이 가능하다. 즉 이 

말은 공간 전략이 어느 정도는 현실적 상황 전개의 사후적 보완이라는 성격을 말해 

준다. 물론 그 역으로 공간 전략의 시행 결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 

20) 그 문제점을 보다 자세히 보면， “小城鎭化 과정은 @ 城鎭주체가 허약하다. “城”의 규모도 

안되고， “市”의 번성함도 없다. 말이 “城鎭”이지 실은 “農또"(마을)이다.(2) 산업이 단순하고 

박약하다. 2차 산업도 부족하고， 3차 산업도 결핍되어 있다. 말이 “도시화”이지 실은 “텅 빈 

도시화(空城計)"이다.@ 노동력 이전이 지체되어 있다. 농민이 도시로 들어오는 이전 과정도 

느리고 농업 내부의 이전도 느리다. 말이 “도시병”을 방지하는 것이지 실은 “농촌병”올 앓는 

것이다.@ 경제구조의 병폐로 중복 건설을 조성할 뿐 아니라 산업이 동일화된다. 이는 말이 

城微차별을 축소하는 것이지 실은 과도한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陽合林， 1995)라고 

한다. 즉 중서부의 지역적 성격이 무조건적인 小城鎭 성립으로 이어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小城鎭化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적 불균형이고， 그와 더불어 건설 

과정의 임의성， 맹목성， 불협조 둥도 문제가 된다(魚國陳，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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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다. 사후적 보완이란 다른 말로는 지역적 규모와 상황에 맞춘 계획이라는 

의미이다. 동시에 공간 전략은 지역과 서로 상승작용(혹은 악순환)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즉 중서부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小城鎭 전략이나 중등도시 전략이냐를 논의하 

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경제의 활성화가 우선해야 할 단계이다. 결국 小城鎭化를 포함 

한 농촌의 城鎭化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각 

지의 자연조건과 경제·사회발전 차이가 크므로， 小城鎭 건설의 조건에 있어서는 차이 

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村鎭 건설은 실제에서 출발하여 지역에 맞는 제도를 정립 

하고(因地制宜) , 능력을 헤아려서 실행하여야(量力而行)"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농촌 공 

간 정책의 원칙을 정책 실행 과정에서는 참고해야 할 것이다. 

지역적으로 적합도에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小城鎭의 성장을， 개혁 이후 농촌에 

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볼 수 있는 家底聯塵承包制와 獅鎭企業과 더불어 중국 농민 

의 위대한 세 가지 창조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최근 많이 등장하고 있다(馬 園， 1994, 

p.15). 

2. 발전과정과 현황 

2.1 小城鎭의 성장 

일반적으로 小城鎭은 원래 농촌의 시장기능의 集市質易 장소에 근거한 곳이다. 그 

러나 개혁 과정 중 두드러진 현상은 전통 농업에서 이탈해 나온 비농업 인구가 모여 

서 형성된 일종의 새로운 城鎭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 과정은 獅鎭공업이 주체가 되 

고， 기타 산업구조에 문화·교육·위생·과학기술 등과 초보적 규모의 기초시설과 사회서 

비스 시설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小城鎭은 농촌의 인적， 물적 자원이 모이 

게 하는 큰 흡인력을 지닌 실체가 되었다(居福田， 1994). 

한편 중국의 城鎭체계에 있어 小城鎭의 성장은 개혁 이후에 괄목하게 등장하였다. 

그것은 城鎭의 성장 역시 경제력의 성장과 상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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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연스런 발전의 과정에서 왜곡된 경향을 가진다. 즉 1970년대 이후 도시화 정도는 

도시 주민용 배급미와 주태 공급량에 따라서 결정되었고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이 호적 

제도의 유지였다. 그것이 1980년대에 완화되자 연 6% 이상의 높은 도시화가 진행된 

것이 전반적인 중국의 도시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小島麗速， 1995, p.28). 그러한 전 

반적인 城鎭化 과정의 특징을 본 것이 표 4이다. 

표 4. 중국 城鎭의 성장 

시기 城 鎭 小城鎭

신 중국\. 전국 도시 60개가 주로 동부 연해와 長江 여아| 明淸시대 이전에 주로 군사 
| 」」|적·행정적， 교통 요지， 상업 

이전 | 에 분포 | I 11 l..!--'-지 동에 입지 

. 1567~ 건설 사업(주로 대형 공업기업)을 중점 건| 
1. 鎭이 중심지가 되어 村을 

1953- 1 설1::::l 1::::l , 11 '2 ... 11 -ù.1..:1 ~1 .-.l , n '2 ... 11 ,l1::J 0 r- > 1 'c 1 과할하는 체제를 실행. l' 대부분 내륙에 건설하여 내륙에 새로운 도시들| ; 
1957년 | |· T위 농촌의 발전과 농민 

| 이 건설 
| 의 小康 생활을 실현 · 1957년 전국 도시 1787~. 建制鎭 3600여 개 | 

· ‘좌’의 활통으로 농촌 상품경제의 지체 
1<1958-1978> 

· 농업 잉여 노동력이 농촌에 제한되어 城鎭으로| 
| |· 小城鎭은 「자본주의 소굴」 

1958- \ 이전 못함 큰 이시 
1978년 1. 大中 도시는 국가 투자로 발전했으나 속도는 완L ~‘'-!. -, 

~}'r- -'-' -, l- -. /, ,''1 ~ 2-..:..:. M--' ï -'-l- -u. I' 小城鎭은 감소하여 2000여 
| 개로 됨. 

· 1958-1978년 사이 도시는 14개 증가 | 
· 급격한 도시 성장 1<1980년대> 

1927ß (1978년 ) • 4677ß (1990년 1 농촌 유통의 활성 화， 상품 
100만 명 이상 (l37~ • 317~)，경제의 발전， 獅鎭企業의 성 
50-100만 명 (27개 • 287~ )，장을 위해 지방경제를 진홍 
50-20만 명 (607~ • 1197~ )，하고 농촌경제체제 개혁 발 

1979- 1 20만 명 이하 (927ß • 2897ß)，휘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역 
1990년 | 建制鎭 (2000여 개 • 12000여 개할을 함. 

· 도시 비율: 특대도시 (6.64%) 대도시 (6%) ， 1<1990년대> 
중등도시 (25.48%) ， 소도시 (61.88%) 농촌공업의 진일보한 발전， 

· 인구: 소도시 인구는 전 도시의 13%에 불과 l농촌 3차 산업의 성장으로 
· 鎭으로 된 小城鎭도 12000여 개로 늘어났고 인|小城鎭이 더욱 중요한 작용 
구는 8528.2만 명 으로 전국 市·鎭의 28.76%. 을 발휘 

자료: 居福田(1994). 國務院昭究室課題組 編著(1994) 등을 토대로 필자 작성. 

이 표에서 보듯이， 1958년과 1978년 기간 동안 도시가 147ß 성장하는 것에서 도시 

에 대한 중국의 정책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이 시기의 도시 성장이 저조한 것이 현실 

을 반영한 자연스런 현상이기보다는 도시 성장을 정책적으로 억제한 것이 강하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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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다. 역시 그 시기에 小城鎭도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을 낳게 되었고， 1965년 이 

후에는 거의 그 수가 변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던 것이 1979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에는 1984년의 鎭 설치 규정의 완화와 인위적인 행 

정구역의 확대로 이루어진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사실 외에도 농촌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농촌 공간에서 그에 상응하는 공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즉 공업화 유통의 활성화 농업의 규모 경영 등의 변화는 농촌에서의 활동 구 

심점으로서의 중심지가 필요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상위 계층 도시와의 연결을 위 

해서도 농촌 중심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과 배경을 통해 1980년대 이후의 

급격한 建制鎭의 성장과 그 동안 억제되었던 도시화가 진전된 것이다. 

이러한 도시화 과정과 小城鎭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 수치로 보면 표 5와 같다. 이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많은 도시들이 1953년 이후 1707R 내외로 유지되다가 1980년대 

이후에 수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小城鎭의 경우에는 특히 1965년과 1984년， 두 시기 

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즉 1965년에는 전 시기에 비해 建制鎭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 

었고， 1984년에는 반대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는 鎭의 규정이 바뀌면서 이루 

어졌다. 즉 1963년의 엄격해진 鎭 규정의 변화와 1984년의 완화된 鎭 설치 규정으로 

인한 것이었다.21) 물론 1984년의 鎭 설치 규정의 변화는 정책적 변화를 강요한 농촌 

사회의 小城鎭의 전반적 발전에 따른 것이었고， 그만큼 공간적 구조 재편에 대한 필요 

가 개혁 이후 강렬했다는 점을 반영한다. 

21) 중국의 建制鎭 설치 규정은 크게 1955년， 1963년， 1984년의 3차례 바뀌었다. 1955년에는 ‘@ 

縣 정부 소재지，(Z) 인구 2，000명 이상， 그중 50% 이상이 비농업 인구’가 鎭의 규정이었고， 
1963년에는 대약진 실패 후에 경제를 재조정하기 위해 비농업 규정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 

준을 채용하여 CD 3 ，000명 이상의 인구로， 그중 70%가 비농업 인구， (Z) 2 ，500에서 3，000의 인 

구로 그중 85%가 비농업 인구를 가진 곳을 鎭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많은 縣城과 建制鎭

이 그들의 정식적인 城鎭 지위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1978년 개혁으로 농업의 상업화， 농촌 

공업화로 小城鎭의 재활성화가 관심을 끌게 되고， 새로운 鎭 건설 활동의 욕구를 수용하면서 

기준을 완화하여 1984년에는， CD 縣城 소재지，(Z) 향 정부 소재지로 인구가 20,000 이하에 
2，000명의 비농업 인구가 있을 때， 혹은 인구 20，000명 이상이며 총 인구의 10% 이상이 비농 

업 인구일 경우，@ 비농업 인구가 2，000명 이하이더라도 소수민족 거주지구， 산간지역， 연안 

지역， 변경지역， 관광지구 등은 각 省 인민정부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鎭의 설치가 가능 

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였다(Lee， 1989; 李輔根， 1994,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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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市와 建制鎭의 변화 

市 建制鎭

연도 
개수 

인구/市 (만 명) 
개수 

인구/鎭(만 명) 

인구 비농업인구 인구 비농업인구 

1953 166 
1955 163 
1961 208 43.3 33.8 4.429 1.13 0.79 
1963 174 47.5 38 4.032 1.18 0.82 
1965 171 51.8 41 .4 2.902 1.52 1.1 
1970 176 50.5 40.4 (2.850) 1.71 (1.2) 
1975 184 53.3 42.7 (2.850) 1.89 (1.32) 
1978 191 55.3 44.2 2.850 2.03 1.42 
1980 217 54.4 43.5 2.874 2.19 1.54 
1982 239 53 42.4 2.819 2.32 2.2 
1984 295 48.6 38.9 6.211 1.2 0.84 
1986 347 44 35.2 8.얘4 1 0.7 
1988 432 41.6 33.3 8.614 1 0.7 
1990 456 40 32.1 9.321 0.87 0.6 
1992 517 31.7 

* 괄호는 추정치 
자료: 社會科學院人口昭究所編 1992. u'中國人口年鍵』 經濟管理出版社

(小島麗速. 1995. p.15에서 재인용) . 

2.2 小城鎭의 형태 

전술한 대로 小城鎭은 원래 기능적인 개념이다. 이것이 정책적인 운용 과정에서는 

현 행정 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된다. 그러한 小城鎭의 형태를 광의의 개념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 즉 쩨1)鎭， 中心鎭， 縣城鎭으로 분류 가능하다.22) 獅鎭은 鄭 정 부가 있 

22) 그 구별에 관해서는 嚴英龍·陳 升(1993)을 참고할 것. 여기서 鎭이라는 개념이 혼동될 수 

있다. 현재 학술적이나 공식적으로 쓰는 鎭 개념은 국가가 인정한 행정구역 단위인 建制鎭을 

말한다. 그러나 獅鎭， 녀]心鎭， 縣城鎭이라고 구분했을 때의 鎭은 일반적인 농촌 중심지의 총 

칭으로 그 사전적 의미는 ‘농촌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장이 서는 마을’을 말하며， 그 규모 

와 기능이 일반 농촌과는 다르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村鎭， 集鎭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述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인 개념으로 人民公社 폐지 이후 지방 행정단위를 지칭하기 위해 다 

시 사용되었다. 建制鎭이라는 말도 바로 이러한 혼동을 피해 사용된다. 그래서 짧B鎭， I:þ 心鎭，

띤
 



는 곳으로 小城鎭 체계의 차하위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일부의 중심지 기능이 존재 

하지만 그것이 일반 농촌과 확연한 계층을 가지고 있으며 상위 계층과의 일정한 매개 

역할을 할 정도는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같은 鎭이더라도 중심지 계층 체계에서 

동급 계층이 아니다. 즉 중심진과 縣城鎭이 일부 獅鎭의 기능을 포섭하고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狼B鎭의 경우는 그 담당 기능이나 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중심진은 주 

위의 3-5개의 獅을 포함하고 있고， 도시와의 관련성에서 어느 정도 경쟁을 할 수 있 

다는 점을 감안하면 小城鎭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建制鎭(중심진과 縣城鎭 포함)의 

형태가 된다. 建制鎭은 경관이나 기능에 있어서 일반 농촌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 

한편， 小城鎭을 그 발전 방법에 의해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魚國陳， 1995). 첫째 

로， “주식제” 형태로 城鎭에 진입한 농민과 다른 城鎭에서 이전해 온 사람이 모두 주 

주가 되어 주식제의 방법으로 건설 자금을 모은 후， 개인 이익과 城鎭 건설을 연결하 

여，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동으로 관리하여 공동 발전을 이루는 형태이고， 둘째는 “상 

공업형”으로 獅鎭 공상 기업이 기초가 되어 형성된 것으로， 기업의 발전을 통해 수도， 

전기， 도로， 통신， 부동산， 서비스업 등 각종 기초시설의 건설과 발전을 이루는 방식이 

다. 셋째가 “자금 모집형(聚資型)"으로 자발적으로 자원에 의해 투자한 사람이 수익을 

얻는 원칙으로 城鎭 건설을 시장경제에 맡겨 놓은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龍港

鎭의 형태는 바로 이러한 자금 모집형에 해당한다. 그 외에 광공업이 발달한 지구에 

일정 규모의 상업 서비스업 교통운수업과 문화 시설을 건설하는 “광공업 취락형" 

관광지의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지형” 풍부한 농업 자원의 상품량 생산기지· 

경제작물 생산 기지를 이용한 “서비스 기지형” 등이 있다. 

小城鎭의 기본적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인구는 농촌의 15%정도 

를 차지하며， 그 가운데 비농업 인구가 약 34%이다. 1994년 전국의 농촌 노동력 가운 

데 비농업 인구가 26.8%에 비해 약간 높은 비농업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다. 지역적 

인 분포에서는 동부가 중서부보다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경제의 발 

縣城鎭을 각각 행정 계층으로 보면 獅， 鎭， 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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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小城鎭의 형태와 그 특징 
E 

π
 

조
 
。

징 
(행정단위) 

· 대다수 獅 黨政 기구의 소재지. 

· 향에서 운영하는 기업과 그 관리 기구가 다수 입지. 

觸鎭 I . 약간의 교육， 위생， 문화 사업 부문 존재 
(觸) 1. 縣에 있는 금융·양식·구판매(供銷).교통 부문 등의 獅 하부기구 

· 椰 일급의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 

· 31，642개(1994년)， 37.1967~ (1993년) 
· 일반적으로 주위에 3-5개의 獅의 중심. 대다수가 지역의 결절점이 

나 교통이 편리하여 역사적으로 발전 형성된 곳. 일부는 근년 들어 

獅鎭공업 이 급속히 발전한 곳. 

中心鎭 I . 도농 경제의 발전에 따라 구조와 경관이 모두 크게 변화. 
혹은 I . 비교적 큰 기업·경제관리 기구와 문교·위생 사업 부문 입지 
建制뿔 I . 범위는 약 10-12km로 소지역내의 경제·문화 중심. 
(鎭) 1. 중심진은 縣城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대·중·소 도시와 경제·사회 교 

류가 빈번하여 도농 연결의 축이 된다. 

· 중심진 인구는 대략 1-5만， 교통·城鎭 기본시설은 縣城과 상동， 

· 16.433개 (1994년)， 1 1，9857~ (1993년) 
· 전 縣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으로 인구규모， 경제규모， 생산규모가 

모두 小城鎭 계통의 최상층. 

I • 현재 전국 縣城과 縣級市는 2，268이고， 이와 상당하는 縣(市)의 했 
縣城鎭 | ! 區鎭 697개로 합치면 29657~ 이다.(1994년) 
(鎭) I 

· 江蘇省의 예: 80%는 역사적으로 형성， 20%는 건국 후 조정. 

· 도농 결합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도시의 정보를 농촌에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자료: I!행務院昭究室課題組(1994) ， 嚴英龍·陳 升(1993) 등을 참고로 필자 작성 . 단 

1994년 통계는 中華人民共和國民政部(1995)에 근거함. 

전 경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小城鎭 성립의 충분조건이 되는 잉여 노동력， 상품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진입 수요가 많은 곳인 동부에서 더욱 많은 小城鎭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小城鎭의 면적도 동부가 더욱 넓게 나타나 小城鎭의 성립과 더불어 자체의 관할 

면적이 더욱 빨리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금은 주로 향진의 집체나 농민의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농민의 투자가 약 42.3%를 차지하고 있다. 후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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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역인 龍港鎭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95%에 이르렀다. 투자 대상을 보면 주로 주 

택과 생산 용도에 집중하고， 기초시설은 비교적 적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농민들의 

투자를 이끌어 갈 수 있을 정도의 흡인효과를 小城鎭이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소성진 

으로 들어와 주거와 생산의 개인 부문에서 그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7. 小城鎭의 기본 현황 

항목 현 황 

· 총인구 1.38억(농촌 총인구의 14.65%) 

인 구 I . 농업인구 9138만 명 (66%) ， 비농업인구 4678만 명 (34%) 

분포 

시설 

건축 

자금 

· 식량을 스스로 해결하는 인구(自理口根) 485.81만 명 (3.5%) 

. 1개 省에 약 16007R, 1만knf에 5개 小城鎭.

· 동부 建制鎭 4557~/성 , 중서 부 362개/성 

· 전국 小城鎭 城鎭 건설 지역 면적 19,560knf, 평균 0.39때 

- 동부가 비 교적 넓 다. 漸江省 O.55km\ 廣東省 0.63km2 

· 도로 총연장 23.86만km ， 도로 총면적 22.86억 m2 • 일인당 16.54m2
• 

. 38%가 수도 시설 보유 

· 93.78%가 전기 가설 

· 전국 평균 건축 총면적 9.4만m2 

-주택 61%, 생산성 건축 18%, 공공시설 21% 

· 건설자금은 獅鎭 집체나 농민 투자로 충당 

. 1992년 건설 총투자 451.79억 원(농민 투자 42.3%) 

· 평균 91.86만원 투자(주택 42.3%, 생산용도 23.5%, 공공건축 

25.6%, 공공기 초시 설 7.6%) 
자료 : 國務院맑究室課題組(1994， pp.64~65)를 요약 정리. 

전체적인 경향 가운데 지역적 사례로 동부 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농촌 공업화가 

비교적 빨리 진전된 江蘇省의 小城鎭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표를 보면 여러 지 

표에서 小城鎭의 세 형태 가운데 중심진과 縣城鎭이 짧8鎭과 구분될만한 지표로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중심진과 縣城鎭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 

고 있으면서 챙R鎭과의 차별성 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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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江蘇省 小城鎭 현황 

지표 항목 縣城鎭 中心鎭 獅鎭

鎭팀. 인구 밀도(인/km2 ) 7,210 4,536 2,429 
鎭區 경제밀도(사회총생산액(만원)/knt) 3,632 2,413 007 
직공 일인당 공업 생산액(元) 13,093 13,362 6,678 
직공 일인당 실 脫利 납부액(元) 990 1,108 426 
공업 생산 이윤율(%) 8.34 8.93 7.21 
자료: 嚴英龍·陳 升(1993)

즉 인구밀도， 경제력 등과 수행하는 중심 기능에서 각 계층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小城鎭의 분석과 연구에서도 한 대상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전반적인 주위 

공간에서의 계층적 지위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하부 단위에서의 

구체적 정책 시행은 이들 각 계층을 포함한 지역 조건의 이해가 대상 지역 이해에 중 

요한 배경이 된다. 

3. 농촌 정책 변화에 었어서 小城鎭

小城鎭의 발생은 결국 전반적인 농촌 정책의 배경 하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 

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小城鎭의 배경으로서 전반적인 농촌의 상황을 공업화를 위주 

로， 주로 기존 연구의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농촌·농업정책의 전개 

改草.1채放 이후 중국에 대한 연구는 社會王義에서 改華·開放은 과연 성공할 것인 

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개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실용적인 投資나 市場開κ과 같은 목적과 관 

심에서의 중국연구도 이러한 추세와 함께 맞물려 있다. 우선 중국의 개혁 이후 농업 

농촌의 변화를 간략히 정리하변 다음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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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1978년 이전 

(1단계 개혁】 
(1978 ~ 1984) 

[2단계 개혁 I 
(1985~ 1989) 

1990년 이후 

표 9. 개혁 이후 농업·농촌의 정책적 전개과정 

내 용 및 특 정 

I인민공사l 
· 政社合一 조직， 3급소유 생산수단， 통일 경영·관리， 노동점수 분배. 
· 재산소유 무권리 노동 자율권 직업선택 거주이전 자유 제약. 

• 철저한 都農 분리정책. 
· 제도에 의한 제약: 호적 제도， 식량배급 제도， 노동·취업 제도. 

• 농민의 생산 적극성 저해， 농업의 저성장. 
<1978> 

3中全會: “농업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 

· 통제 완화: 농산물 수매가격 인상 다양한 농업생산 책임제 확대 
실시. 

<1983> 家健聯塵承包責任制의 실시로 개인농·소농체제. 
인민공사 해체. 

(0- 농민들의 요구와 자발적 실시에 따른 사후추인.) 
• 농가단위의 생산·경영활동의 등장. 

<1984> 경지의 청부기간 연장(3~5년에서 15년)， 유상임대 허용. 
• 농업생산량 증가， 특히 식량작물의 증산. 

<1985> 농산물 유통 및 가격체제의 개혁. 
· 식량·면화·유지 작물의 의무공출 폐지， 기타 작물 자유화. 

<1984~ 1990> 
· 생산력의 정체(과실 제외한 전품목)， 농업재정지출의 감소. 

1.2단계 개혁 결과 

<소득 방면> 

· 농민의 자금축적. 
· 소득격차의 확대(지 역간， 계층간) . 
· 비농업 수입의 증가(취업기회의 차별) . 

• 농업·농민 자금의 비농업(향촌공업)으로의 전화. 
<노동력 방면> 

· 직업선택， 거주지역 선택의 자유 확대 . 

. 1984 中共<1호 문건> 농민의 도시 진입의 완화. 
=수 자유시 장 증가， 사회 적 상품수요 증가， 3차 산업 성 장. 
=추 小城鎭 진업으로의 충분조건 형성 

· 농업생산력의 회복. 
· 家處聯塵承包責任制의 변화. 
· 경지의 양전제 확대， 규모경영의 장려， 주식합작제 등. 
(향촌공업으로의 잉여 노동력 전이 및 보조금 징수투입으로 가능.) 
· 공업부문으로 노동력의 계속적인 전이. • 小城鎭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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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이 현재 당면한 문제는 농업의 발전이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비농업 부문이 성장하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체 농촌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여러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士地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농촌을 진 

작시켜야 한다는 것과， 둘째， 農家를 기초 단위로 하는 新型 經濟組織을 건설해야 하 

며， 셋째， 農村企業의 체제를 개선하여 지역의 이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넷째， 

국가 經濟組織이 제대로 역할 분담을 수행하게 하며， 마지막으로 도시와 관련하여 이 

익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東아시아經濟昭究院 編譯， 1991, pp.206-218). 그 

런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문제점을 수용하고 해결 

할 공간적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농촌에서의 문제는 상품경제(시장경제)를 어떻게 보다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다. 그 상황에서 小城鎭과 농촌 상품경제는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 농촌 상품경제가 

발전하고 동시에 짧6鎭企業의 성장하면 小城鎭은 공업을 위주로 여러 종류의 산업 구 

조가 형성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小城鎭과 농업 생산 관계 역시， 농업 생산 자체도 상 

품화와 현대화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고， 각종 서비스 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小城鎭의 성장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생산 과정 중의 기계화 경작， 관개와 육종 둥의 

서비스는 獅·村의 합작 경제 조직이 담당하는 것 이외에， 생산 이전의 원료 공급과 시 

장 정보의 자문， 그리고 생산 이후의 제품 저장， 가공， 판매와 농업 과학기술 전파， 기 

술 인력의 훈련 풍의 서비스는 결국 농촌 중심지인 小城鎭이 모두 제공한다. 小城鎭은 

농업 자체의 성장을 위해서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농촌 상품 경제의 발전은 小城鎭에 농촌 중심 시장을 필요로 한다. 이 

는 상품의 매매 뿐 아니라 상품의 집중·저장·가공·포장·운수와 기타 관련된 정보 자문， 

자금 융자， 보험， 상품 검사， 계약서 공증과 우편업무 등을 포함한 완전한 시장 체계를 

총괄하는 범위에서이다. 농업 생산물이 바로 대시장에 가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경쟁 

력을 가질 수 없기에 그 중간 부분으로서 小城鎭에서의 중심시장이 그 역할을 담당하 

게 된다(居視 l죄， 1994). 

농업의 안정적 성장과 동시에 농촌 산업 구조를 계속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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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鎭의 역할은， 첫째， 小城鎭이 발전의 기점이 되어 농촌 산업구조 조정과 농업 발전 

을 이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며， 둘째， 계속 농촌 노동력 이전으로 노동력을 소 

화하고 취업 기회를 창조하여 수입을 증가시키고， 셋째， 小城鎭 발전의 유대 작용을 

증가하여 도시 산업 구조와 서로 연관하여 농산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넷째， 시장과 3 

차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여 수입원을 확대한다는 데 있다(漸江省計經委農業處課題組 

1995). 결국 小城鎭을 통해서 농업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3.2 농촌 공업화 

농촌 공업화에 대한 연구는 역시 費孝通에 의한 연구가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80년대 초반에 중국 미래의 경제 가운데 농촌 공업이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가 

질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중국의 6.5계획기간(1980-1985)동안 ‘국가 철학·사회과학 

중점과제’로 <江蘇小城鎭昭究>의 연구를 행하면서 앞서 살펴본 小城鎭에 관한 여러 

저작을 제출하게 된다. 小城鎭의 발전이 챙6鎭企業의 발전과 매우 큰 정도로 관련되어 

있기에， 이들 저작의 대부분은 獅鎭企業의 발전과 그 특징을 논하고 있다. 그 이후 그 

는 1985-1990년 사이에도 여러 곳의 獅鎭企業과 小城鎭 발전의 정황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城獅發展짧究>(1989년). <城獅協調發展的道路>(1991년). <城獅協調發展冊

究>(1991년)을 발표했는데 이들 저작의 대부분은 柳鎭企業의 발전과 각 지역의 다양 

한 발전모식에 대해 논하고 있다. 결국 농촌 공업화라는 산업 부문에서의 선결 문제는 

小城鎭 문제라는 공간 취락 문제와 중국 농촌 공업화의 성장 과정에서부터 밀접한 연 

관을 가진 문제였다. 

中|랭社會科學院經濟짧究所 編(1987)은 溫州의 상품경제의 발전 사례와 기타 지역 

의 향촌공업의 설립 투입요소 기업가 직공의 특징 등을 자세한 사례연구로서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江蘇省社會科學院과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공동 연구로 江蘇省 17개 

獅鎭企菜을 조사하여 기업 설립의 동기， 기업가의 배경， 자산형성， 임금분배 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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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갤헐揚爾.f可保山 外(1991)의 연구가 있고 馬 決 等主編(1994)은 32개 獅鎭企業에 대 

한 심층 조사로 쩨鎭企業 설립 과정 기업의 발전사 獅鎭企業 발전에 영향을 주는 주 

요 요인， 쩨鎭企業의 내부 기제와 그 기능， 獅鎭企業과 기타 기구와의 외부 관계를 자 

세히 살피고 있다.23) 

영어권에 소개된 것 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Byrd & Qingsong(199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는 세계은행과 중국의 北京大學， 社會科學院， 經濟體制改黃昭究所， 國務

院農業發展때‘-究中心 등이 공동으로 농촌 공업화에 대한 현지조사를 행한 후， 공업화 

수준에 따라 지역을 구분한 후， 각 지역에 대해 소유 방식， 椰鎭企業의 운행방식， 柳鎭

企業과 해당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공업화 과정， 자본， 노동 관계， 소유권， 獅鎭정부와 

柳鎭企꽃간의 관계， 柳鎭정부의 역할을 비교 관찰하여 獅鎭企業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 

계적인 조사를 하였다. 

농촌 공업화는 전반적인 농촌정책과 가장 포괄적으로 연관되면서 발전해 왔다. 농 

촌 공업화의 초기 목적이 가지는 잉여 노동력의 흡수，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 

째鎭정부의 재정수입 증대 둥은 초기에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째鎭企꽃이 계속 성장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입지의 분산이었다. 대부분의 짧6鎭 

企菜은 자연촌에 흩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1992년 전국 2.079만 개 짧I~鎭企菜 중 

縣級 이상의 도시에 위치한 것은 1%, 쩨鎭정부 소재지에 위치한 것은 7%이고 나머지 

92%는 자연촌에 위치하고 있다(李京文 王編， 1995, pp.l58~ 159). 분산적으로 입지 하 

게 된 배경은 째鎭企業이 가지는 지역적 성격 때문이다. 노동력의 이용이나 공장부지， 

원료 등의 투입 요소를 현지에서 구해야 하는 성격이 그렇고， 또 과거의 社隊企菜의 

입지가 분산되어 있었다는 점이 그대로 입지의 관성으로 작용한 원인이 된다. 

입지의 분산은 토지의 비효율성， 기초시설 비용의 과다， 환경오염， 시장과의 거리 

23) 그 외에 중요한 논의로는， 중국 獅鎭企業 발생의 거시 경제적 조건(이원 공업화)과 獅鎭企

業 발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율 지가 임금 가격 등)에 관해 논의한 國務院%究室

잃村센11띤IlLjl[1 國까1:썩;f;I-學院뿔村發展冊究所- 編(1990)， 농촌 공업화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성 

장모식， 운행기제， 미시적 조직과 제도적 지역 특정， 농촌 인구의 도시화 과정， 환경문제 등 

을 논의한 陳 llj 元·핸 俊 王編(1994) ， 그리고 기타 농촌공업화의 길과 그 특징을 연구한 ]二짜 

h 編(1991)， f뺏前·黃海光(1991)， 1:'海蘇(1992)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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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정보·기술의 접근 곤란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지역의 중심 취락 체계의 성립 

에도 많은 장애로 등장하였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小城鎭’과 

‘獅鎭企業 開發區’이다.24) 獅鎭企業 개발구는 일종의 공업단지로 이 역시 개발자금이라 

거나， 3차 서비스 기능과 연관이 없는 개발구 만의 건설이기에， 장기적인 발전이 어렵 

다는 점으로 그 의의가 떨어진다. 결국 농촌 공업화의 원활한 성공을 위해서는 小城鎭

으로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농업농촌 정책과 공업화의 관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小城鎭化

를 간략히 도식으로 정리한 것이 다음 그림 3이다. 

3.3 토지이용 

1978년 이후 중국 농촌 개혁은 토지이용 방식의 개혁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인민공사의 집체경제 체제에서， 농가를 단위로 하는 ‘家健聯麗承包責任制’로 변 

화하여 노동 의욕이 고취되고 생산성의 증가를 이룬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계속적인 

농촌 환경의 변화는 개학 초기의 제도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즉 초 

기에 성공적인 것으로 보였던 농가책임제가 1980년대 후반들어 더 이상의 생산 의욕 

유인 효과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경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 

이 등장하고 그것이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것은 바로 토지 이용의 방식에 있었다. 그 

결과 농업적 생산 영역이 정체되고 토지 이용에 완전 접근하지 못하는 노동력이 비농 

업 부문으로 더욱 빠르게 이전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에 농촌지역에서는 농가의 수요 

와 시장의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토지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 

은 토지의 생활 보호 기능과 상엽적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토지의 기능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兩田制를 보다 확대한다거나， 개혁 이후 가족농 혹은 소농 체제로 

전환되어 경지가 지나치게 분산되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현상을 극복 

하려한 規模經營 그리고 토지 소유관계의 불명확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의 

24) 周小知， 1993, “試論我國獅鎭企業布局中的問題與對策"Ii'經濟改黃.n， 50期， p.50; 陣乃醒 等，

1994, li' rþ 國獅鎭工業發展的政策導向짧究.n， 經濟管理出版社(徐錫興(1996)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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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혁 이후 중국 농촌의 정책과 공업화의 전개 



주식합작제 등이 시행되었다，25) 

물론 이러한 토지의 이용방식은 중국의 전반적인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인한 농촌 

지역의 적응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시행으로 급격한 변화를 피하면서도 기존의 

모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농촌 공간에서의 토지 이용의 변화 

는 토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많은 인구로 항상 토지에 대해 과 

잉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상황에서 농촌 공간에서의 토지 이용은 小城鎭과 도시 

로 진입하는 노동력과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이용과 배치가 이 

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 된다. 즉 小城鎭으로 진입하는 주민들과 농촌 토 

지와의 관련성은 밀접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서도 규모경영과 小城鎭의 관계는 밀접하다. 규모 경영을 유도하고 장려 

하는 정책은 집중된 경지를 이용할 수 없는 노동력에 대한 해소책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 해소책으로서 산업부문에서는 비농업 부문인 상공업에서， 그리고 공간적으로 

는 小城鎭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다. 규모 경영이 중국 농촌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개혁 이후 시행된 家底聯塵承包責任制가 가지는 소농 성격의 생산방식으로 필지가 분 

산되고 경지가 세분된 현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경지의 세분화는 

농업에 대한 투입이 분산되고 기계화가 진전되지 않아 토지 생산성을 떨어지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경지를 집중하려는 규모경영을 강력 

하고도 중요하게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규모경영은 노동력의 이전 없이는 불가능 

하다. 즉 일부 유능한 경작자에게 경지가 집중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주민들이 다른 

업종으로 종사하게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산업적 이전과 더불어 공간적 

이전이 필수적이게 되었고 그 이전을 수용하는 것이 小城鎭이다. 

小城鎭으로의 원활한 이동은 농촌의 경지를 포함한 중국의 토지에 대한 가치의 

변화와 관련된다. 다음의 표 10에서 보듯 이제 토지는 과거와는 다른 성격으로 바뀌 

어， 하나의 상품 개념이 되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노동 배치를 통한 

가계 수입을 올리려는 농촌 주민들의 행태가 부수되어 발생하였다. 

25)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농촌 토지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순철 (1996b)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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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토지에 대한 인식 

내 용 계획 경제 시장 경제 

분배 형식 인구·노동력에 의한 평균 분배 능력에 의한 분배 

가치 관념 저가·무상 청부 T Orλ。F 처 /δ 끼님-

관리 방법 행정수단에 의한 관리 법률과 경제수단에 의한 관리 

자원 배치 안정 위주의 배치 합리적인 유동 

경영 목표 생산량 증가 추구 이윤 추구 

경제 속성 토지는 생산요소 토지는 상품 

자료: 陳伯平 외 (1994)의 내용을 기초로 정리. 

그런데 小城鎭으로 진입한 농촌 주민들이 토지 점용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 

은 어떤 것일까. 일부는 小城鎭의 발달과 獅鎭企業의 발달로 농업 경지가 줄어들어 장 

기적으로 농업 생산에 장애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小城鎭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효율 

성 면에서 小城鎭으로 진입한 것이 훨씬 유용하다는 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농민이 小城鎭에 들어가 토지를 점용 하면， 인구 일인당 점용 토 

지면적은 80-100m226)이지만 농민이 鎭에 들어가지 않으면 농촌 일인당 인구가 필요 

한 점용 토지면적은 100m2를 초과한다는 수치이다. 농촌의 경우에 얼마나 많은 토지를 

농촌주민이 점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일된 자료는 없다. 다만 북부 지방이 남부 지방 

보다 더 많아， 대체적으로 일인당 80m2, 남부 지방은 50-60m2가 택지로 사용된다고 

한다. 택지 이외에도 학교·의원·상점 등 2'3차 산업과 하부시설이 필요하다. 1982-1991 

년 10년 평균에 의하면 쟁1)村 建設j죄地와 농민 택지의 점용은 비슷하여， 농촌 인구 일 

언당 실제적 점용토지는 북방은 160m2 남방은 100m2정도로 역시 城鎭보다 많다.27) 

26) 1982년， 전국 2457~ 파의 첼城區 면적 1179만 때(1빼 약 200까)에 인구는 1억 여 명으로 일 

인당 78m'를 점용 하였다. 1992년에는 전국 5177~ ï l1 建城l꿇 면적 2243만 때에 인구 l.7억에 

일인당 88m'를 점용한다. 그 가운데 1만 2000여 개 建制鎭의 면적 1462만 빼로 인구 1억여 

명에 일인당 90m2 정도를 차지한다. 
27) 漸江省의 경우 일인당 경지는 0.6륨이로， 전국에서 제일 적어 택지의 통제가 매우 엄격하다. 

예를 들어 金~市의 경우는 6인 가족 이상이면 125m2, 중간 가구는 1l0m\ 소가구는 75mZ ( 최 

대 140m')으로 정해져 있다. 즉 평균 일인당 20-25mz 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 

부분 이러한 표준을 초과하고 있다. 택지에 향촌 건설 용지를 합치면 일인당 점용지는 최소 

- 49 -



즉 토지 이용 측면에서 인구의 城鎭化로 잉여 인구가 빠져나간 농촌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규모경영을 할 수 있고， 小城鎭 역시 자체 내의 2:3차 산업 활동에 의한 

토지의 집약적 사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小城鎭化에 있어서 장점이다. 게다가 토지 

의 이용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지역 3차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小城鎭 작용으로서 부각된다. 

한편 농촌 공업화와 토지이용에 대한 변화는 공업이 입지한 空間的(地理的) 특성 

에 따라서 그 존재 형태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문이기도 

하다. 특히 챙8鎭企業으로 인한 농촌의 다양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여 이 분야에 

대한 社會地理學的 짧究가 요구된다. 이는 공간적인 프로세스 및 구조에 대하여 서로 

동등한 영향을 발휘하는 “사회지리학적 행동집단" (sozialgeographische 

Verhaltensgruppen)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하르트케 (Hartke， 1957)는 독일 슈페 

싸르트 촌락(S pessartdorf)의 예를 들어， 농업경관에서 목초지 관개의 후퇴와 사회적 

휴경지의 출현이 소규모의 산업체가 입지 함으로써 야기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농 

업에서 이탈한 경영자들에게는 공업노동이 농업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고 따 

라서 농업을 포기하며 토지이용에 동일한 영향(목초지 관개의 방치 및 사회적 휴경)을 

미치는 행동양식을 전개하였는데 이 과정은 통일한 사회지리학적 행동집단으로 행동 

한 것이라고 하였다(Maier. et.al.. 1977에서 재인용). 중국의 경우에도 농촌 공업화로 

인한 경작포기 현상이 일부이지만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28)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4. 노동력 이전지로서의 小城鎭

중국에서 노동력 이동은 도시와 농촌간의 엄격한 구분을 통한 통제로 이루어져 

한 60m2를 념을 것이다. 반면 농민이 진으로 진입할 경우 일인당 점용 토지는 20-40m2 에 불 

과하다(國務院陽究室課題組， 1994, p.3애). 
28) 何펄成(1993)의 湖南省、 1507ß 村 조사에 의하면， 根田 면적이 많은 지역， 순 樓食 생산지역， 

2.3차 산업 이전 가능지역， 생산 조건이 나쁜 지역 등에서 경작포기(棄했)가 빈번히 발생한다 

고 한다. 농가 단위로 봐서는 전부 경작을 포기하기보다는， 약간만 남기고 거의 대부분으로 

토지 경작을 포기하는 농민이 많으며， 시기적으로는 198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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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농촌호구와 도시호구를 구별하여 각각 식량， 의료， 교육 등에서 다른 혜태을 부 

여하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촌호구가 도시호구로 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 

하여 과도한 도시화를 막아 왔다. 즉 하위 계층에서 상층 계층으로의 인구 이전은 막 

고 그 반대로의 흐름은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다음의 그림 4에서 이러한 노 

동력 이전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농촌 B 

농촌 A 

고용 
조갱 

전엽， 
겸업 
노동자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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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국 농촌 노동력 이동의 구조 
(출처 : 嚴善平(1990). p.60.을 변 형 ) 

되
 



그림 4에서 보듯， 도시로 갈 수 있는 경우는 군 입대， 입시 등으로 극히 제한되었 

고， 농촌 주민은 계속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의 잉여 노동력을 향 

진기업과 같은 비농업 부문으로의 취업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던 것이 향진기업 자체가 

小城鎭으로 집중하고 3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주민들도 小城鎭 진입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개혁 이후 중국 농촌의 과잉 노동력이 나타나면서，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전시 

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노동력 이전 방식은 공간에서의 이전과 

산업간의 이전을 조합한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고 시행된 

것이 ‘離士不離獅’(토지에서는 떠나되 농촌에서는 떠나지 않음)정책이었다. 이것은 노 

동력을 공간적 이동 없이 산업간 이동을 통해서 잉여 노동력을 해소하려는 정책이다. 

즉 향진기업의 발전에 의해 농촌 내부의 농업부문에서 비농업 부문으로 노동이동이 

진행되는 것이다(鴻蘭瑞·姜慣뺑、， 1987) , 

‘離士不離獅’ 정책은 獅鎭工業의 초기에는 소기의 성과를 얻으면서 순조로운 형태 

를 보였지만， 점차 공업 부문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새로운 모순이 등장하 

였다. 이것은 원래 이 정책이 가진 단점인 지역간의 경제 불균형을 시정하기 어렵다거 

나， 향진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부족하고 중심지로의 이전이 제한적이어서 농업부문의 

규모경영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우선 그 모순이 등장했다. 또한 기업 규모적인 측면 

에서는 분산적인 입지로 인한 효율 감소가 나타났고， 그 해결을 위해 하부 시설을 같 

이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업종간의 집중된 입지를 원하게 되면서 새로운 중심지로의 

이동이 필요해졌고 따라서 공업 부문에 취업하던 노동력도 小城鎭으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29) 동시에 일부 부유해진 농촌 주민들도 취업의 필요성과 더불어 도시 서비스 

를 향유하겠다는 욕구가 증가하였다. 그래서 잉여 노동력의 이동을 큰 마찰 없이 순조 

29) 물론 이러한 과정은 개별적인 공장의 입지 이동으로만 보면 가까운 小城鎭으로의 이전일 
경우 취업 노동력의 대부분은 농촌에 머물고 있으면서 출퇴근하는 ‘진동식 이전’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小城鎭 전체로 보면， 이전한 공장들은 상이한 지역에서 왔고， 혹은 아예 새로 

운 공장이 창업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업 노동력도 가까운 농촌 뿐 아니라 

원격지에서도 진입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업 부문의 규모화로 인한 노동력의 小城鎭 진 

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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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이루려고 하는 대응으로서 나온 것이 小城鎭이다. 

이를 다시 小城鎭을 고려한 공간적인 이동으로만 보면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가 향촌 현지에서의 이전， 둘째가 小城鎭으로 이전， 셋째가 小城鎭을 

념어서는 이전으로 분류될 수 있고 小城鎭으로의 이전에는 주거는 향촌에서 하고 매 

일 小城鎭으로 왕복 출퇴근하는 진동식 이전과 小城鎭에서 완전 고정직업을 갖는 영 

구식 공간 이전이 있을 수 있다(張小林·金其銘 1992b). 小城鎭은 농촌과 도시의 중간 

에 위치해 있으면서 도시와 농촌의 인구 이동을 제어하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한다. 지 

금까지의 논의의 결과를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의 인구이동에서 小城鎭의 역할에 대해 

개념화를 시도한 것이 그림 5이다. 

그 유형은 첫째， 투과형으로 小城鎭의 중간 매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촌 인구 이동의 목적지가 小城鎭을 넘어선 이전으로， 잉여 노동력이 급격하게 발생 

하는 경우이다. 이 때는 대도시의 흡수력의 한계로 각종 도시문제의 발생과 이입한 농 

촌 노동력의 비합법적인 체류로 인한 사회적 불안 등이 문제가 된다. 벌써 일부에서 

이런 현상이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로서도 이를 가장 기피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 유형은， 교류형으로 첫째 유형과 반대로 농촌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상호간의 자유로운 교류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상호 균형적인 성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과정 혹은 이미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다 이전하고， 일부는 다시 농촌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선진국형 형태인데 이는 아직 중 

국에서는 상정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농촌 노동력의 공간적 흐름에서 문제를 최소화하 

고 생산 부문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즉 농촌 주민의 일부는 대·중 도시로 진입하 

지만 小城鎭에서 그 흐름을 제어하면서， 농촌으로부터의 자연스런 성장과 발전을 이루 

는 매개로서 존재하는 小城鎭型이 농촌 노동력 이전의 목표로 지향된 것이다. 

한편 小城鎭으로 진입하는 개인 차원에서는 그 결정에는 여러 사항이 고려된 이후 

에 결정하게 된다. 즉 자연자원과 경제적 기회에서 오는 농촌에서의 수입과 小城鎭에 

서의 수입의 차이라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小城鎭 진입으로 발생할 복지， 서비스 교육 

등의 개인적인 이점과 진입에 따른 비용을 비교한 후 진입의 가치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에는 물론 개인의 인구 특성에 따른 진입 장애의 한계 진입에 따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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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 진입지의 물리적 거리 등등이 고려되어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합리 

적인 선택을 항상 동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고려 

사항을 검토하면서 진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6이 

다. 

村

1) 투 과 형 

農

村

2) 교 류 형 

農

村

3) 소 성 진 형 

그림 5. 노동력 이전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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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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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γ / / \ 싫 111 짧 
~법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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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지원 

업종구조 

기효|비용 

생활비용 

교를비용 

심리비용 

사획경체적 조건 의식 판단 곁정 

그림 6. 농촌-小城鎭 인구 이전의 과정 
(자료: 事勝姐·簡新華 主編， 1994, p.32) 

5. 농촌 취락체계로서의 小城鎭

小城鎭의 취락적 위치는 농촌과 도시의 결합부에 위치해 있다. 이를 도식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小城鎭은 도농의 중간에 있지만 아직도 농촌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결국 최하위 농촌을 묶는 농촌 중심지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여기서 i밀等도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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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0만 인구 이상의 대도시를 말하고 중등도시는 중소도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훔等 中等
4、城鎭 쨌~村 

都* 都7탑 

; · 도농 결합부 · : 
도시 계열 • : ‘ 노o 초 l- 계열 

그림 7. 중국 도시와 농촌의 체계(齊 康， 1994) 

小城鎭의 건설은 농촌지역에 있어서 노동력의 이전이라는 필요 조건과 더불어 농 

촌의 공업화라는 충분 조건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정책과 이론 모두에 있어서 농 

촌의 小城鎭化는 그 존립의 우월성과 건설의 필요성이 자주 논의된다. 小城鎭化는 아 

래 표 11의 농촌 城鎭化 유형 가운데 두 번째 형을 강조한 것이다. 즉 국가 재정력의 

한계를 지역의 자체 역량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아래에서 위로’의 형에서 산업구조 

조정에 의한 이전은 인구의 공간적 이동 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이전의 형태는 공간적 이전 형태가 수반되면서 이루어진다. 

표 11 . 중국 농촌 城鎭化 유형 

싫쳐t 
산업적 이전 공간적 이전 

동력 (농업에서 비농업 (농촌에서 도시로의 제약 요인 
부문으로의 이전 이전) 

@ 국가대형기업과 중 @ 국가의 재정능력 
점항목 건설 @ 공업발전 속도 

“위에서 상부에 @ 신형 공업도시 건 도시와 工業鎭으로 @ 농업이 제공 가 

아래로”型 서 추진 립과 발전 의 진입 능한商品娘 
@ 원래 보유한 城市 @ 농촌 잉여 노동 
의 경제발전과 확산 력의 수 

@ 농업 내부 산업구 
@ 농촌에 머무름. 

“아래에서 하부에 
조의 조정 

cz)@ 城鎭으로 진입 
@ 국가 정책 

위로”型 서 상승 
@ 짧6鎭企業 

@ 城鎭혹은 변경지 
@ 중심도시의 파급 

@ 개체 工商企業 효과와 확산능력 
@ 노동력 수출 

역으로 진입 

대외개방型 외부 
경제특구와 연해도시· 

城鎭으로 진입 
@ 국가 정책 

개발구의 발전 9 국내외 시장경제 
자료: 洪哈三(1988) ，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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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 체계에서 小城鎭은 원래 대다수가 지역 농업 생산과 수공업 발전을 이끄는 

상품교환의 수요를 만족시킨 전통적인 중심지였다. 즉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루어 

진 곳이었다. 그러다가 인민공사의 집단적인 생산체계 도입으로 취락 체계 역시 변화 

되어， 이러한 중심지들은 公社의 주요 기관들의 소재지가 되었다. 그러다가 개혁 이후 

농촌에서 쟁1)鎭企業 발달이 小城鎭 기능 전환의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즉 인구구조， 

토지이용， 생활 방식， 도농 연계의 변화 등에 상응하여 농촌형 集鎭이 새로운 小城鎭

으로 변화하였다. 그 과정은 小城鎭이 도시 공업의 경제적 역량(자금， 기술， 인재， 관 

리， 정보 등)을 흡수하고 향촌의 경제와 자원(노동력， 토지， 농산품， 광산원료， 유휴자 

금 등)을 충분히 이용하여 현행 경제 시스템으로 참가하게 된 것이다. 集鎭은 원래 유 

통과 소비기능이 주로 있었으나， 여기에 강한 생산기능을 추가하여 원래의 상업형·소 

비형에서 상품생산 특히 가공공업 기초의 현대화된 생산 서비스형으로 바뀌게 된 것 

이 다(폈小林·金其銘， 1992b) 

취락 체계로서 갖는 小城鎭의 위상은 주변 계층 체계의 영향과 자체적 내재적 발 

전의 동력에 따라 대도시의 주변과 중소도시 주변이 조금씩 역할이 다르다. 대도시 

주변의 小城鎭은 그 기능적 역할이 하위 취락체계의 구성으로서 대도시의 강한 포섭 

력으로 인해 커다란 작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중소도시와의 관련성에서는 주변 향 

촌 지역의 중심으로서 그리고 도시와 향촌의 매개로서 역할이 보다 두드러진다(그림 

7.8 참고) . 

이러한 小城鎭의 역할은 규모에서 차이가 있지만， 영국에서 시행된 核心村落(key

settlement) 개념과 기본적인 사고에 있어 공통점이 많다. 핵심촌락은 중심지 이론의 

원리를 이용하여 하나의 선택된 촌락에 서비스 각종 시설 고용을 집중시켜 주위 농 

촌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핵심 촌락의 목적은 원격 촌락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개재기회(intervening opportunity)에 의한 입지 선정을 통해 촌락 인구의 감 

소를 줄이거나 혹은 역전시키며， 가장 효과적인 촌락 서비스 패턴을 이루고， 수요가 

가장 큰 중심에 자원을 집중하려는 것이다(Cloke， Paul, 1979; 홍경희， 1986, p.469에서 

재인용) . 

또한 중국의 小城鎭化에 대한 논의는 한국에서의 小都市(뭄)와 農村 中心협1)市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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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그림 8. 대도시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에서의 小城鎭

小城鎭

鄭村

그림 9. 중소도시와 小城鎭
(그림 8.9의 화살표는 포섭 세력권의 영향을 표시， 출처: 齊 康.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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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대도시 인구 집중과 농촌 

의 과소화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의 균형 개발 및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 小都市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小都市 개 

념은 단순히 인구규모에 의한 도시 체계상의 구분으로 그 구체적 역할과 정책에 대한 

한계 때문에，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개발 차원에서 새로운 규정으로 등장한 것이 농 

촌 중심도시에 대한 논의이다. 농촌 중심도시는 주변 농촌과 결합된 농촌 정주생활권 

의 중심 도시로서， 이를 농촌지역의 개발 및 생활의 핵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다(柳 

佑益 1984) ,30) 

농촌 중심도시에 대한 관심은 도시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도시의 중심지로서 수행 

하는 기능적 측면의 강조에서 등장하였다. 그 기능은 농촌주민의 일상생활의 중심지로 

서 기본수요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中心機能， 문화·사회·정치 행정적 활동 영역에 

있어서 상위 도시화 배후 농촌지역을 연결하는 結節機能， 그리고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자극하거나 촉진하여 지역개발 효과의 파급성을 지니는 據點機能을 수행한다 

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의 小城鎭 역시 이와 같은 중심기능， 결절기능， 거점기능의 목 

표를 위해 성립했다는 것이 그 성립과 정책 시행 과정을 보면 나타난다. 다만 아직은 

결절기능 가운데 인구의 이동과 관련한 중간 여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어 그 본래의 

기능인 小城鎭과 그 배후 지역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중심기능과 거점기능에 관한 검 

토가 부족하다. 

현재 중국의 하위취락 체계의 정비 방안으로서의 小城鎭 논의는 한국에서의 소도 

시(읍)와 농촌 중심도시에 대한 논의와 그 문제 인식과 목표 방안이 비슷하다. 다만 

사회경제적 환경과 아직도 농촌에서 존재하는 잉여 노동력의 존재가 한국적 상황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소도시와 농촌 중심도시의 논의는 초기의 인 

구규모에 의한 중심지 체계에서 기능적인 중심지 체계로 논의가 변화된 반면， 중국에 

서의 논의는 오히려 그 역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30) 그 외 농촌 중섬도시에 관한 주요한 논의는 챈젠夫·李容I뺏(1984) ， 柳佑益(1985) ， 黃|껴燦 

(198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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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城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1990년대 이후 중국 국정이 제정한 하나의 

성향 발전 전략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농촌 노동력 과잉을 해결하고 농촌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며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계획적으로 향촌인구의 도시 이전에 있어서 

小城鎭 발전의 적극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黃小花， 1996)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표면적인 필요성과 문제 해결의 내면에는 전 시기에 공간 취락 체계의 

순조로운 발전이 억제되어 왔던 상황에서 개혁 이후의 상품 경제의 발전으로 하위 취 

락 체계의 전반적 발전과 상승 과정이 필요했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小城鎭 건설 중 통일적인 계획이 결핍되어 기초시설의 건설이나 산업 배치 

에 있어 토지 낭비가 심하다거나 양식이 크게 줄어들고 교통 시설 개선이 늦어지고， 

에너지 공급이 부족하다는 등의 성장에 대한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小城

鎭 건설은 농업생산， 경지보호 등의 농업적 문제， 노동력 취업의 문제， 토지 자원의 효 

율적 이용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小城鎭의 투자 주체 

를 다양화하는 투자 체제의 개혁， 현행 호적제도의 개혁， 유통 체제의 개혁， 사회보장 

체제의 개혁이 계속 필요하다(馬 봐， 1994, pp.16-18). 國務院昭究室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였는데 그러한 정책은 다음의 표 12에 나와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항은 후술할 사례지역 小城鎭의 성장과정에서 보인 정책과 건 

설 방식이 거의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사례지역의 1984년 이후 경험이 1990 

년대 이후 전반적인 정책적 방향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우연이기보다는 현실적 경험 

과 성공 사례에서 얻은 정책의 고정화 과정이었다. 

호적 정책을 보면 가장 중요한 호적의 획득조건이 주택과 취업이다. 주택 문제나 

취업을 해결하면 城鎭 호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은 그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들 

의 선별적 흡수 혹은 이주(selective migration)를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토지 정 

책에서는 진입한 주민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농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전술한 농업 내부에서 규모경영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다. 가족이 있을 

때의 유보적 조건하에서 택지는 보유 가능하다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 많은 농업 노동 

력을 계속 이전하겠다는 의도이다. 小城鎭 내부에서는 상품 주택을 자유롭게 구입 가 

능하다는 것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시장 메커니즘의 광범위한 도입을 보여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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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小城鎭에 대한 각 부문별 정책 

정 책 

1. 농민의 상주 지역 호구를 이전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농민은 누구나 小城鎭 호구로 이주할 수 있도록 허가. 

2. 농민이 이주하여 小城鎭 호구가 될 조건으로는 @ 小城鎭에 자신의 주택이 
호적 l 있는 사람 @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이 있는 사람 @ 실업보험과 의료보험 
정책 | 에 가입해 있는 사람 

3. 허가 지역은 縣城鎭이나 縣 이하의 城鎭
4. 분산 정책의 실행으로 국가의 전체 계획에 따라 각 省， 區， 市 자신의 조건 
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을 제출 

1. 엄격한 용지 심사 제도로 小城鎭 건설 용지에 대해 정부가 통일적으로 계 
획·수용·개발·양도의 방법을 채용하고， 양도는 협의나 공개입찰， 경매 형식 
을 사용한다. 

2. 상업·공업·주택 등 여러 유형의 용지에 대하여 상이한 地價 정책을 채용한 
다. 농민이 들어와 상공업을 영위하면 지가를 우대 조치한다. 

3. 이미 小城鎭에 들어온 농민 혹은 기타 방식으로 이미 비농업으로 이전한 
농민은 농촌의 請負地나 自留地를 내놓고 청부 계약 관계를 해제하여야 한 

토지 | 다. 
정책 14. 청부지와 되留地를 내놓은 농민은 원래 있던 농촌 택지의 필지를 보유할 

수 있다. 전 가족이 城鎭 호구로 된 경우에는 농촌의 택지를 내놓아야 한 
다. 小城鎭의 상품 주택은 농민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분산적인 獅鎭企業에 대해 경제수단(獅鎭企業 토지사용비의 징수와 인상， 
혹은 점용 경지의 경지점용비 징수 등)으로 상대적 집중을 촉진하여 小城
鎭으로 모이도록 한다. 

6. 땅을 서로 맞바꾸는 방법(以地換地)을 시행하여 상대적 집중을 촉진한다. 
1. 주민위원회 군중 자치조직과 사회서비스 조직을 건립한다. 
2. 小城鎭 상주인구와 유동인구， 외래인구의 관리를 강화한다. 

사회 1 3. 小城鎭의 특징에 근거하여 상이한 사회보장 대상에게 그 수익을 누리도록 
정책 | 한다. 먼저 小城鎭 실업보험·양로보험·합작의료보험 제도를 마련한다. 

4. 小城鎭 사회보장 계획은 사회경제 발전계획을 흡수하여 어떠한 소유제 기 
업， 직공 신분의 관계없이 모두 참가해야 한다. 

1.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여 획득한 地價와 小城鎭 부동산 개발의 이윤을 주요 
자금원으로 한다. 

2. 小城鎭의 주위를 둘러싼 지역의 건설세의 세율을 적당히 높여 전부 小城鎭
건설에 사용한다. 

자금 I 3. 공공 시설을 기업이 투자하고 경영하도록 한다. 투자한 사람이 수익을 얻 
정책 | 는 유상 사용을 하도록 한다. 

4. 새로 小城鎭에 들어온 주민은 일정한 액수의 종합건설비를 납부한다. 小城
鎭에 진입한 주민이 세운 기업은 일정한 세금을 낼 때 이 비용을 반환한 
다. 혹은 일정한 연한이 지난 후 일부를 반환한다. 

5. 국가 은행의 신용대출 자금을 지원한다. 
자료: I때務|챈쩌-究室(1994， pp.59-63)을 기초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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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小城鎭 건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 정책은 그 자금원을 주로 토지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은 그 건설 목적이 공공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공 

공시설의 이용과 관리도 개인이 투자하여 그 이익을 개인이 가지도록 하는 형식이 도 

입되고 있다.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은 자유로운 인구이동과 시장 경제의 도입을 배경으로， 小城

鎭이라는 공간적 우위점에 대한 이동 권리와 자격을 화폐화(즉 토지의 유상사용)하고， 

여기서 축적한 자금을 이용하여 小城鎭을 건설하는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즉 무차별적으로 존재했던 공간의 가치를 농촌의 중심지라는 계층적 집중점을 이용하 

거나 새로 만들어 차별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이를 시장화한 것이 小城鎭 과정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6. 溫州 지역 성장과 특정 

본 절은 사례지역인 龍港鎭의 성장과 성립을 살펴보기 전에 龍港鎭이 성립되고 

전개되는 지역적 조건으로서， 龍港鎭을 포함하고 있는 溫州가 지닌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溫州 지역에 대한 언급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지역이 지닌 성격 때문이다. 즉 

溫州는 중국의 농촌 발전에 있어 蘇南 지역과 더불어 그 발전 방식의 양 축을 형성하 

고 있다. 蘇南지역이 집체적인 힘에 의한 발전이라고 한다면 溫州는 사영 부문에 의 

한 발전이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만큼 중국 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진 지 

역이므로 그 속에 있는 龍港鎭의 성립과 성장， 그리고 그 공간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溫州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6.1 중국 농촌의 발전모탤과 溫州

개혁 이후 전개된 농촌에서의 일부 성과는 놀랄만 하였고， 따라서 성공한 지역에 

서의 과정과 그 발전의 원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각 지역은 상이한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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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갖추고 있어 개혁 정책의 전반적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의 방식과 결과 

는 달리 나타났다. 각 지역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공업적 기초， 자원의 유무， 농업 상황， 

외부와의 관계， 주민들의 구성， 자연 환경적 요소 둥이 조합되어 상이한 결과를 이끌 

어 낸 것이다. 그렇지만 그 발전의 성과라는 것이 대체로 공업화의 성공 여부로 판단 

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농촌 공업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여하히 전개되었는가가 바로 

성장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이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역적 모델은 蘇

南， 溫州， 품江， 뼈車 지역의 경험이다. 

이러한 지역적 사례와 관련한 논의는 각 지역의 이름을 붙여 ‘模式’이라는 이름으 

로 유형화를 행한 시도와 더불어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費孝通(1984， 1986, 1987)은 江蘇省 蘇南의 향촌공업 의 발전을 연구하여 ‘蘇南模式’을 

명명하고 이 지역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행하였다. 蘇南地域은 크고 작은 도시들 주변 

의 농촌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들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기술과 정보를 이용하 

여 농촌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l庫-값7G 編(1989)은 이러한 향촌의 발전의 지역적 양상을 @ 農業發達地區型，(2)

市場펌向型， @ 1뿔業未發達地區型，@ 資源開發利用型，(5) 外向型，@ 華橋練式經營型，

@ 협1)市近쩨型으로 나누어서 그 역사적·자원적 조건과 獅鎭企業의 등장을 고찰하고 있 

다. 여기에 각각 해당하는 지역을 蘇南模式， 溫州模式， 뻐車模式， 珠江模式， 품江模式， 

遍송1)模式으로 명명하였다. 

費孝通·羅패先(1988)은 蘇南·溫州·普江·쩨車의 네 지역의 사례로 발전 유형을 나누 

어서 고찰하며 그 발생의 기원과 운행의 방법， 그 특징들을 살피고 었다. 周爾製·張雨

林 編(1994)은 도농관계의 협조 발전을 논하면서， 費孝通교수의 지도하에 費교수가 직 

접 조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 사례를 논하였다. 그 지역은 蘇南， 珠江， 溫j‘l‘ 1 ，

魔騙， 常經， t강械， lf*車 등으로， 이들 지역의 형성·발생조건과 배경， 내용， 특징과 전망 

등을 다루고 있다. 그 외에 張留↑正 외(1992)에 의해서도 지역발전의 지역적 유형화와 

그 특징을 살피고 있다. 이들의 논의의 요점은 도시 공업의 영향을 받아 집체 형식의 

발전 모델을 가진 蘇I협模式， 반대로 사영 부문의 활발한 시장 활동으로 이루어진 溫州

模式， 그 외에 화교자본에 의한 팝江模式 빈궁 지구의 발전 모델인 따車模式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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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발전 모델이 특징 지워진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사례지역인 溫州， 그리고 溫州의 성격과 가장 대비되는 蘇南 지역(江蘇 

省 長江 이남 지역)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溫州의 지역적 특색은 

이하 각 절에서 설명하겠지만， 공업 기초가 빈약하고 蘇南보다 인구밀도가 높아， 경지 

가 부족해 많은 주민들이 외부로 떠돌아다닌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주 

민들의 기풍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특색이 있다. 반면 蘇南 지역은 전통적으로 경제 

와 문화가 발달했던 지역으로 上海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으로 대도시의 영향권 

에 의해 공업이 발달한 특징을 지닌 지역이다. 이들의 지역적 조건은 공업화에도 영향 

을 미쳤는데， 그것은 溫州가 떠돌아다니는 주민들의 상업 활동을 근거로 한 가정 공업 

이 주로 발달했다면 蘇南은 도시 공업의 지원으로 향촌의 각 간부들의 활동으로 이루 

어진 집체 소유제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차이가 있다(工購市兵衛·趙大生， 1994, 

pp.202-3). 즉 溫州의 경우에는 工業化에 대한 일반적인 유리한 조건이 전혀 형성되 

지 않는 상황에서 각 개인들의 활동의 결과로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이 특색이라면， 蘇

南 지역은 개혁 이전부터 존재하던 집체력이 개혁과 더불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 

인 공업화를 이휘 나갔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 두 지역간의 비교는 집체와 사영이라는 

두 가지 축인 중국의 소유제 구조를 대변하면서 그 성과에 대한 경제적 성과 뿐 아니 

라 정치적 강조로도 이어졌다. 

이러한 향촌의 발전에 대한 지역적 사례와 그 유형의 연구에서 그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개별 지역들에 대한 발전 과정의 연구는 결과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 

다. 즉 이미 어떠한 식으로든지 발전이 된 곳에 대한 근원을 역추적하고 그 가운데서 

공업화나 지역의 자원， 도시와의 관계 등의 원인을 도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 

다 보니 모식이라고 명명된 지역은 좁게는 獅에서 넓게는 3개의 市를 포함하는 지구 

까지 그 규모가 다양하다. 즉 이것은 이러한 발전 사례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기보 

다는 펼요에 의해 명명된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 이들 각 사례지역의 특징은 대체로 지역적인 다양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개혁 이후의 발전의 방향도 결국은 이전의 역사적 경험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 각 지역의 특성을 일반화된 항목을 덧붙인다면 각 행위주체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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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세력에 의한 규정이다. 다시 말해 간부와 기업가와 주민들간의 역할에 따른 상대적 

세력의 조합에 의해서 이러한 발전의 사례를 다시 규정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蘇南

의 경우에는 ‘간부 > 기업가 늑 주민’의 식이라면 溫州는 ‘간부 늑기업가 늑 주민’라는 

식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제 발전 사례지역의 각 행위주체별 역할의 역 

동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6.2 溫州의 지역적 특정 

溫州市는 漸江省、의 동남부에 위치한 3區 8縣(市)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토지에 비 

해 인구가 많은(人多地少)’ 지역이다. 산지가 78.1%를 차지이고 1994년 인구는 692만 

명이다. 인구밀도와 일인당 경지 면적은 588명 /k따， 2.5a/명으로(漸江省의 1.4배， 0.7배， 

전국의 5.8배， 0.3배) 인구에 비해 토지 자원의 부족이 심하다(1994년Ii'漸江統計年鍵 

1995Jl ). 또한 해안과 접한 동부의 반대편 서부는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접근성이 취약하다(그림 14 참고) . 이러한 자연적 조건과 더불어 공업화에 필요한 자 

원도 거의 없어서 공업 발달이 뒤쳐져 있었다. 또한 대만이 건너편에 있다는 관계적 

위치 때문에， 중앙 정부의 투자가 적었다는 원인도 공업화가 지체된 원인의 하나이다. 

그래서 개혁 이전뿐만 아니라 개혁 이후에도 취약한 지역 환경을 극복하고자 외부 지 

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외부로 떠돌아다닌 溫州 주민들이 외부에서 송금한 

자금을 이용하여 개혁 이후 기업이나 개인들의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된 원인도 되었 

다. 농업적 한계를 위와 같은 외부로의 다양한 경험으로 극복한 것이 개혁 이후 정책 

의 개방， 즉 농민의 판매 운송， 유통， 상엽의 허용으로 溫州人의 능력을 발휘하는 계기 

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3D 

값[州의 성장을 몇 가지 수치로 살펴보자. 1979-1992년 사이에 1.2.3차 산업의 전 

31) 값州에 대한 연구는 그 발전의 성과와 발전방식 때문에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중 중요한 

것으로는 11 1댐社햄科學經濟例究所 編(1987) ， 폐%量(1987) ， 嚴善平(1994) ， 張仁壽·李 紅(1990)，

파짧 핀(1986) ， 황셈페 主編(1986) ， 古澤賢治(1989) ， Liu (1992) , Parris(1993) 등을 참고할 수 있 
다. 이하의 ì~t州에 대한 논의는 이들 연구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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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평균 성장률은 각각 5.2%, 10.7%, 9.9%인데 비해 溫州는 각각 6.2%, 18.6%, 12.8% 

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溫州가 文黃 시기 (1966~ 1976) 10년간 보여준 경제 

성장률 1.85%(漸江省 4.47%, 전국 7.13%)와 비교해 볼 때 개혁 이후 溫州경제의 성장 

은 더욱 놀라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1'2'3차 산업별 생산액 구성비도 1978년의 42%, 

36% ， 22%에서 1992년에는 22%, 49%, 29%로 바뀌어 단기간 내에 경제 구조의 전환을 

이루었다. 그것은 주로 농촌경제 구조 전환의 요구로 발생하였는데 예를 들어 농촌 사 

회 생산액 중 농업의 비중이 1978년 63.8%, 공업 20.4%에서 1992년 18.2%, 65.9%로 

완전히 역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촌 공업이 지역 경제를 고도 성장시킨 주역이 된 

것이다. 취업 구조는 표 13에서 보듯 주로 3차 산업이 꾸준히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아직도 많은 노동력이 1차 부문에 있지만 생산액 구성비는 2차 산업이 가장 높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형의 발전 방식이 전개된 것으로 취업구 

조의 전반적인 변화는 1.2차 산업의 감소와 3차 산업의 증가로서 특징 지워진다. 

표 13. 溫州의 취업구조 변화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985년 51 .1 27.5 20.4 

전체 1990년 51.9 24.9 23.2 
1992년 49.6 23.7 26.8 
1985년 62.7 20.2 17.1 

농촌 1990년 61.8 18.3 19.9 
1992년 58.4 17.5 24.1 

자료: 嚴善平(1994)

溫州 발전의 결과는 우선 대량의 취업 기회 창출로 나타났다. 사영과 개체를 포함 

하는 溫州 민영 기엽들은 주로 노동력 밀집형 방식으로 농촌 잉여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둘째로 농촌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생산의 신 

속한 증가를 이루게 되었다. 셋째， 국가 재정 수입， 집체 공공축적 자금， 농민 개인 수 

입 모두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넷째 농촌 공간 구조에 있어서 農村 城鎭의 건설 

을 촉진하였다. 일부 상품경제 발달지역은 농민 스스로 자금을 모아 사회 간접시설에 

투자하였다. 다섯째， 상품경제의 발전은 사회 생활의 여러 방면에서의 변화를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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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방식， 생활 방식， 사람들 심리의 변화를 일으켜 열심히 일하는 자세， 위험을 감수 

하려는 자세， 개척 정신， 경영 능력의 제고， 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溫州의 단기간의 성공은 『解放日報~(1985. 5. 12일자)에 소개되어 ‘溫州模

式’이라는 용어로 빈곤 농촌의 개발 모델로서， 그리고 사영 부문의 성공 모델로서 큰 

사회적， 학문적 관심을 끌게 되었다. 

6.3 溫州 발전의 원인 

溫州 지역의 발전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물론 이 지역이 가지는 지역성에 근원 

한다. Liu(1992)는 다음 세 가지로 溫州 지역의 발전 요인을 정리하였다. 첫째， 중국학 

자들의 주장인 역사적 이유이다. 溫州는 과거부터 개체업， 상업， 소상품 생산을 주된 

경제 활동으로 하였다는 설명이다. 일찍부터 이 곳은 남동부 중국의 주 무역항이었으 

나 공산혁명 후 집단화(대약진 운동， 문화혁명)로 개체 활동이 억압되어 과거 경제활 

동이 침체되었으나， 개혁 이후 억압이 풀리자 개체공업과 상엽이 다시 번창했다는 주 

장이다. 둘째， 경제적 이유이다. 이는 溫州 정부 간부들의 주장으로 溫州의 경제 생활 

의 낙후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산지가 많고 노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소한 

경지를 가진 지리적 환경으로 대부분 주민이 빈곤선 아래에 있어서 농민들은 농업 이 

외의 다른 수입원을 펼요로 했다. 그러다가 이동이나 농엽 이외의 상업부문에 대한 활 

동의 정치적 통제가 완화되자 사적 부문의 붐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臺

灣과 군사적인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 1949년이래 농업·공업 투자가 거의 없었던 점， 

즉 경제 부문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가 약했던 것이 오히려 개혁 이후 사적 부문이 

다른 사회적 부문보다 빠르게 성장한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셋째로 지리적 이유 

이다. 溫州의 위치가 산지로 둘러싸인 해안에 있어서 내륙 내부와의 연결 교통이 제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리적 고립으로 인해 사적 경제가 발흥되었다는 것이다. 지리적 

고립은 중앙의 간섭을 감소시키고 자본 투자， 기술 지원， 시장 수요들이 큰 규모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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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포섭되는 것을 막아 주었다. 그 반대의 예가 蘇南 지방이 上海로부터 장기간의 

자본， 기술 지원을 받아서 엄격한 정부 통제를 받게 되고， 이에 경제는 집체공업에 의 

해 지배받게 되었다. 그 외에도 중앙 정부의 개혁 정책， 지방 정부의 보다 개혁적 정 

책 등도 溫州 발전의 원인으로서 자주 논의되는 것이다. 

경제 구조와 운영 방식에서의 원인을 특히 다른 지역의 발전과 대비되는 것으로 

써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개체와 聯戶가 단위가 된 민영 공업의 장점이 있 

었기 때문이다. 개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업은 경영상의 충분한 자주권을 가지고 있어 

경영 성과와 생산자의 이익이 서로 연관되기에 종사자의 적극성을 고도로 발휘하는데 

유리하며 설비가 적고 투자가 작으며 개업이 빠르고 쉽다. 또한 농민의 가정집을 이 

용하여 간단히 생산할 수 있어， 비용이 낮고 자금 이윤율이 비교적 높으며， 생산 기술 

이 간단하고 배우기 쉬어 확산이 매우 빠르다. 게다가 기업이 작아 엽종 전환이 빨라 

민활하게 경영할 수 있고 시장 수요에 재빨리 맞추어 생산을 조직할 수 있다는 장점 

으로 초기의 溫州 성장과 발전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두 번째의 원인으로서는 시장 환경을 파악하여 생존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공간 

을 파악해 냈다는 점이다. 溫州는 이렇다 할 만한 자원이 부족하여 자원을 이용한 공 

업화를 이루기 힘들었다. 그래서 이들은 대도시 기업이 생산을 원하지 않지만 수요는 

안정적으로 있는 소상품을 생산하였다. 예로 본 연구 사례지역 인근의 蒼南縣 金柳鎭

의 휘장， 아크릴 판의 각종 안내판， 각종 증명서， 상장 등이다. 또한 도시에서 쓰다 버 

린 폐재료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도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유통·상업 부문의 성장이다. 전문 시장과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구매· 

판매원(供銷、員)의 활동이 지금의 溫州를 가능하게 하였다，32) 구매·판매원들은 20~30대 

의 젊은이들로 가진 자본은 얼마 되지 않고， 이윤 또한 적지만 전국적인 활동망을 가 

진 집단이다. 이들의 활동으로 인한 자금 축적이 溫州 지역 상품 경제의 원동력으로 

32) 이러한 供銷員과 시장·기업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이들의 유형은 첫째， 산지와 소비지 
를 연결하는 상인의 유형 둘째 생산자재를 구입하여 자신의 가내공장에서 가공한 것을 전 

문시장에 출하하거나 스스로 판매하는 유형， 셋째， 1980년대 후반 이후 형성된 기업과 전문 

시장 간의 분업구조를 가지고서 자재 구입 供銷員과 판매 供銷員으로 분화되는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자세한 유형 구분과 이들의 활동에 관해서는 嚴善平(1994)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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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였다. 이러한 상업 활동은 견문을 넓히고 사회 지식이 풍부해지는 계기가 되어 

이들이 거래하는 상품 뿐 아니라 경험을 통한 정보는 溫州 발전의 사회적 기초가 되 

었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축적 자금을 통해 스스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 

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 기업가들 다수도 供銷員으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전국 최대의 단추 전문시장인 永嘉縣 橋頭鎭의 전문시장은 이러한 사례를 잘 보 

여준다. 이 시장의 供銷員은 8，000명 정도로 이들은 각지를 방문하여 단추 제품의 수 

요를 조사하여 상점과 기본적인 고객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것이 이들의 “상업망”이자 

“정보망”이다. 전국 어디든 새로운 단추가 나와도 橋頭 시장에서 바로 등장한다고 한 

다. 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간단한 수속과 낮은 이윤 구조에 있다. 가격은 국영 상 

점의 30-50% 정도 할인된 가격이며， 제품의 형태와 규격， 색상이 다양하여 입지는 

좋지 않지만 고객 입장에서 두 번 방문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제품 구색 면에서 뛰어 

나다. 이곳 供銷員들은 교역인이자 정보원 역할을 한다. 한편 시장의 성공은 공업 생 

산을 대동하게 되었다. 즉 橋頭 시장 성립 이후 부근의 관련 劉鎭I業이 발전을 이루 

어 현재는 공업과 상업의 전문적 분업 체계를 이루고 있다. 보통 공업 발달에 의한 상 

업 발달의 과정이 溫씨‘|에서는 역으로 작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예로 樂淸市 쩨l市鎭이 있다. 이 鎭은 抗州-溫州간의 교통 요지에 입지하 

고 있다. 가정공업이 1만여 호 종사 인원 6만여 명으로 전 노동력의 60%를 차지한다. 

가정공업의 주요 업종은 주로 소형 전기제품들로， 각종 규격， 각종 형식을 고루 갖추 

고 있다. 약 1 ，200여종을 생산하여 전국 각지로 판매하는데 이러한 생산 공장 역시， 원 

래 재IJ市鎭의 전문 시장으로부터 유래하였다. 이 시장 주위에는 비교적 큰 專業村을 형 

성하여， 모두 전기 부품을 생산하는 가정 공업을 하고 있고， 그 형태는 지역적 분업 

구조인 ‘ -村 -品’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專業村은 전체가 하나의 큰 공장 역 

할을 하여， 한 농가가 기술을 장악하면 매우 빨리 많은 농가에 기술이 전파된다. 따라 

서 溫州는 생산에서 유통 부문을 파생시킨 것이 아니라 유통이 먼저 발생하고 그 후 

에 그에 맞는 생산 영역이 확대되었다. 

넷째로 이러한 전문 시장의 형성과 가정공업을 가능케 하는 지방 정부의 개방적 

인 정책의 수행을 들 수 있다 溫州는 과거부터 중앙 정부와 상반되거나 일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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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이 많이 시행되었다. 즉 다른 곳에 비해 보다 실용주의와 위험에 대한 자발성 

을 가지는 지방 정부의 간부들이 존재하였다. 예로 掛戶經營과 농촌의 토지 양도， 금 

융기관의 변동 이자율 등이 처음에는 국가로부터의 일탈 행위로 여겨졌지만 지방 조 

직으로부터는 용인되었고， 결국 공식적 인가를 얻게 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지 

방의 간부들은 사영 부문의 일탈적인 행위에 공공연하게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고 엄격한 반대도 하지 않는 태도(無寫而治)를 보였다. 주민들의 상업활동에서 간부들 

의 지지에 관한 사례로 본 논문의 사례지역 인근의 宜山鎭의 경우를 보자. 宜山鎭에 

서는 掛戶경영이 1960년대에 시작되어 1970년대 후반에 널리 확대되었다. 이 지역은 

‘무명’을 대규모 생산하는데 이 제품의 판로를 위해선 허가 받은 농민이 필요하다. 이 

에 宜 LlI 당 서기는 농가들이 기업 설립과 상업， 장거리 운송을 허락해 줄 것을 蒼南縣

에 요청하였고， 이에 縣 당 간부는 1981년 宜山의 개체기업과 시장 경제 발전 가능성 

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비록 掛戶 경영이 지방 상품생산을 진작시키 

고 지방 소득을 증진시켰지만 국가 기본 정책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宜山 당 서기는 견책을 당하고 掛戶경영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를 재차 요청하게 되 

고 6년 후 1987년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Liu， 1992; 劉小京， 1994). 

6.4 溫州 발전의 특징과 시사점 

溫州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 가운데 하나는 掛戶經營(business affiliation) 

이다. 이의 발생 배경은 供銷員들이 구매와 판매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곤란한 사정으 

로부터 나왔다. 즉 溫州의 供銷員들은 소속된 기업이나 기관이 없었기에 개인적으로 

거래 전표를 발행할 수 없고， 소개장이나 工作證이 없으면 외지에서 숙박이 곤란하며， 

거래 성립 이후 상대방이 돈을 넣을 은행의 개설 통장이 없었다. 그래서 獅鎭企業과 

경제 단체들이 供銷員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의 수속비를 받아 해결해 준 것 

이 “掛戶”의 유래이다. 溫州 농촌 개체들은 거의 모두가 일정한 掛戶를 가지고 있었다. 

購願 서비스 公司나 집체 경제 조직에는 수백 명에서 천명 정도를 가지고 있다. 供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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員들이 일정한 의무만 이행하면 허가 기관은 I作證과 신분증을 발급해 주고， 또한 외 

부 기관·단체와의 업무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전면에 나서 조사·처리해 준다. 이러한 

대가로 公司에 일정의 관리비를 내는데 그 액수는 영업액의 약 0.5- 1.5%이다. 이것이 

掛戶경영의 가장 흔한 유형이다. 그 외에도 가정 공업 개체호가 겪게 되는 곤란한 점 

으로 하나의 경영 단위가 이들을 대신하여 전표를 끊는 동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기 

도 하고 정보 서비스와 결합한 형태도 있다. 

이러한 ‘掛戶’의 활동은 원래 불법적인 것으로 초기에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溫州의 특징이 비록 중앙 정부의 규정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현지의 필요나 이익을 위 

해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도 지방 정부가 묵인 혹은 방조하였다는 점이다. 사회주 

의 체제의 중앙 집권적인 정책 집행 하에서도， 지역적인 단계에서는 정책 방향이 주민 

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溫州에서는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황은 溫州 이외의 지 

역에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덧붙여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기업가들의 활동이 

다. 이들은 과거의 자본가가 아니며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대개 기술을 가진 공인 출 

신이거나， 원래 社隊企業·生庫隊의 간부， 供銷員， 혹은 도시에서 들어온 청년， 퇴직하여 

돌아온 군인， 혹은 자금을 모은 농민 등이다. 연령은 30세 내외가 가장 많고 대부분 

문화적， 기술적인 면에서 능력을 갖추고， 경험이 비교적 풍부한 사람들이다(中國社會科 

學院經濟따l’-究所 編， 1987, p.61). 

그러나 溫州의 본질적 특성을 한마디로 한다면 시장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체 경 

제의 우세， 전문시장， 많은 供銷員의 작용도 중요한 특징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가정 小작업장 위주로 소상품 생산을 내용으로 하여， 小판매상이 유통 골간이 되어 

소도시 시장에 의탁하는 다층적이고 다양한 형식의 시장형 경제체제 ”라고 할 수 있 

다. 그러한 시장형 경제체제의 과정은， 농촌 가정공업의 경우 독립 경영적인 소작업장 

에서 고도의 자주적인 기초 하에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진다. 주로 이루어지는 업종은 

거의가 농업과 무관한 공엽이다. 이들 업종들의 대부분 원료는 외지에서 구입한 것으 

로 농업과의 관계가 그리 긴밀치는 않다. 심지어 지방 경제 구조의 연계와도 긴밀하지 

않고 오히려 전국 범위의 대시장과 긴밀히 상호 연관되어 있다. 또한 작지만 광범위한 

n 



사회적 분업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溫州의 생산 특징을 “소생산”이 아닌 “소규모， 

대생산”이라는 견해가 있다. 즉 개개가 고립된 것이 아닌 전체 구조 안에서 연계된 것 

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溫州의 농촌경제의 발전은 지역적 배경으로서 小城鎭에 의존하여 이루어 

졌고， 농촌경제가 충실해짐에 따라 小城鎭을 더욱 확대시켰다. 즉， 溫州의 지역 성장 

과정이 비교적 규모가 큰 향진기업에 의한 발전보다 시장과 유통의 상업 기능이 먼저 

발달했고， 그러한 기능은 공간적으로 중심지를 지향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小城鎭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에선 농민들이 상품 경제의 발전으로 

새로운 城鎭의 건설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건설에는 상공업 종사 농가들이 小

城鎭에서 그들의 ‘영업 장소’를 건립하려는 수요로 인한 것이었다. 시장과의 관계가 긴 

밀해져 정보를 보다 많이 접할 수 있으며 하부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들이 분 

산적으로 머물던 상공업 종사자들이 小城鎭으로 모이게 된 요소로 작용하였다. 

溫州 경제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농가 단위의 기능이 강조되어 독립적인 활동으로 인해 농민의 시장경제에 

관한 적응력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노동력이 새로운 부문으로 이전하는데 유리한 

작용을 해， 잉여 노동력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부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小城鎭 건설의 원동력이 

된 자금과 인적 자원을 조달할 수 있었고 전반적인 농촌에서의 시장경제가 확대되었 

다. 즉 과거 집단적인 개발 방식에서 개별적인 혹은 농가 단위의 시장 기제적인 개발 

방식으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상업 발달이 공업 발달을 촉진시킨 과정으로 산업 구조가 합리적인 유기적 

결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업종 구조에서 특정 부문의 가정공업 발전에 그칠 뿐 아니 

라 민간의 자발적인 힘으로 ‘소상품 대시장’을 형성하였다. 이는 유통망을 통해 경제발 

전을 대동한 것으로 별다른 자원을 가지지 못한 溫州로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안되 

는 대안 가운데 하나였다. 

셋째， 비교적 철저히 과거 경제 체제와 거리를 둠으로써 농촌 생산력 구조와 산업 

구조의 전면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이것은 많은 지역에서， 아직 과거 체제의 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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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발전 방향 모색의 충분 조건으로 고려 

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넷째， 溫州의 경험은 시장 기제와 개체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獅鎭企業과 상품 경 

제를 발전시켰고 또한 시장을 이용하여 형성된 주도산업으로 농촌을 비농업 경영으로 

발전시켰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리와 통제는 역시 행정력이나 집체의 

힘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다섯째， 농가들의 자발성과 지방 간부의 중앙 정부와의 일정 정도의 배타성에 근 

거한 정책의 시행으로 나타난 溫州의 성공은 중국의 상황에서 발생하기 힘든 아래로 

부터의 농촌 발전의 단서를 제공하였다. 

한계와 문제점으로는 우선 산업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가정공업과 농업간의 관계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또한 주도 산업의 낮은 기술 수준 

과 아직도 존재하는 전근대적인 생산 방식이 지속적인 발전을 확대하는데 장애로 남 

아 있다. 게다가 溫州의 성장과 발전이 국지적인 영역에서만 발생하였다. 溫州는 산지 

와 평지간의 지역간 불평형이 존재하며， 많은 지역이 다른 여타 농촌과 생활 수준이나 

삶의 방식에서 나을 것이 없다. 일부 지역의 빠른 성장은 오히려 溫州 내부에서는 현 

격한 지역 불균등을 확대시켰다. 지역간의 불균등 문제와 더불어 개인간의 격차도 역 

시 심한 편으로 농촌의 계층 분화를 심화시켰다，33) 그 외에도 급격한 성장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환경오염의 문제라던가， 조잡 상품 혹은 가짜 상품 

의 문제들도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溫州가 성공했다는 평가는 그 지역 전체의 성공이라기보다 일부 지역 

의 것이다. 지역 내부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고 격차도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다. 그 속에서 일부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小城鎭의 발전과 함께 하였다. 

그 과정은 小城鎭이 주변 지역에 대한 내적 식민지화로 이룬 측면이 강하다. 거점 기 

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파급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실현이 미흡한 형편이다. 또 하 

33) 지역간의 불균등과 개인간의 격차가 동시에 발생하는 곳 역시 小城鎭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 개인간의 격차는 자연히 집단 혹은 계층간의 거주지 선호가 달라지고 농촌 내부에서 거 

주지 선호가 추구되는 곳은 대도시로의 진입 이외에는 小城鎭으로의 진입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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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溫州의 특징이 사영 부문에 많은 강조를 두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다. 중국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영 부문의 활발하다는 것이지， 여전히 전체적 

인 관리와 통제에는 집체와 행정력，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 활동이 작용했다. 다만 집 

체와 행정력에 있어 개혁 정책의 과감성 측면이 두드러지며， 이 역시 주민들의 지역적 

성격에서 근거한 것이었다. 또한 다른 유사한 조건의 지역에 비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혁 초기에， 상공업 분야에서 나타난 공급과 수요간의 과도기적 공백에 대 

해 빠르게 적응하거나 혹은 유리하게 이를 이용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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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장 小#훌훌훌 훌틀港의 성립과 성장 

1. 기본적 존재양상 

龍港鎭은 면적 58knf, 1994년 인구 133.680명의 漸江省 溫州市 蒼南縣의 한 鎭이 

다，34) 1984년 鎭으로 성 립할 때， 6，000여 인구의 조그만 어촌에서 현재는 전국의 모든 

獅鎭에서 경제력이 17위에 달할 정도로 단시간 내에 성장을 이룬 곳이다. 龍港鎭의 성 

장과 발달은 지금까지의 중국에서의 城鎭의 발달과는 다른 독특한 점을 보유하고 있 

어 이를 “중국 최초의 농민 城鎭(中國農民第一城)"35)이라는 말로 특징 있게 표현한다. 

龍港鎭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은 여러 가지로 논의된다. 

여러 원인으로 이러한 성장을 설명하지만 결국 시기적 적절성과 정책적 변화에 적응 

한 것， 그 기본적 토대로서의 지역의 인문·자연적 환경의 영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시기적 적절성이란 1984년 龍港鎭의 성립 시기가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되어 본 

격적인 궤도에 안착하는 시기라는 점을 말한다. 특히 1984년이란 시점은 여러 가지 의 

미가 있는 시기였다，36) 그런 시기에 지역적인 현실을 고려한 城鎭이 성립했고， 이는 

34) 중국의 행정조직에서 鎭은 縣 혹은 市 밑에 있는 행정조직으로， 같은 급으로 獅이 있다. 獅

이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구분포가 분산된 지역이거나 촌락 형성이 자연적 형태를 띤 

곳이라면， 鎭은 獅에 비해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공업·상업 및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학교， 

병원， 극장 등 각종 공공 시설이 많은 곳이다. 獅과 鎭은 우리나라의 面과 둠의 기능적 관계 

와 유사하다. 그러나 그 규모는 훨씬 크다. 즉 獅鎭 단위당 면적과 인구는 199krn2와 19，038명 

(1994년 ， 48，0757R 의 狼B鎭에 91，526.2만 명이 거주) 정도이다. 獅鎭 밑에는 우리의 里급에 해 

당하는 村(獅鎭당 평균 16.77R)이 있다. 사례지역인 蒼南縣에는 獅 21개， 鎭 21개에 村 973개 

가 있다. 

35) [J人民 日 報~ 1985년 1월 2일 “龍港鎭이 군중을 발동하여 자금을 모아 城鎭건설”보도; “龍港

鎭은 일년 여 만에 홍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건설 속도는 정말로 빠른 것이다. 왜 이렇게 빠 

른 속도였는가. 관건은 龍港의 영도인들이 주로 군중들의 자금 모집에 의한 小城鎭 건설 

이라는 정확한 방침을 견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된 후 新華社는 龍港을 漸江의 새로운 

“農民城”이란 칭호를 부여하게 되어 龍港鎭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실지로 1984년 

부터 1990년까지 城鎭 건설 자금이 901 ，594，300元이 투입되었는데， 그 가운데 국가의 보조는 

44，387，000元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였다. 

36) 농촌 부문에서는 家底聯塵承包責任制가 보다 시장화된 정책을 도입하여 청부기간을 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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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다른 정책을 시행할 좋은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시기적 적절성은 시행 정 

책의 개혁적 성격으로 나타났다. 즉 호구정책을 과감히 풀어 준다거나， 당시로서는 상 

상하기 힘들었던 토지에 대한 유상 사용을 결정한다거나 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 

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이후의 龍港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기초는， 

앞서 기술했던， 이 지역을 둘러싼 溫州 전반의 사회경제적 환경 즉 지역성이 큰 역할 

을 끼쳤다. 지역성에는 과거 溫州의 특색이라고 불리는 상공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질，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농업(토지)의 열세(희소) , 다른 지역과의 교통로의 단절 

로 인한 중앙정부와의 관계의 상대적 자율성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이러한 배경을 직 

접 이용하고， 적응해 나간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부가되어야 한다. 역시 이 지역 사람 

들의 특색인 진취적이고 중앙에 대한 불순종적 태도 그리고 창조적인 활동들이 이 

지역을 설명하는 중요 요인들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龍港鎭의 성장에 대한 과정과 그 원인， 그리고 龍港鎭으로 본 小

城鎭의 의미를 살피기 이전에 기본적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龍港鎭의 변화 과정 

을 서술하기 위해 시기적 특징을 개념화하여， 성립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를 

크게 세 과정으로 나누었다. 그것은 인구 집중 단계， 상공업화 전개 단계， 그리고 공간 

적 계층 상승 단계라고 명명하고，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각각， 성립 때부터 1987년 말 

까지， 1988년부터 1992년 행정구역 확대 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2년의 행정구 

역 확대 이후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징적인 현상들을 가진 

다. 전술한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상업화， 공업화에서의 정책적 변화， 성장의 속도 

그리고 본 논문의 문제제기인 집체와 사영 부문의 주도력 관계 등에서 구별 가능한 

특징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후의 서술은 이러한 시기적 구분에 의해서 행하고자 하 

고 각 시기를 편의상 초기 중기 후기라고 명명한다. 다음 그림 10은 龍港 성장의 지 

역적 배경과 시기별 성장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는 정책을 취하고 농촌의 공업화인 獅鎭企業이 과거 社隊企業에서 확장되어 사영과 개체부 

문까지 포함되어， 獅鎭企業을 통한 농촌 공업화가 강조된 해이다. 또한 호구제도의 부분적 

완화가 시행되어 스스로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농민이 城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로 1984년이다. 

- 76 -



· 지역경제의 활성화 

· 주위 지역의 상품경제의 발전 

· 유리한 지역 입지조건: 항만 

· 배후 농촌 잉여 노동력의 흡수 

· 새로운 상품경제 기지 건설의 수요 

지역적 

배경 

인구집중 
• 

공업화·상업화 
• 

도시 기본시설 

전개과정 11 1 유도 정책 
우대 정책 

중심 기능 

호구 정책 • 공장·상점 유치 • 결절 기능 

댈진 정책 거점 기능 

턴JI 龍港 11988년 ~1992년 | 1992년~현재 
~ 1987년 말 

그림 10. 龍港鎭의 성장 

1.1 행정구역·인구와 자연환경 

龍港은 역사적으로 방어의 요새로 이용되었다. 明代에는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병 

영 주둔지였고， 淸代에도 군사상의 요지였으나， 청에 대한 반대 세력이 자주 모이는 

곳이라 주민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다. 淸말에 이르면서 점차 금지 구역이 풀렸다(龍 

港鎭At( l당〔府·南京大學城市規劃設計빠究所 1993). 건국 이후 해안 방어의 전초 기지로 

작용하면서 한편으로 농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5개 소어촌이 형성되어 溫州市 平陽縣

관할로 있었다. 1981년 平陽縣이 驚江을 경계로 나누어져 蒼南縣의 소속으로 바뀌게 

되었고， 1982년부터 蒼i휩縣에서 물자 집산지로서의 小城鎭으로 龍港鎭의 성립이 논의 

되다가 1984년 3월 까}江쩨의 2개 촌과 龍江챙1)의 3개 촌으로 鎭이 성립되었다. 같은 

해 6월에는， 鎭이 챙1)을 관할하는 체제를 도입하여 1해前， 팎江， 罷江， 白沙 등 4柳을 龍

港鎭 관할로 귀속하였고， 1985년 1월 海城柳을 포함하여 龍港은 1鎭에 5獅을 관할하다 

가 1992년 4월， 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움E港rr맘.의 4개 獅을 전부 鎭 관할로 하여 현재 

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92년의 행정구역의 확대는 이전의 면적 7.2때， 인구 48，44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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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에서 면적 58knf, 인구 12.4만 명으로 모두 크게 늘어나， 내용적으로는 小城鎭

을 벗어나 市급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표 14. 龍港鎭 행정구역의 변경 

연도 

1982년 

1984년 

1985년 

1992년 

특징 및 변경 사항 

'5개 村으로 鎭을 만들 것을 결정 

· 면적 7.2knf, 인구 1.2만을 목표로 함 
· 區를 없애고， 鎭을 확대하여 鎭이 향을 관할하는 체제를 시행 

· 그 결과 宜山區의 湖前， 龍江， 白沙， 治江， 海城獅을 관할 
· 다시 龍港區를 설립하고， 湖前， 龍江， 白沙， 핍江， 海城을 區

관할로 이양 
· 龍港區와 그 부속 4개 향을 철수하고 龍港鎭으로 편입， 그 결 

과 龍港鎭은 49개 村， 면적 58knf. 인구 11.26만 명으로 증가. 

표 15. 龍港의 인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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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자연 환경은 중아열대 해양성 계절풍 기후로 여름에는 동남 편동풍， 겨울 

에는 서북북풍이 불고， 평균 풍속은 2.1m/초이고， 평균 기온은 17.9 0C, 평균 강수량은 

1509mm 이다. 지형적으로는 해안퇴적 평야로 구성되어 토지가 비옥하고， 하계망이 밀집 

분포되어 수상교통이 편리하다(李浩然， 1991, p.105). 

龍港의 토지를 蒼南縣 전체에서 보면 평야에 해당하는 곳으로 삼림이 적고 경지가 

많은 驚江 어귀의 충적 평원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城鎭 확대와 건설에 지형적인 제 

약 요인은 거의 없었다. 그림 11은 蒼南縣 전체의 고도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서남 

부는 해발 200m 이상의 산지로 구성되어 접근성도 힘든 반면 龍港鎭과 宜山鎭， 金獅

鎭 등의 동북부는 낮은 평야지대이다. 전통적으로 이들 지대는 溫州 지역에서도 유명 

한 상품경제 발달 지역이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溫州의 10대 전문시장 중 4개가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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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蒼南縣 각 지역의 고도벌 분포도 

되어 있다. 따라서 蒼南縣 내에서도 평야지대와 산지간의 지역 차가 심한 편이다. 溫

州로 이어지는 육상 교통로인 국도는 龍港 왼쪽에서 靈漢鎭을 지나 낮은 지형을 따라 

福建省으로 이어진다. 蒼南縣은 해안과 접해 있지만 지형적인 여건으로 교통로가 제한 

되어 있다. 이용 가능한 항구는 최남단의 露關鎭과 龍港鎭인데 전자의 경우 항구에서 

육로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지형적 여건으로 열악하여 현재도 비포장 도로만으로 연결 

되어 있다. 그래서 배후 교통로와 연결 가능하고， 항구를 가진 龍港鎭의 이점이 특히 

부각되었다. 龍港鎭의 토지이용을 蒼南縣 전체와 비교해보면， 표 16에 나타나듯이 경 

지와 주민 거주지와 공장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삼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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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蒼南縣과 龍港鎭의 토지이용(%) 

합계 
과수원 삼림 

주민거주 교통 
수역 

미이용 
(ha) 및 공장 용지 토지 

蒼南縣 122562.91 31.9 2.3 39.2 5.9 0.7 10.0 10.0 

龍港鎭 4059.09 57.2 1.2 0.3 16.5 1.1 22.7 1.0 

자료: 蒼南縣士地局Ii蒼南縣土地資源』

1.2 종사 업종 및 경제상황 

龍港鎭의 산업별 구성의 시기별 변화는 단시간 내에 1차 산업의 현격한 감소와， 

2'3차 산업의 급속한 증가로 나타난다. 특히 2차 산업은 노동력 비중이 43.5%에 비해 

사회 총생산액의 비중이 1993년의 경우 70.3%를 차지한다. 노동력 확대에 비해 상대 

적으로 보다 현격한 비율로 생산액의 확대를 이루고 있다. 이는 龍港鎭의 중기(1988년 

~1992년)에 이룬 급격한 성장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의 자본 대체， 공장의 

설비화 등이 발생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1993년이 1990년에 비해 1차 산업 비중이 

약간 늘어난 것은 1992년의 행정구역 확대로 주위 향촌의 많은 부분이 龍港鎭으로 포 

함된 때문이다. 

표 17. 龍港鎭 산업별 구성의 변화(%) 

연도 
사회 총 생산액 노동력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984 67.5 25.5 7.0 89.0 2.3 8.7 
1987 10.5 43.3 46.2 22.7 28.8 49.1 
1990 2.4 42.1 55.5 16.6 30.8 52.6 
1993 3.7 70.3 26.0 25.8 43.5 30.7 
자료: 中共漸江省委黨史짧究室 當代漸江昭究所 編著(1994， p.104 ~ 5) 

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이하 當代漸江昭究所로 함. 

구체적으로 종사업종의 변화를 표 18에서 살펴보면 농·임·목축·어엽의 인구가 급격 

히 줄어들고 대신 공업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농업 노동력이 1985년 

의 44.8%에서 1990년에는 9.4%로 급격히 감소하고 공업 노동력은 24.6%에서 41.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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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였다. 동시에 상업·음식·서비스업의 증가도 매우 빠른 편이다. 이는 1980년대 말 

에 龍港鎭의 급속한 상공업화의 영향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였음을 나타낸다. 

1994년에는 농림목어업의 증가와 공업의 미세한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는 주위 향촌을 

포함한 행정 구역의 확대와 관련이 높은 것이다. 이와 더불어 1990년과 1994년에는 전 

국이나 蒼南縣에 비해 기타 업종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그만큼 龍港鎭에서 종사하는 

업종의 다양한 분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표 18. 전국·蒼南縣·龍港鎭의 업종별 인구(%) 

업 종 
1985년 1990년 1994년 

전국 蒼南縣 龍港鎭 전국 蒼南縣 龍港鎭 전국 蒼南縣 龍港鎭

노동력 합계 (명) 37065만 424253 6094 42010만 451365 20181 44654만 509,511 68.338 

1. 농·임·목·어업 81.9 57.6 44.8 79.4 49.9 9.4 73.2 45.9 14.8 

2. 공 업 7.4 24.4 24.6 7.7 18.0 41.2 8.6 22.8 35.4 

3. 건축업 3.0 2.1 2.1 3.6 3.2 2.6 4.6 3.2 5.2 

4. 교통운수·郵電通訊業 1.2 1.7 8.4 1.5 2.5 8.4 2.0 3.8 9.0 

5. 상업·음식업·서비스업 1.2 2.9 4.9 1.7 7.9 14.5 2.4 7.8 9.8 

6. 기타 5.3 11.3 15.2 6.1 18.5 26.5 9.2 16.5 25.8 
자료 11 中國l 統計年鐵.JJ. 11蒼南縣統計年鐵』 각년도. 

홉E港鎭의 농촌 통계를 이용하여 경제적 상황을 알아보자，37) 표 21은 龍港鎭의 주 

37) 중국의 째鎭 이하의 통계에서는 주로 농촌통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獅·鎭의 대부 
분은 농촌이며， 인구 역시 대부분이 농촌호구이기 때문이다. 龍港鎭의 경우에 있어서도 인구 

의 대부분이 농촌인구로 분류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각 시기별 농촌 

인구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994년 회-틴港鎭의 비농촌 인구는 총 인구 133，680명중 4.9%인 

6，274명 에 불과하다. 

표 19. 蒼南縣과 龍港鎭의 농촌 인구 비율(%) 

연도 蒼南縣 龍港鎭

1985년 90.9% 97.6% 
1990년 94.3% 98.7% 
1993년 92.4% 95.3% 
1994년 93.9% 95.1% 

자료Ii'蒼南統計年짧』 각년도에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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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표의 시기별 변화를 본 것이고， 표 20은 이러한 변화와 전국적인 경향을 비교하 

기 위해 작성하였다. 龍港鎭의 공업과 농업간의 생산액 비율은 1994년 현재 94.6%, 

5.4%이다. 1984년의 44.1%, 55.9%에서 10년간 현격하게 변화하였다. 한편 1994년 蒼南

縣의 공농업 생산액 중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3.7%이고 전국은 86%이다(中國農村 

統計年鐵， 1995; 蒼南統計年鍵， 1995). 1984년 당시 전국의 공농업 총생산액에서 공업의 

비중이 70.3%인 것을 감안하면， 龍港鎭은 전국 평균에 비해 공업화가 덜된， 낙후된 농 

촌이었다가 불과 10년 사이 급격한 공업의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일인당 수입을 보면 

1994년 현재 龍港鎭은 3，288원으로 전국이나 漸江省에 비해 각각 2.7배， 1.5배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역시 1985년의 경우에는 비록 전국보다는 높지만 漸江省 전체보다는 

낮은 소득을 나타낸 것이 10년 사이에 크게 바뀐 것이다. 반면 경지는 노동력 일인당 

전국 평균이 1.56빼인 반면， 龍港鎭은 0.22敏에 불과하다. 그것도 1991년 이전에는 0.04 

빼이었던 것이 1992년의 행정구역 확대로 경지가 늘어난 것이다. 

위의 수치로 본 龍港鎭은 인구 규모에 비해 토지가 희소하여 농업 발전의 기초가 

박약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일인당 식량생산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 기 

초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수입이 비교적 많은 것은 농업 이외의 산업 부문에 

서 그 해결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표 20. 전국 주요 농촌 경제 지표의 변화 

연도 1984 1985 1987 1990 1991 1992 1993 1994 

공농업 생산액중 
70.3 72.9 74.7 75.7 77.6 80.3 82.8 86.0 

공업 생산액(%) 

일인당 전국 355.3 397.60 423.8 688.31 708.51 783.99 921.62 1220.98 

수입(元) 漸江省 닮8.60 1099.04 1210.7 1359.13 1745.94 2224.64 
농촌 노동력 일인당 

1.72 1.60 1.58 1.57 1.56 1.56 
경지면적 (빼) 

자료[f'中國農村統計年鍵.lI， 각년도에 근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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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龍港鎭 농촌 경제 지표의 변화 

공농업 생산 일인당 일인당 
村 戶數 인구 (方元. %) 

연도 
(개) (호) (명) 

수입 식량 
합 공업 농업 (元) (규) 

1962 5 802 3569 28.53 39 344.64 
1973 5 1297 5786 35.쇄 37 362.67 
1978 9 2243 10760 58.19 28 595 
1984 5 1430 7812 529.78 44.1% 55.9% 401 426 
1985 7 2987 15292 3794.31 70.4 29.6 526 379 
1986 9 3072 23433 4754.40 71.3 28.7 622 356 
1987 9 6545 32593 8582 80.5 19.5 921 380 
1988 9 8617 41659 14738.7 88.4 11.6 1190 353 
1989 9 8792 42730 16306.25 92.8 7.2 1192 343.6 
1990 9 9664 44534 24512.78 94.7 5.3 1206 310 
1991 9 9873 48441 33616.53 93.8 6.2 1286 328 
1992 49 28829 119499 55875.44 93.7 6.3 1273 149 
1993 49 29880 121471 132100 95.1 4.9 2765 157 
1994 49 31630 127406 174000 94.6 5.4 3288 123 
* 1992년 공업 생산액은 獅級 이상만 포함(전체의 약 90%만 해당) . 

자료!F蒼南縣統計年鐵』 및 인터뷰 및 문건들을 토대로 작성. 

M地(歐)

일인당 
면적 

면적 

3341 0.93 
3339 0.58 
4754 0.44 
2185 0.29 
2729 0.18 
2532 0.11 
2379 0.07 
2175 0.05 
2038 0.05 
1951 0.04 
1877 0.04 

30955 0.26 
29660 0.24 
27982 0.22 

합E港鎭의 변화를 각 村의 중등 수준 1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자. 표 22에서 보면， 노동력과 인구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경지는 계 

속 감소하고 있다. 결국 경지의 대부분은 龍港鎭 설립 이후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사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지의 감소와 더불어 주민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율 

은 1982년의 약 30%에서 1991년에는 2.2%로 현격하게 떨어졌다. 그에 비해 가정부업 

과 외출 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78.8%를 차지한다. 가정부업이란 대개 가정 

의 소규모 공업이 대부분이다. 그 외에 임금 소득도 19%를 차지하여， 龍港鎭에서 농 

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고 상공업 위주의 주민 생활로 바뀌었음을 볼 수 있다. 

- 83 -



표 22. 龍港鎭 村民 가정 수입 상황(표본조사， 9개 村 매 1 호， 중등수준) 

\ 연 도 I 1952 11957 1 1떼 1977 1 개혁 개방 이후 
\ 1(토지개 I (합작 I (문혁 I (문혁 

항 목 \l 혁 후) I 사) 1 초) 1 후) 11982 1 19없 11~86 11988 11990 11991 

인 구 I 47 I 55 I 46.33 I 56.33 1 55.36 1 57 1 59 1 64 1 68 1 69 

노동 력 I 17 I 20.5 I 19 I 20.5 I 22 I 23 I 25 I 26 I 28 I 29 

경 지 (빼) I 23.1 1 集體藉種 承包到組 I 21.89 I 17.5 I 11.48 I 9.83 I 7.63 I 7.63 

|::] 帳 (Jf) I 16826 1181001152781180081267821 20500 122300 1 21100 118750 116800 

’ 농 업 I 71.6 I 53.4 I 63.8 I 45.4 I 29.8 I 14.4 I 6.5 I 4.4 I 3.0 1 2.2 

수 |가정부업 I 28.4 I 24.4 I 33.2 I 39.5 I 44.2 I 43.0 I 50.0 I 49.1 I 55.3 I 56.3 

입 |외출상업 - I 22.2 I 3.0 I 15.1 I 15.0 I 33.1 I 25.7 I 22.3. I 23.3 I 22.5 

(%)1 임금 I - I - I - I - I 11.0 I 9.5 I 17.8 I 24.2 I 18.4 I 
계 (元) I 3024 I 닮05 1 6830 113230 12많451371301 없670181엠o 11097501134080 

일 인 당 수 입 I 64.3 198 앙 1147.4 1 235 1 엠8 1 651 1 1096 11272.61 1614 1 1없3 
자료: 龍港鎭 내부자료 

龍港鎭은 蒼南縣 전체의 사회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에 달할 정 

도로 이 지역의 경제적 중심지로 작용하고 있다. 공상 기엽， 개체공상호， 사회 총생산 

액， 공농업 총생산액 등에서 전국 獅鎭 중 종합 경제 17위， 溫州市 獅鎭 중 최고의 위 

치에 있다.38) 

龍港鎭의 이러한 변화를 시기적으로 보면 1987년 말까지의 초기에는 인구도 3만 

정도로 유지하면서 공업 생산액도 80% 이하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수입 역시 증가율 

이 그리 높지 않은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중기 이후에는 인구 증가율도 빨라지 

고 공엽 생산액， 수입 변에서 전 시기에 비해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즉 전반적 

으로 龍港鎭 사회의 인구 대량 유입과 경제의 활성화가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38) 매共蒼南縣委書記 王成될， 1994년 8월， (漸江通訊》 중의 문건 “中國農村城市化道路的有益

探索-蒼南縣龍港鎭的建設和城鎭化發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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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가지 내부 구조 

현재의 시가지는 성립 당시의 5개 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림 11에서 주 

요 기관들을 입지를 보면 鎭 정부 건물(a)을 중심으로 鎭에 소속된 각종 행정 및 당 

기관들이 집중해 있다. 진 정부 건물 서북 방향으로 상업 기능의 주요 시장들이 분포 

하고 있다. 공장들은 도심부 내에서 다른 기능들과 서로 혼재되어 있다. 원래의 부두 

는 병원 (d) 오른편의 점선 표시가 된 지역으로 이 지역은 아직도 개발 이전의 가옥 구 

조를 갖춘， 隨港鎭에서 가장 노후된 경관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지도의 좌하부는 철도 

역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지역은 토지이용 통제 

구역으로 정해， 龍港鎭이 市로 성장할 경우에 개발할 것으로 대비하고 있다. 주거지역 

은 시가지 곳곳에 분산 입지해 있다. 

龍港鎭의 중심부 경관은 유사한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진 1에서 보듯 모든 

건물들의 형태와 색상은 대개 비슷하다. 이런 건물들은 주거와 산업활동을 같이 겸하 

고 있다. 龍港鎭의 가옥구조는 가로 3.5m, 세로 12m가 기본적으로 한 칸(42m2 ) 이며， 

이것을 기초로 수직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보통 3~4층 건물에 각 칸마다 가장 아래에 

는 상점 혹은 공장을 하고， 2층에는 공장과 작업장， 그리고 3층 이상부터 주거로 활용 

하고 있었다. 사진에서 보이는 큰 건물도 각 칸마다 소유자가 다르다. 중심부 뿐 아니 

라 배후 농촌에서도 가옥구조는 유사하다. 이를 통해 소규모의 상업과 공업을 쉽게 운 

영할 수 있게 된다. 가옥 경관의 특징으로 나타난 주민의 삶의 형태는， 경제 생활과 

가옥 구조가 밀접하게 연계되어서 나타난다. 특히 龍港鎭의 경우 새로운 건설 과정에 

서 주위와 다른 주택 구조의 선택이 가능했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구조를 더욱 확대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지역 경제구조에 가장 알맞은 가옥 구조라는 인식과 전통적인 

관성 그리고， 기후에 의한 개방형 구조 등이 총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龍港鎭 가옥 구 

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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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 龍港鎭 중심부 

사진 2. 龍港鎭 중심부 거리 

- 87 -



1.4 성 렵 

1978년 이후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농촌경제가 전반적으로 크게 발달하여 농민에 

의한 상품경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력을 갖춘 일부 농민 

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예속성을 벗어나 도시 진입을 준비하고 있 

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을 엄격히 구분하는 城鎭 관리제도에 의해 그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龍港鎭이 1984년 성립되었다. 龍港鎭의 당과 정부는 

“人民城市人民建”의 방침과 “문을 크게 열어 건설하고， 농민이 연합하여 鎭을 건설하 

며 “투자한 사람이 수익을 얻고， 돈을 낸 사람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우대 정책을 

실시하여 鎭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게 되었다. 

龍港鎭의 건설에서 가지는 특징은 기존의 “좌”파적인 정책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 

위험을 알고서도 과감히 도전했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중점적인 정책으로는 토지의 

유상사용과 농민의 “離士離獅”이다. 

첫째， 토지의 유상 사용이다. 중국의 토지는 국가와 집체가 소유한 것으로 이를 

매매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城鎭의 건설 과정에서 자금원이 될 수 있는 것 

은 토지뿐이라는 것이 지방 당정 간부들의 생각이었다. 龍港鎭 토지의 유상사용은 전 

국적으로도 매우 빠른 시기에 추진하였다，39) 사용비는 토지의 등급 차이에 따라 달리 

결정되었는데，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여 상이한 필지에 상이한 등급의 토지비 

와 공공시설비를 징수하여 城鎭 건설의 자금을 조성하였다. 정부의 재정에 의하지 않 

고 위와 같이 조성된 자금을 이용하여 城鎭에 필요한 도로， 수도， 전기와 같은 기초시 

설을 건설하였다. 

두 번째， 농민의 “離士離獅” 정책이다. 1980년대 후반까지， 혹은 1990년대까지도 

39) 전체 小城鎭에서 龍港이 갖는 토지의 유상사용 정책 실시의 선구성에 관해서는 자료로 확 

인할 수가 없다. 다만 현지 정부 간부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도’ 龍港鎭의 토지 유상사용이 

가장 빠르지 않았느냐고 설명한다. 1984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농촌 토지를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적인 실행은 몇 년 걸렸다는 것으로 보아 龍港鎭 토지의 유상사용이 전 

국에서 가장 빨랐느냐， 아니냐를 떠나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과 비슷했거나 혹은 더욱 빠른 

시기에 결정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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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정부가 취한 농촌 노동력의 이전 형태는 “離土不離獅”이라는 정책이었다. 즉 

농촌 공업화를 통해 공간적 이동 없이 산업간의 노동력 이전을 통해， 농업부문의 잉 

여 노동력을 온전히 해소하려는 정책이 그것이다. 그런데 1984년 당시 이미 이러한 정 

책과는 배치되는 ‘離土離짧I~ ’ 정책의 시행으로， 어느 곳， 어떤 사람이든(“地不分東西， 人

不分南北") 농민이 小城鎭 진입해서 공상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의 중요한 정책의 실시가 필요했던 것은 주변 지역 상품 경제의 

발달을 이끌고 갈 지역 중심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때) 지역 중심지 

가 근거할 수 있는 지역적 배경으로는 龍港鎭 주위 농촌의 상품경제 발달을 들 수 있 

다. 기존에 蒼南縣 여러 곳에서 인접해 있는 金獅鎭의 표패와 신분증， 각종 증명서， 상 

장， 훈장 등의 소상품 제조업， 宜山鎭의 재생 방직업， 구식 방직업， 湖前鎭의 비닐 편 

직업， 錢l南鎭의 상엽교역과 판매활동 등은 이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경 

제 활동들이었다. 龍港鎭 주위 지역들의 상품경제의 발달은 개혁 이후 더욱 발달한 것 

이지만， 개혁 이전에도 꾸준히 발달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문화혁명 기간 같 

은 좌파가 득세할 때에도 이 지역은 ‘자본주의의 꼬리’라는 비판을 받아 가면서도 공 

업 생산， 소매매의 상업 활동들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은 당시의 주민들의 

활동과 이를 지지(혹은 은밀한 방조)한 간부들의 상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 

고， 이러한 주민·간부들의 활동 배후에는 농업이 불리한 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소로 인 

해 농업 이외에서 생활방편을 모색하기 위한 점 그리고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해양과 접해 있다는 지리적 요소 등의 원인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41) 이 지역의 상 

40) 이러한 사고에는 주변 縣과의 경쟁 관계도 작용했다. 驚江 남쪽에 자리잡은 龍港鎭에 대해 

그 북쪽에는 平陽縣 驚江鎭이 있다. 이 驚江鎭 300여 년 전부터 이 지역의 중심지로써 작용 

해 왔다. 따라서 1984년 당시에 蒼南縣으로서는 縣 관할의 경제적 지역 중심지가 필요했다. 

그 입지의 고려 조건은 상품경제 발달지와의 거리， 항만 시설 가능성， 내륙과의 교통로， 縣城

과의 거리， 국도와의 접근성， 지형 등이 고려되었고， 그 결과 당시 驚江鎭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일 뿐 아니라 바로 강을 인접한 양안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龍港을 선택할 수밖에 없 

었다. 현지인들에 의하면 초기에는 이입자들 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인들 섬지어는 간부들조 

차도 건너편 熱江鎭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41) 페딴險을 둘러싼 이 지역에 관한 역사적인 상공업의 성행과 간부들 주민들의 활동에 관해 
서는 劉小짜， 1994, “集合體制的松附-以漸江蒼南縣寫個案"11'農村經濟與社험』 제 371 ， 49-56. 
22.에 자세한 사례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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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경제의 발달은 ‘1獅 1品’이라는 말로도 설명된다. 이는 생산의 지역적 분업 구조와 

속성을 의미하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반적인 지역의 경제 구조가 일반 농촌과는 다 

르다는 것을 의미한다.42) 각 지역마다의 상품경제의 발달로 ‘먼저 부자가 된’ 농민들이 

다량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 龍港鎭으로의 진입을 원하는 충분한 수요를 가진 요소 

로 작용했다. 

2. 언구의 유업과 노동력 이전 

습E港鎭은 勞動部， 農業部에 의해 1991년 ‘농촌 노동력 개발취업 試驗點’으로 선정 

되었다. 이는 龍港鎭에서의 노동력 이전의 형태가 중국의 이후 노동력 이전 형태 가운 

데 주요한 정책적 방향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43) 龍港의 노동력 이전 문제는 龍港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중점적인 강조 대상이었다. 그것은 龍港이 기존의 城鎭이 아닌 신 

설된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농촌 노동력의 이전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 

었다. 즉 무조건적인 인구의 진입이 아닌 城鎭 건설과 앞으로의 지역 중심지로의 역할 

을 고려한 적극적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龍港 성립 당시의 노동력 이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CD 원 토지 

수용 후의 농민에게 일인당 한 번에 5，000元의 노동력 安置費를 지급한다. 현지 농민 

대다수가 거리와 접한 주택이기에 그들은 3차 산업을 하기를 원한다. 동시에 村營 경 

42) 이러한 지역적 분업에 대한 업종 선택이 상위 당정 조직에 의한 선정인지 아니면 자체 지 

역 내의 자연스러운 선택인지를 질문했을 때 蒼南縣 정책자들의 설명은 후자라는 응답이었 

다. 현지 조사에 의하면， 바로 인접한 獅鎭이라도 자신들의 전문 업종 이외에는 눈에 잘 띠 

지 않는 확연히 구분된 상점 경관이 두드러졌다. 

43) 중국에서의 ‘試驗勳’은 정책의 광범위한 실시 이전에 시행 여건이 적당한 곳을 선정하여 실 

시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도 실시하는 제도이다. 龍港鎭의 ‘농촌 노동력 개발 

취업 시험점’의 내용과 목적은 CD 농촌 노동력을 城鎭의 비농업으로 이전시키는 관리방식을 
탐색，(2) 취업 방법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농촌 노동력이 비농업에 종사하도록 흡수，@ 龍

港 노동력의 관리와 순조로운 흐름을 위해 그 규모와 방향을 통제，@ 城獅 노동력 취업의 

관리서비스 체계를 건립，(5) 취업으로 빈곤을 면하게 하여， 빈곤 지구의 잉여 노동력 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되어 1991년 준비작업에 이어 1992년 전면 실시하게 되고， 1993 

년 총결산하여 성공 경험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當代漸江冊究所， 1994,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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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발전시켜 취업 기회를 늘린다.(2) 鎭으로 들어옹 농민에게 가정공장을 세우거나， 

상점을 열 수 있도록 하여 가정 노동력이 취업하도록 한다.@ 일정한 규모의 공장을 

小集鎭에서 龍港으로 옮겨 龍港鎭의 지역 잉여 노동력 취업을 더욱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공업 혹은 가정상점이 풍부한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여， 그 기초 위에서 

주식합작기업이 설립되어 일정한 노동력의 취업을 가능케 한다.(5) 일정 기술수준 혹 

은 이미 기술이나 자본을 가진 농민을 흡수한다(王成둡， 1994). 

이러한 과정을 통해 龍港鎭은 농촌 인구의 이전과 인구 城鎭化가 동시에 진행되 

었다. 이것을 단순화하면 기존의 농민 토지를 수용하여 다른 2.3 산업으로 강제로 유 

도하고， 새로 鎭으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력이나 능력에 따라 선별적인 입장 

을 취하면서 城鎭의 공업 발달과 연계시키려고 한 것이다. 즉 小城鎭 공간을 이용하여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교체하면서 정부의 의지를 관철한 것이다. 

2.1 유업 정책 

새로운 城鎭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유입이 우선되어야 했다. 따라서 피침港鎭 

당정은 “어디건， 어느 사람들이건 모두 龍港으로 오는 것을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의 

각종 우대 정책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언론을 통해 대외개방의 우대정책과 조치를 공 

포하게 된다. 그 내용을 보면 

“독자 혹은 합자로 鎭에 들어와 개발사업이나 공장을 세무는 사람들， 문화·교육위생운수여 

행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호적 식량 관계를 불문하고 용지·업무에녀지건물 등 

밤면의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도 우대한다. 獨資 기업은 이입 주민 自主管理를 통해， 

필요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 이외에 이윤 전부를 이입 주민에게 돌린다. 슴資 기업 역시 이입 

주민 관리를 통해 세금 납부 후에 이윤을 비례로 나누고， 이입 주민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일정한 직함을 가진 의사가 龍港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건물 용지를 우선 안 

배한다. 퇴직하거나 이직한 의사가 龍港鎭에 와서 진료소나 병원을 열고자 하는 자에게도 펀 

리를 봐준다. 일정한 강의 경력을 가진 중·소학 교사가 龍港鎭으로 들어와 가르치고자 할 때 

는 그 배우자도 龍港鎭에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싸江省 이외 , 蒼南縣 이외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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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들어와 사무소， 창고， 쇼핑센터를 세우는 것을 환영하며 그럴 경우 편리를 제공하고 업 

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Ii'漸南日報.n， 1984, 7, 14) 

라고 하여 초기 龍港鎭으로의 유입 정책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은 경제적 분야의 유능인과 의사， 교사와 같은 사회 서비스에 필수적인 인력에 대해 

강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초기 주민의 성격을 기존의 농촌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이후의 경쟁력에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제시한 것 

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내걸었던 ‘어디서， 누구나 진입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정책 

구호는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실은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자격 

이나 금전을 가진 사람들’을 구하는 과정이었다. 

龍港으로의 유입 과정의 특징은 우선， 그 유입의 원활함을 위해 일반적인 복잡한 

유입 절차를 보다 간단하게 단순화했다는데 있다. 中共中央(1984)1호 문건에 의 하여 

식량을 스스로 해결하면 城鎭에 들어가는 것이 허가되었지만 전통적인 진입에 대한 

관념과 세부 관련 규정제도의 한계로 심사와 허가 수속이 번거로워 광범위한 진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龍港鎭에서는 매달 두 번씩 龍港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 

하여 많은 허가 과정을 단 한번에 해결하도록 하였다. 즉 과거에는 심사， 인준， 신청표 

작성 등등의 여러 절차에 몇 개월의 기간이 들던 것을 간단하고도 단기간에 가능하도 

록 줄여 주었다. 과거에는 8개의 허가 도장이 펼요했는데 이를 縣 經濟委員會의 하나 

로 줄이고， 나머지 社隊企業局， I商行政管理局， 公安局， 基建局， 士地管理所， 房屋‘띔;理 

所， 鎭j많府등 7개 도장을 감해 주었다，44) 

그러나 城鎭 건설 초기부터 사람들이 이입해 온 것은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정책 

담당자와 간부들의 인구 유치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 예가 선전대 활동이다. 보다 많 

은 주민들의 진입을 위해， “중점호， 전업호 진입 사무실(兩戶一體進城辦公室)"을 건립 

하고， 1984년 7월， 30명의 선전대를 4개조로 나눠 127R 區·鎭을 돌며 龍港의 지리적 이 

44) 그 과정을 통해 鎭 정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원래 鎭 정부에게는 유입 

농민의 심사·허가권이 없었는데 계속 鎭 정부의 요구에 의해 그 권한이 鎭 정부에게 넘어와 

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후 蒼南縣과 龍港鎭 사이의 여타 권한 

과 간부들 사이의 권한과 책임 문제에서 갈등관계가 생기는 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92 -



점， 발전 전망， 우대정책을 선전하고 돌아다녀 30일 만에 5，000여 호의 농민이 신청하 

였다. 주로 신청한 사람들은 인근 宜山， 錢庫 金獅 등 주민들로 이들은 이 지역에서 

경제력을 지닌 專業戶·重勳戶들이었다.45) 이들도 처음부터 바로 龍港鎭으로 진입한 것 

이 아니라， 龍港이 개방되고 많은 우대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리고 주변 

에서 일종의 “龍港熱”이라는 龍港으로의 진입 유행이 형성되면서 한꺼번에 밀려들게 

되었다(當代漸江짧究所， 1994, pp.30~32). 

주민과 노동력 흡수는 초창기와 그 이후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가 鎭 건설 초 

기의 농민 흡수이다. 이들은 대다수 농촌 중의 상품 경제에 대한 적응이 강하고 교육 

정도와 지식을 갖춘 “先富者”들로 향촌의 유능인들이다. 이는 龍港鎭의 전술한 선별적 

인 진입을 목표로 한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설립 초기에는 대개 2만~5만원의 자금이 

있어야 들어왔는데(胡宏偉·張和平 1994),46) 주로 개인 주택건설과 이후 가정 공장이나 

상점을 여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다. 중기를 거치면서 상공업이 계속 성장하자， 상공업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이 필요해졌고， 따라서 초기와는 다른 성격의 농민들이 진입하게 

된 것이다. 鎭으로 들어와 공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심사 비준을 통해 스스로 식량을 

해결하고 暫{t戶 IJ 형식으로 취업을 하였다(If溫州日報.n， 1993년 2월 4일). 

45) 專業戶란 “상품생산을 기본 특정으로 하고， 가정을 생산 단위로 하며 분업 발전의 기초 위 

에 기본적으로는 (혹은 완전히) 전문적으로 특정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농가로 종식업， 목축 

업， 어엽， 농부산품 가공， 운수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劉景田 等 主編， 1992, p.239). 그 구 

체적 기준은 가족내 노동력이 연간 노동일 300일 중 60% 이상을 한가지 업종(專業)의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그 수입이 전체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생산물의 80%(식량 

전업호는 60%) 이상을 상품화하여야 하며 생산물 판매수입이 지역 縣내 농가 평균 판매수 

입의 2배 이상인 농가이다. 한편 重勳戶는 상품생산을 기본특정으로 하고， 가정이 기본적 단 

위가 되어 기본적으로 특정 전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동시에 또한 기타 부문을 겸업 경영 

하는 농가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농가가 경영하는 항목에 대한 노동 소모와 수입 획득에 따 

라 수입의 50%이상을 얻는 것을 專業戶 그리고 50% 이하의 비중으로 그 노동력을 기타 생 

산활동에 투입 경영하는 농호를 重點戶라고 부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重點戶와 專業戶는 

유사한 형태로， 모두 생산규모가 비교적 크고 상품화율과 노동 생산율이 비교적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劉월田 첼 主編， 앞의 책， p.240L 개혁 이후 등장한 농촌의 부유층의 많은 수가 

바로 이들이었다. 

46) 1984년 당시 전국 농촌 일인당 연간 평균수입은 355元인 것을 감안하면 2-5方元은 상당 

히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 93 -



2.2 유입 주민의 성격 

초기에 龍港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은 일정한 부를 갖추고서 스스로 상공 

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의사·교사와 같은 龍港鎭으로서 꼭 필요한 유능 인 

력들에 국한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龍港鎭이 취했던 토지의 유상사용에 있었 

다. 토지의 사용권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중기와 

후기로 오면서 상공업 종사자와 직공들의 수요에 따라 일반적인 임금 노동자들도 유 

입되었지만 초기에 급속한 성장과 城鎭 건설의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선별적인 유입정책이 적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입 주민의 성격을 우선 그들의 교육 수준으로 파악해 보자. 1990년 조사에 의하 

면， 龍港의 교육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23). 문맹·반문맹 비율은 전국이 

30.7%인데 비해 龍港鎭은 14.9%이고 初中 이상 비율은 전국이 26.3%인데 비해 龍港

鎭은 47.7%로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이입 초기의 선별성으로 인한 정책이 어느 정도 

주효하게 작용해 경제력을 보유한 사람들 혹은 특정 직업의 유능인들이 진입한 결과 

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23. 龍港 주민의 교육 수준이 990년， %) 

문맹·반문맹 小學(초등학교) 初中(중학교) 이상 

龍港鎭 14.89 37.46 47.65 
溫州市 24.52 41.71 37.뼈 

처1....:. 국 30.73 37.16 26.31 
자료: 北京大 社會系(李浩然(1991)， p.169에서 재인용). 

특히 龍港鎭 주변 지역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역사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47) 龍港 주민들의 이러한 높은 교육 수준은 상품 경제에 대한 

47) 劉小京(1993)에 의하면， 龍港鎭 주변지역(龍港鎭， 宜山鎭， 錢庫鎭， 金柳鎭 일대)은 원래 인적 

수준 가운데 교육 수준이 여러 원인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곳이었다고 한다. 즉 교 

육 수준이 전국보다 현저히 낮고， 尙武 정신이 강한 토착적 성격을 가진 곳이라는 평가이다. 

이와 더불어 이 지역은 폐쇄된 자연환경과 소수 민족의 다양함， 縣내에 5개 이질적 언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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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수용이 비교적 빠르고 새로운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주민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이 진입한 후 자녀의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鎭 건설 7년에 무상출자 700만 

원으로 小學 4개， 中學 2개， 유아원 25개를 건설하였고， 그 결과 유아원 입학률이 95% 

이상 되었다.48) 

龍港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이입 목적은 결국 자신의 나은 생활을 찾으러 온 것이 

다. 이후의 이들의 생활에 관해서는 그들이 종사하게 된 업종을 통해서 알 수도 있다. 

대체로 1990년까지 이입한 주민들은 약 30%가 가정 공업과 교통 운수업에， 20%가 개 

체상업과 서비스업에， 30%가 獅鎭企業의 공인과 구매·판매원(供銷員)으로 취업하였다 

(李浩然， 1991, p.169). 즉 전체의 30% 정도만 다른 기업의 임금 노동자가 되고， 나머 

지는 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개인 영업활동이나 개인 생산활동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는 小城鎭 자체가 단순한 임노동자화를 위한 취업처라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이라도 

개체적인 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무대로서 인식되었고， 실제로도 그러한 과정으로 주민 

들이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의 진입 과정에서 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한 개인적 사례를 보자. 

비교적 이성적 성격을 지닌 阿領은 錢庫鎭에서 플라스틱 가공업을 하는 專業戶였다. 장사 

는 잘되어 그 판매처가 북부인 우루무치까지 이를 정도였다. 수년간 그 일을 해 왔다. 그런 

데 龍港 건설 소식을 듣고 녹훔에 머뭄러 있기보다논 새로무 城鎭으로 듬어가 보다 나븐 화 

격에서 색활하고 섣은 샘각이 들었다. 그래서 매일 龍港으로 가서 정황을 보다가， 12월 30일 

저년에 최종 결정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속으로 “내일 오전 龍港으로 가서 최후 결정을 하고， 

병존， 인구 압력 등이 융합되어 있는 곳으로 그 결과 宗族 조직간의 유혈사태가 자주 일어나 

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성에서 龍港鎭이 전국적 수준， 溫州市 수준보다 훨씬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초기 유입 주민들의 선별성을 보여준다. 

48) 했 정부도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잘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1992년까지 정부의 공공시설 

투자 가운데 약 50%가 교육부문에 투자되었다. 그러나 鎭 정부에서 밝히는 이러한 자랑스런 

태도는 간부들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책이기보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수동적 수용이 

라는 측면이 강하다. 왜냐하면 간부들의 입장은 총량적인 경제성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반면 주민들의 이입 목적은 이들이 도시적 서비스를 공급받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던 초기 주민들의 수요에 

의한 수동적 결과가 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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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오후에 (토지사용)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결심하였다. 다음날 새 

벽， 그는 길에서 여러 사람들이 龍港으로 향해 뛰어가는 것을 보고 분위기가 확 바뀌어 급히 

집으로 돌아와 갚이 넣어 둔 돈을 들고 龍港으로 달렸다 ...... (當代漸江昭究所， 1994, p.31. 

밑줄 필자). 

위의 사례와 다른 기록들을 보면， 초기에는 진입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로 주저 

하여 이입 신청이 많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자 그 분위기 

에 따라서 진입이 이루어졌다. 이는 龍港鎭의 정책적 우대와 선전이 어느 정도 당시의 

진입 욕구를 가진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입 주민들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이미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 

다는 점이다. 小城鎭으로 들어가서 城鎭 건설비나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비축 자금으 

로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다량 존재했다는 점이 城鎭 진입의 충분조건이 되었다. 게 

다가 새로운 城鎭에서의 기대는 생활환경에 대한 매력이 많이 작용하고 있고， 그 매력 

이 당시로서는 거금을 지불하고도 충분히 교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월 기간 내에 5，000여 명의 농민이 龍港에서 주택을 세울 것을 신청하여 허가 

받았다. 鎭으로 진입하여 주택을 세우고자 요구한 농민은 주로 蒼南縣 가운데서도 錢

庫， 宜山， 金獅鎭에서 왔고， 그 중에서도 錢庫가 제일 많았다. 錢庫의 한 자연촌에서는 

80여 호의 농민이 한꺼번에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當代漸江昭究所， 1994, pp.31-32). 

결국 이들이 진입한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龍港이 갖는 흡 

인 효과이다. 龍港은 새롭게 건설되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새로운 환 

경에서 자신의 상공업을 전개할 경우 선점 효과가 있다는 등의 이점으로 이입하게 된 

것이다. 龍港이 갖는 지리적 이점 역시 흡인 효과를 더욱 상승시켰다. 주위의 錢庫， 宜

IlJ, 金챙1)에 비해 항만을 갖춘 입지에서의 이점， 그리고 그를 통한 물자와 인적 자원의 

유통이 상대적으로 편리하다는 장점이 이를 가능케 했다. 또한 새로운 城鎭으로 들어 

가는 사람들이 모두 농촌 주민이라는 사실에서 갖게 되는 동류 의식을 통해， 기존 城

鎭으로 들어갈 때보다 훨씬 부담이 적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두 번째로는 龍港 이입 주민들의 원 거주지에서의 배출 요인을 들 수 있다. 이에 

는 농촌의 잉여 노동력 발생으로 인한 강제적인 배출이라는 측면과 농촌 내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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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정한 부를 가진 사람들의 계층 분화로 인한 자발적인 것， 두 가지 경우로 상정할 

수 있다. 잉여 노동력의 경우 농지에 대한 충분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농업 수익이 

적어 龍港으로 이주한 경우이다. 반면 분화에 의해 농촌 내 절대 다수인 농민과 다른 

위치를 갖게 된 계층들은 사회문화적으로 혹은 자신들이나 자녀들의 보다 나은 생활 

조건을 위해 농촌이 갖는 열세를 인식한 것이다，49) 

이러한 이입 주민의 성격을 龍港鎭 성장 시기별로 보면 초기에는 비교적 높은 교 

육 수준의 재력을 갖춘 자발적인 이주가 많았다고 한다면 점차 후기로 갈수록 상공업 

화에 따른 노동력의 필요로 그 이입 주민들의 선별성이 많이 희석되었고， 그것은 정부 

쪽으로서는 이미 굳어진 지역사회 체제 내에 일반 농민들이 진입해도 별다른 영향력 

이 없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돼) 즉 초기에 진입한 사람들의 큰 유형은 대체로 먼저 

부자가 된 농민 기술이나 경험을 가진 유능인 각종 기관이나 국영기업 직공이나 기 

관 간부들 등이었다면 이후 城鎭 규모의 확대와 상공업의 발전으로 소규모 생업 종사 

자와 다른 직업을 찾던 농민들이 점차 진입하게 되고 그들이 龍港의 서비스업과 기업 

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후기에 피고용을 주로 하는 이입 주민 

들은 건축 관련 업종과 운수업종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50%는 각종 서비 

49) 앞서도 언급한 劉小京(1993)의 분석에 따르면 이 지역뜰 주변은 1967년부터 1990년까지 宗

j次간의 유혈 충돌이 1.000여 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도 그 다툼은 그 

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어 1992년에는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 

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계층이 상승한 주민들은 기존의 마을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강하게 있었다. 기존 농촌 지역과 다르다는 사실은 鎬港鎭의 ‘갇1-劃生펀’ 부합률이 42개 獅鎭

가운데， 39위(蒼南統計年짧， 1994)라는 자료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적다는 것과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50) 다른 지역에서 小城鎭으로 진입한 사례를 보면， 폐南省、 鄭J‘|‘ 1 ， 安徵省、 太져J ， 鳳陽등 40여 개 

， 1](縣)에서 1992년 4만 여의 농민이 스스로 자비에 의해 진입 수속을 밟아 적게는 6，000元에 

서 많게는 3刀元， 평균 8，000元으로 모두 3억 元이 모였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진입 비용이 

많지만 싸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도시민 대우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 즉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 방변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는 점이 큰 혜택으로 여겨졌다. 계산에 따르면 현재 縣냈鎭의 건설비(공공 건물， 학교 등)는 

새로 증가하는 매 1명당 1.000元이면 가능하고 이러한 금액은 농민들이 진입할 경우 내는 금 

액의 1j~ 닝에 불과하다고 한다(黃小花， 1996), 각 사례들에서 공통적인 것은 초기에 小城폈 

으로 진입한 주민은 일정한 부를 가진 농민들에 국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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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업(방직·이발·음식·좌판 행상) 등에 종사한다. 이들이 오는 장소는 인근의 빈곤 산간 

지역에서 오고， 부분적으로는 安徵省， 四川省， 江西省 등지에서 왔다. 1991년 외래 잠 

주인구는 2，365명(전체의 4.9%)이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이입 주민을 시기별로 특성을 

분류하여 도식화한 것이 표 24이다. 

표 24. 龍港鎭 이입 주민의 성격 변화 

딘 Hr T 큰「 초기 중기 후기 

계 도。르 중상 계층 • • 직공， 농민 

이입 목적 개체 활동 • • 피고용 

교τ of- -A「τ;rζ τ 'Õ'" ÀJ• ‘ 저， 일반적 

이동 거리 근거리 • 비교적 원거리 

A~ 책 선별적 i • 무차별적 

이 표는 절대적인 비중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시기별 상대적 변화의 경향을 강조 

한 것이다. 이입 주민의 성격은 초기에는 정책의 선별성 (selecti vi ty )에서 기인한다. 초 

기에 경제적 자격이 있거나， 유능한 사람 위주로 이입을 받아들여 이들에 의한 상공업 

화와 기본적인 기초시설을 비롯한 주택지 개발을 이룰 수 있었다. 따라서 초기의 주민 

들의 계층도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류 계층 위주로 주로 개체활동을 목적으 

로 한 주민이 다수 이루고 있었고 이들은 龍港鎭 근처의 각 농촌에서 이입하였다. 그 

러한 상황과 현상들은 사회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변화와 더불어 小城鎭 내부에서 고 

착화되는 과정을 겪었고， 따라서 후기로 올수록 주민 이입 정책은 무차별적인 정책으 

로 바뀌었다. 그만큼 새로운 주민 이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변화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기 들어서는 주로 농촌에서 피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들 

이 주변 지역 뿐 아니라 먼 지역에서도 유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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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유상 사용 

3.1 정 책 

CD 성립과 초기의 토지 정책 

城鎭化의 과정에는 자금 조달이 가장 큰 문제이다. 국가에 의한 자금의 배정이 이 

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토지의 유상 사용이었다. 龍港鎭에서 

실시한 유상사용이 누가 먼저 시행하였는지에 대해서 當代漸江船究所(1994， pp.27-30) 

는 당시 龍港鎭 뿔記였던 陳定模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51) 정책의 시행이 한 개 

인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졌기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당시의 사회적·정치적 환 

경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城鎭 건설에 있어서 토지의 유상 사용은 시기 

적으로나， 정책의 과감성에서 획기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계속 토지는 국가 소유 혹은 집체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소유라는 

문제를 비껴 가며 유상 사용을 이루는 방법은 토지를 사용하는 주민이 공공 시설비와 

노동력 안치비를 내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개인 주택 건설이 허가된 토지는 필지의 

등급 차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눠 공공시설비를 받았다. 최고 등급은 매 칸(12 x 3.5m) 

최고 4，400元에서 최저 1 ，700元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반응은 상반된 것이었다. 일부 주민은 전에 없던 공공 시설비 

를 받는 정책이 시행되자 반발과 비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52) 정부 정책에 대한 주 

51) 陳 서기가 어릴 적 1:海에 있을 때 본 토지의 유상사용을 생각해 내고 f펌港에서도 그것을 

시행할 것을 생각해 냈고， 그의 제안은 鎭委와 龍港鎭 영도 그룹에 받아들여져서 시행되었다 

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의 사실성 여부는 의섬의 소지가 높다. 왜냐하면 중국적 상황에 

서 아무리 하위 정부가 일정한 권한이 있다하더라도 토지의 유상사용과 같은 극히 민감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대상을， 한 개인의 창의와 독단으로 결정하고 시행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것보다는 여기서 언급된 鎭 서기의 위치로 유추해 보면 이와 관련이 있는 계통의 상부에 

서 이루어진 구조적인 정책 시행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중국에서 개인적 행위에 대한 

과도한 미화는 이를 통해 전형적인 인간상을 만들어 내기 위한 조작적 목적에서 많이 이루 

어진다. 

52) “남의 약점으로 재물을 빼앗는다”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일부는 “군중의 돈으로 호사스럽게 

지낸다”고 하는 것들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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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반발과 더불어 간부들 또한 반발을 보였다. 그래서 일부 간부는 鎭 정부의 규 

정이 그 동안 지속되던 간부에 대한 우대 정책(간부의 개인주택 건설 장려)을 위반했 

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일부는 받은 필지를 되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자신들 

의 기득권에 대한 침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비판과 불만에 대한 대응은 회의 소집이 

라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은 간부들조차도 유상사용 원칙에 대해 반대의 

의견이 많았다는 것 보여준다. 鎭委에서는 100명의 龍港의 주택건설 관련 縣·區 간부 

회의를 소집하였다. 여기서 공공 시설비를 받는 이유 목적 의의를 설명하면서 간부들 

사이에서의 의견 조정을 거쳤다(當代漸江짧究所， 1994, pp.28-29). 

이 과정을 보면 토지의 유상 사용 정책이 처음부터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 

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각 행위주체들의 입장과 이익을 살펴보면， 

우선 간부들은 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높아지고 또 

한 일부는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지위의 상승은 정책의 성공의 평가와 

더불어 토지를 둘러싼 이권의 장악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하급 간부의 경우에는 기 

존의 기득권이 평준화되었다는 인식으로 반발을 보였다. 한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과 

거 원천적으로 공간적 이동이 봉쇄되던 것에서 능력과 자본력 있는 주민들에 한하지 

만 그 공간적 이동과 이용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혜택을 받았다. 

수용된 토지를 이용하여 주택과 건물을 건설하였는데 이때의 정책 시행은 다음의 

문건으로 알 수 있다. 

〈龍港鎭 토지 수용과 주택 건설 정책〉 

1 . 土地補↑賞費; 논을 수용할 경우 1 없에 2700元， 간석지(雜池 포함)는 1160元으로 논의 4 
t:::J 人}
.....L。

2. 덜 익은 농작물 배상(훔휩暗慣費) : 있을 경우만 배상， 최고한도 1 敏에 100元.

3. 노동력 안치비(勞力安置費) : 논은 1 빼에 600元， 간석지는 400元

4. 공공시설비(公共設施費) : 수용토지 1 故에 대해 5335元， 즉 1 m' 에 8元. 거리 전면에 있지 

공장， 창고， 기타 용지는 1 m' 당 3元.

5. 토지사용비(地價款) : 여섯 등급으로 나눠 징수. 일등급 1 칸에 5000元， 2등급 3500元，

2700元， 4등급 2200元， 5등급 1900元. 6등급 1700元. 주민 거주지 1450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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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건설 용지(建房用地): CD 토지점용 표준: 주민 일인당 12 m'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따라 

3명의 가족은 36 m'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4-5명의 가족은 55 m' ’ 6인 이상 대가족은 70m' 

초과해서는 안된다 농민은 일인당 25 m'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인 이하 소가족은 70 m’ , 4-

인의 중가족은 110m' ’ 6인 이상 대가족은 125m'를 초과할 수 없다.(g) 4명 이하의 가족이 

미 한 칸의 옛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주택을 허가 받을 수 없고， 5인 이상의 경우에 

는 능력이 있으면 한 칸 더 세울 수 있다. 1979년 이후 경지를 훼손시켜 주택을 지은 곳은 

일률적으로 다시 건축할 수 없다 

7. 상품 식량 호구(商品根戶) : 부부 쌍방이 城鎭에서 정식호구의 주민직공·간부이고 鎭 내에 주 

택이 확실히 없는 상황이면， 縣의 주택관리 부문의 승인을 거쳐 鎭 계획부서가 안배를 한다. 

8. 集體와 個體 工商戶: 주택 건설 조건에 부합되면 縣 工商局으I 1984년 1 월 1 일 이후의 “영 

허가증”을 가지고 현지 정부의 심사를 거쳐 주택 관리소의 비준을 신청한다. 

9. 화교 외환에 의한 주택 건설: 본인이 신청하고 국내외 친척에 위탁하여 대신 일을 처리하면 

현지 정부의 의견을 검토심사를 거쳐 縣 주택관리소가 비준한다 

10. 농촌“兩戶"(重點]5， 專業戶를 지칭) : 개인이 투자하여 주택을 짓거나 혹은 연합체가 합자하 

주택을 짓는 것은 현지 정부의 의건과 서명을 거쳐 필요한 스스로의 식량과 스스로의 호구 

를 해결한다는 조건에서 縣 주택 관리소에 심사를 신청하면 縣長이 비준한다. 

끼 . 鎭 내의 종사자: 鎭 내에서 일하는 직공， 간부의 연령이 50세 이상이 되면 주택을 세우고 

하는 신청이 가능하다 

12. 주택 건설 보조: 행정 기관이나 기업 등의 간부가 주택을 세울 때， 보조의 표준은 일반 간 

부의 경우 585元， 縣級 간부는 715元으로 주관 부분에서 지급한다. 

(자료: 따港젠人民政府 내부문건) 

9 중기 이후의 정책 

성립 당시와 초기에 위의 방식에 의한 토지의 유상 사용은 토지에 대한 가격을 

직접적으로 수취한 것은 아니었다. 즉 ‘노동력 안치비’와 ‘공공 시설비’ 등의 도구를 사 

용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합법적인 토지의 유상 사용은 아니었다. 그런데 罷港

鎭의 성립과 이후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여러 제재와 수속 과정의 복잡함이 완화되자 

자연히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지가가 팽창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鎭 정부가 

정한 공공 시설비는 계속 올라가고 ‘자유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어 부동산 시장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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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간부들의 대응 역시， 집체적인 방법으로 이를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그 

러나 그 통제는 직접적인 것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즉 1986년， ‘蒼南

縣 부동산 개발공사’를 龍港鎭에 설립하여 부동산 산업을 집체적인 개발을 하기 시작 

하였다. 토지에서 막대한 수익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집체화된 상시 관리 

통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공사의 책임자는 抗州， 上海， 廣州， 深죄1[ 등의 부동산 개발 

과정을 직접 경험 학습하고， 龍港鎭에 상품주택을 건설하고 판매하게 되었다(當代漸江 

짧究所， 1994, p.61). 

전반적인 토지와 부동산 시장의 성장은 토지를 이제 특수한 상품이 아닌 보편적 

인 상품시장에 편입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92년 縣 정부의 공식 문건으로 토지의 

상품성을 인정하게 되었다.많) 그 결과 3월 25일 鎭 정부가 方岩下斷頭河의 토지의 경 

매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입찰에 나온 필지는 鎭 내에서 제일 번화한 곳이었다.5 

일전 입찰 공고가 나간 후 鎭 전체와 인근 獅鎭에서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공개입 

찰 공고 규정에 따르면 필지는 모두 79칸에 면적은 3，182m2으로， 참여자는 거주지나 

현 소유 주택면적， 호구 관계， 직업 등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공고 5일만에 모두 459 

명의 참가자가 신청하여 당일의 결과는 최고 입찰액은 852，222元이었으며， 평균 1빼(약 

200평)에 595方元으로 판매되었다.닮) 그러한 토지를 구입한 사람들은 역시 鎭내의 주 

민과 인근의 부유한 농민들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 받은 사람도 

金獅鎭의 한 농민 전업호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잠재성을 갖고 있던 토지 시장이 정부의 공식 문건을 통해 

허가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 하나 1992년이라는 시기가 ‘治理整願’이 끝나고 새로 

운 2차 경제개혁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점이다. 龍港鎭의 경우 1992년 이전 전국의 

53) 1992년 3월 8일 蒼南縣은 《龍港鎭 方岩下斷頭河의 토지를 치리 개조한 후 유상사용하고자 

하는데 대한 회답》에서 정식 문건으로 공개 입찰을 통한 토지 사용권을 유상 양도하는 것 

에 대해 동의하게 되었다. 

54) 약 l평당 29，750元 정도이다. 이를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약 298만원 정도로 상당히 비싼 

가격이다. 당시 계산에 의하면 한 칸(1칸은 3.5 x 12=42mz로 약 12.7평)의 필지가 약 85만여元 

으로 현지 시장 가격대로 하면 금 10.88kg에 해당하고， 鎭 기관 고위 간부의 426년 임금， 1때 

(약 200평) 논의 1500년 수익과 같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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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불황기에도 일정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성장의 경험이 자신들 정책 

을 보다 개혁적인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했다. 위와 같은 토지 시장 

의 폭발적 잠재력은 鎭 정부 뿐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 

어 國家士地管理局의 부국장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조사연구를 행할 정도로 주위와 

상급 부문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결국 能港鎭에서의 토지에 대한 상품화는 그 성립과 동시에 진행된 자연스런 과 

정이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전개 과정이 보다 개혁적이었다는데 특징이 있다. 다 

만 여기서도 그 총괄적인 작동에는 행정력이나 집체(기관)에 의한 통제와 관리가 지속 

적으로 존재하였다. 이는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분야에선 행정력과 집체가 먼저 선도 

해 나가고 그 속에서 실제적인 활동을 하는 주민들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자 

유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외곽에선 이를 통제하는 체제가 유지되면서 진행되었 

다. 

3.2 건 설 

;城鎭 건설에서 필요한 자금은 표 25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하였다. 구체적인 항목 

을 보면， 城鎭에 소요되는 기초 시설비는 토지 사용비를 받아서 충당하고， 교육에 필 

요한 투자는 무상 기부의 형태를 주로 취하였다. 무상기부라는 형식도 또 다른 城鎭

진입비에 속하는 부담이 된다. 자발적인 기부에 의한다고 하지만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은근히 혹은 공공연하게 기부를 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수익 사업이 되는 공공 성격 

의 서비스(영화관 유아원 병원 등)는 합자의 형식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였다. 

한편， 새로운 토지의 유상사용으로 인해 기존에 토지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어떻게 

그 토지에서 이전시켰는가?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의 주택 200여 칸의 처리 문제는 

아무리 당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했더라도 당연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될 수 

밖에 없었다. 그 해결책으로 반복적인 사상교육， 군중대회 등이 동원되고， 한편으로는 

강력한 가구 이전 정책을 실시하였다. 즉 1984 8월 9일 이후 10일 이내에 이전하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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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龍港鎭 城鎭 건설 재원 조달 방법 

항목 과
 

결
 

다
 

E 조
 

내 용 

· 건축부지에 대하여 징수 l' 1985년 말， 1 ，000여 만 元의 기 초시 
이 전의 무상사용권을 유상사용으로| 

| 설비를 징수. 
바꿈 l' 1987년 건설용지를 공개매각을 개 
원칙: “누구든 투자하여 수익을 얻| 

| 시. 매 m2당 최고 2，000元으로 부동 
고， 누구든 돈을 내어 주택을 건설| 

| 산 개발. 
할 수 있다 l' 1990년 기 초시 설 투자자금 5，000여 . 42m2 (12 x 3.5m)를 기본으로 차익지| 

L | 方元， 일인당 1 ，000元으로 전국 최 
대를 수취. 6등급으로 나궈 최고| 「 AX 

5.000元， 최 저 1.700元 I J.!.. Tτ.
· 각 촌이 토지를 헌납하고 각 단위와 
경영자들에게 자금을 헌납하도록 부 1 . 1985년까지 무상으로 모은 학자금 
추켜 교육문화등 공익사업에 사용. 1 175方元

. 대신 정부는 陣 현판 등으로 기념 1 . 1990년까지 교육기본투자 800方元
하거나， 鎭 人大會議에 자리를 주거| 중 무상자금 모집이 95%. 
나， 표창장을 주는 형식을 취한다. 

l' 1990년까지 당구장， 영화관 3곳， 유 
합자 I...Þ b'=? -.1 1 ..1 f"> 1 -;11.. ~ -.J 0 -,1 f">-1 -.1 ) 1 -ii<-l 1 l' 城鎭건설 일괄공정을 기업가， 사회| 아원 21개(유아 입학률 95%이상) , 
(공동출! | | 0 능인 등이 합자 형식으로 투자. 1 의원(130병상) , 서점 127R , 무술관 자)투자 11 U L:. U 1=1 ' 1 0 1 --'- l' 1 • 

| I 2개， 비디오점 4개. 

l' 외부의 투자， 외국 합자경영， 지방 재정수입， 부동산 거래비 수입 등으로 
기타 | 니 i 

...'L‘Q. 

기초 
시설비 

무상 
기부 

자료: 李浩然(1991 ， pp.4 ~6)의 내용을 기초로 정리. 

상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린다고 공포하였다.또) 8월 18일 9일만에 166칸 구 주택들이 

전부 철거되고 그들에게 鎭 정부는 6，000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였다(當代漸江빠究所， 

1994, p.33). 즉 회유와 강제력을 동시에 동원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도한 바를 관철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주민 입장이라기보다 발전 우선적인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龍港鎭의 총 계획된 용지면적은 1.890빼로 규정대로 하면 3.500명의 노동력이 새 

롭게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기에는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 

55) 전형적인 사회주의식 해결 방법이다. 사상적인 면을 통한 유화책을 사용한다거나 군중대회 

를 통해 분위기를 의도한 바대로 몰아 나가는 식이 그렇다. 군중대회에서 선전원이 연설을 

하고 약간의 침묵과 동원된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이용하여， 이것이 기회라 판단한 영도인들 

의 빠른 일 처리，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전되고(쫓겨나고) 

그 땅에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새로운 건물을 짓고 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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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새로 龍港에서 이루진 산업활동 형태는 개체호나 주식제기업 들이라 대량으로 

노동력을 흡수하기가 어려웠다. 

鎭 委員현와 정부가 취한 노동력 이전에 관한 조치는 조건이 되는 기업·사업 단위 

에서 심사를 거쳐 소부분의 노동력을 채용하고， 鎭에서 세운 일부 鎭辦기업이 노동력 

을 수용하였지만 대부분인 90%이상의 노동력은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 

만 토지 1i따에 대하여 일차에 한해 ‘勞動力 安置費’ 5，어O元을 교부하였다.56) 이러한 

정책에 대해 처음에는 당연히 주민들이 반발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가진 주민들에 대 

한 통제력으로 이를 무마하였다. 물론 ‘城鎭건설이 노동력 취업기회의 증가시키므로 

城鎭 건설이 좋으면 노동력은 출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등의 교육을 행하였지만 

(앞의 책， p.29), 그것으로 해결될 수는 없었다. 결국 農民城 건설이라는 말 뒤에는 이 

렇게 기존의 주민들이 사용하던 토지를 이용하고 그 주민들은 새로운 진로를 찾아， 공 

업노동， 상업， 운수， 판매에 종사하거나 서비스업을 열게 되는 강제적인 직업 분화를 

이끌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강제력에 의해 罷港의 산업구조가 다양화되는 계기 

가 되었다. 

이후에도 새로운 토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적인 개발 과정에서도 

토지를 수용하여 사용하였다. 즉 토지가 小城鎭 건설의 거의 유일한 자금원으로 작용 

하였다. 이러한 토지의 수용은 1985년을 념어 1986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은 1986년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토지 수요에 대한 공급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시기가 바로 龍港의 상공업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된 시점이기도 하 

다. 토지의 수용 전 용도는 초기에는 논과 밭이 비슷하게 나타나다가， 1985년 이후에 

는 거의 논을 수용하였다. 수용된 후 이용된 것은 가장 많은 토지가 수용된 1985년과 

1986년에는 개인 개인 주택 건설이 주로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이 

시기에 활발한 주민 이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89년， 1990년 

56) 토지 1때W66.7m2 )를 수용하는데 5，000元이 들었다면， 12 x 3.5인 42m2의 토지 사용비가 5,000 
元에서 1 ，700元이므로， 이것을 1←빼로 계산하면 79，369元 -26，985元이다. 鎭 정부로서는， 토지 

의 유상 사용을 통해 최소한 16배 -5.4배의 토지 가격의 차액을 만들어 낸 것이다. 결국 小

싸폈化라는 것이 토지의 가격 현실화로 나타난 차액을 이용한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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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면 수용 토지가 적어지고， 한편으로는 수용 후의 토지는 국가와 집체 기관들의 

사용으로 이루어진 현상으로 이어졌다. 

표 26. 龍港鎭 토지 수용 

표급 합계 
수용 후 사용(%) 수용 전 용도(%) 

(빼) 개인 
즈L드一 밭 i 기타 국가·집체 주택 건설 

1982 9.84 100 46.7 53.3 
1983 109.328 100 27.1 53.5 19.4 

1984 125.264 68.3 21.7 75.2 24.8 
1985 649.991 20.7 79.3 94.2 3.0 2.8 
1986 312.26 23.9 76.1 97.6 1.8 0.6 
1987 93.362 86.6 13.4 58.2 38.8 3.0 
1988 96.153 52.2 47.8 98.0 2.0 
1989 38.어7 95.5 4.5 100 
1990 109.667 92.2 7.8 1어 

합계 1543.772 44.2 55.8 86.9 
’: 

10.1 3.0 
자료: 龍港鎭 내부문건 

이렇듯 토지에 대한 수용과 유상사용은 자연히 토지 시장을 성숙하게 하고， 이는 

개인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龍港鎭에는 진 관할 주택， 국유 주택， 집체 관리 

주택， 개인 주택 등이 있다. 공공 주택은 건축구조， 사용 목적， 필지 등에 의거하여 필 

요한 가구에 임대하고， 개인 주택은 승계·분할·교환·증여·매매에 관한 업무 처리를 엄격 

히 심사하여 매입자가 세금을 내도록 하였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1989년 4월부터 토지의 사용등기의 신고를 시작하였다. 그 

러한 과정을 통해 주택 시장도 하나의 상품 시장으로 자리잡게 되고 일반 주민들도 

토지와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게 되었고， 정부는 정당한 거래를 

허가하고 거래 수속비를 취하는 식으로 재정 수입을 확대하였다. 

부동산 시장의 성립은 개인 주택 거래의 활발함으로 표현되는데 표 27은 그러한 

개인 주택의 거래 상황을 본 것이다. 여기서 보면 1987년과 1988년에 비교적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즉 龍港鎭 성립과 더불어 3~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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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택 거래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 이를 상품으로 거래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또한 초기의 이입자와 새로운 이입자들의 교체와 임대 그리고 매매가 별 

다른 제한없이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7. 龍港鎭 개인 주택 거래 

연도 거래 건수 
거래 수속비 거래 금액 

(1-2.5%) (元)

1985 8 1 ，440.어 144,000 

1986 119 31 ,239.90 3,123,990 

1987 270 80,015.96 8,001,596 

1988 207 88,169.62 8,816,962 

1989 122 62,448.16 6,244,816 

1990 134 153,673 6,146,920 
..... ---------------.-------- -------------------._------- ------------------------------------ ----------‘----------_.---------‘--------

합계 860 416,986.64 32,478,284 

자료: 龍港鎭 내부문건 

龍港鎭의 토지 유상사용은 小城鎭 건설의 하나의 전형으로 이어졌다. 최근 들어 

이러한 방식에 의한 小城鎭 건설이 흔해졌다.57) 즉 小城鎭으로의 진입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그 토지를 이용한 활동들에 대한 욕구를 집체가 가진 토지를 이용하여 개발 

비용으로 삼았다. 토지의 유상 사용은 농촌 도시화 발전， 농촌 잉여 노동력의 해소， 잉 

여 자금의 2.3차 산업으로의 진입이라는 중국 정책 담당자들의 목표를 쉽게 만족시켜 

주는 도구가 되었다. 이를 통해 농촌의 부유한 노동력이 계층적으로 분화될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격리( segregation)되는 작용도 한꺼번에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농촌의 

농업적 측면에서도 적정 규모경영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냈다는 의의， 그리고 

경쟁을 통한 토지의 사용으로 공개화된 규범의 등장으로 토지와 관련한 부정이 오히 

려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도 그 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반면 각종 건설 과정에서 소요 

되는 비용을 토지에 대한 사용비로 충당하다보니 전체적 계획에 의한 小城鎭 내부 토 

지이용보다는 임의성을 가진 비효율적인 이용 환경오염 그리고 간부들의 각종 이권 

개입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57) IT'中|씨 L地-服.JJ， “地改， 從城市到柳鎭-小城鎭地改縣述’'(1996년 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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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공엽의 전개 

4.1 공 업 

龍港鎭의 공업화의 전개는 초기의 가정공업 위주에서 점차 성장하여 1988년 들어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1989년 이후 ‘治理整輯’ 시기에 

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다. 시기별 공업화의 전개과정과 

그 간단한 특정을 표 28에서 나타내었다. 

龍港鎭은 초기에 주위 농촌의 가정공업을 흡수하여 규모가 작지만 대량의 공업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사영 부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1985년의 경우에는 가정 공업과 聯戶 공업이 공업 생산액의 63.3%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상황은， 비교적 기업 구조를 갖춘 중· 

대형 공업들의 입지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상황은 중기 

로 념어가면서 변화하였다. 성립 후 몇 년간을 지나면서 小城鎭의 기초시설이 형성되 

고， 어느 정도의 안정기가 시작되자， 보다 많은 자본을 갖춘 중점호， 전엽호 들이 진입 

하게 되고， 이들의 활동으로 龍港鎭은 공업 구조가 질적 변화를 겪게 된다. 보다 규모 

가 큰 집체 경제의 성장으로 시장 규모도 확대되어 이때부터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곳 

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은 龍港鎭의 정책적 강조가 주로 경제 건설로 옮긴 시점과 

일치한다. 그 결과 1988년 龍港鎭 공엽은 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후 1991년의 

중기 동안 빠른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경기 위축기에 해 

당되는 시점인 것을 감안하면 龍港鎭의 성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전 시기의 가정 공업 위주의 사영과 개체에서， 집체적 기업이 두각을 나타 

낸 시기였다 그러나 후기로 오면서 그러한 집체와 사영의 구별은 주식제의 등장으로 

모호해지게 되었다. 물론 주식제의 활동은 사영부문의 활발함을 전제로 하지만， 외부 

적인 면으로는 집체 경제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후기 들어서는 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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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龍港鎭 공업화의 전개 

연도 
공업생산액 

~三1 징 
시기 

(75元) 구분 

1984 (233.40, 집체) 
가정공업 위주， 전업호 299호(노동자 10，006명) 
가정공업에서 가정공장으로 발전. 

1985 2,465.40 가정공업과 聯戶공업이 진 전체 공업 생산액의 63.3%. 조 

기 
1986 3,392.25 농촌 전업호， 중점호， 경제연합체의 대량 전입. 

1987 6,906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기초시설의 초보적 완비로 큰 

1988 13,031 
비약. 처음으로 플라스틱(비닐)， 표패·신분증， 방직， 의 
류， 기계 등이 주요 업종으로 형성， 전자 두 업종이 총 
생산액의 ~. 종엽원의 μ차지. 
전국적인 시장 위축으로 판매·자금·전력 등 많은 문제 

걷 ~ 
1989 15,133 가 발생했으나， 8월 이후 다시 회복되어 전국은 침체된 

데 비해 龍港은 완만하지만 성장을 이룸. 기 

1990 23,191 
다시 빠른 성장， 주식합작제의 장려로 현대화된 기업 

얻~{!. 

1991 31,517 
취업노동력， 전입인구(23，177명)의 성장이 제일 빠름. 
공업 기 업 2807R (사영 877R ). 

1992 64,917.97 
주식기업이 선풍적으로 확산， 공업기업 4727R , 직공 

17.582명. 

1993 125,558 원료상승， 자금·에너지 부족의 곤란， 공업기업 5527R. 후 

1994 164,448 柳 이 상(88，019方元)， 村 이 하(76，429乃元) . 기 

1995 224,645 쩨 이 상(134，582方元)， 村 이 하(90 ，063죄元) . 

자료Ií蒼南縣統計年짧.JJ， 기타 문건으로 정리. 

와 사영 부분이 융합되어 중국식의 산업 구조의 형태로 고착되고 있다. 즉 집체와 사 

영의 역할 분담으로， 집체의 힘은 사영 부문의 활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전반적인 경영 활동의 자율성에서는 사영부문이 역동성을 지니게 되었다. 

파E港鎭 현 공업 구조의 특징은 첫째， 표 29에서 나타나듯 쩨 이상의 기업(집체기 

업)이 전체 수는 5%에 불과하지만 생산액에서는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村 이하 

의 기업이 규모가 작고， 영세한 가정 공업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柳 이상의 집 

체공업의 비중은 각각 36.7%(1985년)， 70.7%(1987년)， 72.6% (1988년)， 74.2%(1989년) , 

73.0%(1990년)， 53.5%(1994년)， 59.9%(1995년)으로 바뀌었다. 이 수치를 근거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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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龍港鎭 공업기업과 생산액 

구 τ Hr 기업 개수(개) 
공업 총생산액(萬 元)

1994년 1995년 

全 鎭 합계 9,833 164,448 224,645 

1) 柳 및 獅 이상 536 88,019 134,581.83 
그중 獅鎭企業 320 51 ,129 68,835.84 

2) 村 및 村 이하와 城鎭 9297 74,428 101,845 
개체공업 8700 69,906 95,000 

그 중 허가엽체 547 19,973 30,893 
사영공업 50 5,996 6,845 

자료: 龍港鎭統計站(1995， 12, 29) , 龍港鎭I辦(1996， 1, 15). 

초기에는 주위 농촌에서 들어온 이입자들에 의한 개체와 사영부문이 많은 비중을 차 

지하다가， 1987년을 이후 龍港鎭의 발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집체의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추세는 1990년 초반까지 지속되다가 1994년 

과 1995년에는 약간 그 추세가 수그러졌다. 그러나 그것이 집체 공업이 절대적으로 줄 

어들었다기보다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집체적인 관리 경영은 그 

대로 있고， 외부적인 형태에 있어서만 변한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 집체와 사영·개 

체가 융합되는 시기인 것이다. 총괄적으로 보면 龍港의 공업 발전은 초기에는 개체와 

사영부문이 선도하였으나 점차 집체의 영향력이 관리와 통제 부문의 보다 고차적인 

기능에서 그 역할이 커졌다. 

둘째， 표 30에서 보면， 龍港鎭의 공업 업종 가운데 비닐 제품업， 인쇄업， 방직업을 

합치면 58.1%를 차지해 이 세 업종이 龍港鎭의 주력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업종들은 罷港鎭에서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龍港鎭 성립 이전부터 주위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던 것이 주민의 이입과 더불어 함께 들어온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업 

종들은 생산액의 규모가 큰 龍港鎭 주력 기업의 제품구조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어 이들 제품들이 龍港의 대표적 업종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많) 

58) 龍港抱工辦制(1995)의 자료에 의하면， 1994년 생산액 500方元이상 30개 기업(전체 비중이 

39% 차지) 가운데 227TI 기업이 이 세 가지 업종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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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龍港鎭 각 공업 업종 생산액 (%) 

방직업 식품 전기 

연도 
합계 비닐 인쇄 기계 공예 재봉 음료 전자 

기타 
(치元) 제품업 공업 모포 毛結 공업 미술업 업 제조 설비 

업 업 

1988 9,460.82 26.3 3.5 21.0 9.9 18.2 8.7 12.4 

1989 11,233.94 32.7 5.6 24.9 11.9 9.5 5.0 10.4 

1990 16,937.20 22.3 10.2 35.5 6.3 7.6 6.2 11.9 
1994 88,019.43 27.6 11.8 3.7 15.0 3.3 1.3 2.3 5.0 3.6 26.4 

1995 134,581.83 13.7 18.1 2.1 24.2 2.8 1.2 1.2 3.3 2.4. 29.2 
자료: 龍港鎭工辦制(1996年 1月 15 日). 李浩然(1991. 158~ 159) 내용을 기초로 계산 

이 세 가지 업종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자(當代漸江짧究所， 1994, pp.97~99). 첫 

째 비닐 제품 업종은 1980년대 초 湖前， 宜山， 錢庫 등 농촌 주민들이 목제 편직기를 

이용하여 비닐 포장 주머니를 생산한 것이 기원이 되었다. 기술이 간단하고 단순하여 

농촌 가정공업의 주요 제품이었고 龍港으로 들어온 이 업종의 전업호들이 공장을 세 

우게 되어 점차 龍港에서도 집중 생산하게 되었다. 1986년 이후 생산 설비를 개선해 

철제 생산기를 도입하여 기술과 제품 질이 점차 개선되고 전국적인 시장망을 형성하 

게 되었다. 이후 제품도 플라스틱 완구로 확대되었다. 1992년 鎭 전체 각종 비닐(플라 

스틱) 제품 공장은 모두 1217~로 연 20.234.59方元을 생산해 전체 공엽 생산액의 40% 

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가 방직 업종이다. 이것은 이미 隨港 주위의 錢庫， 金쩨， 宜 LIJ

등지의 전통적인 산업으로 그 연원은 오래된 것이며 홉될港에서도 지주 업종으로 중요 

한 지위를 점한다. 淸代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h統士織(전통적 방식의 방직)이 보 

편적으로 이루어져， “곳곳에 방직기 소리요， 집집마다 직포 작업으로 바쁜” 현상을 나 

타냈다.'X후때 잠시 침체되다， 개혁 이후 다시 cJø土織 열기가 생겼고， 특히 이 과정 

에서 재생 모헤어(앙고라 털)를 이용한 布， 의류 생산으로 발전하였다. 도시 대공장에 

서 폐기한 모헤어의 자투리를 이용한 모헤어 방직업은 이 지역 농촌 가정공업의 주요 

업종이 된 것이다. 能港鎭 설립 때가 바로， 재생 모헤어 방직업의 확대 발전 시기였다. 

이 업종에서 부자가 된 專菜戶， 重點戶 들이 龍港으로 들어와 공장을 세우고 방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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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공업에서 공장형태로 발전시켰다. 1992년 생산액은 10，460.35만 元으로 전체 공업 

총생산액의 20.6%를 차지한다. 세 번째가 인쇄 엽종이다. 이는 기술과 설비가 비교적 

빨리 변하는 업종으로 생산도구는 일반적으로 원반 인쇄기에서 옳셋 인쇄기， 칼라 인 

쇄기로 발전하여 최근에는 레이저 컴퓨터 인쇄를 도입하여 생산한다. 인쇄품은 장부 

책， 봉투， 서식에서 정밀한 상표， 포장 주머니， 포장 바구니 등등으로 발전하여， 1992년 

인쇄 공업 기업은 2267R로 생산액 8，159.20만 元으로 전체 공업 생산액의 16.1%를 차 

지한다. 그 외에 1707R 의 개체호가 인쇄상표 생산에 종사하고 그 생산액은 3，000만 元

정도이다 

즉 이러한 龍港鎭의 주력 업종의 특징은 원료 조달에서 문제가 없는 업종， 혹은 

도시의 폐기 원료를 쓰거나 인쇄업종처럼 어느 정도의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소자본 

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주력으로 삼은 것이다. 이 역시 별다른 자원이 부족했 

던 지역적 배경에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많은 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공업기업은 기업당 종업원이 2.2명 정도로 영세 

하다. 이들은 소규모 작업장에서 가족 노동력을 이용한 작업을 주로 한다. 표 31에서 

보듯 대부분이 무허가 공장으로 정식적인 기업 체제를 갖춘 곳도 아니다. 조사 과정에 

서 龍港鎭 시가지 곳곳의 가옥 1층에서 소규모 상점을 이용한 방직업과 상표 인쇄업 

이 가장 흔한 경관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하청 관계로 이어지는 생산조직이라 

기보다， 바로 상업을 겸하면서 이루어지는 개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수입 100]) 元 이하의 村 이하 공업 부문 경제 지표( 1995년) 

꿇숨:f 기업 수 
판매수입 세금 

고정자산 보유자금 
종업원 

종업원수 
(영업수입) 납부액 보수 

(개) 
(方元) (方元)

(方元) (乃元)
Cl5元)

(명) 

총계 7590 97224 1892 13833 16984 15264 16733 
개체 허가 427 16905 286 1244 2666 2286 1563 

무허가 7163 80319 1606 12589 14318 12978 15170 
총계 225 6253 114 833 1666 1082 1165 

합작 허가 23 1727 61 212 412 169 109 
무허가 202 4526 53 621 1254 913 1056 

자료: 隨港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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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龍港鎭 기업 구조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주식합작제가 두드러진다는 점이 

다. 1994년 龍港의 주식합작제 기업은 1343호로 전체 기업총수의 85%를 차지한다(rr溫 

州 B 강립， 1994년 1월 8일자) . 

龍港鎭에서의 농민 주식합작제 기업 59)은 1980년대에 등장하였으나 1990년을 넘어 

서면서 대량 출현하여 현재 가장 두드러진 경영 방식으로 있다. 1990년 龍港의 공상기 

업 620개 중 주식합작기업이 450개이며， 전체 집체공업의 생산액·세수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龍港에서의 주식합작 기업은 1987년부터 성행하여 의류공장， 모헤어 

재생 모포， 비닐 편직대 생산 등에 많이 보급되었다(李浩然， 1991, pp.20-21). 이전에 

龍港에서도 많이 존재했고 또한 溫州 지역의 기업 운용 방식의 특징이었던 掛戶기업 

에서 전반적으로 바뀌게 된 주식합작제란 표 32에서 보듯， 주식제와 합작경제의 중간 

단계로 재산권이 명확하고 이익이 직접적이며 위험을 공동부담하고 운영방식이 빠르 

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60) 이것은 완전한 주식제와 이전의 기업구조와의 중간 단계 

를 취하여， 급격한 주식제로의 기업 구조 변화에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집 

59) 농민 주식합작제 기업이란 3명 이상의 농민이 협의를 통해 자금·현물·기술·노동력 등을 주 
식으로 삼아 조직을 통해， 스스로의 원에 의한 생산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가 

의 계획지도를 받아들이고 민주적인 관리를 실행하며 노동력에 의한 분배를 위주로， 일정한 

비례로 이익 배당， 공공 축적을 행하며， 독립책임과 민사책임을 지는 법적 건립인가가 난 경 

제조직이다. 1994년 현재 獅鎭의 주식합작제 기엽의 수는 20.4만 개로 향촌집체기업 총수의 

12.43%며， 직공은 799.8만 명으로 微鎭企業 직공의 0.66% , 獅村 집체기업 직공의 13.55%에 

해당한다. 그 형태는 @ 향촌집체기업 개조형，@ 개체·사영·연호기엽 변화형，@ 樞 l피參ij~聯 

젤型，@ 總廠 혹은 總、公司型(이중 경영형)으로 나눌 수 있다(中國獅鎭企業年醒， 1995, pp.280 
-282). 

60) 龍딴의 기업 경영 방식은， 분산 경영 • 掛戶합작 경영 • 주식합작 경영으로 바뀌게 되었 

다. 앞장에서 보았던 溫州의 특정인 掛戶 경영이 龍港에서도 성행하다가 그 한계와 문제점으 

로 주식 합작제로 넘어갔다. 掛戶합작 경영이 가지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CD 掛戶기업의 

기능인 전표， 장부， 세금 납부 대행， 소개장， 공백계약서， 은행 계좌를 빌려주는 것인데， 이것 

이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불명확하여 경영활동을 감독하기가 실제로 어려웠다. 특히 전문적 

으로 性|戶를 상대하는 4無 기업(공장·설비·자금·축적이 없는 기업)이 출현하여 부정당한 경영 

활동이 많아， 경제분규가 빈발하였다.(2) 많은 掛戶者를 갖추고， 다만 상표만 빌려주는 경영 

을 하는 기엽은 신용이 없어 생산품 품질이 낮고， 가짜 모방품·열등품이 시장에 나가기 쉬었 

다.@ 부정당 경쟁을 하여 탈세 현상도 등장하여 농촌 집체경제와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쳤 

다(靈핏폈 jQI)鎭企業l해 副局長 겸 龍港鎭 副鎭長 林正梁과의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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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을 강화하면서도 사영 부문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등장한 것이다. 

표 32. 합작저1 ， 주식합작제， 주식제의 특징과 비교 

π많댁f 연합 방식 분배 방식 
개인재산 주’쿼 \..!. 

최고 기관 
경영관리의 

~i ’L l 쿼 \..!. 유동 표결 방식 

합작제 
노동자 

노동력 분배 걷 tjrf 까r- r ;、 1 금지 
사원대회 

일인 일표 
연합 (직공대회) 

주식합작제 
재산(생산 노동력·자본 

승인 
다수 

주주대회 일인 일표 
요소)연합 결합 금지 

주식제 자금 연합 주식 배당 승인 허용 주주대회 
일주식 

~ 
일표 

자료: 薰瑞觀(1994) 0 .40. 

주식합작제의 특정은 이것이 집체경제 범주에 속하기에 생산 경영 활동이나 각급 

정부의 혜택을 받기에 유리하다. 그러기에 기업가의 요구와 정부의 집체 경제 우대 정 

책과 맞아떨어진 것이다. 즉 기업은 정부의 혜택 속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부로서 

도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일정 정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기업(기업가)과 정부(간부) 

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龍港에서의 주식합자 경영은 다양한 규모와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즉 규모에서는 소형기업에서 대형기업까지 포괄하고 출자 인원도 보통 10명 이하에서 

수십 명까지 출자하지만 백 명 이상의 출자한 경우도 있으며 참여대상도 경영자가 자 

금을 출자한 기업에서 직공 전체가 출자한 기업까지 있다. 이러한 주식합작제는 공업 

뿐 아니라 상업， 교통·운수업， 서비스업 등 다양하다. 그 과정은 1985-1988년까지는 

주식합자제 기업의 발생에서 성숙기로 가는 초보 단계로 여러 가지 혼란이 많았다.61) 

계속적인 龍港鎭 정부의 장려 정책으로 1987년 주식합작 기업 179개， 공업생산액 

4.279만원으로 전체 鎭 집체공업 생산액의 87.7%를 차지했으며 1988년에는 6207R 의 

鎭 전체 공상기업 중 주식합작제가 4507R로 62.6%를 차지하게 되었다. 1990년에는 생 

61) 주주간의 내분으로 도산하기도 하고 서로 분리도 하였다. 또한 동업자끼리 기업의 원료， 제 
품， 기계를 빼앗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그 원인은 가정경영식 관리방식을 벗어나지 못해， 

소유권과 생산 경영권이 분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주주와 창장(경리)과의 모순 때문이며， 또 

한 관리자의 경험부족과 규정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원인도 컸다. 즉 새로운 제도 시행에 비 

해 그 내용은 전 시기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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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액 13，643乃元으로 진 전체의 공농업 생산액의 57.8%를 차지하였고， 1993년에는 기 

엽집단 1개， 유한책임공사 32개， 공업 기업 5447~ ， 상업기업 6937~ ， 교통운수업·서비스 

업 수십 개로 공업 총생산액 68，222만원으로 진 전체 집체공업 총액의 95%, 공농업 생 

산액 총액의 51.6%를 차지(當代漸江짧究所， 1994, pp.111 -113)하여 龍港鎭의 대표적인 

기업 형식이자 경제 운영 형식이 되었다. 

그러면 왜 小城鎭 정부는 주식합작제를 장려했는가? 이는 주식합작제가 집체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주식합작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단지 사영기 

업의 외관적인 포장만 바뀌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주식합작제의 전개는 사영화의 진전 

이라는 입장도 있다. 즉 시장 경쟁의 강화나 사영 부문의 불리한 점을 집체라는 외부 

적인 보호 장치를 이용할 뿐이라는 논의이다. 그러나 이는 주식합작제의 시행 주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의견이다. 즉 정부 단위에서 그 강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 

다는 것은 사영 기업의 자발적인 원인보다는 집체 단위나 행정력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즉 실제 내용에서도 주식합작제는 엄연히 집체소유로 분류 

되고 있고， 기업에 대해 유무형의 관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져， 개혁 이후 지나친 사 

영화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한 관리，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입장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로서도 이데올로기적인 보호 장치로서 주식합작제의 집체성을 

강조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사영 부문의 능동적인 적극성은 계속 발휘되도록 할 수 

있는 점에서 주식합작제의 이점이 있다. 龍港鎭에서 주식합작제가 성행하기 시작한 시 

점이 바로 能港의 급속한 성장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은 우연이기보다 이러한 집체화 

와 성장， 그리고 다시 성장과 집체화의 상호작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음을 

의미한다. 

4.2 상 업 

상업 활동의 시기적 특성은， 초기(성립 -1987년 말)까지는 대규모의 상업 활동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소규모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업활동에 머물렀다. 하지만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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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992년 초)에는 전반적인 龍港鎭의 성장을 맞아 상엽적 활동도 전문시장의 

성립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한다. 그러한 성장은 후기 이후에 계속 지속되고， 상업과 

공업의 균형적 성장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龍港 경제의 특색은 “상업으로 공업을 촉 

진하여， 상공업이 동시에 성장”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溫州 전체 지역의 특징이기도 

하다. 전술한 대로 중기 이래로 龍港鎭 상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시기의 

성장 상황을 몇 가지 지표로 확인해 보자. 

1991년의 개체 상업호는 69개 업종의 1 ，291호로 그중 工商管理部門에 등록한 것은 

550호이며 미등록 한 것은 741호이다(표 33). 그 업종을 보면 1987년의 경우에는 음식， 

철물·전기， 여관엽， 담배·술 등 주요 생활 소비형 업종이 주였으나 1991년에는 이러한 

업종과 더불어 상표 인쇄업과 같은 생산과 동시에 판매를 겸하는 엽종이 주목할 만하 

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상표 인쇄는 공업 부문에서도 중요한 생산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 활동의 활발함을 기초로 한 상업 활동 역시 두드러진다. 실제로 

龍港鎭 도처에 군소업체가 밀집하여 판매와 제작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진 

3과 4는 그러한 상표인쇄와 각종 증명서를 제작， 판매하는 점포와 노점의 모습이다.62) 

표 33. 龍港鎭 개체 상업호의 업종 

연도 업체 수 주요업종 

1987년 
음식 (33) ， 철물·전기 (31)， 여관(30) ， 담배·술(29) ， 비닐가공 

(등록 업체) 
332호 (24) , 복장(16) ， 百貨(12) ， 토산·일용잡품(12) ， 가전제품수리 

(9) , 이 발·건재·냉음료(8) 

IO二 ; 「그 
五交化(78) ， 띈貨(74) ， 토산·일용잡품(61) ， 담배·술·잡붐(57) ， 

업체 
550호 상표인쇄 (44) ， 수리 (34) ， 음식·旅店(34) ， 여관(26) ， 약재 (23) ， 

1991년 사진(14) ， 이 발(13) ， 기 타(92) 

미등록 
741호 

상표인쇄 (170) ， 음식노점 (97) ， 금은 장식가공(93) ， 이발(76) ， 

업체 기타 (305) 
자료: 能港鎭 내부자료 

62) 이들 업종의 성장에는 중국의 가짜 상품의 범람과도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등록 
안된 소규모 업체에서는 유명 상품의 상표도 보였는데 현지인들에 의하면， 진짜 상표와 구별 

이 안된다는 ‘자랑’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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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각종 증명서를 파는 노점 

사진 4. 상표 판매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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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에 이르러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전문 시장의 많은 성장이다. 龍港鎭 시장을 

정리한 다음의 표 34이다. 이 표에서 보듯， 중기에 이르러 성립한 시장이 모두 9개이 

고， 특히 그 규모가 커지고， 그 거래액이나 거래 범위가 확대되었다. 

표 34. 龍港鎭의 시장(1992년) 

종 
건축면적 총투자 점포수 

영업 H 시장 연 
건립 

시장 명칭 면적 
(ml

) (方元) (개) 
인원 참가자 거래액 

시기 
업종 ~극 .b 

(ml
) (명) 수(명) (乃元)

龍港第一菜市場 3464 3864 126 684 1聊 15000 9730 1984.11 農副(菜) 工商分局

龍港第二菜市場 2157 1780 20 175 3애 2500 1500 1985.9 農副(菜) I商分局

龍港第三菜市場 2960 1850 18 120 220 2600 1500 1985.4 農副(菜) I商分局

龍港百有商場 6130 4500 255 232 뼈5 않85 2애O 1992.5 보-，자 o I商分局

龍港服裝市場 3300 3300 80 220 500 2000 21600 1989.5 복장 聯辦

龍港服裝商場 3000 3600 155 149 260 1500 1400 1992.3 보-，자 。 聯辦

龍港化裝品市場 1200 1200 30 40 60 1애O 200 1992.3 화장품 食品廠

龍港毛짧市場 11애O 7100 160 때O 2애O 염50 10368 1992.1 모포 聯辦

龍港購輪*'-þ市場 6600 3500 80 200 500 1300 5000 1991 .12 納、 聯辦

龍港第一建材市場 8500 2애O 54 60 156 400 3600 1985.10 목재 聯辦

龍港第二建材市場 4100 1600 33 53 160 450 3800 1988.11 목재 聯辦

龍港竹木市場 1600 350 17 45 35 100 400 1988.7 대나무 聯辦

龍港鋼材市場 4때O 2860 50 43 56 300 3500 1987.8 강재 聯辦

龍港布角市場 4500 3800 60 66 110 280 600 1991.5 布角 村辦

水果市場 1115 4애 5.6 103 780 1987.1 과일 村辦

水Vß市場 5000 373 8 40 7000 1988.3 시멘트 聯辦

자료: 龍港鎭 내부자료 

이러한 시장의 확대의 특징을 보면 초기에는 주로 생필품 위주의 업종이 대부분이 

고， 후기로 올수록 공업적 성과를 상업적 유통 부문으로 보완해 주는 단계로 가고 있 

다. 즉 건립 초기에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농부산품 위주의 시장이다가 점차 

공업화가 이루어지자 유통부문에서 이를 묶어 주고 관리할 기구가 필요해졌고，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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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시장의 성 립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龍港鎭의 주요 업종인 모포와 재생 모헤어 

(앙고라 털)를 다루는 시장도 거의 같은 시기인 1991년 12월과 1992년 1월에 개설됨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초창기에는 시장이 완전 행정 단위에 소속되어 있다가 

후기에 올수록 집체력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집체력 

의 역할이 후기에 올수록 강화되고， 그 성격이 전체적인 관리부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공업과 상업 부문의 전반적인 발전을 통해， 시장 수요가 발생하 

자 이를 체계화하고 관리 통제하는 역할로서의 집체에 의한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 가운데 ‘龍港鎭再生購輪毛짧市場’은 가정 개체공업에서 만든 재생 모헤어 모포 

를 거래하는 곳이다. 현재 龍港의 모포시장은 전국적인 시장망을 갖추고 있고， 그 모 

포의 생산은 일반 가정에서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다. 1991년 초 龍港鎭의 한 

村인 新波村이 160方元을 투자하여 모포시장(毛짧市場)을 11,000mZ, 건축면적 7,loom2 

에 설치하였다. 1991년 말， 개체 모포 생산자는 1 ，000여 호에 모포 편직기는 1，l00여대， 

종사원 4，에0여명이 되었다. 그중 고용 여공이 2，000명이다. 일일 재생모포 생산량은 

2.88만 별， 연 생산액 10，368方元， 세일즈맨 300명에 연 884만 벌의 모포를 판매한다. 

이곳 모포시장이 중국 전국 판매량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장에서 판매되 

는 제품의 70% 이상이 龍港 가정공업에서 생산한 것이다.없) 이러한 시장의 역할은 곳 

곳에 분산된 가정 소공업의 생산품을 다른 지역으로 유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공정의 

생산자들에 공급하는 연결점으로 작용하면서 존재한다. 사진 5， 6， 7은 재생 모헤어 시 

장과 모포시장， 그리고 재생 모헤어의 원료를 나르는 모습이다. 이들 시장은 규모나 

참여 인원도 상당히 많았고 구매자들은 현지인보다는 외지인이 더 많다고 한다. 

63) 실제 조사 기간 중 龍港鎭 중심지에는 이 모포를 싣고 다니는 인력거를 흔하게 목격하였으 

며， 모포시장은 그 규모나 거래에서 활기를 띠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심부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을 원거리 대도시로 실어 나르는 운송 회사 역시 발달되어， 가정상품생산→시 

장→운송 영역이 일체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중간 단계인 시장 

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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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재생 모헤어 시장(판매자도 모헤어로 만든 옷을 입고 있다) 

사진 6. 모포 시장의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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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재생 모헤어의 자투리 원료를 실어 나르는 모습 

후기로 들면서 이러한 시장에 대한 작용은 더욱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龍港鎭의 

소상품들은 그 상품의 성격상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져야 하고， 자신들이 직접 구매·판 

매원(供銷員)을 두지 않는 이상， 龍港鎭 내의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없) 

1993년 말 현재 거래 시장은 모두 24개로 그 중에 10개는 전문시장이다. 그 업종과 

거래액은 다음과 같다. 역시 모포， 모헤어 관련 시장의 거래액이 전체의 42.2%를 차지 

하여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농부산품 시장이 

33.5%를 차지하여 이 두 업종이 전체 거래액의 75.7%를 차지한다. 

64) 소상품 생산에 대한 간부들의 관리와 정책 시행은， 상품의 유통 분야를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들의 생각은 “시장을 통해 기업을 조절하고 거시적 조정 

을 실현하고， 이후에 미시적 조정을 기할 수 있다"(當代漸江船究所， 1994, p.57)고 한다. 즉 

이 말은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사영부문을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개인적 활동이 많았던 溫州

(혹은 禮뺨) 상황에 맞는 통제 방법이다. 그 영향으로 龍港鎭의 경우에는 1990년대 이후 국 

유 상업공사나 집체상업 기업의 활동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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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龍港鎭 시장의 업종벌 구성 

업종명 개수 점포 수 
거래액(만원) 

(총거래액에 대한 비율) 

의 류 6 941 9,420 (13.7%) 

建材類 7 5,474 8%) 

農質(농수산물) 4 1059 23,000 (33.5%) 

모포， 모헤어， 폐재료 3 29,035 (42.2%) 

기 타 4 1,800 ( 2.6%) 
자료: 當代漸江짧究所(1994). 0.56.에 근거하여 정리. 

상업은 자유로운 유통분야로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龍港鎭

에서는 상업적 발전 역시 공업과 마찬가지로 龍港鎭 중기 이후 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가운데서 정책 담당자들은 시장 혹은 다른 상업 기구를 통 

한 생산 부문에 대한 조절과 통제를 이루려고 하였다. 

5. 龍港 성장의 평가 

龍港鎭의 성과에 대해 “농민들의 위대한 창조 “거룡의 잠을 깨우다" “중국의 기 

적”이라는 우호적인 평가와 더불어 “문란하다 “농지를 훼손하여 주택건설 “(사회주 

의를 벗어난) 위험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양립하였다. 이렇게 양쪽의 시각이 대립한 

가장 큰 판단항목은 바로 토지와 이를 이용한 주민들의 유입과 상공업화에 있다. 

즉 토지는 유상사용을 통해 城鎭 건설의 평가로 전체적인 龍港의 평가로 대체된 

다고 하겠다.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측면은 토지의 효율성을 가지고 논의한다. 예를 

들어， 가구의 주거 공간적인 측면에서， 城鎭에서는 1빼에 7戶가 생활 가능하여， 평균 

점용면적 l.3分65)으로 북방 농촌 주택용지 1빼， 抗州-嘉興-湖州 지역 7分， 紹興-寧波

지역 5分， 溫州 3分 등에 비해 훨씬 작다. 또한 생산 활동적인 측면에서， 龍港 주위 수 

도작 이익은 200元 소채·과일 2，000元， 화훼 재배 10，000元， 공장 수익 40乃元이 생긴 

다라는 식으로 城鎭 건설로 인한 토지 이용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타당성을 입증한다 

65) 分은 0.1때 이 고 1빼는 약 200평 (6.67a)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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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팎然， 1991 , p.1l). 물론 이러한 수치적인 효율성 문제는 그 이용의 질적인 면이나 

이용 주체의 성격을 도외시한 것으로 전체적인 평가에 있어 정당성을 가지기 힘들다. 

能港을 바라보는 언론과 중앙정부의 입장도 역시 龍港의 성과에 대해 우호적이 

다，66) 이러한 우호적인 입장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자체 

적인 城鎭 건설로 이어졌다는데， 그 후한 평가가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초기에 문제 

가 될 수 있었던 토지의 유상사용과 사회주의 토지소유에 관한 원칙도 이후에 전개된 

정책들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별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龍港은 “農民城”에서 나아가 도시로 진입하려한다. 모든 수준(재 

정수입， 공업생산액， 비농업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이 모두 이미 市를 초과한다. 그러 

나 현 행정 서열상 더 높은 지위의 縣城이 아직도 鎭으로 있기에， 龍港鎭은 여전히 鎭

으로 남아있다. 현 중국의 도시화의 문제는 건설 자금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과 장기 

적으로 저임금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인데 龍港은 이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이기 때 

문에 유명해진 것이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으로는 지역적인 유리함도 작용했다. 즉 발전의 동력이 되었던 

풍부한 인력， 자본 들의 유입을 충분히 이끌 중심지가 이 부근에서는 부족했다는 말이 

다. 지역 중심지 수요에 성립에서 龍港鎭이 두드러진 것은 기존의 城鎭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건설했다는 점이다. 완전히 새로운 건설이 보다 주위 환경에 빨 

리 적응하고， 보다 변화된 정책을 시행하는데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龍港

鎭의 취락 체계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져， 지리학자 胡*量은 “漸江 남부 福建 북부 약 

400여 km òJl 중등 도시가 없어 바로 龍港이 중간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胡宏偉·張치l平， 1994)고 한다. 즉 龍港 주위에 강력한 차상위 중심지로서의 도시가 없 

었다는 점이 小城鎭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했 

66) “팬딴이 출현했어야 하느냐 아니냐는 이미 실천으로서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 …만약 더욱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더욱 넓은 地緣경제로 협조를 진행하고 건너면 驚江鎭과 상호관계를 

이루면， nu딴은 효과적인 유명 도시가 될 것이고 漸江省 남부 해안선상에 큰 빛을 비출 것이 

다." (Ii'人民 H 報~ 1988년 6월 22일) . 그밖에 중앙의 고위 간부들도 직접 龍港을 참관하고 다녀 

갔고， 그 외에도 학계， 지방 정부 관계자들 등 많은 수가 다녀갔다. 심지어는 너무 많은 참관 

인들이 와서， 한때는 중앙정부에서 i펀港 참관을 자제해 달라는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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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小城鎭을 포함한 중간 계층 취락의 층이 밟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새로운 小城鎭이 단시간 내에 제대로의 역할을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 

것은 小城鎭 성장 과정은 주위의 공간적 계층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의 중요성 

을 보여준다. 

龍港의 성장 과정과 비교하여 주목할 것은 龍港 지역이 속한 溫州의 지역 발전은 

일반적으로 사영과 개체 경제가 주도하였다고 평가되는 점이다. 그러나 龍港鎭의 경우 

에는 경제가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데는 집체의 영향력과 관리 부문의 힘이 크게 

작용했고， 그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도 집체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 지역의 공상세 수입 구조로도 알 수 있다. 1987 

년에는 개체에 의한 세수 비율은 약 4.4%로 나타나 그 영향이 미미하며， 1990년까지 

계속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다. 물론 개체의 많은 부분이 掛戶의 통계로 잡힐 가능성 

도 있지만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비중은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표 36. 龍港鎭 주요 공상세 수입원 

연도 1987 1988 1989 1990 

총액 521.9方元 844.6477元 1104.93乃元 1543.54方7C

식품비닐(18.1%) 편직 (23.8%) 掛-戶 (24.0%)
집체상업 (19.7%) 

방직 피 혁 (17.7%) 패호(19.3%) 2경공엽 (17.6%) 
국영상업(19.2%) 

국영상업(17.3%) 국영상엽 (14.0%) 편직(14.4%) 
내용 기계방직 (16.8%) 

집체상업(14.9%) 2경공업 (13.8%) 집체상엽 (1 1.4%) 
인쇄공업 (13.5%) 

2경공업 (10.3%) 집체상업 (12.8%) 국영상업(10.7%) 
-----.--------‘------------------------ -----------------.-----------._-------- --------------------.------------’------- ------------------------_.---------.----

개체 (4.4%) 개체 (3.1%) 개체 (2.7%) 개체 (3.7%) 
'------••• 

자료: 李팎然(1991 ， pp.160 ~ 163)을 기초로 상위 10% 이상만 작성. 

전반적인 성공적 요인 외에 龍港의 건설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도 또한 존재한다 

그것은 첫째， 철저한 시장경제의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여， 그 속에서 적응한 사람들에 

게는 많은 혜택을 입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강제로 이 대열에서 빌려나거나 제 

외되었다. 즉 토지의 유상사용에서 보듯， 토지소유가 집체에 있다는 원칙으로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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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자들에게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여， 다시 그 토지를 유상으로 파는 과정에 

서 분명 불이익을 당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龍港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의 선별성 문제이다 초기의 진입 주민들은 주위 농촌의 일반 농촌 주민에 비해，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 능력 그리고 사회적 경험 면에서 보다 나은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龍港鎭으로 들어오는 행정적 규제는 풀렸지만 시장 경제적 제약(토지 사용비 지급)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 중심지로 인구가 선별적으로 이동하여 높은 인 

구 수준을 받아들인 지역은 거점 기능을 발휘하고 동시에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성장 과정을 볼 때， 주위 농촌들로부터 유리한 자연적·인적 조 

건들을 계속 흡수만 하면서 성장하고 있고 기대되는 파급 효과의 발생은 적다. 그래서 

지역 내의 불균등과 계층간의 격차가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다. 셋째， 호적제도가 미비 

하다. 물론 스스로 식량을 해결하고 현실적으로 龍港에서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나 

차별이 없지만， 아직도 농촌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이나 신분적인 

보장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호적제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개선을 넘 

어서는 문제이다. 넷째， 생산활동의 단순화이다. 전술한 상공업 구조에서 나타나듯 몇 

몇 소수의 엽종에 지나지게 의존하여，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 

다 특히 현재의 비교 우위적 상품 생산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외부 영향으 

로 그 비교 우위를 앓을수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다섯째， 城鎭 취락 경관 구조의 

단순화이다. 이는 생산활동의 단순화로 나타난 현상으로 전체적인 城鎭 취락은 생산활 

동에 맞춰져， 전체 주민 거주지들이 소규모 작엽장처럼 존재한다. 도시로 지향하고 있 

는 能港鎭으로서는， 여러 복합적인 기능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능들이 입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효율 위주의 작업장 역할이 대부분이다. 일률적인 높이와 크 

기의 건물과 주택이 배열되어 있고， 주거지와 작업장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 

를 띠고 있다. 

지금까지 파E港鎭의 성립과 관련한 인구 유입， 토지의 유상 사용 정책， 그리고 이 

러한 과정을 통한 상공업화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能港鎭의 성장 과정은 당시 존재 

했던 외부， 내부에서 주어진 환경과 정책，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수용과 시행을 가능 

케 했던 결과이자 또 다른 원인으로서의 공간 구조의 변화와 그 속에서의 행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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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대응을 포함한다. 물론 공간 구조의 변화는 정책의 결과인가， 아니면 원인인가 

하는 질문은 서로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그 선후 관계의 설명은 불필요하다. 

다만 공간 구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小城鎭’ 자체가 가진 공간적 중요성 때문이다. 小

城鎭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의 행정 계층 문제가 아닌 농촌 중심지가 성장하면서 발생 

하는 공간적， 사회적 의의와 그 영향이 총체적으로 발생하고 구현되는 구체적인 장소 

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龍港鎭의 전반적 변화와 더불어 이 

하 장에 서 는 小城鎭 龍港의 공간구조를 분석 규모의 상하 왕복을 통해 살펴 보고， 이 

과정 이후에 내부의 각 행위주체들의 특징과 대응을 알아보도록 한다. 

- 126 -



저14장 小城鎭 龍港의 공간 구조 

1. 溫州의 공간 체계와 龍港鎭

溫州는 11 ，784k따로 漸江省의 1 1.4%를 차지하는 면적에 인구는 692.4만 명으로 漸

江省、 전체의 15.9%를 가진 지역이다. 이 지역은 漸江省 남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東中

國海와 접해 있는 곳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영경제에 의한 농촌 발전의 모델 

로서 주목을 받는 곳이다. 

溫州의 취락 체계를 살펴보기 전에 溫州와 사례지역 龍港鎭， 그리고 龍港鎭의 관 

할 縣을 중심으로 각각의 상위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몇 가지 지표로 살펴본 것 

이 다음 표 37이다. 여기서 나타나듯이 溫州는 漸江省 전체에 비해 일인당 국내 생산， 

농촌 주민 수입 공업 생산액이 낮게 나타난다. 또한 재정 수입도 漸江省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인구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漸江省、 전체로 봐서 溫州가 속한 서남 

부는 동북부67)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제 발달 정도가 낮다. 溫州의 일인당 국내 생산액 

은 漸江省、 117R 市(地區)가운데 9위， 일인당 경지면적은 10위， 농촌 주민 소득은 7위， 

공업 생산액 9위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인구에 비해 각 지표의 발달 정도가 漸江省

에서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대만과 접해 있다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국가의 투자 

가 극히 적어 기초적인 설비나 공업이 미약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한 溫州가 농촌 경제 발전의 사례로 언급되는 것은 溫州 가운데서 일부 지역 

이 경제의 성장이 다른 곳보다 훨씬 빨랐기 때문이다. 溫州 내부의 자연 환경은 연안 

을 제외한 내륙 쪽으로는 산지여서 외부와의 접근이 어렵고 이러한 지역의 농촌의 경 

우에는 중국의 다른 농촌과 마찬가지로 소득 면에서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68) 

67) 漸江省、 지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抗/‘|‘1 ， 寧波， 嘉興， 1;펴폐펴헤J1'川1'1‘'1'1，、 

북부와 ’펌냄폐’T까싸州‘'1'폐1'1、↑1 ， '金없 i華훨， 짧衛i1’1'1'州‘'1'1‘↑1 ， 台”’”싸州‘'1'1‘↑1 ， 麗水地區 등 이 속한 서 남부로 나눌 수 있 다. 이 구분은 지 리 
적인 차이(동북부논 평지 서남부는 산지 위주)와 더불어， 경제적인 격차에 근거한다. 특히 

경제 운영 방식도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 동북부의 경우에는 ‘懶南模式’과 비슷하게 대도 

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한 집체 경제의 영향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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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漸江省·溫州市·蒼南縣·龍港鎭 각 지표의 비교( 1994년) 

행정구역(개) 일인당 일인당 일인당 일인당 
재정 

구분 
인구 建 국내 농촌주민 경지 공업 

수입 
(만 명) 

市 縣
制 챙8 村 생산액 연수입 면적 생산액 

(地區) (市) (억 원) 
鎭 (元) (元) (a) (元)

漸江省 4341.2 11 ! 87 熾! 892 淑13 6149 2913.19 3.77 15630 209.39 

溫州市
692.4 

1 ! 8 ! 140 ‘ 175 i 6265 4307 2000 2.50 
11.0437 

(15.9%) 
6456 

(5.3%) 

蒼南縣
112.7 

1 i 21 21 973 2366 1645 2.59 
1.0265 

4417 
(16.3%) (9.3%) 

13.4 
: - ! 1 49 龍港鎭 6882 3288 1.47 12298 

(11.9) (73.6%) 
* 인구와 재정 수입의 ( )의 비율은 차상위 행정 계층에 대한 비율임. 

자료 11폐江統計年鐵』 『蒼南統計年鐵.JI， 1995. 

溫州의 취락 규모와 그 가운데에서의 龍港鎭의 위상을 살펴보자. 溫州의 모든 城

鎭69)인 1417R 市와 鎭을 대상으로 하여 순위 규모 그래프를 그린 것이 그림 13이고， 

인구 규모별 계층을 구분한 것이 표 38이다. 1417R 의 市와 鎭의 인구는 많게는 113.5 

만 명에서 가장 적은 것이 8，873명이었다. 그 평균 인구는 40，188명이었다. 

溫州 城鎭 체계를 순위 규모와 그 지역적 분포 등을 분석한 결과， 그 특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溫州 내의 城鎭 체계는 종주화되어 있어 수위 城鎭과 그 하위 城鎭간 

의 규모의 차가 비교적 크다. 溫州市의 인구 규모가 100만 명이 넘는 반면 2위인 龍港

鎭이 13.4만 명으로 그 차가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은 중국 농촌 도시화의 일반적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개혁 이전에 도시화를 정책적으로 제한하였고 이와 더불어 경제 발 

달이 미약하여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도시화 과정이 지체되었다. 그러던 상황이 개혁 

68) 이런 점에서 지역 격차에 관한 기존의 설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즉 省 단위(혹은 일부 

지구급 -rlJ 단위)에 의한 지역 격차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인 내부 변화를 사상한 채， 지나치 
게 큰 지역 규모로 합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분석 

규모를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성장의 파급효과가 미진한 현실에서 속칭 발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 내부에서도 중국 중서부에 못지 않은 빈곤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 

는 경우가 많다. 溫州 역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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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만명) 

100 r. 엎州 

離J‘ 
10 

20 40 60 80 100 120 140 

市훌술뀌 

그림 13. 溫州 城鎭의 순위규모(1995년) 

이후의 小城鎭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의 진전이 괄목하게 진전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공간상에서 도시 규모의 체계적 계열화가 반영되기까지에는 시간적 차이가 발 

생한다. 따라서 현재 중국 농촌의 도시화는 중간 규모의 도시가 그 수량이나 그 기능 

의 측면에서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7이 

둘째， 지역적 분포의 편재성이다. 표 38과 그림 13, 그리고 다음의 그림 14에서 보 

면 많은 城鎭들이 연안에 입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큰 城鎭들은 거의 

69) 삶 이상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縣級 m에 해당하는 樂淸-rIJ와 혜安파의 경우 
에도 그 IU 정부 소재지가 있는 鎭의 규모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의 통계에는 縣級
"5의 경우에 이 I쉰가 관할하는 모든 鎭의 인구(혹은 微까지를 포함한 인구)를 그 dj의 인구 
로 표기하기에 실제적인 공간상의 중심지 체계상의 인식과는 다르게， 해당 퍼가 과대 평가될 

위험이 있다. 
70) 그런 점에서 중간 규모의 도시를 통한 중국 농촌 도시화 방법의 논의는， 도시화의 결과로 
서의 중간 도시는 가능할지라도 애초 그 수단이나 시작 단계로서의 중간 규모를 상정한다는 
것은 중국적 상황에서 부합되지 않는다. 정책적 변수에 의한 공간적 발전의 왜옥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며 다시 이것이 사회적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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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溫州의 城鎭 체계 

규모 100만 이상 10만-20만 5-10만 3-5만 3만 미만 

市鎭 수 3 15 37 83 

洞頭縣 0개 ~폐頭縣 0개 洞頭縣 2개 

永嘉縣 3개 永嘉縣 4개 永嘉縣 7개 

平陽縣 3개 平陽縣 4개 平陽縣 9개 

市鎭 명칭 
龍港鎭(13.4) 蒼南縣 3개 蒼南縣 6개 蒼南縣 117R 

溫州市(113.5) 瑞案市(13.0) 文成縣 0개 文成縣 2개 文成縣 6개 
(만 명) 

樂淸市(12.8) 泰順縣 0개 泰順縣 1개 泰順縣 9개 

溫州市 0개 溫州市 5개 溫州市 197R 

瑞安市 1개 瑞安市 107R 瑞安市 127R 

樂淸市 5개 樂淸市 5개 樂淸市 8개 
자료Ii"中國城市統計年鍵 1995年.!I， 中國統計出版社.

대부분이 해안의 항구를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다. 이는 溫州 지역 내륙이 산지로 되어 

있다는 자연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산지로 인해 내륙 쪽으로 연결된 교통로는 

적고， 많은 교통로가 단절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적 조건으로 城鎭들은 해안을 따라 

발달하였다. 그래서 해안에 접한 樂淸市， 溫州市， 瑞安市， 平陽縣， 蒼南縣들의 城鎭의 

발달 정도가 다른 縣들에 비해 두드러진다. 

셋째， 대도시 주변의 城鎭들의 발달이 미약하다. 즉 溫州를 중심으로 한 주위의 城

鎭들은 상당히 규모가 작아 바로 3만 이하의 城鎭으로 그 규모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 

다. 이는 溫州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들이 자연환경적 입지 조건은 좋지만 溫州라는 대 

도시의 흡수력 때문에 주위의 城鎭 발달이 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아직은 공간 

상으로 연속적인 도시들의 집단적 입지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중국의 도시 주 

위는， 경관이나 토지 이용， 그리고 인구 배치 면에서 점진적인 도시 영향권의 감소가 

아년 단절된 형태로 바로 농촌으로 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 

시적 연속성보다는 기존의 도시(城鎭)의 차별적 성장이 더욱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부가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溫州 지역의 상대적 자족성 혹은 폐쇄성이 

다. 溫州는 전술한 바대로 외부와의 연결성이 부족하고 또한 溫州보다 상위의 계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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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溫州 城鎭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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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71) 상위 계층의 영향력이 적었다. 따라서 蘇南 지 

역이나 漸江 북동부에서 보이는 대도시와의 상호 관계를 통한 농촌 발전의 과정이 없 

었고， 공간적으로 내부 혹은 아래로부터의 발전 방향이 모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전체적인 溫州의 취락 체계 내에서 龍港鎭의 위치는 역시 순위 규모적 측 

면과 지역적 분포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龍港鎭은 溫州를 제외한 鎭 가운데 그 규 

모가 가장 크다. 龍港鎭의 발달 과정에서 보았듯이 그 규모가 1992년 이후 급격하게 

커진 것이 행정구역의 확대로 기인한 것이지만 그 확대 역시 현재의 발달 정도， 혹은 

미래의 城鎭 발달을 예측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현 龍港鎭 인구규모가 갖는 

도시적 내용이 과대하게 평가될 수 있지만 행정구역 확대 자체가 城鎭의 잠재력이라 

는 점에서 전체적인 溫州 취락 체계에서 의미가 있다. 

龍港鎭과 같은 계층의 城鎭은 瑞安市와 樂淸市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溫州가 

1차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 세 곳이 2차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순위 규모적인 측면에서 이들 세 城鎭 바로 다음에 역시 연속적인 城鎭이 있지만 이 

들이 행정 계층에 있어 상위이고 72) 또한 비록 미세하지만 그 계층 구분이 있다는 점 

(그림 13)에서 차하위 중심지와의 구별이 가능하다.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龍港鎭은 溫州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차상위 중심지인 溫州

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멸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龍港鎭이 성립한 공간적， 취 

락 규모적인 성립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즉 蒼南縣의 북동부를 중심으로한 농촌경제 

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묶을 지역 중심체가 부족하였고 그러한 점에서 좋은 항 

구의 입지 조건을 갖춘 龍港鎭이 성립되었다. 樂淸市나 瑞安市는 이전부터 있던 지역 

중심지들인 반면 溫州 남부에서는 그렇다 할 만한 城鎭이 부족하였다. 또한 龍港鎭 주 

변으로 5만 이상의 城鎭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도 이 지역이 갖는 전반적인 城鎭

발달 과정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71) 1 : 400백만 지도에서 계측한 직선 거리로는 漸江省의 省、都인 抗州까지 약 260km , 上海까지 
약 380km , 아래의 피넓建省 省、都인 福州까지 약 260km 이다. 실제 거리는 자연적 환경 조건과 

교통 시설 미비로 훨씬 멀며， 또한 그 심리적인 상대적 거리도 우리의 그것보다 상당히 멀 

다. 

72) 물론 파딴챈은 요건은 갖추었지만 아직 市로 성립이 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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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의문은 왜 기존의 城鎭을 이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鎭 정 

부측의 공식 자료에서 나오는 龍港鎭의 입지적 이점 즉 항구의 존재와 같은 자연지리 

적 환경의 좋고， 주변 지역의 상품 경제의 발달로 인한 것이라는 점 이외에도 다른 정 

책적 요소도 작용했다. 즉 어느 정도 경제적， 사회적 구조가 고착된 곳은 그 개발과 

정책 시행의 과정이 어렵고 공간 정책의 시행으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은 그 

개발 과정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곳이다. 따라서 기존 城鎭이 가지는 난점을 피하고， 

특히 개혁 이후의 새로운 정책들을 시험적으로 실시해 보고자 했던 의도가 강하게 있 

었기에， 공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공간정책과 그 이후의 

경제사회적 정책들이 전개된 것이다. 

2. 龍港鎭 배후지의 설정 

龍港이 가지는 유리한 입지 배경에는 교통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했다. 溫州 전 

체로 보면 대외적인 접근성이 낮지만， 溫州 내부에서 龍港鎭은 중요한 교통 결절점으 

로 작용한다. 그것은 우선 항구라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의 소 

상품들의 유출과 외부 상품들의 유입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라는 점이 유리한 입지조 

건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龍港은 대만의 基隆에서 약 180해리로 대만까지 가장 가까 

운 漸江省 내의 항구 城鎭이기에 대만과의 교역이 활발한 상황73)에서 그 중요성이 더 

욱 크다. 

원 래 類II港(驚江鎭+罷港鎭의 항구)은 漸江 5대 항구(寧波， 淑江， 溫州， 해갓， 驚

江)의 하나로 이곳의 화물 물동량은 100만 톤으로 혜安市의 2배이다. 역사상 類江港은 

4000톤급 선박이 드나들어 대만과 오고간 곳이다. 현재 항로를 정리하여， 진입 최대 

톤을 1600~2000톤으로 확대하고 있다. 내륙 교통로 또한 중요한 화물 운송 수단으로 

73) 이 지역에는 대만과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蒼南縣 부식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각 

종 제품뜰 가운데는 특히 대만제 제품이 많은 것을 확인했으며， 龍港鎭의 설립 당시 투자자 

가운데도 대만인 기업가가 있었고， 이들은 각종 행사 때에 초대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지역 

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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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龍港의 물자 중 약 60%가 내륙 교통로를 이용한다. 龍港에서는 530方元을 투자 

한 龍港驚江대교와 120方元을 투자한 시멘트 도로로 龍港과 104번 국도와의 연결을 

이루게 되면서부터 육로 교통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진 계기가 되었다，74) 

원래 1990년대 이전의 溫州市의 총괄적인 城鎭 입지 계획에 따르면， 미래의 溫)’l‘|

남부의 중심지로 瑞安市와 龍港+驚江이 설정되었다(李浩然， 1991, p.170). 현재 진행되 

고 있는 결과를 보면， 그 계획은 龍港鎭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인해 변경되어， 주요 중 

심지가 龍港鎭과 瑞安市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당시의 龍港鎭의 지역 규모 

를 파악하기 위해 이 두 도시의 중심 도시적 입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표 39. 龍港鎭과 瑞安市의 각종 지표의 비교(1990) 

지 표 
瑞安市

T까‘ 그‘ELr 지수 

1. 인구 규모(만 명) 10 
2. 면적 (k따) 3.54 
3. 항구 출입 최대량(톤) 1000 
4. 항구 출입 량(만 톤) 30 
5. 시장거래액(억 元) 8 
6. 일인당 도로면적 (m2 ) 1.7 
7. 일인당 주거면적 (m2 ) 6.76 1 
8. 학생 평균 학교용지 (m2 ) 10 
9. 일인당 문화오락용지 (m2 ) 0.5 
10. 일인당 공공녹지 (m2 ) 0.26 1 
11. 일인당 생활용수(톤) 40 
12. 일인당 전화(대) 1/30 1 
13. 천명당 병상수(개) 5.5 
* 지수는 瑞安市를 1로 했을 때의 수치. 
자료: 李Y펌然(1991)， p .171. 

驚江鎭 龍港鎭
T 까‘그양L 지수 T 까‘그‘f1r- 지수 
5.5 0.55 4.80 0.48 
2.5 0.62 4.5 1.30 

2600 5.60 2600 2.60 
45 1.50 30 
4 0.50 3.5 0.4 

0.7 0.41 9.18 5.40 
3.5 0.52 40 5.92 
0.3 0.53 13 1.30 
0.22 0.44 2 
0 0 58 3.1 

40 1 54 1.35 
1/83 0.36 1/26 1.15 
1.3 0.24 2.6 0.45 

驚江+龍港
T 까‘그‘fLr 지수 

10.3 1.03 
7.00 1.93 
2600 2.6 
75 2.5 

7.50 0.9 
4.50 2.66 
21.75 6.43 
8.77 0.88 
0.57 1.14 
0.36 1.55 
47 1.10 

1/42 0.72 
1.95 0.35 

74) 그 외에도 현지 간부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재 계획 중에 있는 溫州-福州간 철도이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완성되면 보다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며， 이 철도에서 龍港이 

중섬역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龍港은 漸江省、 남부와 福建省、 동북부 연해지구 

의 수륙 교통의 중요 결절점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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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i핏m는 행정구역상 龍港보다 상위이다. 따라서 그 문화교육， 위생， 통신 등의 조 

건에서 양 鎭을 합친 것보다 양호하다. 그러나 1990년 당시에도 龍港과 단독으로 비교 

했을 경우에는 이미 龍港의 문화교육， 통신 조건이 모두 瑞安市를 초과하였다. 즉 

1980년대 후반부터 龍港鎭이 이미 인구 규모나 기초 설비 면으로서도 溫州 남부의 중 

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었다. 

1990년 당시， 해安市에 비해 인구규모， 시장거래액， 병상 수와 같은 지표에서 龍港

鎭이 뒤쳐지고 있을 뿐 나머지는 이미 瑞安市를 능가하고 있다. 이후 1994년에는 인구 

역시 能港鎭이 능가했으며 시장 거래액은 瑞安市가 24억 元에 龍港鎭이 15.2억 元으로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漸江統計年鐵， 1995; 蒼南統計年鍵， 1995). 이러한 지표와 

취락 체계의 상황에서 溫州 남부의 2차 중심지로 瑞安市와 龍港鎭이 설정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龍港鎭의 성장이 더욱 두드러지게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龍港鎭이 포함하고 있는 배후지의 권역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 

어 왔는가? 1990년 당시만 하더라도 溫州 시역 내에서， 溫州市 이외에 10만을 초과하 

는 2차 도시가 없었다. 龍港鎭을 포함한 蒼南縣과 平陽縣에도 대부분이 인구가 적은 

城鎭들이었다(표 40). 즉 인구 1만을 초과하는 것이 불과 12개였고， 그중에서 3만 이상 

을 초과하는 것으로， 龍港鎭과 驚江鎭이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국 1990년 이전 

까지는 종주도시인 溫州와 10만 미만의 小城鎭으로 구성된 극도로 양극화된 취락체계 

를 유지하고 있었다. 

표 40. 平陽縣과 蒼南縣에서의 龍港鎭의 城鎭 지위( 1990) 

城鎭 계층 n 
인구 3만 이상 1~3만 

총 인구 10만 20.7만 

찢훌漢鎭， 碼山鎭， 金짧R鎭， 錢庫鎭，

城鎭 명칭 龍港鎭， 驚江鎭
펀 IIJ 鎭， 馬站鎭，(이상 蒼南縣)

昆陽鎭， 水펴鎭， 麻步·鎭，

띔江鎭(이상 平陽縣)
자료: 李浩然(1991)， 0 .172. 

- 135 -



이러한 상황에서 龍港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 담당자들의 계획은 龍港鎭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방안으로는 이웃한 驚江鎭과의 병합으로 

市를 신설하는 방안과 龍港鎭 주변지역의 확대를 통해 市로 확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전자의 방안을 더욱 선호하였다. 

다음의 글은 그같은 정책 입안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龍港鎭 주변 농촌에서 城鎭으로 전입한 40만 명 중 약 절반 (20만)0 I 3차 계층인 10개 소 

진에서 릅수하였고， 나머지 10만이 제 2차 계층 小城鎭에서 릅수하였다. 나머지 10만은 중 

도시인 龍港 혹은 驚江에서 릅수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龍港과 驚江 양 鎭의 병합으로 도시 

를 건설함으로써 20만 인구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것이 平陽縣과 蒼南縣의 필 

연적 결과이 다" (李浩然， 1991, p.172) 

이를 근거로 하여 龍港鎭의 미래의 규모와 그 배후지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 

다.75) 즉 龍港鎭의 인구 규모를 20만으로 두고 그 배후지를 蒼南縣과 平陽縣 전역으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41. 平陽縣、과 蒼南縣、에서의 龍港鎭의 城鎭 지위 (2000년의 계획) 

城鎭 계층 H m 
인구 규모 20만 1~3만 1만 내외 

개수 1 5 20~30 

총 인구 약 20만 약20만 약 30만 

錢庫， 宜rJJ ， 때前， 巴團，

靈漢鎭， 碼山鎭， 흙浦， 違漢， 橋激，7ffi漢，

城鎭 명칭 龍港市 金챙8鎭 昆陽鎭， 馬站， 錢용， 麻步， 셉江 

水頭鎭， ￠웰梁， 購g않， 南}땀i ， rJJ 門，

'--
)1펌漢， 宋橋， 宋~뭘 

자료: 李浩然(1991)， p .172. 

75) 이와 같은 배후지 권역 설정에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 즉 

중심지 이론에 따라 이상적인 城鎭체계는 4~6개의 차하위 城鎭이 1개의 차상위 중심지를 

이룬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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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계획과는 달리 龍港鎭의 발전과 관련해서 논의된 방법 중 건너편 

平陽縣의 驚江鎭과의 합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성과 가치가 축소되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 첫째 지방 정부간의 불협조 때문이다. 정책 시행과 집행은 주 

로 縣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초기에 驚江鎭과의 합병에 대한 논의는 원래 蒼南縣 자체 

가 平陽縣에서 분리되었다는데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점차 蒼南縣 자체의 발전 

이 平F갖縣과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부문이 등장하여 蒼南縣으로서도 자체에 

의한 발전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76) 둘째로는 龍港鎭의 눈부신 성과이다. 龍港鎭 자 

체의 발전이 신속하게 진행되자 더이상 平陽縣의 驚江鎭과의 병합을 모색할 필요가 

없었다. 셋째， 지리적 입지 요인이다. 龍港鎭과 驚江鎭은 驚江을 경계로 분리되어 있어 

그 연결성이 부족하다. 긴 강폭에 비해 아직 연결 교량이 없어 서로간의 상호교류가 

부족하다. 또한 교통 면으로도 자체 내의 항구를 보유할 수 있고 서쪽으로 국도와 연 

결될 수 있으며， 장래 철도도 이 주위를 지나간다는 장점을 가지기에 자체적인 힘에 

의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고려이다. 넷째 주위 지역의 환경이다. 龍港鎭으로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類il鎭의 노후 시설과 자신들의 새로운 시설을 비교할 때， 驚江鎭으로 합 

치는 것보다 배후지의 상품경제가 발달한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행정 체계로나 중 

심지 기능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가 1992년의 龍港鎭의 

행정구역 확대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현 龍港鎭 배후지 권역을 설정한 것이 다음의 그림 

15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인구 규모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이론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현실적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유보적 가정 

하에 권역을 설정해 보면， 龍港鎭의 배후지는 일차적으로는 蒼南縣과 平陽縣을 포괄하 

는 행정구역으로 그 배후지를 설정할 수 있다. 2차적으로는 泰)1따縣과 文J~縣， 그리고 

視建省、 일부까지 포함한다. 2차 권역은 이 지역들이 지리적인 거리는 멀지만 자체 내 

의 고차 중심지가 없다는 점에서 잠정적으로 포함한 것이다. 2차 권역 설정에서는 溫

76) 물론 이러한 것은 중국 농촌의 지방에서 흔히 보이는 중복투자나 불합리한 지역 정책과 계 
획이라는 문제점도 가진다. 이러한 ‘小비~'(작지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지방 하 

위 행정조직이나 기업에서 분산적인 입지 구조의 측면에서 파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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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 내의 文成縣과 泰順縣은 자체 내에 龍港鎭과의 동급 중심지가 형성되기 전까지라 

는 유보적 조건으로서 간접적으로 포섭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福建省의 일부는 省을 

넘어서는 포섭력을 현실적으로 갖기 힘들지만 역시 절대적 거리의 근접성과 자체의 

고차 중심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가상적인 권역의 경계를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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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龍港鎭 배후지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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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해야 할 것은 전술한 대로 하위 취락 체계의 경우 각종 중심지 기능은 행정 

구역과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龍港鎭의 배후지가 蒼南縣과 平陽縣

을 포섭하지만 그 포섭력이 두 縣에 대해 같은 것은 아니다. 縣마다 자체적으로 기능 

이 분리되어 있고， 외부， 특히 인접한 동급 행정 구역과의 경쟁 관계를 고려할 때， 龍

港鎭 기능의 파급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권역 설정에서 그러한 내부적 변이를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중심지 체계는 상호 교류의 원활함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아직 소지역적인 폐쇄적 구조가 잔존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중심지와 배후지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거나 혹은 그 범위가 상대적으 

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龍港鎭의 취락규모는 溫州 남부에서 중심도시로 성장할 가 

능성이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小城鎭으로 출발한 한 공간이 단 

기간 내에 급격한 성장을 이뤄 나갔고 이러한 것은 경제성장과 일치한 공간정책의 원 

활한 작동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는 가설을 입증한다. 이하에서는 주로 龍港鎭의 

위치를 蒼i꿔縣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 龍港鎭과 주변 鎭의 관계 

蒼I휩縣에서 縣城인 靈漢鎭을 제외하고 龍港鎭을 경제중심으로 삼은 것은 여러 가 

지 입지적 이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자연환경적으로 항구를 가지고 있고， 비교 

적 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라는 점과 사회경제적으로 주위의 전문시장의 존재와 

소상품 위주의 공업이 발달하고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1[1港鎭을 포함한 蒼南縣은 溫州의 최남단이자 漸江省의 최남단에 위치한 縣으로 

표 37에서 보듯， 溫州 전체 평균에 비해 일인당 국내 생산액이나 주민 수입， 재정수입 

등이 낮은 곳이다. 그러나 蒼南縣 가운데서도 지형이 낮은 곳에 위치한 곳은 전통적으 

로 소상품 생산의 전통이 강한 곳이었다(그림 11. 고도별 분포도를 참고). 그림 16의 

蒼南縣 지도에서 보듯， 龍港의 배후에 있는 감LU ， 錢庫， 金獅 등은 溫州의 江南 31쿄라 

하며 과거부터 소규모 공업이 발달한 곳이었다. 특히 인쇄， 각종 증명서 제작， 방직업 

- 139 -



泰

}願

縣
。金빼 

(7.3) 

‘ * 
% 
-% -* 

ζ1 

縣南

。뭘ψ 

(4.2) 

蒼

省、

까옵 

建

용S 
쌓 

..t 

10 .... o 
툰~ 

Km 

그림 16. 蒼南縣 각 鎭의 분포와 인구규모 (단위: 만 명) 

등이 활발하였다. 

몇 가지 지표를 이용한 주위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龍港鎭의 성장 패턴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42는 1990년까지의 龍港鎭과 그 주변 鎭들을， 공농업 생산액， 공 

상세수와 기타 지표들을 이용하여 비교해 본 것이다. 龍港鎭은 이 지표에서 비교적 다 

른 鎭에 비해 보다 상위의 중심지적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뚜렷한 

구별이 있을 정도는 되지 않는다. 즉 1984년 성립과 더불어 1990년까지는 자체 내의 

성장이 지역 중심지로 뚜렷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그 속도 면에서 단 시간 내에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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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역 중심지로 작용하고 있던 城鎭들과 비슷한 위치까지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42. 龍港鎭과 주위 주요 城鎭간의 공농업 생산액과 l商 세수 비교 

공농업 공상 세수 建城區
주택 전화수 

鎭 생산액(方元) (乃元) 면적 

1989 1990 1987 1988 1989 1990 (k따) 
(만m2 ) (대) 

龍港鎭 16150 24202 521 없4 1109 1543 5.0 114 1500 
龍港I쿄* 10454 12428 480 648 130 50 
金챙1)鎭 15400 16590 917 1086 1206 1163 4.3 159 1980 
錢庫I젠 14325 17389 957 1261 1377 1732 2 345 834 
띈 Llll첸 40813 47120 532 643 752 904 1.5 226 580 
1해前鎭 7138 6930 293 379 380 321 0.3 25 25 
驚江鎭 14741 13531 960 L1191 나380 1271 9.1 115.2 2300 

* 龍港I닮는 龍港鎭 주변 지역으로 1992년 이후 龍港鎭으로 포함된 지역임. 

자료: 李팎然(1991)， p.185. 

병상 

수(개) 

130 

70 
175 
50 

70 

표 43에는 龍港鎭과 그 주변 鎭들을 인구， 비농업 인구 비율， 주민 수입， 공업 노 

동력 비율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우선 蒼南縣 縣城인 靈

漢鎭과 더불어 龍港鎭 비농엽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縣城의 경우 행정 

과 관련된 각종 비농업 인구77)가 많을 뿐 아니라 縣城으로 가지는 경제의 주요 중심 

지이기 때문에 비농업 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다만 龍港鎭과 靈漢鎭의 높은 비농 

업 인구 비율은 1990년에 비해 1994년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 기간 사 

이의 행정구역의 확대가 양 지역의 비농업 비율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 

황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곳들의 비농업 인구비율이 모두 떨어 

지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각 鎭의 비농업 인구비율이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는 비농업화(즉 상공업화)가 일부 鎭에서 선별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能港鎭 주변의 鎭들은 대체로 縣 전체 평균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 지 

77) 비농업 인구에 관한 규정에는 “농·림·목축·부업·어업 이외의 각종 업종에 종사하는 인원으 
로 국영 농·림·목축·어업 농장과 농기계 사무소와 행정관리 인원， 문화·교육·위생， 재무， 우체· 

전신전화 등에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U'漸江統計年鐵 1995.n,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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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龍港鎭 주번 鎭의 인구 수입 공업 노동력 비교 

싫쳐훗 인구(명) (비농업 인구 비율， %) 
일인당 수입 공업 노동력 비중 

(元) (%) 

1985년 1990년 1994년 1985\1990\1994 1985 1 1990 1 1994 

縣 전체 998718(9.1) ! 1067278(11.6) i 1127199(14.이 338 i 573 i 1645 25.8 i 27.2 i 22.8 

龍港鎭 15292 (28.0) 24126 (68.1) 133680 (38.0) 526 1206 3288 24.6 41.2 35.4 

靈漢鎭 19247 (63.0) 37697 (75.9) 97331 (41 .1) 351 858 2508 11.2 5.6 27.8 

宜山鎭 16550 (47.1) 18926 (46.1) 33563 (29.4) 438 725 2269 52.2 52.5 64.6 

錢庫鎭 19799 (28.8) 20178 (28.6) 53534 (12.6) 397 696 2560 41.9 36.0 25.3 

金챙8鎭 19359 (58.7) 72365 (16.7) 73111 (16.9) 404 778 2211 12.1 18.4 21.0 

巴團鎭 28339 (3.7) 29545 (0.9) 49677 (1.0) 2012 19.4 

i해前鎭 9859 (2.4) 9983 (2.7) 27973 (1.8) 925 1312 56.2 47.1 

품浦鎭 21177 (5.0) 20378 (1.1) 22187 (0.6) 1212 16.0 
자료Ií蒼南統計年鐵.D 1985, 1990, 1994. 

역을 중심으로 蒼南縣의 비농업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역 

설적인 것은 이 지역들이 토지의 질이나 기타 다른 자연환경적으로 농업적 기반이 가 

장 잘 갖춰진 곳이라는 점이다. 

주민들의 수입 면에서는 龍港鎭이 현 전체 평균의 약 2배 이상을 보이면서 제일 

높게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도 龍港鎭 주변의 대부분의 鎭들은 평균보다 높은 수입을 

보이고 있다. 다만 비농업 인구가 적은 곳은 전반적인 수입 구조에서도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의 많고 적음의 관건이 농업이 아닌 다른 산업부문 

의 존재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것은 공업 노동력 비중에서도 역 

시 같은 맥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龍港鎭은 초기의 25% 정도에서 꾸준히 공업 노동 

력 비중이 증가하다가 행정구역 확대 이후 그 비중이 약간 감소되게 나타난다. 그 외 

에 宜 LIJ鎭의 경우에는 방직업이 전통적으로 많이 행해진 곳으로 이곳의 소규모 가정 

공장들의 존재로 공업 노동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龍港鎭은 그 성립과 더불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의 각종 지표 

들에서 지역 중심지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와 더불어 龍港鎭 이입 

주민들의 다수가 이들 주변 鎭에서 들어왔고， 이입자들은 이들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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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서 지역적 부의 집중과 더불어 활동적인 인구의 동 

시 집중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龍港鎭의 성장과정에서 주위 지역에 대한 중심지 기 

능이 활발한 것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4. 龍港鎭 내부 공간 구조 

龍港鎭이 성립될 때에는 驚江鎭 건너편에 조그만 항구를 중심으로， 5개의 어촌(河 

底띔村，}f감 F村， 金됐河村， 江 1] 村， 下 ì뭘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그림 17의 *표로 

표시된 곳) .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4장에서 살펴본 성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성장을 토 

대로 공간적 계층체계의 확대 필요성으로 주위 배후지를 대규모로 편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1992년 행정구역 변경 이전 면적 7.2k따에서 현재는 58k따로 확대된 것 

이다. 즉 중심지 기능의 성장·확대 그리고 장래 발전 가능성을 토대로 市로 승격하고 

자 하는 행정 계층에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나듯 龍港鎭의 육로 교통은 104번 국도와 龍港驚江太橋78)를 통해 

바로 연결하면서 교통 접근성이 제고되었고 이를 통해 육로를 통한 물장의 수송이 전 

국적인 망으로 신속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罷港鎭의 촌락은 대체로 隨港-[되團 

간 도로의 좌측에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 반대편은 해안의 간석지가 육지화된 곳 

으로 아직 주거지역으로는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다. 1992년 이후 能港鎭으로 편입된 

지역은 현재에도 경관상 일반 농촌과 다름없고， 建城區(built-up area)는 1992년 당시 

행정구역과 거의 일치되게 이루어져 있다. 

78) 이 다리는 1987년 세우기 시작하여 1989년 1월 6일 개통되었다. 개통되기 이전에는 縣城인 
鎭深핸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포장 도로(현재도 이 도로는 비포장임)로 가야 했다. 이곳은 강 

수량이 많은 지역이라서 비포장 도로의 불편함은 조사시기인 겨울철에도 상당히 심각하였다. 

또한 없州로 가기 위해서도 溫州와 반대 방향인 靈漢鎭 방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관용차 제외)은 통과비를 받고 있다. 溫州 일대에는 

이러한 도로와 같은 기초시설 이용료를 많이 징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로 溫州에서 蒼1협 

縣까지 약 70km의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이용하는데 통행료를 내는 곳이 5곳이나 되었다. 

이 통행료는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같은 방식으로 기초시설 건설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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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 소속 5개 村

간간쉰간: 1992년 확대 이전 범위 
(9개 村 관할) 

*- 현龍港鎭관할 49개村 

• 쨌·鎭 정부 소재지 

그림 17. 龍港鎭의 촌락 분포와 행정구역 확대 

建城I쿄내의 현재 토지이용 상황이 다음 그림 18이고， ‘龍港城市計劃’으로 확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도심의 이용 방안이 그림 19이다.79) 현재의 建城區의 토지이용은 龍港

79) 龍땐의 도시계획은 지금까지 세 차례를 거치면서 진행·수정되었다. 첫째로는 龍港鎭의 성립 

을 전제한 계획인 1982년의 <龍江港區總體規劃>로 이는 “蒼南縣의 항구 구역을 전 縣의 물 

자 유통의 집산 중심으로 삼고자”하는 목적으로 한 龍港鎭 성립에 관한 계획이다. 당시의 계 

획은 인구 발전 규모를 1985년까지 12，000명， 2000년까지 19，000명으로 하고， 용지 규모를 각 

각 25km'와 126k따로 하려 하였다. 두 번째가 1985년의 <龍港城市總體規劃>으로 1987년 蒼南

縣 비준을 받아 시행되었다. 이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1986-1990년， 장기적으로는 1986-

2000년을 설정하여 能港鎭을 단기적으로는 蒼南縣의 경제중심·港口 城鎭으로， 장기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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鎭이 거의 새롭게 건설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성을 갖는 계획적 城鎭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 특히 주거 지역과 기타 다른 지역 예를 들면 특히 공업 지역간의 혼재가 

두드러진다. 이는 토지 사용권의 유상 사용이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입각했다기보다 그 

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보다 많은 자금을 모집하려 한 결과이며 또 한편으로는 龍港

鎭 소규모 공업의 경우 그 작업장이 주거 지역과 근접해야 한다는 사실에 그 원인이 

있다. 

현재의 토지 이용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생산 활동 이외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이다. 小城鎭의 전체 공간적 이용이 오로지 특정 분야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小城鎭

건설의 목적에 부합되기도 힘들고 장래의 도시적 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녹지 공간이 매우 적다는 것은 전체적 토지 이용에서 심한 불균형적 현상 

이다. 이것도 토지의 유상 사용으로 인한 효율성 위주 혹은 보다 많은 자금 조달 목 

적에서 나온 결과라고 유추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항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 龍港鎭의 중심기능이 밀집되어 

있다. 이후의 계획은 동쪽과 서쪽으로 建城l쿄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 

다.80) 그러한 계획에 의거하여 1993년 이후 계획의 내용이 그림 19이다. 새로운 계획 

의 특징은 우선 전체적인 비중에서 주거용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계속 공 

업 용지와 공공녹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결국 공업 시설의 小城

鎭 집중을 통한 농촌 지역의 발전이라는 방법이 계획상에서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현 

재 주거용지의 비중이 전체의 약 45%를 차지는 것에서 계획년도인 2010년경에는 

29%로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항구 도시(務江鎭 병합)로 만들어 驚江 유역 하류의 경제중심으로 보다 장기적으로는 溫州

Ilj 이하 뻐많省、 이북의 경제 중심으로 만들어 짧州市의 2차 중섬 도시로 건설하려는 계획 

이었다. 인구 규모를 5-6만， 건설용지 4.8k미， 장기 10-12만， 건설용지 lO.8k따을 목표로 하였 

다. 세 번째가 현재에도 유효한 1993년의 <ìfrI港城TtJ總體規劃>이고 그 계획에서의 도심부 토 

지 이용이 그림 19이다. 

80) 그 총체적 배치 계획은 “동부와 동남부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서부를 적극적으로 개발 
하며， 남부를 적절히 확대한다. 조건이 되는 곳을 개조하여 도심구로 만든다. 특히 단기적으 

로는 서쪽을 먼저 건설한다”라는 내용을 가진다(憶港鎭人民政府·南京大學城riJ規劃設납1-冊究 

JíJí".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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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토지에 대한 각 용도별 이용의 현 상태와 장래의 계획 그리고 국가가 

표준으로 정한 내용과의 비교가 다음의 표이다. 

표 44. 龍港鎭 토지 이용의 구성 

1993년 계획 (2000년) 계획 (2010년) 

用 地 면적 
일인당 

면적 
일인당 

면적 
일인당 

(만mZ ) 
% 면적 

(만mZ ) 
% 면적 

(만mZ ) 
% 면적 

(mZ
) (m2

) (mZ
) 

주거 용지 154.3 44.8 25.7 338.7 31.6 25.09 615.0 28.6 27.95 
공공 시설 53.1 15.3 8.9 178.9 16.7 13.25 297.0 13.8 13.50 

행정 3.2 0.9 0.5 27.3 2.6 2.02 131.7 6.1 5.99 
L업금융 34.7 10.0 5.8 79.2 7.4 5.87 31.7 1.5 1.44 

문교체육위생 15.2 4.4 2.6 72.4 6.8 5.36 133.6 6.2 6.07 
二oE 업 39.3 11.4 6.6 244.0 22.8 18.08 461.3 21.5 20.97 

창 고 9.3 2.7 1.6 32.7 3.1 2.42 97.0 4.5 4.41 
도로 광장 65.2 18.9 10.8 172.0 16.1 17.74 484.2 22.5 22.01 

시정 공용 1.9 0.6 0.3 20.5 1.9 1.52 27.0 1.3 1.23 
그o1그 ol 즈 ~À、 1 4.4 1.3 0.7 83.7 7.8 6.20 166.1 7.3 7.55 

미 이용 17.3 5.0 2.9 
합계 I 344.8 loo-。 57.5 1070.5 1어.0 79.30 녕l원 1000 97.62 

자료: 龍港鎭人民政府·南京大學城市規劃設計맑究所(1993) ， p .10. 

표 45. 龍港鎭 토지 이용과 국가 표준과의 관계 

1993년 계획 (2010년) 국가 표준 

用地 일인당 
비중 

일인당 
비중 

일인당 
비중 

면적 면적 면적 
(mZ

) 

(%) 
(mZ

) 

(%) 
(mZ

) 

(%) 

주거 용지 25.7 44.8 27.95 28.64 18~28 20~32 

공업 용지 6.6 11.4 20.97 21.38 10~25 15~25 

도로 광장 10.3 18.0 15.02 15.38 7~15 8~15 

그。l그 。l 즈 ~À、1 0.7 1.3 7.55 7.73 ?:.7 8~15 

합계 43.3 75.5 71.49 73.23 42~75 60~75 

자료: 위 의 자료，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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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나타나듯 결국 小城鎭의 성장에서 생산 활동을 위한 공업 용지의 지 

속적인 공급이 주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용지의 경우에는 초기의 城鎭이 성립 

할 때 이미 그 주안점이 두어졌다면， 장기적인 小城鎭의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 기능을 

보다 강조해야 하고 또 현 상황 역시 국가 표준이 정한 비중에 비해 현 龍港鎭의 공 

업 용지가 적은 편이기에 앞으로의 계획은 생산 활동 위주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공공 녹지의 절대 부족 현상의 개선을 위해 계획으로는 국가 표준 정도로 

늘릴 계획이지만 그 실현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지방 정부로서는 되도 

록 많은 자금 염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녹지와 같은 비 경제적 토지 이용에 관심 

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경향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공업 생산활동의 강조는 龍港鎭의 행정구역 확대와 관련한 기능별 입지문제와 연 

결된다. 이러한 공업의 입지는 龍港鎭 내부의 각 부문별 지역 여건과 업종의 성격을 

감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계획은 다음의 그림 20이다. 이들 계획은 현재 龍港鎭

의 강조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부 공업구’의 경우는 항구와 장래에 들어설 철도， 

그리고 국도와 인접한 우세한 교통로의 이점으로 업종의 특화보다는 기존에 이 지역 

에 분산적으로 있던 공업시설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구역이며， ‘인쇄 공업구’는 현재 

에는 도심부에 입지한 일부 영세한 가정공업형 인쇄공장을 중심으로 그 규모를 확대 

하고， 그와 관련된 업종들을 계열화하여 입지한다. ‘방직 공엽구’ 역시 도심 중심에 인 

접하여 입지한다. 그것은 이 업종이 노동력 밀집형의 공업으로 초기 입지 때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驚江인접 동쪽 공업구’는 기존의 입지 

된 시설 이외에 새로이 입지하는 공업시설을 배치하고자 하는 구역으로， 비교적 용지 

의 가격이 저렴하고 항구에 접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오염 문제가 상대적으로 

도섬부보다 적다는 장점이 있다기龍港-되맴路 동쪽 공업구’ 역시 새롭게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생긴 곳으로 용지의 조건 즉 가격은 최고로 저렴하다. 개발이 아직 덜되 

었기에 대규모의 공업 개발구를 배치하려고 한다. 특히 고도 신기술이나 수출 가공 위 

주의 전자， 기계， 플라스틱 제품 위주의 업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이러한 공업 업 

종의 배치는 能港鎭이 가진 자연환경적 조건과 기존에 배치된 업종간의 관계에서 고 

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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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혜 

• 뼈港휠의 村

l 홉'. 정부 소재지 

( A: 서부 공업구 B: 인쇄공업구 C: 방직공업구 
D: 驚江인접 동쪽 공업구 E: 龍港-巴費路 동쪽공업구 ) 

그림 20. 龍港鎭 공업 지역 입지도 

범 해 

• 옳港빼의 村

• 홉·훌 정부 소째지 

( A: 공업·교통·창고 기능 B: 종합기능 C: 문화오락·수출가공 기능 ) 
그림 21. 龍港鎭 시가지 기능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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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구의 배치와 더불어 보다 상위의 龍港鎭 도심부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 

분되어 개발된다(그림 21). 즉 현재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하여 서부는 주로 공업·교통· 

창고 기능을 담당하고 동부는 문화오락·수출가공 기능 그리고 龍港鎭의 중심은 종합 

적 기능으로 상업， 금융， 문화， 오락， 항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5. 小城鎭 龍港 공간구조의 의 의 

이상에서 살펴본 態港의 취락체계와 내부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小城鎭 龍港이 공 

간구조에서 가지는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龍港이 溫州 전체에서 갖 

는 위치이다. 龍港은 다른 두 市와 더불어 2차 중심지로서 작용한다. 그런데 2차 중심 

지와 그 차상위 중심지간의 규모격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만일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 

리고 小城鎭으로 이어지는 취락체계가 연속적이라면， 대도시 주변에서는 小城鎭의 역 

할보다 중소도시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된다. 하지만 중국의 전반적 경향과 더불어 溫

州의 경우에서도 중간적인 규모의 도시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러한 상황은 能港鎭과 같은 小城鎭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물론 龍港鎭의 성장 

과정은 그 자체적인 동력으로 이루어졌지만 급격한 취락 성장의 계기에는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중소 도시가 미비하다는 공간적 조건이 내재되어 있어 이것이 다시 龍港

鎭을 성장시키는 상승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하위 취락 체계에서 小城

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현재의 기능과 더불어 앞으로의 성장과 발 

전의 잠재성에 있고， 그러한 성장을 통해 대도시와 농촌 촌락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취 

락 체계의 구비가 이뤄질 수 있다는 데 그 기본적 사고가 있다. 

둘째， 위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국의 小城鎭들은 그 성장 과정에서 뚜렷한 규모나 

기능의 분화가 급격히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에도 小城鎭이라는 말이 포함 

하는 의미의 기능적 다양성으로， 小城鎭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 

한 것이 장래에는 그 규모의 전반적 상승과 더불어 이미 市의 규모에 해당하는 小城

鎭을 비롯하여， 규모， 기능， 계층 면에서 다양성을 가진 小城鎭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能港鎭의 경우， 小城鎭 발전 전략에서 출발한 것이 당시의 경제적， 공간적 한계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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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여 지역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볼 때， 小城鎭은 결국 농촌 공간의 지향 

목적이 아닌 자연스런 성장 과정의 과도 단계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 

는 小城鎭의 “小”라는 개념이 규모의 ‘작음’이 아닌 기능적인 역할 개념이라고 할 때， 

중국 농촌 공간의 전반적인 경제의 상승으로 그 기능의 고도화는 일반적인 공통된 현 

상이다 따라서 小城鎭의 기능적 개념 자체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심지 기능이 인구 규모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배후지에 대한 중심 

지의 기능과 역할은 중심지와 배후지 간의 상호 협조를 통해 전체적인 지역 성장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지만 아직 龍港鎭의 경우에는 배후지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 공급 

기능은 충분하지 못해 중심 기능의 파급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중심지 자 

체가 계속 성장 기능 위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배후지에 대한 기능이 소홀한 원인 

의 하나로 작용한다. 그러한 것은 중국의 대체적인 농촌 중심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대부분의 농촌은 중심지의 규모와 상관없이 각각의 중심지를 둘러싼 농촌들이 비 

슷한 경관이나 경제적 구조로 중심지의 영향에서 비교적 단절되어 있다. 

넷째， 龍港鎭의 내부 공간 구조가 특정 부문으로 단순화 혹은 특정 부문이 부족하 

다. 즉 能港鎭의 경우 생산 공간 위주의 내부 구조로 인해 모든 다른 기능들이 이에 

맞추어져 입지하고 있다. 공업적 토지 이용에 맞춘 주거지와 도로 시설이 그러하다. 

불론 城鎭의 성장에는 생산공간의 확보가 절대적이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공간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리고 취락 계층이 상승할수록 주민들에게 모든 기능을 급양할 수 

있는 체계로 공간구조가 갖추어져야 한다. 생산공간과 더불어 여가공간과 같은 비생산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원활한 성장의 절대적 장애로 조만간 등장할 것이 

다. 이는 小城鎭 개발이 주로 토지의 유상사용에 의한 자금 축적으로 이루어졌기에， 

부적절한 개발이나 亂개발의 결과가 벌써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 

히 공간 구조의 단순화는 주민들의 사회문화적인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다섯째， 공간의 변화를 통한 정책의 흐름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초기에는 龍港鎭

의 공간 구조가 주로 주거지역의 강조에 두어졌다면， 1990년대에는 주로 공엽 공간의 

강조로 이어졌고 미래에는 여가 공간과 같은 비생산 활동의 공간에 대한 강조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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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이다. 이는 龍港鎭 성립의 초기에는 무엇보다도 인구의 이입을 통한 일차적인 小

城鎭 성립 자체가 주안점이다가 이후에는 이입한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통한 성장이 

주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공간 이용으로 바뀔 것 

이라는 점에서 그 근거가 있다. 결국 小城鎭 공간의 성립에는 공간적 도구를 통한 사 

회경제적 모순의 해결이라는 점이 작용했고 그 개발과 성장 과정에서 투영된 小城鎭

내부 공간의 변화도 이러한 작용력이 표출되어 나타났다. 

여섯째， 小城鎭의 성장에는 외부와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龍港鎭이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는 데는 무엇보다 교통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의 성립 당시에 

염두를 둔 항구의 존재가 그러하고 1989년에 개통된 龍港驚江大橋로 바로 국도와 연 

결된 점， 그리고 장래에 들어설 철도와 그 역으로서의 이점 등이 龍港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小城鎭이라는 기능적 역할이 도시와 농촌의 연결 매개체라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볼 때， 이러한 교통로의 개선은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기 

본적 전제조건이 된다. 小城鎭 자체의 소지역적인 자기 완결성을 강조하는 이상론적 

시각은 공간의 속성을 무시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龍港鎭의 경우에서도 그 교통로 

의 개선을 통해 縣의 縣城을 제치고 지역 중심지로서 성장하였고， 그 개선은 다시 龍

港鎭으로 재화와 인력이 모이는 토대로 작용했다. 

다음 장에서는 여기서 살펴본 공간적 체계와 구조 속에서 그 내용으로서 중요한 

각 행위 주체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小城鎭으로 인한 사회적 특성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 

니
 

퍼
 





저15장 IJ、#훌훌훌 훌틀港 행우l주처l의 역할과 특징 

小城鎭을 구성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행위 주체를 살 

펴보는 것은 小城鎭을 형성과 그 이용 과정에서 등장하는 문제의 해결과 그 혜택의 

향유는 小城鎭 내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龍港鎭의 주요 행위 주 

체의 축을 기업(경영자)， 당과 행정(간부)， 주민들로 설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龍港鎭을 성립과 성장에서의 역할과 그들의 행위의 특징을 파악하도록 한다. 행위 주 

체에 관한 연구는 행위자들의 개인에 대한 분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주체 

가 소속된 조직의 성격과 일치한다，81) 우선 기업에 관한 사항은 기업 자체에 대한 특 

징과 더불어 경영자의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 기 업 

1.1 기업의 현황과 특성 

인터뷰를 행한 기업은 모두 26개 기업이다. 그 목록과 기본적인 현황을 적은 것이 

다음의 표 46이다. 龍港鎭의 전체 기업은 柳급 이상이 5367R 이다. 이들 기업이 인터뷰 

대상의 모집단이다. 인터뷰 기업의 선정은 규모의 다양성을 고려하려 했으나 현지 鎭

정부의 안내를 통해 인터뷰가 이루어져 龍港鎭 전체 기업보다 규모 면에서 확대된 측 

면이 있다. 그것은 직공 수에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龍港鎭 전체 二n젠工業 

기업 34개의 평균 직공은 34.2명(龍港二땐辦事處， 1995)인 반면 인터뷰 기업의 평균 직 

공은 132.6명이었다. 물론 땐工業 부문과의 단순 비교라는 위험은 있지만 조사에서 느 

낀 인터뷰 기업의 규모는 전체 기업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81) 예를 들어 간부들의 행위에 대한 검토는 그 개인적 행위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간부가 속한 

지방정부도 하나의 행위주체로서 파악된다는 의미이다. 즉 조직의 성격과 그 기능 수행은 그 

소속의 개인을 전제로 했을 때 보다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쥔聖興， 1994, p.36)는 입장으로 

행위 주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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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龍港鎭 조사 기업 현황 

기업명칭 업종 설립연도 龍港 이주연도 

蒼i휩縣森力人針織布廠 
l:lJ-~.~ 이I 트 ”; 

1983 
(내의， 아동복) 

漸江맺겐隊包裝裝橫廠 인쇄 1984 
蒼南縣機械廠 기계 1956 
蒼南縣瑞織化鐵廠 바。지 ~.서 n4 ,, 1985 
蒼南自動化屬表廠 기계 1971 
蒼南縣關門二廠 기계 1987 
蒼南縣防爛:設備廠 기계 1986 
蒼南縣縣彩廠 의류 1990 
蒼南王抗布總廠 피혁 1985 
蒼j휩縣民政機械鋼條廠 기계 1988 
蒼南縣뽀품爛廠 기타(축하용 초) 1988 
蒼南縣i폐初廠 λ-11 프 피E 1972 
蒼南毛짧h썼 섬유(모포) 1955 
蒼南縣營養制品廠 화학의약 1987 
龍港쩍겐*il-)廠 화학(플리 λ틱류) 1989 
溫州멘利m~찮有|浪公司 의류 1985 
蒼i합縣機轉廠 건축자재(벽돌，기와) 1954 
蒼南縣 맺U*il-3廠 비닐 마대， 1990 
(溫州市 金田電續廠) 통신케이블 (1993) 
華뿔f!Îl織}歐 방직 1988 
龍港毛抗織廠 방직 1986 
華東制fJl中心 인쇄 1994 
蒼南縣때包裝廠 인쇄 1992 
蒼南縣판t품破調廠 유리 1982 
溫州新다닫實業公司 기계 1983 
蒼i휩縣 黃龍製藥廠 의약 1989 
蒼南縣 激光商標印剛廠 인쇄 1986 

50명 이 하(6) ， 51 ~ 100명 (4) , 101 ~ 150명 (6) , 
종업원 수 l 151 ~200명 (4) , 201 명 이 상:4 

1987 

1985 
1986 
현지설립 

1989 
현지설립 

현지설립 

현지설립 

현지설립 

현지설립 

현지설립 

1983 
1985 
현지설립 

현지설립 

현지설립 

1983 

현지설립 

현지설립 

현지설립 

현지설립 

현지설립 

1988 
1994 
현지설립 

현지설립 

;「x1 그 0l -A「

101 

345 
225 
200 
270 
45 
90 
146 
85 
33 
65 
69 
125 
50 

110 
165 

280 

180 
117 
50 
41 
200 
150 
40 

기 업 개 섣 I 1980년 이 전 (5) 1981 ~85년 (7) 1986~90년 (12) 1991년 이 후(2) 

업 
조 ! 방직·섬유·의류(8) ， 기계·계측기 (6) ， 인쇄 (4) ， 
。 I 화학·의약(4) ， 건축자재 (2) ， 기타: 2(식품，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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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분포에 있어서는 龍港鎭 전체의 공업 업종에서 비닐 관련업， 방직섬유， 인 

쇄엽이 전체의 58.1%를 차지했고 인터뷰 기업의 업종에서도 267R 기업 가운데 147R 

업종(53.8%) 이 위의 세 업종으로， 龍港鎭 전체 공업 업종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인터뷰 방법은 기업의 책임자(廠長， 總經理)를 대상으로 한 기업과 기업가 개인에 대 

한 직접 인터뷰 방식을 취하였다. 인터뷰 대상 기업이 규모 면에서 전체적인 모집단과 

차이가 있는 한계가 있지만 이 조사가 기업 측면에서 본 기업 내부에 관심을 두는 것 

이 아니라 小城鎭을 채우고 있는 행위주체로서의 기업에 대한 개별 활동들에 더욱 관 

심을 두었다는 측면에서 그 연구 의의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조사기엽의 원래 공장 설립 형태는 완전 새로 설립한 경우 14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고， 피 I~隊企꽃에서 변화한 경우가 6개， 가정 공장에서 성장한 경우가 5개였다. 이는 

1987년의 전국 조사82)에서 각각 73.2%, 15.5%, 3.1%를 나타낸 것에 비교하면 과거 집 

체의 변환형태와 가정 공장에서 성장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인터뷰한 기업들의 종업원들 가운데 외부에서 이입한 경우와 내부에서 이입한 경 

우를 파악해 본 결과 외지인의 비율은 약 25.5%였다.83) 외지인의 비율은 대체로 경공 

업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또한 경공업에는 여공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데 따라서 

외지인의 비율이 높은 곳은 여공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업 

종은 섬유， 방직， 의류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82) 1987년 말과 1988년 초에 시행된 사영기업에 대한 조사로 f뚫港鎭의 사례조사시 설문 문항 

의 많은 부분에서 이 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지역적 차이와 대상 기업의 성격 차이에 

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변화를 참고하기 위하여 양 조사에서 모두 조사된 사항의 경우 부기 

하고자 한다. 그 설문문항과 자세한 결과는 1:\=1 共 11~1 央政策%究室·農業꼽[) 1많村 l펄l定觀察얽I~辦公室 

編， 1992, L" 1':탱잃-村Jft-l: 1깐經濟멧型調흉數據祝編.JJ， 北京:: rl::t셋-黨敎 IU 版펴:. 356-391.에 나와 있 

다. 또한 사영기업과 그 기업주에 대한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와 전국 공상업 연합회 

연구실이 1993년 14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폈편.義·劉文웰， 1995, U' r~l國的私營經濟與私營

~業 L.JJ, JII 닙i’않 IJ\ fJ:inì:L를 참고할 수 있다. 

83) 여기서 외지라는 것은 縣(蒼南縣) 이외의 지역이다. 계산 방법은 각 종업원 수에다 기업마 

다 질문한 외지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치이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경 

향을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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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외지인과 여공 비율 

와늙걷f -30% 31-60% 61-90% 합 

0-25% 6 4 11 

26-50% 3 2 8 13 

합계 9 6 9 24 

자료: 인터뷰 조사 

기업 이윤의 사용은 기업마다 대체로 비슷하다는 응답이었다. 그것은 龍港鎭 기업 

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식합작제 기업의 이윤 사용 내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이윤의 50%는 확대 재생산， 25%는 주주의 이익 분배， 15%는 공공 축적， 그리고 10% 

는 복지와 장려기금으로 사용한다. 龍港鎭의 95%가 이러한 형식으로 이윤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쩨鎭企業， 주식 합작제 등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없) 

기업 운영시 다른 부문과의 연결망이나 지역 내에서의 협조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企業運營이나 技術에 관한 情報 取得源에 대한 질문에서 107R 의 기업이 ‘자신들의 

경험’에 의존한다고 하였고， 8개 기업이 ‘당과 정부’， 5개 기업이 ‘선문， 잡지， 방송 등의 

언론매체’를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었다. 정보의 취득이 조직적이거나 합리적인 망을 

통한다기보다는 스스로의 판단과 당정 조직의 정보 혹은 일방적으로 정책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龍港鎭에서 기업 운영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점을 점수화한 결과， 설립 당시의 어려 

운 점으로 7점 이상을 기록한 것이 자금， 에너지， 관리문제였고， 현재에도 역시 자금， 

에너지로 나타났다(표 48). 자금 문제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공통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문제 역시 중국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도시와는 달 

리 농촌 부분에서는 그 정도가 심하다.85) 그 외에도 관리 문제 역시 현재까지도 애로 

84) 龍港鎭 工業辦公室에서의 인터뷰 
85) 현지 조사 기간 중에도 매일 저녁 무렵 한 두시간 동안 정전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 

서 기업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상업 서비스 업종의 경우도 대형 음식점의 경우에는 자체 발 

전기플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縣城인 靈漢鎭보다 龍港鎭의 정전 횟수가 적었다. 이는 전 

기 공급의 망도 縣급 지역내에서도 우선 순위를 두고서 배급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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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높은 편이었다. 

표 48. 기업 운영의 애로 사항 (단위 : 점수) 
(1점: 가장 쉬움， 10: 가장 어려움) 

기업 운영 애로점 설립 당시 현재 

자「그n 까 님-조「 9.1 8.5 
에너지 부족 8.2 7.9 

원료 부족 4.7 5.3 

판로 문제 6.7 5.1 
관리 미숙 7.2 6.7 
저 노동력 수준 3.4 4.8 

노동임금 상승 3.2 4.2 

경쟁 심화 3.5 6.5 
자료: 인터뷰 조사 

1.2 기업가의 특성 

1.2.1 설문 인터뷰 결과 

인터뷰한 기업가들의 연령은 30-40대가 주였다. 현재 30-40대 기업가가 기업을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 1980년대 내외라는 응답으로， 그 당시는 이들의 나이가 20대 초 

반이거나 중반에 해당한다. 이들의 교육 수준은 初中(중학교)과 高中(고등학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는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이전 직업은 가정 소공업을 경영한 것， 혹은 농민， 그리고 외출하여 구매·판매원(供銷 

칠)을 경험한 사람이 모두 21명이었다. 嚴 善平(1994)의 조사에서 나타났던 溫州지역 

기업가의 이전 직엽 속성과 비슷하다.86) 이들은 일반 농민과는 다른 경험과 기술을 갖 

배급의 우선 순위 자체가 지역내의 (산업의) 계층 체계를 말해 준다. 

86) 이 조사에 의한 많州 지역 43명의 개인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가의 특성은，(1) 호적· 
농업호적 18명， 비농업 호적 25명，(2) 성별 : 모두 남자，@ 연령: 23-55세 사이， 평균 37.6세 

@ 학력 : 초등학교 졸업 14%, 중학 졸업 58.1%, 고등학교 이상 졸업 27.9%. (5) 경험 직종 

(40명 답. 3개 이상이 50%를 점함. 평균 2.6개) 도시의 노동자 군인 구매·판매원(供銷쉴)으 

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의 특정은 30대를 중심으로 한 남성들로 학력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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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사람들로 제도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였으며 龍港으로 진입한 것도 그 

적응성을 극대화하려고 한 것이다. 

표 49. 龍港鎭 기업가의 기본적 상황 

연령 성별 당원 여부 교육 정도 겸직 

30세 이하 2 
당원:3 

소학 이하:2 

31 ~40세 12 남 : 26 初中 : 11 겸직 :2 
共좁團員: 1 

41 ~50세 9 여 :0 高中 :9 비겸직: 24 
기타: 22 

51세 이상 3 대학 이상:4 

자료: 인터뷰 조사 

표 50. 龍港鎭 기업가의 이전 직업 

기업가의 이전 직업 ! 인원 
가정소공장등다른업체경영 8 

농민 7 
외출 소매매 상엽 6 
국영 기업 종사 2 

기타(의사， 교사， 공농상학병 모두) I 3 
계 26 

자료: 인터뷰 조사 

이들의 수입은 일반 직공보다 대개 3~5배 (7명) , 그리고 5~10배 (7명)로 받는다는 

응답이 많았고， 실지로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즉 받아야 할 수입은 3 

~5배가 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5~10배가 5명， 그리고 1~2배와 10배 이상이 4명 

이었다. 전체적으로 기업주들은 일반 직공들보다 3~5배 정도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수입이 자신들의 맡은 책임에 비해 적당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일반 농민들이 쉽게 구비하지 못한 일정한 기술과 관리능력을 갖추고 사회 경험도 풍부 

한 이른바 농촌사회의 ‘能人’들이라는 점과 다수는 직접 촌 행정기관의 간부나 獅鎭 社隊企

業의 관리자， 구·판매요원을 역임하면서 행정 및 기업활동의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다. 이들 

중 20%는 공산당원이고 특히 대형 사영기업주 다수는 당정 기구의 촌급간부나 인민대표대 

회 대표， 정치협상회의 위원， 縣 공상연합회 책임자 등 다양한 사회적 직무를 겸임하고 있다. 

또한 전술한 1987년의 31개 기업 조사(社會科學經濟鼎究所 編， 1987, p.63)에 의하면， 기업가 

의 특성이 유능한 기술자， 社隊企業이나 인민공사의 간부， 供銷員， ‘上山下獅’한 청년， 퇴직 

군인들이고 연령은 30세 내외로 대부분， 문화， 기술， 능력，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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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근거로 기업주가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원인에 대한 설문에서， ‘경영의 

위험을 책임진다’라는 항목에서 모두 다 동의한다는 데서 알 수 있다. 그 외의 웅답을 

보면 ‘투자에 따른 보수라서’가 15명 (58%)의 동의 그리고 ‘더 많은 정신노동을 하기에’ 

가 21명 (81%) ， ‘더 많은 체력 노동을 하기에’는 5명 (19%) 그리고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기에’는 10명 (38%)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기업주들의 책임과 전체를 관리한다 

는 측면에서의 높은 보수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수치는 小城鎭에서 이들 

기업주들이 가지는 지위가 가정공업에서 나타나는 직공과의 유사성이 없어지고 완전 

한 기업 구조에서 나오는 차이를 반영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기업이 있게 된 가장 큰 공헌에 대한 생각은 주로 간부들과 

직공들에게 돌렸다. 이는 그들의 본심일 수도 있지만 내놓고 자신의 경영능력이라고 

할 수 없는 데서 나온 응답 가능성이 높다. 즉 ‘간부나 기관의 지지에 의하여’가 13명， 

‘직공들의 노력’이 6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은행·신용사의 도움’ 

이 3명， ‘친척·친구의 도움’과 ‘스스로의 경영능력’이 각각 2명의 응답을 보였다. 마지막 

으로 기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전도유망’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럭저럭’ 4명， ‘어 

려워질 것이다’가 3명이었다. 이후의 장래에 대해서 이들은 낙관적인 견해를 표시했다. 

이들에 의한 龍港鎭이 가지는 입지로서의 만족도는 꽤 높은 것으로 보였다. 그것 

은 무엇보다도 보다 확대된 자유스런 공간의 존재라는 점이다. 물론 龍港이 아니더라 

도 기업에 대한 자율성은 꾸준히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지만， 龍港에서의 기업 

정책은 기업의 자율성이 보다 빠르게 확대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특히 간부들의 소양 

이 높아 현대적인 기업 체제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외 

에도 能港이라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것도 기업 운영시에 보이지 않는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로 작용했다. 

能港의 간부들의 설명에 따르면 龍港의 기업가는 대체적으로 농민 • 농민기업가 

• 농민자본가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농촌에서 농민으로 존재하다가 간단한 작업 

장을 이용한 개체호 활동을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성공한 사람들은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기업의 규모를 크게 하였다. 그러나 빠른 성장과 더불어 관념상으로는 여 

전히 농민의 낙후성， 즉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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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사례로 본 기업가의 특징 

전반적인 기업가의 현황과 더불어 실제 각 사례에서의 이들의 활동과 특성을 알 

아보자.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특성은 이들의 활동이 전적으로 성공적인 

기업 성장으로 이어졌고， 따라서 그것이 오늘의 龍港을 있게 했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 

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小城鎭 내부 구조에서 이들의 행위나 특성으로 

서의 존재 양상을 서술하고자 한다. 

@ 기업가의 높은 교육 수준 혹은 다양한 경험 

<森力人針織總廠의 사례> 사장 林土榮. 64서1. 1952년 靈꽃鎭을 떠나 1960년 싸江 의과 

학 졸업. 후에 平陽縣 麻步區醫院에서 의사로 재직. 이후 宜山鎭으로 와서 의원으로 재직하 

고 퇴직 3멍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林維森， 林維力， 林維A임. 3명의 아들은 龍港으로 오 

기 이전에 宜山에서 물펌프공장(水쳤廠) . 전기기구 공장， 사진관 일을 하였다. 후에 그들이 

1982년 河南省 開封에서 옷감을 가져와 아동복을 제작. 1982년 宜山鎭에서 펀직공장을 세 

고 1984년 龍港에서 7敏의 토지를 1 없에 1 만원에 구입하여 세 아들 이름의 끝자로 이 공 

의 이름을 지었다(자료: 인터뷰， 이하의 사례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인터뷰에 

의한 자료임) . 

<蒼i휩넘動化嚴表廠의 사례> 廠長은 55서|로 29서|부터 비슷한 업종의 공장에서 기계， 기술 

구매 판매 등의 거의 모든 업무를 익혀 왔다. 이 지역의 공업화에 관해 실지 체험을 많이 하 

였으며， 그의 말로는 文童 기간 중에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오히려 文풀 기간 중에는 毛

의 머록 등을 표패로 만드는 업종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고 한다. 

<龍港빨*31-廠의 사례> 廠長 陳紹聖 (41 세)은 1984년 宜내 농촌에서 龍港으로 들어와 198 

다른 사람과 함께 맥주공장을 세웠다가 1987년 양도하고 龍港펼料廠 세워 아동 완구를 만들 

어 비교적 좋은 품질과 새로운 제품으로 판매가 양호하다 그는 문혁 기간 중에 학교를 그만 

두고 부친과 수공예를 배웠다. 그래서 土結機械 기술자가 됨. 3中全會 이후 창업하여 돈을 

벌기 위해 직공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판매원 생활을 하였다 

87) 靈핏鎭 째鎭企業局 副局長 겸 龍港鎭 副鎭長 林正梁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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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각 도시를 거의 다 돌아다니고， 창업 자본을 모아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공장을 설립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의 영업 판매 경험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1988년 자비로 上海 復且

대학에 가서 國家經濟委員會가 주최한 ‘全國大中型廠長培뢰11班에 잠가했는데， 여기서 그가 유 

일한 주식제 기업 창장이었다. 이후 여기에 잠가한 동료와 선생들과 교류를 통해 기업을 더 

욱 성장시켰다 돌아온 후 노동자 전부가 주식을 가지는 주식기업을 龍港 최초로 세웠다. 

<溫州市 金E8電續廠의 사례 >88) 창장 方뿔細은 30여 년 동안을 교사， 농업， 양봉， 상업， 

군인， 공장 창업 등 그의 표현대로 ‘工農商學兵’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다. 현재 플라스퇴 공 

;아 
ζ~ ， 냉동공장， 전당업， 그리고 그의 부인이 호델을 운영하는 龍港의 대표적인 기업가이다 

1993년 중국의 전화 보급률이 저조하여 장래에 통신 케이블 수요량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기술개조를 통해 金田電續廠을 창업하였다 이 공장이 그의 주력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의 다양한 경험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전국적인 범위로 넓고， 이것이 새로운 업종 선택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이상에서 보듯 기엽가들은 의사 교사나 한 업종에서 오랜 경험을 한 사람 혹은 

스스로 새로운 교육이나 관계망에 많은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활동들은 자 

신들의 공장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龍港鎭과 그 주변을 넘어선 활동 영역 

으로 많은 경험과 새로운 적응력을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적응 

<때江펙隊包裝裝橫廠의 사례> 1954년 직공 12명， 공장부지 300 m' 에， 간단한 농사용 대 

무 광주리와 일용 대나무 기구들을 제작하다가 1984년 中南林學院과 연합하여 여러 용도의 

테이프로 생산 전환한 기업이다. 동시에 1985년 廠長責任뿜IJ를 실시하게 되었다. 창장 도南森 

은 龍港 상공업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로 I商聯 龍港分훌 훌長을 맡고 있다. 그의 공장 경영 

방침은 “파학기술을 통한 공장의 성장(科技興廠)"01 다 1984년 설비낙후로 제품질량이 좋 

88) 이 기업과 기업가에 관한 내용은 新華社의 보도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하다.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金버電總廠은 2，23077元을 투자한 주식합작제 기업이다. 이는 隨港 최초의 부자 

인 ‘ )j쌍細’(50서1]) 이 세운 기업이다. 그는 원래 비닐 마대 공장을 경영하여 연 생산액 3，000乃

元을 기록했으나， 마대 생산 기술이 간단하여 인근 향촌에 유사한 기업이 많아 경쟁이 날로 

가속화되었다. 이에 시장을 분석하고 설비를 바꿔 고기술인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게 된 것이 

다. 1994년 생산액은 1.1 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新華社， 1994년 4월 30일) . 

- 163 -



않고 판로가 막혀 곤경에 처했다. 이 시기에 창장으로 임명된 l主창장의 활동은.CD 전문가를 

이용하여， 판매에 적합한 신제품(상자 봉합 테이프)을 개발하고 @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고 기술자를 초빙하여 기술 개발을 전력 지원하여 1988년 개발에 성공하였다.@ ‘技術

攻關小組’를 만들어 생산 비용을 줄여 가격 상승 효과를 줄이고.@ 관리 간부， 사무실 및 작 

업장별로 책임과 권한， 이익의 3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질을 높이고 각 부분별로 청 

부 체계를 실시하였다. 

<蒼南縣 錯爛廠의 사례> 廠長은 30대 후반으로， 외부적 교류가 많은 사람이다. 일찍이 

여러 곳을 떠돌며 구매·판매원을 하다가 현재의 공장을 설립하였다. 上海 浦東에 부동산 투 

자개발도 동시에 행하고 있다. 공장은 1978년에 건립되어 원래 일반적인 조명용 초를 생산하 

다고， 후에 우연히 출장 중 기차에서 신문을 보다가 개발 동기를 얻고， 여러 전문가를 수소 

문해 음악이 나오는 초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생일 축하용 초 역시 생산하였다. 음악 

양초 100여 개 종류의 제품으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蒼南毛짧廠의 사례> 원래 1955년 宜山區 山劉에서 江山服裝뿜IJ輕廠으로 설립하여， 몇 

대의 재봉틀로 노동복과 가죽구두를 생산하였다. 후에 당시 江山柳 농촌 부녀 ‘孫阿榮’이 고 

안하여 제작한 재생 모헤어 기계가 성공하자89) 이 공장은 975元을 투자하여 모포 펀직기 

4대와 추출기 1 대로 1 년의 시험 생산을 거쳐 재생 모헤어 모포를 개발하게 되었다. 1983년 

蒼南毛짧廠으로 개멍하였다. 9월에 縣공업 신제품 상을 획득 1985년 龍港鎭A民南路로 이 

전하였다. 이후 龍港이 재생 모헤어 모포의 주 산지 및 최대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 능력 있는 농촌 주민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장소로서의 小城鎭

<華豊抗織廠의 사례> 주위 농촌 지역에서 약간의 투자 자금을 마련하여 새로운 창업을 

이루려 했으나 농촌에서는 공장 입지가 갖는 여러 불이익으로 龍港으로 진입하여 창업을 하 

게 되었다. 1988년 20대 3명 01 120方元의 자금으로 주식합작제 형식으로 방직업을 시작하 

중국의 불황기(치리정돈 시기)였던 1990년에도 생산액 540'方元을 기록하여 龍港의 밤직 기 

가운데 최고를 기록하였다. 각각 세 명은 廠長， 생산 廠長， 구매 판매 廠長을 맡아서 일을 하 

89) 재생 방직업에 의한 독립적인 가정 공업은 溫州의 본질적 특징 가운데 하나로 많이 소개된 
다. 특히 龍港鎭과 이웃한 宜山에서 발생한 이러한 재생 방직엽은 그 개별적인 규모가 작음 

에도 전국적인 시장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분업도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나오는 孫씨 할머니는 원래 士布를 생산하던 기계를 모헤어(앙고라 럴)로 생산할 수 

있게 고쳐서， 이 지역의 재생 방직업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후에 이 할머니 

가 죽었을 때， 인근 전체 주민이 나와 이를 애도했다고 한다(羅빼先， 1988, p.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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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龍港핀結織廠의 사례> 여섯 가구의 주주로 구성된 주식합작제 기업 아크랄 섬유를 재생 

하여 모헤어를 생산한다. 1986년 공장설립. 점용면적 6없， 연 생산액 모헤어 500톤 생산품 

매는 江蘇省의 개체호나 淑江省의 소상품 시장으로 나간다. 창장(李씨)은 원래 龍港鎭과 인접 

한 錢庫 농촌에서 소학교 교사를 역임하였다. 개혁개방 정책이 이루어진 1981 년에 마을에서 

모방직 공장을 설립하여 1985년까지 운영하다가， 공장을 확대하고， 도시적 환경에서 기업과 

자신의 생활을 하기 위해 친구·친척 5명과 龍港鎭에서 이 공장을 주식 합작제로 건립하였다. 

<蒼南縣 fi늦龍製藥廠의 사례> 1989년 건립된 영양보건품 공장으로 補陽 내복액을 생산한 

다 창장(黃씨， 56서1)은 9서|에 부모를 앓고 양식 관리소에서 직공으로 있다가 후에 독자적 

소상점을 개업하고， 이후 여관， 호델을 개업하여 돈을 벌었다 그는 이렇게 돈을 번 후 보다 

‘번듯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吉林省 의약공업연구소와 합작하여 공장을 세우기로 하고， 그 

입지를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龍港鎭으로 결정하였다. 

<핀純廠의 사례> 사장은 金f士澤과 21 명의 농민과 합동으로 구성된 공장이다. 8년 전 산촌 

에서 龍港으로 온 후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공장을 세 

운 후 점차 경제 기반이 성장하자， 이들은 9007]元을 투자하여 蒼南縣 毛納總廠을 세웠다 

원료와 제품은 전부 외국으로 수출한다. ‘龍港에서는 담력이 작은 농민은 없고 모두 용감한 

용사들이 있을 뿐”이 라고 金f土澤은 말한다(Ii'溫↑|‘| 日 報.n， 1993년 2월 4일자). 

@ 전근대적인 가정 공장에서 근대적 기업으로의 전화 

<蒼南縣짧彩廠의 사례> 창장 朱物은 20서| 때인 1976년부터 사촌 형제들과 의류업을 해 

왔다. 그러나 자기가 생산한 와이샤스. 메리야스 내의， 아동복에서 그다지 좋은 섬파를 거두 

지 못해 확대 재생산이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1989년 자신이 모은 1207]元으로 그 동안 

던 공장을 그만두고 

로 180아g멈겸의 중학교 교육 정도 이상의 청년 노동자를 채용(그중 대학 이상 5명)하고 2개월 

엄격한 기술훈련으로 90%의 노동자가 상급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생산품이 정해진 합격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3개월이 걸렸다. 90여 일을 그는 매일 저녁 공장의 소파에서 지냈다고 

한다 1991 년부터 판로를 넓혀 기업을 그룹 수준(‘龍港服裝企業集團’)으로 확대하였다. 

<隨港펴qGl.廠의 사례> 1987년 3월 6명의 주주가 연합하여 설립하여 처음에는 플라스틱 완 

구， 여행 기념품을 생산하였다 1988년 기업 청부책임제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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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元씩 투자하여 “자금을 공동으로 모으고，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며， 수익을 공동으로 

나눈다(資金共뚫， 風|檢共租， 收益共享)"는 경영원칙을 실행하여 기업이 주식제의 형태로 전환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사원이 주주로 가입되는 龍港 최초의 기업이 되었다. 

<溫州市 金田電體廠의 사례> 노동 집약적이고 설비가 간단한 비닐 마대에서 비교적 고 

기술을 요하고 앞으로의 수요를 대비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인 통신 케이블로 업종을 

다각화하여 전통적 제품(비닐 마대)에서 보다 고부가가치인 제품으로 변환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의 기업가의 두드러진 활동과 더불어 행태와 경영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 가족 위주의 전근대적 경영 

<森力人針織總廠의 사례> 첫째 아들이 법인 대표가 되고， 둘째가 생산을 책임지고， 셋째 

가 판매를 책임진다. 3형제와 그 처자는 고정 임금을 가져가고 보녀스는 없다. 기업의 이윤 

은 童事長(부친)이 통제한다. 

<蒼南縣 黃龍製藥廠의 사례> 창장(黃씨. 56서 1 ) 밑으로， 두 아들(32서1. 28세 )01 각각 경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주식합작제라고 하지만 그 주주는 부자 삼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형 

태이다 이것은 지방 정부가 주식합작제를 장려한 정책으로 인한 외관상의 소유제 형태 변경 

이라고 할 수 있다. 

@ 집체 기업의 경영상의 비효율성 

<蒼I휩縣機械廠의 사례> 이전부터 있던 社隊企業으로 1982년 蒼南縣機械廠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86년 지방국영 蒼南縣 기계창으로 승격되고 계속 제품의 질이 높아져 1988년 

級 선진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제품 시장 판매의 불황과 책임자 그룹에서 내분으로 창 

장이 그만두게 되었다. 그후 선진 설비와 우수 기술자를 가지고도 조업이 50%밖에 안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鎭에서 개입하여 새로운 창장을 임명하여 해결하려 했으나 계속적인 

불화로 다시 발전의 기회를 넓고 기업은 다시 조업이 중단되었다. 1990년 11 월 龍港鎭 二

局이 공작조를 공장으로 파견하여 질서를 정돈하고 생산을 회복하였다. 다시 옛 창장이 임명 

되고， 그는 창장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였다. 하지만 공장은 많은 부채와 경영의 비효율성으 

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에 젊은 창장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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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현 창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宜山鎭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다 

가 溫州技術학교를 수료하여 이 공장의 장장에 부임하였다 현재 32세. 그에 의하면 공장이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경영체제의 문제로， 여기에 부채 경영이 더해져 기업이 곤경에 처 

해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계속 현재의 공장 체제를 바꿔 주식제 기업으로 변경해 

야 함을 강조하였다. 

@ 원시적인 주식제 운영실태 

<蒼南縣|껴}행-設備廠의 예> 이 공장은 1985년 창립할 때는 독립적인 사영기업이었다. 龍

港鎭 외부에 있다가 1990년 진입하면서 공장을 확대하고， 여섯 명의 주주가 합자하여 주식합 

작제 기업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주주들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한 불화로 현재는 현 창장 

혼자 경영하는 상태로 남아 있다. 

龍港鎭의 기업가들은 전반적으로 일반 기업가적 성격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당연 

한 듯한 이 말은 이 지역 주변에 다수 분포하고 있던 전통적 가정 공업 위주의 소규 

모 공업에서， 보다 큰 규모의 현대적 기업구조로 바뀌었다는 말로도 설명 가능하다. 

즉 현대적 기업에서 볼 수 있는 기업가적 성격이라는 것이 龍港鎭에서의 기업가 특성 

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다거나 개헥 이후부터 기업 운영에 참여 

하는 성격 등은 중국적 상황에서 개혁이 가져다준 결과이다. 한편 이러한 기업가들이 

단 시간 내에 龍港으로 집중했다는 것은 龍港이 이들을 흡수하는 힘이 강했고， 다시 

이것이 새로운 龍港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 간부들의 특성 

읍E港鎭 건설 과정에서 간부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다. 특히 중국 지방 

정부의 행정간부들은 최고의 엘리트 계층으로 이들에 의한 정책의 선정과 시행이 전 

체적인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龍港鎭의 간부들이 중요한 활동 

을 하고 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 배경 가운데 龍港鎭의 특수함에서 나오는 

요인이 있다. 그것은 새로운 성진 건설 과정에서는 대규모의 인프라 건설이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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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 간부들의 권한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초기 龍港鎭의 주 관심사는 인구 

의 배치와 기본적 하부시설의 완성에 있었다. 따라서 이 과정은 간부들의 권한을 강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기업 진입의 심사 및 허가권과 같은 원래 縣

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 龍港鎭으로 위임되어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 

아졌다는 것도 龍港鎭의 특수한 경우를 고려한 것이었다. 龍港鎭의 성장과정을 보면， 

각종 정책 시행에서 간부들의 권한과 활동의 중요성이 적지 않았다. 

여기서는 몇 가지 간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들의 특징과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 초기 간부 활동의 개혁적 성격 

<陳定模의 사례> 

“스스로의 원에 龍港鎭의 첫 서기로 부임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토지를 유상 사용하게 하여 

농민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특징을 체현하여 토지 자원의 유효한 사용과 합리적 

인 배치를 이루도록 하였다." (fi'溫州 日報.!I， 1993년 2월 4일) 

‘ 陳定模의 착안점은 토지였다. 그전 1936년 上海 남경동로의 부지를 경매하여 1 故에 100 

元에 거래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그는 “토지도 일종의 상품이 될 수 없겠는가? 현 

단계에서 토지는 일종의 특수한 상품으로 통일 계획과 개발 및 경영이 가능한가?"라고 생각 

하였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토지는 일종으| “금지구역”으로 “‘매매， 임대， 양도”가 허락되지 않 

아 누구도 토지 문제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다. 토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하여 수입을 올리려 

는 龍港의 정책 결정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과거 縣、委 宣傳部 理論科長이었던 陳은 

여러 저작을 찾아 답을 찾으려 했다. 그는 결국 맑스의 차액지대의 이론에서 그 근거를 찾고 

이러한 “금지구역”을 돌파하여 토지를 특수한 상품으로 개발 이용하려 하였다." (當代漸江%究

所， 1994, p.27) 

위의 사례는 한 개인으로서의 간부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다. 즉 한 개인 

의 역량에 의한 토지의 유상사용의 결정이나 스스로의 원에 의한 서기의 부임이라는 

것들이 당시의 현실적 여건에서는 독단적 결정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관변 자료로부터 적어도 다음 

의 사실은 파악해 볼 수는 있다는 점이다. 즉 여기서 언급한 구체적 한 개인은 아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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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龍港鎭 설립과 관련한 지방 정부와 당의 권한과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이다. 

간부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그들이 龍港鎭의 성립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관변 자료 

와 달리 구체적 개인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으로 보건대， 陳定模로 대표되는 당시의 

간부들(鎭·縣 혹은 市·省 단위의 간부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이다. 

@ 강력한 토지 수용 정책의 실행 

(기존 가구를 이전시키려는 정책의 실행에서) 행정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말을 통한 사상 공 

작에 의거하였다 @ 사상공작으로는 새로운 城鎭 건설을 위해 기존에 있던 농가의 이전에 

관한 대회를 거리에서 개최하였다. 가구 이전비 勞動力 安置費는 말도 못꺼내고， 또한 기업 

도 없어 취업도 어려웠다. 다만 매 노동력에 수용 토지 보조금 5.000元을 한번 지급했을 뿐 

이다.CV 가가호호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어느 정도 섬숙되었을 때 시안을 10일 주고 그전 

에 움직이면 장려하고， 늦추면 벌금”을 물리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1.600敏

토지. 3.200명 노동력을 재배치하게 되었다(위의 책， p.32-33). 

강력한 정책의 실시는 초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모든 분야에 

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강력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그 시행 과정은 유인책과 제재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유인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유인 효과보다는 대부분 제재의 수단에 의한 정책 수 

행이 많았다. 

@ 주민 수요를 제대로 파악한 활동(교육에 대한 간부들의 강조) 

1990년까지 교육투자가 전체 기초시설 총투자으I 1/6을 차지한다. 매년 평균 1207]元으로 

방재정 총지출으I 50%에 이른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책임자들은 “교육은 지역경제의 지 

속과 안정적 발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먼저 부자가 된 농민이 龍港으로 와서 공장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이라고 반박한다. 노동력 릅수 측면으로도 2007]元의 정부투자로 공장 

하를 지어 백 명의 농촌 노동력을 릅수하는 것보다 똑 같은 돈으로 학교를 지으면 1.000명의 

자녀가 입학하여， 교육의 혜택을 받고 동시에 그 부모도 龍港에 거주하면서 상점이나 공장을 

열게 되어 유능인들을 릅수할 수 있고 생산 기술 상품 정보를 가져와 번영시킨다는 입장을 

간부들은 가지고 있었다. “龍港 건설로 볼 때， 교육이 가장 중요한 생산력이다라고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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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李浩然， 1991, p.10). 

교육에 대한 강조의 결과가 다음 표 51이다. 교육 정원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는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건축면적이나 용지면적에서는 대체로 부족하다. 새로운 

城鎭이라는 점과 그 투자와 건설을 이입 주민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거의 일반 규정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 문제에 대한 간부들이 많은 강조 

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간부들이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이입 주민 

들의 주요한 관심사가 자녀의 교육이라는 데서 연유한다. 다시 말해 이입주민들의 진 

입 목적은 도시민과 같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받겠다는 의도가 강하며， 그 중에서도 교 

육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항목이다. 교육 서비스는 새로 小城鎭으로 진입한 주 

민들이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간부의 역할이 평가되는 것은 새로운 城鎭

의 초기 성장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주민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읽어 내고 

이를 정책적 방향으로 강조하면서 시행했다는데 있다. 

표 51. 龍港鎭 교육 시설 및 현황( 1993년) 

건축면적 (ml/천명) 용지면적 (ml/천명) 천명당 정원 
학교 

현황 일반규정 현황 일반규정 현황 일반규정 

유치원 180-270 208 300-450 77 20-30 
초등학교 192 270-300 937 1600-2100 112 90-120 
중학교 227 2에-270 836 1100-1500 61 45-60 
고등학교 75-95 360-450 13 12-15 

」← • 」←←

* 일반 규정은 中國 敎委·建設部(1989)基字108호 문건에 의함. 

자료: 龍港鎭人民政府·南京大學城市規劃設計짧究所(1993). p.27. 

@ 기업에 대한 협조 및 지원 

기업은 龍港鎭 성장에서 필요한 재정 수입의 배경이므로 이에 대한 간부들의 태 

도는 협조적일 수밖에 없다. 龍港鎭에서 기업과 간부들의 관계는 공동 이익의 추구라 

는 방향에서 설정되기에 갈등 관계가 발생할 소지가 약하다. 특히 중국 향진 단위에서 

의 기업과 간부들의 관계는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관계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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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진 단위의 이익과 중앙 정부와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에도 간부의 역할은 향진 단위 

의 이익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溫州의 전반적인 상황이자， 龍港의 경우에도 

비슷한 행태를 띤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 규모가 커지며， 동시에 주식 합작제로 변화 

하면서 오히려 간부들의 영향력은， 비록 그것이 직접적이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기업 

에 반영된다. 또한 대부분의 간부들이 다른 향진 간부들에 비해 훨씬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의 성장에서 생기는 기업들의 이익과 간부들의 이익이 연결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인용문과 같은 외부적인 표현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간부들의 기업에 대한 

서비스로 표현하지만 실상은 서비스와 더불어 반대급부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 

다. 그래서 인용문에서 보이는 ‘일체 직접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고 독단에 의해 

간섭하지 않게’라는 표현은 역으로 이러한 사실이 빈번히 발생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 

다. 

“城鎭의 활력은 기업이지만 이는 정부의 추진력 없으면 불가능하다. 龍港 鎭長 李其鐵은 城

市관 리를 “계획， 서비스， 협조， 인도”의 방침으로 주민 생활과 기업 경영을 좋은 환경파 조 

건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鎭의 간부들은 일체 직접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고 독단메 의해 

간섭하지 않게 하였다. 단 기업의 곤란한 경우 회피하지 않고 이를 도와주었다. 書記 蘇慶明

은 정부가 기업을 위한 서비스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한다. : Q) 기업을 위한 기초시설을 건 

설한다.(g) 안전하고， 優美하고 펀안한 생산 및 생활 환경을 창조한다.@ 고효율과 정렴한 

시정관리를 실행한다.@ 양호한 도시의 상을 수립한다“(0"農民日報.D 1994년 7월 12일). 

위에서 본 사례와 현지 조사에 의해서 파악된 행정간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과감한 추진을 수행하였다. 간부들의 능동적 활동에 의 

한 정책의 수행은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일반적인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龍港

鎭의 경우는 그러한 일반적 수준을 넘는 행태로 나타났다. 간부들의 이러한 과감한 정 

책시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닌 이 지역이 가진 역사적·지역적 배경으로 인한 것이다.90) 

90) 柳小파(1994)에 의하면 ìl섣港鎭을 비롯한 주위의 錢庫， 金빼， 宜山 각 지역들은 신 중국 성 

립 이전 뿐 아니라， 이후에도 토지가 적어， 개인 상공업이 활발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文，'，’〔 기간 중에도 이미 보면적으로 집단 체제가 완화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Liu(l992)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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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러한 과감한 정책 시행의 배경에는 간부들의 이익과 일치하는 점이 있었 

다. 그것은 크게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 성공 

적인 성과를 나타냈을 때 자신의 지위 상승이라는 이익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중 

요한 이익은 경제적인 이익이 되었다고 본다. 그 이익의 중요한 부분은 城鎭化 과정 

중에 부동산의 개발로 간부들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龍港에 세워진 개 

인 자금에 의해 세워진 7，000개의 주택 가운데 2，0007H가 간부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기록(Liu， 1992)도 있다.91) 또한 기업， 특히 주식합작 기업에 의한 일정 지분을 간부들 

에게 배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결국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바 

뀌어 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주의적 법률과 규정으로 간부들이 가질 수 있는 소득 

기회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간부들은 표면적으로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 

로 나타나면서， 한편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다. 

셋째，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간부들에 의한 지역의 전반적인 활력을 들 수 있다. 

龍港鎭 초기의 간부들은 비교적 연령층이 높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간부들은 모두 

30대 초반들이 대부분이다. 鎭長과 書記 모두 30대 사람들로 활동력이 매우 높은 것으 

로 평가된다. 그 밑의 각 부문의 副鎭長들도 20대 후반부터 제일 많은 나이가 35세 정 

도였다. 이러한 젊은 연령층의 간부는 蒼南縣 다른 獅鎭， 특히 비교적 경제가 발달한 

곳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넷째，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이다. 이는 향진 단위의 간부들의 일반적인 특정 

이기도 하다. 즉 간부들의 인사 문제에 있어 중요한 평가는 지역이 얼마나 수량적으로 

부들이 주민들의 상대적인 자유스러움과 개체적인 활동을 지지하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동조 

하는 행태를 ‘산발적 전체주의’로 개념화한다. 즉 강력한 중앙정부의 정책이란 연속적인 아닌 

불연속적인 산발성을 띠고， 溫州 지역 주민과 간부들은 이러한 시기를 잘 이용했다는 것이 

다. 
91)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인터뷰한 縣 국장급 간부는 월급은 얼마되지 않지만 주택(이 지역의 

주택은 일층은 언제나 상점으로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소규모 건물이라고 해야 더욱 적절하 

다)의 임대 수수료만 약 일년에 2方元 정도라고 한다. 현재 그가 임대해 준 곳에서는 케쥬얼 

의류 상점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城鎭 건설 중에 합법적으로 간부들에게 주 

택을 준 것으로， 그 위치가 城鎭의 중심 위치에 있으므로， 城鎭이 더욱 성장할수록 자신의 

소득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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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가 잘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간부들이 기업에 갖는 태도는 당연히 

우호적이다. 지역 성장은 곧 간부들 자신의 성장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에 이것이 지 

역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기업가와 간부들의 친밀한 사회관계 

를 통한 일종의 유대 의식도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과감한 개혁에서 나오는 무리와 지나친 독단성으로 주민들 

에게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거나 상하간 혹은 병렬 관계에 있는 다른 행정계 

층과 협조의 미약， 그리고 상술한 간부의 지나친 이권 개입 등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촌 단위에서도 간부들의 활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제의 발달 과정에는 

많은 권한을 가진 간부들의 이권 개입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은 현지 언 

론에 실린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근년 들어 龍港鎭 재정수입이 신속히 증가하였고， 특히 촌 집체 경제의 자금 축적이 매우 

빨랐다. 몇 년간 龍港鎭 전체 절대다수의 행정촌의 자금 축적은 수백 억 元에서 적게는 수십 

만 元에 이르렀다. 그 결파 집체 경제의 발전파 축적으로 당원 간부의 경제권 역시 증가되었 

다. 1992년 봄 龍港鎭 전체에서 8명 당원 간부가 경제상의 잘못으로 당 기율의 처분을 받았 

다 龍港鎭 기율위원회는 건전한 촌 당조직의 당 분위기와 청렴한 정책을 건설하기 위해 규 

정에 따라 모든 당 지부에 한 명의 당풍당기와 청럼정책을 건설하는 당원 감독원을 배치하 

였다 1993년 1 월말까지 鎭 전체에 모두 58명의 감독원이 배치되었다. 이들의 주요 임무 

당 지부 당원 간부가 토지 사용， 필지의 분배， 집체 재무， 물자 분배， 계획 생육， 직공간부 채 

용 듬 방면에서 위법이나 기율 위반 혹은 규정 위반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감독하는 것이다. 

([1溫州 口 、服.JJ 1993년 1월 10일자) 

위의 사례는 경제력의 성장으로 집체 조직에 자금이 축적되어 이를 이용하는 간 

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이다. 여기서 주로 간부들이 이익 

을 획득하는 부분이 바로 토지에 대한 권한임을 보여준다. 집체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의 변화， 관점의 변화 사이에서 이익의 

발생은 정부나 집체 단위여야 하지만 그 이익의 일부가 간부들에게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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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龍港鎭 주민의 특성 

3.1 취업 직공 

龍港鎭의 초기부터 가정 공업과 사영 경제에 의존하였기에 이를 담당할 직공 고 

용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노동력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친척이나 친구에 

의한 고용이나 혹은 이들의 소개로 이루어지다가， 점차 龍港鎭 내에 있는 노동력을 사 

용하고， 이어서 주위 농촌 노동력으로 확대되어 갔다. 1988년까지 龍港의 공상기업과 

개체호의 종업원 중 약 50%가 노동력 시장에서 고용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전술한 바 

와 같은 친척·친구들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과도 단계였다. 1991년 종업원은 35，어0명으 

로 그중 鎭 내의 노동력은 19，557명 (56%) 이고， 나머지 44%는 외지에서 고용되어 왔다 

(當代漸江짧究所， 1994, p.71) 이하에서는 이러한 노동력을 사례조사의 직공들을 대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개인적 상황 

직공들의 연령은 주로 20대， 교육수준은 중학교와 초등학교 수준으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이들의 이전 직장 경험의 문항에서는 처음 취업이 55명， 1회가 29명， 2 

회가 13명， 3회 이상이 7명으로 대부분 많은 경험이 없는 젊은 연령의 직공들이 많았 

다. 龍港鎭의 연령은 1987년이나 1992년의 전국적인 조사에 비해서 더욱 젊은 경향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학력에 있어서도 초중 이하가 다른 전국 조사에 비해서 높아 전반 

적인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龍港鎭이 새롭게 성립되 

었고， 각 기업의 직공들도 기존의 농촌에서 존재하던 잉여 노동력을 그대로 흡수했다 

기보다 龍港鎭의 후기 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임의 단순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고 

용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결과로 보인다. 특히 새로 성립한 기엽들이 다수 존재한다 

는 것도 직공들의 낮은 연령을 설명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 174 -



표 52. 龍港鎭 직공 연령 

龍港鎭(1996년) 전국농촌사회 사회과학원 
연령 경제전형조사 직공조사 

남 여 합(%) (1987년) (1992년) 

20세 이하 14 3 17 (16.3) 55 (15.9) 
-25세 (18.9%) 

21-30세 38 19 57 (54.8) 180 (52.0) 

31-40세 5 18 23 (22.1) 87 (25.1) 
26-35세 (34.3%) 

36-45세 (31.4%) 
41-50세 2 5 7 ( 6.7) 17 ( 4.9) 

46세~ (15.4%) 
50세 이상 7 ( 2.1) 

합 계 59 45 104 346명(100%) 8，078명 (100%) 
자료: 龍港鎭은 인터뷰 조사 1987년은 中共中央政策冊究室·農業部農村固

定觀察點辦公室 編(1992b) ， 1992년은 碼同慶·許n뚫軍(1993)에 의 함. 

표 53. 직공 교육수준 

龍港(1996년) 전국농촌사회 사회과학원 
꾀ïïL-* 9 까‘ τ ;ζ 경제전형조사 직공조사 

남 여 합 (1987년) (1992년) 

소학 이하 20 21 41 (39.4) 166 (47.9) 500 ( 6.4) 

중학교(초중) 32 24 56 (53.8) 144 (41.6) 2,692 (34.7) 
고등학교(고중) 7 7 (6.7) 35 (10.1) 3,286 (42.3) 
대학 이상 1 (0.3) 1291 (16.6) 

합 계 59 45 104(100%) 346 (100%) 7,769 (100%) 
자료: 표 52와 동일. 

@ 직공의 고용·임금·노동 조건 

R#.情 }j法-으로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는 일반적인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외에 고용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부， 특히 먼 지역에서 들어와 취업하 

는 경우에는 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공급 소개업자를 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92) 

임금의 결정도 거의 기업 단독으로 행한다고 대답하였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 

92) 이러한 노동력 공급의 망에 대해서는 嚴善平， 1993, “華南經濟 1'= 쉰，t~ 勞倒퍼場끼形成 

ff' 7 :.J 7 ￥ZF- 濟.n， 34(6)의 p.51의 그림 4(조직화 노동시장의 개념도)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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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금 결정의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기업을 관할하는 鎭 부서들의 영 

향과 감독 간부들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한다고는 보기 힘들고， 또한 비슷한 업종의 다 

른 기업들의 임금 구조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種金 支給方法은 시간제(노동시간 비례)와 능력제(생산품수 비례)가 있다. 시간제 

임금 구조에다가 능력제를 부가하고 있는 있는 경우도 업종에 따라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의류엽의 경우 각 공정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는 더 많은 능력급 임금을 지불하고 있었다. 임금수준은 조사한 직공의 경우 월평균 

75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임금은 월 500원 정도， 가장 높은 금액은 1500원까지 

나타났다. 여기에는 각종 보너스와 보조금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임 

금에 대해 이윤만큼 받는다고 생각(98명중 58명)하고 있었다. 나머지 ‘그저 그렇다’가 

29명， ‘이윤만큼 받지 못한다’가 11명으로 나타났다. 

인터뷰를 행한 하나의 사례기업을 통해 임금구조를 살펴보자. 蒼南縣 黃龍製藥廠

의 경우， 임금이 500-700원 수준으로， 그 구성을 보면 “기본 임금(300원) + 노동보험 

금(50원) + 滿出動 장려금(30원) + 작업 연한 임금(1년 5원， 2년 15원) + 의약비 보조 

(25원) + 超願보너스 + 연말 보너스 + 분기 보너스”등으로 지급되고 있다. 

노동 시간은 집체 기업의 경우， 하루 8시간의 노동이지만 일부 기업， 그리고 섬유 

업종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부문에서는 보다 많은 시간이 투입되기도 한다. 일부 기업 

에서는 오전 작업이 7시에서 11시 오후 작업이 1시부터 8시로 11시간의 정해진 작업 

시간에 그날 정해진 작업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잔업을 해야 하기에 보통 13시간 정 

도 근무한다고 한다. 

닮.情方法은 대부분이 자발적인 취업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인 취업 가운 

데서도 주로 친구나 친지 그리고 동향 사람들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에 취엽한 목적은 주로 경제수입을 올리려고 취업했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이 응 

답이 가지고 있는 포괄성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부자 

가 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누구나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정 

내에서 할 일이 없다는 대답이 일정 정도 나온 것은 농촌 잉여 노동력의 소화 대상이 

아직도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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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龍港鎭 기업에 취업한 이유 

전국농촌사회 
취업 이유 龍港(1996년) 경제전형조사 

(1987년) 

@ 경제 수입을 올림. 61 (68.5) 46.8% 
@ 기술을 배우려 12 (13.5) 21.7% 

@ 외부 세계를 경험. 2.3% 
@ 가정 내에서 할 일이 없어 9 (10.1) 19.7% 
@ 기타 7 ( 7.9) 9.5% 

합계 89 (100%) 346 (100%) 

자료: 표 52와 동일. 

(3)-=1觀的 態度·섭전~fJ 

직공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영부문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이 실제 그들의 인식일 가능성과 조사자가 기업 관리자들과 먼저 만난 

후 관리 인원을 대동하면서 조사한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각 부문 

에 대한 그들의 편차를 파악할 수는 있다. 보수， 처우， 노동 조건， 경영 네 가지 측면 

에서의 만족도는 각각 31%, 48%, 54%, 72%로 나타났다. 즉 경영 부문에 대해서 만족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직공의 입장에서 자세한 경영부문을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이왕이면 응답시 기업측 입장이 되려는 자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신 

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보수 문제는 만족과 불만족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보 

다 많은 보수에 대한 열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 이익 발생 때의 안배 부문은 대부분이 개인 소득으로 이익을 배분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직공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 

가 많을 것이다. 다만 근소한 차이지만 농촌건설에 안배하는 것이 확대 재생산보다 더 

강조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자신들의 원 이출지인 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심 

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하의 농촌 기업은 집체소유를 기본으로 하였다. 따라서 기업(과거의 社

隊企껏)의 재산은 그 구성원인 직공들의 소유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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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역사회(社區)의 경계가 없어지고 외부 노동력이 유입되는 곳에서는 과거와 같 

은 관념이 자리잡게 힘들게 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龍港의 경우는 아직도 기업 재산 

의 일부는 직공 것이라는 응답이 33.7%로 나타나 과거 사고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기업의 성장에 유리한 측면으로도 작용한다. 즉 취업을 

고용-피고용 관계로만 인식하지 않고 자신도 일부분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 인해 기업에 대한 무제한적인 희생을 감수하기도 한 

다. 실제 龍港에는 주식합작제가 광범위하게 실시되는 과정에서 직공들에게 주식을 분 

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또한 일부 廠長의 경우에는 일반 직공이 두각을 나타내어 

廠長이 된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직공들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근거 없다고만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직공들은 취업한 후 생활수준이 조금 향상되었다고 답하였다. 물론 이는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대 뿐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성장에 기인하는 것도 있다. 

특히 이들의 취업은 바로 小城鎭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들의 생활수준이 

소득 수준 상승과 더불어 소비 수준에 있어서도 상승하고 이것이 전반적인 생활수준 

을 끌어올렸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표 55. 龍港鎭 직공들의 생활수준의 변화 

龍港鎭 전국농촌사회 
취업 후 생활 수준의 변화 

(1996년) 
경제전형조사 

(1987년) 
φ 크게 향상 5 ( 4.8%) 9.2% 

@조금 향상 85 (81.7%) 78.6% 
@ 변화 없음 14 (13.5%) 11.9% 

@하락 0.3% 

합계 104명 346명 

자료: 표 52와 동일. 

@ 龍港鎭에 대한 지역 의식 

龍港鎭에 대한 정주 의사에 대한 평가에서는 88명 응답자 가운데 52명 (59.1%)이 

계속 이곳에 있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는 龍港鎭의 발전 가능성으로 취업의 기회가 

- 178 -



많기도 하며， 주위에 비해 서비스 시설이나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꼽았 

다. 대부분 龍港의 발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성장과 일치할 수 있 

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또 비록 龍港鎭이 縣城은 아니지만 소비나 문화생활을 위해 

굳이 縣城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식의 지역 중심지로서 가지는 龍港鎭의 이점을 들어， 

대부분이 일상 생활에서 龍港鎭이 편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2 상업 활동 

龍港鎭 주민 가운데 구매·판매원(供銷員)은 상품의 구매， 판매자인 동시에 정보 전 

달자이 다. 이 들은 龍港鎭의 소상품들을 전국적 으로 유통시 키 는 유통망을 구성 하고 있 

다. 구매·판매원은 溫州 경제의 특징 중의 하나로， 이들의 활동은 지역 경제를 활력 있 

게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제품을 구매하고 동시에 지역의 제품을 판매하는 역 

할을 하고 동시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얻은 정보와 새로운 시장개척으로 보다 일찍 

이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진행하는 정보원이었다. 이들의 이러한 경험과 역할은 후에 

개체호로 정착하고 혹은 기업 경영자로 성장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홉E港에 진입한 전업호 중점호들의 많은 수는 주위 농촌의 소상품 생산자와 경영 

자들이다. 그들은 소상품 생산 설비와 기술을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뛰어난 경영능 

력도 풍부히 가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여러 곳을 떠돌아다닌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들에 의해 龍港의 소상품과 전국의 대시장이 서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약 5，000여명의 전문 供銷員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들의 역할은 오랜 기간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龍港의 가정 생산 소상품을 팔고，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원 

료， 재료， 반제품을 구입한다. 동시에 상품 정보를 포착하고， 제품 질을 평가하고， 시장 

동향을 조직하여 적당한 판매 루트가 있는 상품을 조직하게 된다. 

<사례> 宜山區 江山밸料編織흉 경영자인 ‘楊宗好’는 고항에서 龍港으로 전입한 후 龍港의 

구매 판매원(供銷員)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즉 경제적 성공과 더불어 蒼南縣 정치협 

상회의 부주석으로 당선되었다. 그의 연 경영 규모는 수백만 元에서 천만 元을 넘는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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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의 시장이 확대되어 龍港 경제의 발전의 중요 역량이 되었다. 그가 부자가 된 후에도 공 

익사업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도 열심히 하였다 1987년 다싱안링 산맥에서 큰 화재가 발 

생했을 때 익명으로 만 元을 기닥하였다(當代漸江昭究所， 1994, p.49-50). 

<사례> 錢庫區 括山쩨 청년농민 王文化는 金劉鎭에서 전국 제 1 의 “掛F 경영” 기업을 세웠 

다. 가정 공장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고， 전표를 발행하며 공상 세수를 대신 징수한다 또 

한 은행 장부도 대신 쓰게 하여 金劉 가정 공업을 발전시키고， 그후 현 전체 “掛戶 경영”기 

업의 발생을 대동하게 되었다. 그가 龍港으로 옮긴 후， 蒼南縣、 供銷總公司 副총경리 겸 공업 

무역공사 經理가 되어 龍港 경제발전을 위해， 그의 관리 경험과 경영 방법을 보여주게 되었 

다. 그가 개설한 掛戶 경영 기업은 龍港의 供銷員에게 날개를 달아 주어 그들을 전국 각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해 주었다(위의 책， p.50). 

전자의 사례는 供銷員에서 시작된 활동이 기업 경영과 더불어 정치적인 지위까지 

도 오르게 된 개인 사례이고， 후자의 경우는 供銷員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掛戶기업의 

사례이다. 이같은 사례에서 보듯 供銷員은 이 지역의 전반적인 상업 활동을 이끄는 행 

위주체로 작용했다. 供銷員에 의한 활동과 더불어 龍港 현지에서의 일반 상인들의 활 

동을 보면， 이들은 보다 나은 경제 환경을 찾아서 龍港鎭으로 진입한 농촌 주민들이 

다. 이들은 상인이지만 아직 제조활동， 특히 소규모 가정 공업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 

다. 이들의 수입은 일반 기업의 직공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례: 毛싫市場의 상인> 毛짧市場은 溫州市 7대 시장 중의 하나로 전국적으로도 유명 

한 시장이다 점용면적 67故(약 13 ， 400뀐)에 1 ， 000여 개의 판매점이 있다. 그 가운데 약 

평을 임대하여 무늬이불을 도매하고 있은 상인의 예를 보자. 그가 판매하고 있는 이불의 원 

재료는 廣東省에서 사 온 潤隔(일종의 인조 화학섬유)인데 가볍고 부드러우며， 천연섬유에 비 

해 비용이 적다. 솜을 타고 누르는 과정을 통해 사각형의 이불솜을 형성한다. 바깥쪽에는 여 

러 무늬를 만드는데 전문공장으로 보내 봉제를 한다. 1 개 이불은 일반적으로 1.5-2元의 가 

공비가 든다 이러한 이불은 가정작업을 통해 다시 상점으로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도매를 

통해 湖南省 長沙 江西省 南昌 등지로 판매한다 이불 하나의 가격은 50元에서 150元 정 

이다. 이 시장은 박리다매식 판매를 주로 한다. 이불 하나에 약 3元의 이문이 남고 일년 판 

매량은 2만개의 이불이 팔려 이윤은 약 6만 元 정도이다 그는 현재 29셰이며 주위 농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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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한 경우로 중학교 졸업 후 여러 공장의 직공을 하다가 龍港鎭으로 진입해 이 장사를 시 

작했다고 한다 공장 직공 때보다 일이 수월하며， 가공 작업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풍부하 

기 때문에 주로 가공보다는 판매 쪽에 많은 신경을 쓴다고 한다. 

<龍港O휩輪納、市場의 상인> ‘龍港購編*Y市場’은 전국의 큰 방직공장에서 나오는 폐재료， 혹 

은 쓰다 남은 재료를 모아 橋花를 가공하여 모포와 기타 다른 용도로 제작할 수 있는 모헤 

어를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러한 모헤어를 이용하여 龍港의 각 가구는 간단히 가정에서도 모 

포를 제작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장은 폐재료를 모아서 공장에서 염색을 

하여 모헤어로 제작한 것을 가정 공장이나 다른 기업에게 파는 곳이다. 주로 이곳에서 파는 

사람들은 직접 공장에 소속된 상인이 아닌 분업화된 전문 상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여성 상인에 의하면 그녀의 남편 역시 전국을 떠돌면서 龍港의 상품을 파는 상인이라고 

한다 1986년 인근 錢庫鎭에서 들어와서 지금껏 상인으로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과일시장의 상인> 龍港의 과일 시장은 주로 주로 도매로 행해진다. 특이한 점은 이곳이 

과일의 수집과 판매도 전국적이라는 점이다. 전화로 각지의 고객과 연결하여 파일을 수집하 

고 다시 이곳에서 도매로 전국 각지로 판매한다 수집과 판매에 필요한 유통은 龍港에 갖춰 

진 전국적인 운송회사들에 의해 위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인터뷰 상인 역시 인근 宜山鎭

에서 들어왔다고 한다. 宜내鎭에서도 소매매 상인으로서 전국을 떠돌면서 약간의 돈을 벌어 

龍港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조사기간 중 이곳의 후지사과는 1 근 (500g) 어 I 2.5元， 1 

( 14근)에 24元 정도하고 룡의 도매가격은 근당 1.3元이었다. 

4. 행위 주체간의 관계 

지역의 경제활동 주체를 주민 기업(가) 그리고 정부(간부)로 크게 구성되는 것으 

로 상정하였다. 지역의 변화와 성장은 바로 이들에 의한 활동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 

진다. 각 행위주체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익과 다른 주체와 

의 관계의 설정으로 활동 범위가 주어진다. 

홉E港의 주민들은 이입 단계부터 이미 농업에서 떠나 개인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 

람들이었다. 주위 농촌에 비해 이들의 활동은 상이하게 나타났고 그러한 활동들은 점 

차 도시적 생활양식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기업가는 자신들도 주위 농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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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경험과 재산을 축적한 후 小城鎭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을 이루려 한 사람 

들로， 실지로 진입한 이후 보여준 활동들에서 小城鎭이 가지는 이점을 충분히 이용하 

였다. 간부들은 小城鎭의 초기에 과감한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계속적인 龍港의 성장 

과정에서 주도적인 위치로서 있으면서 전반적인 관리와 통제를 행하였다. 이들의 이러 

한 역할에는 젊은 연령과 지역 엘리트적인 자질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직 

공들이 小城鎭 주민으로서 갖는 위치는 현대화된 기업의 임금 노동자적인 성격과 더 

불어 주민으로서 갖는 활동 영역의 다양화로 특징 지워진다. 상업 종사자들도 새로운 

상품 경제의 중심으로서 갖는 龍港의 이점을 이용하여 지역변화에 적응하면서 자신들 

의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다. 다만 기업에서 보이는 전근대적인 모습의 잔존， 간부들의 

이권 개입 가능성， 그리고 직공， 상업 종사자의 지역 정체성 결여 93) 등은 문제로 남아 

있다. 

세 행위 주체간의 관계 가운데 간부와 기업간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상호간의 공동 이익이라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상공업화 진행은 세수의 확장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지방정부의 성공으 

로 표시되며， 이를 근거로 간부들의 업적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성장의 

외관에는 이 두 행위주체의 활동이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것이 사실이다. 龍港鎭의 경 

우 이 두 행위주체의 관계는 鎭 설립 과정과 관련하여 약간의 성격 변화를 겪었다. 진 

설립 초기에는 간부들의 기업 유인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기업가에 대한 간부들의 의 

존도가 컸다 진입 초기에 보였던 하나하나의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바로 龍港鎭의 성공을 담보하는 조건이 된다는 생각에서 나옹 것이었다. 그러나 龍港

鎭이 기초시설을 갖추고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부터는 간부들의 활동 역시 자 

93) 주민의 지역 정체성 결여는 龍港鎭의 문제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 이는 주민 구성이 이입 
인구로 이루어졌으며 상업의 발달로 이동 인구가 잦다는 데서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지역 정체성 결여의 예로， 이 지역에는 주위 다른 지역과는 달리 표준어인 ‘普通話’가 다 

른 지역에 비해 윌등히 많이 쓰인다는 것이다(U'溫州日報，E， 1992년 11월 21 일) . 蒼南縣은 서로 

의미가 완전히 통하지 않는 지방어가 5개가 사용될 정도로 복잡한 언어 구성을 갖고 있는데 

댄港鎭으로 진입한 주민들이 모두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龍港을 구성하는 주민들 

의 정체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로 인해 각종 개방 사회의 사회 병폐가 먼저 발달한 곳이기 

도 하다는 점을 몇 가지 경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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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가지면서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해 관리 감독 및 통제를 하게 되었다. 물론 초 

기에도 龍港鎭 간부들이 기업의 진입에 관한 심사권을 가지고 있어 결정적인 권한， 예 

를 들어 토지나 에너지 그리고 생산 원료와 같은 자원의 배분 권한을 간부들이 갖고 

있던 것이 이후 전개 과정에서 간부들의 권한 강화를 설명해 주는 한 원인이 되었다. 

상호 이익 추구라는 내면에는 언제나 간부들과 기업인의 결탁이라는 부정적 측면 

도 가진다. 정책의 개혁으로 인한 자원 특히 토지 자원의 새로운 배치에서 생기는 정 

책의 변화에 대한 각 행위 주체들의 적응에 이르는 시차에서 발생한 이익， 그리고 기 

업의 이익에 여러 방식으로 간부들이 결탁을 조장할 여지가 충분하다. 앞서 살핀 龍港

의 부동산 가운데 많은 부분이 간부들의 소유라는 사실에서 나타나는 결탁의 흔적이 

나， 龍港 간부들에게 기업에 (주주로) 참여하지 말라는 발언 등은 오히려 결탁의 사실 

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기업가와 간부들의 밀접한 관계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소지가 높다. 그 근 

거 가운데 기업가의 지위 상승과 간부들의 비정치적 지향과도 관련된다. 이미 龍港鎭

의 일부 기업가들은 실권은 없지만 인민대표대회나 정치협상회의의 각종 지위를 차지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일부는 그 권한이 간부들에 못지 않게 강력한 영향력으 

로 작용하고 있다. 반대로 지방 간부들의 입장에서도 개인적 목표가 행정적 지위의 

상승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지위 상승이 더 높은 목표 가치로 변경되고 있는 사고와 

그에 따른 각종 행태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앙 정부의 정책의 시행 담당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지역 이익 혹은 개인 이익을 위한 역할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고 그 과 

정은 당연히 기업가와의 접근으로 이어질 것이다. 

간부와 일반 주민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하 관계의 틀로 지속되어 왔다. 새로 

운 小城鎭이라는 공간의 성장에는 인구의 이동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계획적인 과정으 

로 이루어졌고， 계획적인 인구의 재배치에 적응하는 주민들을 위주로 한 정책은 주민 

들에게는 유인과 제재라는 강력한 정책 시행이 지속되었다. 특히 鎭 성립 초기에서 보 

여지는 能港鎭 간부들의 강력한 정책은 주민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고려보다는 공간 

정책으로서， 지역 성장으로서의 목표를 수행하는 행위 주체로서의 역할 담당을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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龍港鎭의 경제적， 취락적 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 간부들이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에 있어서는 간부들 활동이 미약한 것도 초기에서의 상하 관계 

설정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민들의 생산활동과 관련한 통제와 관 

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사회문화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치안 문제， 여가， 

소비생활과 같은 비 생산활동에 관한 간부들의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주민과 기업가의 관계는 직공으로 표현되는 고용과 피고용 관계이지만， 그 성격 

역시 시기적으로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 일반 직공들의 성격은 초기에는 가족， 친척， 

친구들과 혹은 그들과 잘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것이 후기에 

는 외지에서 오거나 아니면 鎭 내의 일반 직공들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다시 보면 기 

업 규모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직공의 상태도 달라지게 된 것 

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는 일반 주민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상층 계층으로서의 지위 

를 점하게 되고 안정적인 현대 기업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수 

로 존재하는 가정 공업이나 개체호에서는， 경영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는 여전히 임의적 

이고， 직공 역시 가족 노동력과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 

에게는 아직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많은 것으로 인식되며， 기엽가가 그다지 먼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이같은 경향도 기업 규모가 보다 커지고 역할도 

커짐에 따라 기엽가의 위상도 분명 달라지게 될 것이다. 

龍港鎭의 행위 주체들 사이의 관계 설정에서 주요한 변수는 小城鎭의 성립과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점이다. 모든 행위 주체들은 공간적 이 

동이라는 과정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활동 공간에서 모든 관계가 새롭게 맺어 

졌다. 전체적으로 간부들의 역할은 전 시기에 걸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기업가 

역시 초기의 龍港鎭의 건설이라는 역할과 이후 갖게 될 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점차 

상대적으로 그 힘이 증가할 것이다. 

- 184 -



저16장 종합 논의 및 결론 

1. 중국 농촌 小城鎭의 의의와 한계 

1.1 의 의 

홉E港의 경험은 정책의 전개와 진전에 따라 小城鎭化의 성공을 보여 주었다. 이러 

한 성공의 과정은 이전 시기와는 다른 몇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龍港 小城鎭化의 

과정은 농촌 주민들의 자금에 의한 건설이었다는 점이다. 국가의 보조에 의한 건설은 

도시 편향적인 재정 투자가 많고， 또 설사 농촌 지역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대상지역 

이 광범위하다는 사실로 인해 그 실질적인 혜택을 입기는 힘들었다. 따라서 농촌 주민 

들의 자금을 이용한 건설 즉 지역 발전의 ‘아래로부터의 개발 전략’이라는 방식이 선 

택될 수밖에 없었다. 농촌 주민 자금에 의한 건설은 다른 小城鎭의 경우에도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시 주민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입 

장에서 자금을 小城鎭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은， 자각적인 농민들이 小

城鎭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즉 수동 

적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주민 성격이 바뀌게 된 계기로서 小城鎭

이 작용하였다. 

둘째， 토지의 유상 사용의 실행과 이후에 전개된 정책을 통해， 사회주의적 토지에 

대한 가치 관념도 상품적 성격으로서의 토지로 바뀌어， 사회적 전체 영역이 시장경제 

영역으로 빠르게 포섭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은 중국 농촌의 토지가 가지는 이데 

올로기적，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小城鎭 진입이라는 과정 자체 

가 토지의 유상 사용 과정 그 자체였고 이후에 전개된 주택의 거래， 그리고 합법적인 

토지의 경매 제도 등은 이 지역이 갖는 성장의 결과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쉽게 넘나들 수 있을 정도의 탄력성을 지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요한 것은 그 과 

정에서 별 무리 없이 진행된 절차였고 오히려 각 행위 주체들이 각자가 만족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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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진행되었기에 더 큰 의의가 있다. 

셋째， 교육 수준과 경험， 소질 면에서 비교적 우수한 주민이 점차 농촌 주민에서 

城鎭 주민으로 역할이 전환되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공간이 제공된 것이다. 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이라는 불합리가 제거되면서， 그 행위주체의 원활한 이동 

경로를 小城鎭이 만들어 주게 되어， 사회와 공간의 합리적인 상호 관계가 설정되면서 

안정화될 수 있는 토대를 이루었다. 

넷째， 생산에서 유통 분야에 이르기까지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사영 부문과 이를 

관리， 보조， 지지， 통제하는 역할로서의 집체가 小城鎭 성장 과정에서 서로의 결합점을 

찾게 되었다. 이것은 원래 龍港 주변 농촌 지역이 갖고 있던 사영 부문의 활발함이 공 

간적으로 집중되자 하부시설의 건설과정이나 차상위 도시와의 연계 면에서 차지하는 

행정력과 집체력의 영향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결합할 필요가 등장하였고， 그것이 龍

港鎭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 지역의 발전 과정에서 도구적 개념으로서의 小城鎭의 역할과 더불 

어， 공간의 자체적 발전 속성과 관련한 주체로서의 小城鎭의 역할이 부각되었다는 점 

이다. 산업 부문의 지속적 발전이나 잉여 노동력의 해소점으로서 小城鎭의 도구적 역 

할에 부가하여 공간 체계로서 갖는 하부 계층의 小城鎭이， 마치 유기체적 작용으로 자 

연스런 성장과 확대 과정을 통해 중국 전 국토에 포괄적으로 퍼지게 되고， 이를 근거 

로 전체 사회가 점차 성장 발전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지역 

균등 발전이나 광역적 지역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초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의를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것은 역시 공간(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다. 농촌에서의 정책은 각 부문별로 시행되었다. 그것은 1980년대 초에 시행된 家底聯

옳承包품-仔制를 시점으로 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개혁을 이루었다. 농업부문에 대한 개 

혁은 농촌 주민들 즉 농민의 잉여 노동력의 이전에 대한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해결 

해야 할 필요가 되었고 이에 농촌 공업화인 獅鎭企業의 발전이 부가되었다. 이 두 축 

을 이용해서 1990년대를 넘어서까지 농촌은 성장을 계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문별 개혁은 인구(노동력)의 배치 산업시설의 배치， 농촌 주민들의 최소 서비스 시 

설의 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과의 지속이 어렵게 된다. 그럼으로써 

- 186 -



자연스럽게 농촌의 城鎭化， 도시화가 제 3의 관심사로 등장했고， 그 방법 가운데 하나 

인 小城鎭化가 지나친 도시화를 막으면서도 기본적인 농촌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나온 것 이 다. 

龍港鎭의 사례에서 보듯 小城鎭 건설과 그 성장과정에서 그 동안 분출구를 찾던 

농촌주민의 욕구와 간부들의 활동， 기업가들의 능력이 한꺼번에 모여들게 되었다. 물 

론 龍港鎭의 성공 과정에서는 여러 다른 변수들이 작용했지만 그것이 성공하게 된 배 

경은 무엇보다도 제도적， 공간 정책적(취락 정책적)으로 막혀 있던 장벽을 제거한데서 

연유한다. 

자본주의 국가의 농촌 도시화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으로 인구 이동의 강 

력한 제한이 중국에는 있었고 그러한 제한을 小城鎭이라는 제한된 영역으로 풀자 그 

수요가 小城鎭으로 진입한 것이다. 따라서 小城鎭化를 “잠재적 진업 요소의 공간적 

유인"(Spatial Attraction for Potential Input Element)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즉 전반 

적인 상품경제의 발달과 농민들의 잠재적인 진입 욕구를 공간(小城鎭)이 가진 정책·성 

질·관성·특징들이 끌어당겨 촉발시켰다는 의미이다. 

小城鎭化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의문 가운데 하나는 小城鎭 정책은 

일반적이었는데 왜 龍港鎭만이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小城鎭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었던 지역적 배경은 무엇이었냐에 대한 의문이기도 하다. 

같은 정책이라도 지역적 배경과 원래 가진 지역성이 다르면 그 과정은 다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은 물론 개혁 이후 활발히 전개된 상품 경제화로 이어지는 산업 

부문에서의 구조 조정으로 대표된다. 하지만 小城鎭 공간 정책은 꼭 산업 부문의 논리 

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산업 부문의 원활한 성공을 위해서는 공간적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龍港鎭의 경험은 명백하게 드러내었다. 

龍港鎭이 성공하기 위해서 있었던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龍港이 가진 취락 체계 

적 조건이다. 즉 주변에 경쟁할 만한 규모의 취락이 없어， 龍港鎭이 주변 지역의 기능 

들을 묶어 차상위 중심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물론 

중국 하위 취락에서 전 시기에 막혀 있던 순조로운 도시화가 개혁 이후 진행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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龍港鎭이 혜택을 먼저 보게 되었다는 이점이기도 하였다. 둘째로는 지역 사회·경제적 

조건들로서， 역사적으로 상품경제가 발달한 전통이 있었다거나， 혹은 개혁 이후의 ‘먼 

저 돈을 번 사람들’이 다량 있었다거나， 지역 주민들의 개척적 성향 등이 小城鎭의 성 

립에 경제적 토대를 이루게 한 조건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조건은 크게는 地域性이 

라는 범주로 묶을 수 있다. 즉 역사적으로 축적된 외부 환경에 대한 경험과 대응의 현 

재적 경관 체계 및 지역 구조로서의 지역성이， 가장 중요한 인자로서 龍港鎭 성장의 

조건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우선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성과 더불어 외부에서 

주어진 조건으로서의 일반적인 정책의 전개 그리고 시기적인 적실성 등도 물론 간과 

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성공 인자로서 작용했다. 이러한 성공 요소는 서로 혼합되어 이 

루어졌다. 다만 여기서 地域性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상대적인 관심이 

적었던 공간 취락적 역할에 대해 보다 정당한 평가를 하려는 의도이다. 

여기서 또 다른 논의점으로， 그렇다면 공간 체계는 小城鎭 정책의 결과인가 원인 

인가 하는 점이 제기될 수 있다. 표면적인 인식에서 그 인과 관계는 정책 시행 • 공 

간 변화라는 도식적 방향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이 도식에는 전후의 과정이 생략 

되었다. 즉 정책 시행이라는 과정 이전에는 정책 시행을 가능케 했던 지역성과 지역 

적·경제사회적 수요 등이 포함된 공간적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공간) 정책이 시행된 

것이다. 또한 공간 변화의 과정 이후에는 변화로 인한 새로운 정책의 수정과 사회적 

대응이 존재하게 된다. 이 과정을 小城鎭化의 과정으로 보면 인구의 이동에 대한 지 

역적 수요의 발생으로 농촌 내에 고차 중심지에 대한 수요가 등장하였고， 이러한 수요 

로 小城鎭이 성립하였으며， 조성된 小城鎭으로 주위에서 계속적으로 인구와 자원이 유 

입되었다. 이 과정은 공간의 차이를 낳게 되고 그 차이의 하나는 선별적인 인구와 자 

원의 유입으로 인한 공간적 불평등 즉 지역 격차를 발생시키며 그로 인해 새로운 공 

간적， 사회적 정책의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공간 정책으로 이어진다. 이 과 

정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공간 체계 뿐 아니라 사회 구조 역시 안정 

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결국 이것은 공간과 사회간의 속성인 상호간의 변증 

법적 상호 침투에 의한 상승작용의 성격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따라서 小城鎭 정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간 체계는 小城鎭 정책의 결과인 동시에 새로운 원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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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1.2 한 계 

龍港鎭을 사례로 본 小城鎭化의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는 첫째， 지역적 차이에 따 

른 小城鎭의 역할과 기능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주위 조건이 미성숙된 

지역과 발달지역간의 차이가 그것이다. 龍港鎭의 경우에는 龍港鎭으로 진입할 수 있 

고， 또 의지가 강하고 경제력이 양호한 인적 자윈이 존재했다. 이것이 龍港鎭 발전을 

이루게 한 충분조건이 되었다. 小城鎭의 성립과 성장이 단지 기초 하부시설의 정비만 

이 아니고， 그 속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근거로서 작용하는 것이라면， 현재 성행하고 

있는 小城鎭에서의 토지의 유상 사용에 주로 근거한 재원 조달로 기초시설을 건설하 

는 것은 장기적인 발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경제력이 부족한 중서부 

지역의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둘째는 배후 농촌과의 관계이다. 龍港鎭의 경우에는 초기에 주변 농촌 지역의 인 

적， 물적 자원을 끌어들여 성장하였다. 즉 지역 중심지로서 갖는 역할은 배후지에 중 

심 기능을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기능이 원활히 지역 사회에서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罷港鎭은 아직은 부족하다. 龍港鎭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면적 확 

대를 통해 배후지와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려고 하지만 중심에서의 자체 내 성장 

도 다른 중소도시와 비교하여 뒤쳐진 상황에서 주변에 대한 거점 기능에 주력할 수만 

은 없었다. 이러한 점이 해결되어야 小城鎭 본래의 기능적 의의인 도시와 농촌과의 

매개체로서 역할이 더욱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小城鎭으로서 가지는 인구 수용 능력의 한계이다. 이는 小城鎭의 발전 방향 

과 관련된 문제로 小城鎭이 계속 小城鎭으로만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보다 고차적인 

중소도시로 성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小城鎭이 가지는 중요한 기능도 결국은 원활한 

공간 체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런 인구 증가와 고차 중심지로의 확대는 

당연한 현상이다. 다만 무리한 인구의 유입을 통한 중소도시로의 확대는 자칫 小城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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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역할을 요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지역의 발전에 

장애로 등장할 수 있다. 

넷째， 행정 체계상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의 협조 문제이다. 龍港鎭은 縣城鎭인 靈

漢鎭에 비해 경제력과 인구에서 모두 앞서서 거의 市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진다. 그런 

데 縣城鎭이 아직도 鎭으로 머물고 있어， 그 하위 행정체계인 龍港鎭도 역시 建制鎭으 

로 유지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행정 계층으로는 상위인 靈漢鎭과의 부조화 현상이 등 

장하기도 한다. 특히 龍港鎭 간부들이 가지는 상부에 대한 무시적 행위는 자신들 지역 

의 경제력에 바탕을 두지만， 전체적인 중복 건설 등의 거시적 통제 기능에 문제가 있 

을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서비스 시설의 확충 문제이다. 현 龍港鎭의 城鎭 가로망과 경관에 

서 보이는 단순성과 일부 업종에 의존하는 체계에서 보다 다양한 부문으로의 전개가 

필요하다. 城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는 도시민처럼 생활하고 싶은 것에 

근거하고 그것은 다양한 주거 여가 오락 기능을 가진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진 공간 

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龍港鎭의 모든 주민은 거의 같은 형태의 가옥에서 생활하고 

있고， 경제활동도 전 지역에서 주거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망된다. 

여섯째， 지역 정체성이 부족하다. 각지에서 이입한 사람들에 의한 새로운 지역 정 

체성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특히 龍港鎭과 같은 새로운 小城鎭에는 중요한 문제로 부 

각될 것이다. 지역 정체성의 부족은 주민들의 사회문화적인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른 小城鎭에서도 토지의 유상 사용으로 새로운 주민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기에 마 

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2. 小城鎭 龍港 성장 단계의 특성 

이제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小城鎭 龍港의 성립과 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본 논문에서 가설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했던 발전의 동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 논의의 배경은 중국 농촌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룬 지역과 그렇지 못 

한 지역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면 성장을 이룬 지역에서 작동하는 힘은 집체인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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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인가， 혹은 그 구분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포괄적인 의미에 비해， 한 지역의 사례 조사에 의한 결론 도 

출은 논의가 국지적이고 일방적일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일반화 

된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한 문제점을 小城鎭 龍港의 성장 과정에 국한해 

서 본 ‘지역 특수성’을 염두에 둔 결과이다. 다만 그러한 지역 특수성 논의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관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지역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溫州 지역은 사영 부문이 발달되어 있고 또 사영 부문에 의한 

농촌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지역적으로 龍港鎭에 국한한다면 그 실제적인 힘은 

자율적인 사영 부문과 포괄적인 집체의 힘이 서로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졌고， 총괄적 

으로는 오히려 집체의 힘과 행정력이 주도적으로 작용했다. 

龍港鎭의 실제 성장 과정을 다시 한 번 요약하변 인구집중 단계 • 상공업화 전 

개 단계 • 공간적 계층 상승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초기 (1984-1988)에는 인구 

의 유입 과정과 성진 건설의 초보 단계로 새로운 주민과 생산활동이 도입되었다. 그 

과정에서 간부들은 인프라를 구성하는 단계를 거쳐 조금씩 자신들의 지위와 영향력이 

확대되어 갔다. 다만 생산활동 영역에서는 농촌에서 활동하던 사영부문의 활발한 도입 

이 이루어졌다. 공간적으로 이러한 사영부문이 龍港鎭 곳곳에 자리잡게 되고 가시적인 

분포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점차 그러한 사영부문의 활 

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간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되었고 또한 산업 활동 각 부문과 

토지 사용 부문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새로운 이익 구조는로 집체적인 관리를 더욱 강 

화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익 구조에서 생긴 자금을 이용하여 기초적인 城鎭

건설을 이루자， 1986년 이후 鎭 당정의 주요 공작 방침은 城鎭 건설에서 (집체) 공업 

화로 선회하게 되었다. 

제 2시기인 중기 (1988 -1992)로 들어서면서 龍港은 많은 성장을 거두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산발적이고 분산적인 사영 부문을 관리할 수 있는 집체적인 

활동이 있었다. 그 과정에는 전술한 간부들의 권한 확대도 시기적으로 적절한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龍港이 큰 성장을 이룬 시기가 중국 전체로 봐서는 治理整輯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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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 침체기를 맞았지만 龍港鎭은 오히려 그러한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시기가 사영부문의 우세에서 집체부문 

의 우세로 넘어가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龍港鎭 경제구조의 변화와 연관된 두 가지 해 

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침체기를 돌파하는 수단으로서 집체화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다 

른 하나는 집체화의 전개와 더불어 침체기를 맞았지만 지역 경제구조의 내실화로 이 

를 극복했다는 것인데， 시기적 정황으로 보면 후자의 설명이 적절하다. 따라서 개별적 

이고 분산적인 사영부문의 역동성과 집체경제의 규모화가 적절히 조화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침체기에도 適所를 찾아내어 성장을 지속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기 

를 거쳐 龍港鎭은 본격적인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고， 기업 구조에서도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제 3시기인 후기 (1992- 현재)에 들어서는 집체와 사영 부문의 구별이 더 이상 필 

요가 없어지고 이 둘의 관계가 화학적 융합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즉 1992년의 소유제 

구조에서 사영(개체 포함)은 생산액 비중에서 22%를 차지한다. 국영이 0.7%로 미미하 

여 논외로 친다면 나머지 77%는 집체의 생산 영역이다. 그러던 것이 1994년에는 개체 

와 사영이 각각 46.5%와 53.5%로 사영부문이 증가하다가 1995년에는 다시 40%와 

60%로 집체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1992년 이후에는 어느 한 부문의 전반적인 

우세보다는 서로가 그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진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나 

타낸다. 그것은 주식합작제 구조의 일반화에서 잘 드러난다. 주식합작제는 집체로 분 

류되지만 어느 관점에서는 사영부문의 특징과 거의 유사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완전 

한 집체의 형태를 갖추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전 

문적 분업화에 성공하였고 집체와 사영부문의 유기적 관계가 도출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층차적인 차이를 가지면서 존재한다. 즉 생산영역에서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사영부문이 우세하고， 생산 전후에 존재하는 자원의 배분과 유 

통 부문을 총괄하는 단계에서는 집체적인 힘이 작용하는 층위를 가지고 있다. 즉 집체 

의 힘이 크게 작용하지만 직접적이지 않은 먼 거리에서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형식으 

로 되어 있다. 

이러한 龍港鎭의 사례에서 나타난 집체와 사영부문의 시기별 작용은 시장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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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성과 중국적 사회주의 전통의 영향이라는 지역성을 동시에 보유하는 방법으로 작 

동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직접적인 생산과 유통 분야에서의 자유로움， 거기에 그 

것을 통제， 관리하는 영역에서의 ‘외곽 포섭’이 龍港鎭 발전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정은 인적 물적인 자원이 공간적으로 집중 

하고 그 집중된 자원을 관리 운영하는 행위 주체들의 행태가 집약화된 小城鎭의 공간 

적 작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3.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小城鎭의 의의를 漸江省 龍港鎭의 사례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그 

과정은 농촌 도시화에 있어서 小城鎭化를 강조하게 된 배경과 그 논의， 그리고 小城鎭

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고， 사례지역인 龍港鎭의 성립과정과 현재의 결과， 小城鎭 龍

港의 취락 구조와 내부 공간 구조 파악을 통해서 小城鎭化가 가진 성격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小城鎭의 개발은 개혁 이후 중국 농촌에서 다양한 중요성을 가지면서 전개 

되었고， 그 등장의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小城鎭의 등장은농촌 도시화의 과정에서 나 

타났고， 이러한 도시화의 배경에는 농업 부문의 잉여 노동력을 원활히 해소하려는 목 

적이 있었으며， 이는 농촌에서의 공업화인 柳鎭企業의 성장과 관련을 가진 것이다. 즉 

농촌 부문의 농업·공업간의 구조조정， 그리고 인구의 산업간 지역간 이동이라는 포괄 

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이 지역 정책인 小城鎭의 성립으로 종합되었다. 인구의 공간 

적 이전지로서， 공업 시설(챙1)鎭企業)의 규모화를 위한 집중 입지점으로서， 그리고 지나 

친 도시화를 막는 계층으로서 小城鎭은 개혁 이전에 강력하게 도시 이전을 막아 왔던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진적인 도시화 방법이라고 규 

정할 수 있다. 

둘째로 小城鎭化가 가능했던 제도적 요인이다. 龍港鎭의 사례에서 보듯 초기에 성 

공적인 인구의 유입과 기초시설을 비롯해 城鎭化에 필요한 자원을 배치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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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바로 토지의 유상사용과 관련한 시장화에 있었다. 그 동안 국가 혹은 집체에 의 

한 소유라는 사회주의의 근간이 되는 토지에 대한 인식이， 시장화를 통해서 상품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小城鎭의 건설 과정에서 변화되었고， 이는 토지의 상품화(유상사 

용)를 견디어 낼 수요가 이미 농촌에 존재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것은 다른 측면 

에서는 그 동안 사용 가치에 비해 현격하게 낮게 측정된 화폐 가치로서의 토지가 정 

책적 전환으로 실질 가치에 접근하는 시점에서 그 차액을 이용한 것이 小城鎭 건설 

과정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토지는 개혁 이후 경제 성장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 창출의 

가장 큰 자산 도구였고 그것이 농촌 분야에선 小城鎭 건설 과정에서 효과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물론 小城鎭 이외에도 개발구나 연해지역 주변 농촌에서 이와 비슷하게 

토지 가치가 높아졌다. 하지만 정책 변화에 의한 토지 자원의 가치 상승이 보다 건설 

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小城鎭이었다. 제도적 요인으 

로 또한 중요한 것은 호적제도이다. 물론 명목적인 호적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城鎭으로 들어와 의식주와 교육 취업 의료 등의 기본 서비스가 보장되었다 

는 것은， 농촌 주민으로서는 이전에 비해 상당한 개선이 아닐 수 없다. 龍港鎭의 경우 

새로 이입한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이 거의 농촌호구를 가진 주민들이었지만， 龍港

鎭 내에서의 호적에 의한 차별은 거의 없었다. 

셋째， 小城鎭 성립의 충분 조건으로서의 지역적 요인이다. 小城鎭이 가지는 본질 

은 공간 구조의 재편이다. 그러한 배경에는 상품 경제가 발달한 지역적 뒷받침이 있었 

고， 또한 역사적·지리적으로 고착된 溫州 지역의 포괄적이고 자유로운 상공업 전통과 

외출 노동력에 의한 경제적 축적이 있었다.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지역 

에서의 경제적·인적 요소 즉 지역성이 존재해야 했고 그것을 만족시킨 곳이 小城鎭

龍港이었다. 龍港鎭의 성립은 단순히 행정구역상 建制鎭이 하나 증가하는데 머무른 것 

이 아니라， 주위 잠재력이 小城鎭을 통해서 표출될 수 있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넷째， 小城鎭이 가지는 공간적 의의는 일차적으로는 小城鎭이 전체 중국 취락 체 

계에서 갖는 역할의 중요성에서 발생한다. 취락 체계의 하부인 小城鎭은 분산적인 농 

촌의 지역 중심지 역할과 도시적 기능들의 공급처로서의 결절기능과 거점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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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小城鎭의 취락 계층은 중국이 상부로부터의 도시화， 즉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의 분배가 상위 계층으로부터 내려오기보다는 하부에서 올라가야 되는 실 

정에서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다만 취락 체계의 성장 과정에서 중심지가 가져야 할 

배후지에 대한 중심 기능 역할이 아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小城鎭은 대체로 

배후지 자원의 유출 대상 지역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小城鎭 성립과 성장 과정에서의 행위주체의 활동이다. 특히 개혁 과정에 

서 새로운 제도 창안과 그 실행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지방 간부의 역할이 큰 작용을 

했다. 이들은 결국 계획 경제의 고리가 약간 느슨해지자 그것을 먼저 풀어내고， 그 자 

리에 충분한 지역적 수요와 접목시킨 역할을 한 것이다. 기업가의 활동은 小城鎭의 경 

제적 기반을 이루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기업가는 주위 농촌에서 

소규모 공장을 경영하거나 상업활동을 하면서 자본을 축적하여 龍港鎭에서 그 활동 

영역을 구축하였다. 농촌 주민 역시 이입한 후 小城鎭의 상품경제에 적웅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들간의 관계는 小城鎭의 성장과 같이 이루어졌고 성립 이후 간부의 역 

할이 장기간에 걸쳐 두드러졌으며 점차 기업가의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섯째， 사례 지역의 경우 사영부문에서 역동적인 생산활동과 집체부문의 효율적 

인 관리가 조화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중국의 실제 지역 발전의 과정에 관한 분 

석도， 어느 한 부문의 강조보다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집체 부문의 역할과 새로운 시장 

화 속에서 주민 활동 부문의 자율성 증대라는 현실적 사영 부문의 역할이 동시에 강 

조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개혁 과정에서의 변화와 그 문제의 해결 도구로서의 小城鎭이라는 것은 실 

체로서 지역이 갖는 속성이 사회경제적 현실과 서로 호응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교호 

작용으로 파생되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지역의 순조로운 발전(도시화 혹은 농촌 

중심지의 발전)에 대한 물리적 억제가 풀리자 지역이 갖는 역할과 작용이 단시간 내 

에 커졌다. 

물론 小城鎭이 갖는 한계와 문제 역시 아직도 많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小城鎭이 

성공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결국 小城鎭은 과도 단계의 공간 전략으로 점차적인 

발전 단계에 있어서 순차적인 상위 계층으로의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다만 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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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으로 小城鎭 전략이 적합하고 혹은 小城鎭 전략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렇지 않았을 때의 엄청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 

책이 된다. 

중국 농촌의 장기적인 도시화 과정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많 

은 인구와 전통적 농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인구가 많고， 지역적으로 광범위하다는 것은 오히려 동시 다발적이고 다층적인 취락 

체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혼란의 최소는 피해의 최소이고， 그 

혜택은 바로 중국의 전체 틀이 와해되지 않으면서 공간을 포함한 전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연구가 갖는 시사점은 첫째 小城鎭의 성립 과정을 구체적 鎭을 사례로 한 기 

초 연구로서， 차후 중국 농촌 도시화 과정의 기본 동인과 도시화 초기의 과정을 이해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小城鎭에 대한 공간구조의 파악을 시도함으 

로써 중국 농촌의 변화를， 공간과 사회에 대한 균형적 분석 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小城鎭이라는 공간 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의 관계를 통 

해， 지역적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중국 농촌 개혁의 전개 상황에서 공간이 갖는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주게 될 것이다. 셋째 지리학적 지역 연구에 대한 시사 

점이다. 지역 연구에 있어 지리학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 현지 답사에 의한 분석， 대 

상 지역 규모의 상하 왕복 구체와 추상간의 교차， 지역적 현상의 종합화 등에 의한 

지역 연구의 초보적 예로써 차후 연구를 위한 도약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넷 

째， 小城鎭化의 과정은 도시화를 정책적으로 억제해 왔던 농촌 도시화 과정의 초보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억제 기제가 유지되고 있는 북한에서， 개혁· 

개방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공간 변화 가운데 중요한 도시화 과정을 이해하여， 그것 

이 한반도 전체의 공간 구조에 미치논 영향에 대한 이해와 예측에 일조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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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1> 龍港鎭의 시기별 중요 사건 

도
 

연
 

중 요 내 용 

<4월 9일> 溫州市 인민정부는 治江港區를 설립하는 것을 비준， 과거 龍

江公社 시대의 金寂河， 江口， 河揮와 治江公社의 方岩下， 河底高 등의 

大隊를 포함함. 中共 蒼南縣 委員會는 항구 건설 영도소조를 결성. 

<4월 중순> 영도소조 업무 개시. 溫州 공정 설계원 기술자들이 들어와 

조사 및 설계 작업. 

<7월 28일> 治江港區를 龍江港區로 명칭 변경. 

1982넌 1<8월> 龍翊路 건설 시작하여 겨울에 준공 3，085미터 
<9월> 溫州市가 『龍江港區總體規劃』 비준. 항구 건설 방침은 ‘항구를 통 

해 도시를 세우고 城市와 항구를 동시에 발전시킨다. 그 성격은 縣

전체의 물자 집산의 중심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 규모는 총면적 7.2 
knf에 인구 1.2만 명을 목표. 

<10월> 부두 건설지휘부 건립하여 부도와 창고 건셜 개시. 江慣飯店 건 

축하기 시작(국영공사가 건설한 첫 번째 건물， 1984년 봄 준공) 
<7월 하순> 상수도 공사 시작. 下揮의 지하수를 사용하기로 결정. 

<8월> 港區에서 사무실용 건물과 영업용 건물 57개 국영， 집체 단위가 

사용할 수 있게 비준. 

<10월 1일> 龍江港區에서 물자교류대회를 거행하여 10만 참가하고 영업 

액 200만원. 

<10월 12일> 漸江省 인민정부 <蒼南縣 龍港鎭 건립에 동의하는데 대한 

1983넌 | 허 가> 문건 하달 전술한 5개 大隊를 龍港鎭 관할로 두고 鎭 정 부는 
方岩下에 두게 됨. 

<10월> 제 1 화물운수 부두 기공 1986년 10월 준공. 

<겨울> 21개 국영공사와 은행， 財脫， 工商 등 127R 全民 단위와 차례로 

영업용 건물과 사무실 빌딩을 건축， 건축면적 34820m’, 직공 개인 주 

택 건설 286칸， 건축면적 57,900m2

’ 
제 1차 117R 공장건설 7,040m2

• 

· 7개 도로 기 공， 1984년 8월 준공. 
<2월> 龍港 제 1의 18동 상품 건물이 기공됨. 건축면적 857m2

• 

<4월 18일> 蒼南縣委發出(1984)17호 문건에 의해 龍港鎭 정식 성립. 

<4월 23일> 蒼南縣委는 中共 龍港鎭 위원회 건립을 결정하고 ‘陳굶靜’을 

1984넌| 書記로 임명 또한 龍港鎭 인민정부의 건립도 결정하고 鎭長에 ‘胡長
탱j ’ 임명. 

<4월 27일> 縣 A大 常委會에서 龍港鎭 선거위원회 건립을 비준. 龍港鎭

委·진 정부는 江慣飯店에서 정식으로 사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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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縣 정부가 7개 기업 龍港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하여 첫 진입 

한 공업기업이 됨. 

<5월 31일> 中共 龍港鎭 제 1차 대표대회 개회. 陳굶靜이 ‘사상을 해방하 

고 어려움을 뚫고 창업하여 번영한 새로운 항구 城鎭을 위해 노력 

분투하자’는 정 치 공작을 함. 

<5월> 龍港鎭 農I商聯合公司가 성립하여 龍港 첫 獅鎭企業이 됨. 

<6월 7일> 縣委는 區를 없애고 鎭을 확대하여 鎭이 獅을 관할하는 체제 

를 시행하도록 결정. 그래서 宜山區의 湖前， 龍江， 白沙， 海城 5개 獅

을 분리하여， 龍港鎭이 관할하도록 함. 

<6월 11일> 縣 정부에 의해 陳華元이 대리 鎭長으로 됨. 

<6월 13일> 鎭委는 陳定模를 鎭 書記로 임명. 

<7월> 鎭委는 40여명의 선전대를 조직하여 각지로 돌아다니며， 龍港의 

이점을 선전하고 농민이 진입할 수 있도록 환영함. 

<7월> 縣 정부는 농민이 들어와 주택을 세우는데 대한 심사·허가권을 龍

港과 靈漢鎭 정부에 내려 줌. “放權"(권한의 해방) 

<7월 14일> Ii漸南日報』에 ‘龍港鎭也來個改華開放’이라는 보도로 龍港이 

대외개방의 8가지 우대정책과 조치를 소개 

1984넌 1<8월 7일> 鎭委는 토지의 유상사용 제도 실행을 결정 이에 따라， 진 정 
부는 개인 주택 건설할 때 공공시설비를 받는 표준에 관한 규정을 

제출. 

<8월 9일> 鎭委는 10일 이내 구 주택 철거 공작을 완성하도록 함. 이주 

자는 장려한다고 하여 18일까지 166칸의 주택이 모두 이전함. 

<8월 18일> 中共 中央(1984)1호 문건에 따라 鎭委는 농민이 離士離獅하 

여 龍港에 정착하고 스스로 식량을 해결하는 상주호구가 되도록 격 

려함. 

<8월 23일> 각 방면의 유능인을 龍港으로 흡수하기 위해 龍港鎭 “兩戶一

體”의 진입을 환영하는 사무실을 개설. 

<10월 1일> 縣委 縣 政府 龍港으로 들어가는 도로의 개통식 거행， 현지 

1만 주민 환영. 

<11월 1일> 第1菜시장 기공 1990년 10월 1일 준공， 3864m2, 점포 6847TI , 

총투자 126만원， 전부 군중의 자금. 

<12월 25일> 개체 노동자 대표자 대회 개최하여 龍港鎭 개체 노동자 협 

회의 성립. 

<12월 31일> 총 5.000여 농민이 龍港에서 주택 건설할 것을 신청. 龍港鎭

“양호일체”판공실 수입은 900여 方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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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Ií人民日報』에 ‘龍港鎭發動群聚集資建鎭’이라는 보도. 

<1월 24일> 龍港區를 설립하여 龍江， 治江， 湖前， 白沙， 海城 등 5개 獅을 

龍港區 관할로 둠. 

<봄> “학교 설립 열풍”이 불어 군중의 지원금 6077元 모금하여 龍港 제 1 

小學과 제 1중학 기공， 85년 가을에 학생 모집. 

<4월 9일> 龍港鎭 제 1회 인민대표자대회 개회. 대회에서 章誠望을 鎭長

으로 선출. 

<4월 18일>~文確報》에 ‘農民集資辦起集鎭-龍港模式f直得推앓’의 보도. 

1985넌 1<4월 20일> 편직 전업호 楊宗好가 국채 2만원을 구입 신청하여 漸江省

1986넌 l 

최고를 기록. 

<4월 30일> 漸江省 書記 방문. 

<5월 6일> 鎭 정부 건물 낙성하여 鎭委 人民政府 판공실 이전. 

<5월> 龍港鎭 黨校 설립. 

<9월 18일> 龍港購船公司의 ‘ Y折江832’호 선박이 上海로 운항(이후 적자로 

중단) . 

<1985년> 第2菜 시장， 과일， 竹木， 제 1건재 시장， 수산품 시장 건설， 건축 

면적 9689m2. 
<1월 1일> 龍辦影劇院 개설 

<3월 2일> 전국 政協 부주석 費孝通 시 찰. 

<3월 14일> 縣 정부 비준을 받아 9개 tl:民 I쿄 성 립. 

<4월 6일> 國務院 부총리 ‘萬里’ 中共中央 를풍듭d處 書記 등 시 찰. 

<4월 22일 >1팽家經濟體制改黃委員會 1부주임 시 찰. 

<9월 22일> 鎭 정부 《放寬戶 1] 選徒政策的有關規定》에 관한 통지 제출. 

<11월 27일> 國務院 부총리 田紀j 시 찰. 

<12월 23일> 龍港에서 金獅간 도로 준공， 宜 LLJ ， 錢庫 경유. 

<총괄> 

@ 城鎭 건설 가속화로 ‘農民城’의 초보적 규모 구비， 연말 공용·민용 건 

축면적 102만m2 ， 그중 개인주택 13，236칸， 건축 면적 559，878m2 (전체의 

55%). 
@ 鎭 전체 4，785호， 23，433인， 공농업 생산액 4，754.3만원(그중 공업 

3.392.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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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넌 i 

1988닌 

<3월 25일> 中共 龍港鎭 2차 대표대회 개회. 陳定模 書記 계속. 

<4월 10일> 龍港鎭 2회 1차 人代會 개회 章誠望을 鎭長으로 선출. 

<4월 13일> 國家體制改華委員會 주임 李鐵曉 시찰. 

<4월 29일> 주식합작제 금융기구인 龍湖城市信用社 개업. 

<6월 17일> 人民日報 ‘農民城在溫州大地뼈起’ 보도. 

<가을> 9년제 의무교육 보급률 96.8%로 漸江省 기초교육 선진 鎭으로 

선정. 

<9월> 龍港 驚江대교 기공. 1989년 준공. 
<4월> 共춤團 龍港鎭委 서기를 공개 경선. 

<4월> 龍港-巴뽑간 도로 기공， 11월 준공， 전장 14.4km, 

<5월 10일> 중국 농촌 城鎭化 문제 연구 토론회 개최 전문가 80명 참가 

하여 5일간 회의. 

<총괄> 龍港 경제가 도약하는 단계로 공업 생산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 

감. 13031만원 

<6월> 北京에서 천안문 사건이 발생했을 때， 龍港에서는 3명의 교사가 
1989넌| 

입당을 신청하여 鎭委가 비준. 

1990넌 l 

<3월 21일〉 陳奉元을 서기로 임명. 

<4월> H좁輪絲 시장 개업. 

<4월 24일> 龍港鎭 3회 人大會 개최， 李其鐵 진장. 

<7월 4일> 李其鐵을 龍港鎭委 부서기로 임명. 

<8월 16일> 상해에서 龍港 제품 전시회 및 판매계약 행사 거행. 

<9월> 개인 투자로 사립 고급 중학 학생 모집 시작. 

<12월 28일> 溫州 중급 인민법원은 龍港에서 공판대회를 열어 차도둑 

노상강도 등을 심판(사형， 무기징역 등) . 

<총괄> 再生精輪毛짧 업종이 급격히 성장함. 모포 제조기 신속히 증가하 

여 1000대로 하루 모포 생산 5만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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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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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勞動部， 農業部， 國務院 農村開發짧究中心은 龍港을 ‘농촌 노동력 

개발 취업 시험구’로 선정. 

<1월 16일> 龍港-宜山간 도로 개조 공사 준공 전체 길이 6.8km. 
<2월 4일> 溫州日報 보도 龍港鎭 1990년 공업 생산액 2억 元으로 溫州

市에서 최초로 공업 생산액 2억 元을 초과한 獅鎭이라고 보도 

<3월 24일> 龍港鎭 그[商聯合會 성 립. 
<4월 23일> 中共 中央政治局 常委의 홈石 시찰. 
<5월 14일> 中共 中央政治局 常委의 李瑞環 시찰. 

<7월 28일> 청년 농민 王均짧가 비행기를 청부하여 溫州에서 창사(長沙) 
까지 항공기 편을 개설하여 중국 최초의 농민이 출자한 국내 항공편 
을 개통. 

<겨울> 鎭 전체 전문 무역시장 16개， 건축면적 45,140m\ 한해 시장거래 
액 4.15억 원 

<겨울> 도로 53개 건설， 총연장 45.6km. 
<3월 8일> 方岩下斷頭河의 토지사용권 유상양도를 공개입찰로 실시. 79 

필지， 3182m2를 양도해 2，838져元을 수취함. 
<3월> 모포(毛짧)시장 개업， 점용면적 11 ，000m’로， 거래액 9，216方元
<3월 8일> 전체 鎭 간부대회를 개최하여 鄭小平의 南젠講話를 전달하고 

군중은 폭죽을 터뜨리며 2차 개혁 도래를 축하. 

<3월 9일> 省民政廳民基字(1992)176호 문건에 따라 龍港區와 그 소유의 
治江， 龍江， 白沙， 海城 4개 柳을 철수하고 그 행정구역을 龍港鎭으로 
편입함을 동의. 그 결과 鎭이 관할 49개 村， 9개 住民區， 총면적 58k띠， 

인구 11.26만으로 증가. 
<5월 9일> 龍港鎭 百有시장 정식으로 영업 시작， 점용면적 133oom\ 792 

칸 점포. 
<6월 16일> 省 정부는 龍港鎭이 대만 동포 陳細銷가 기증한 500方元으로 

龍港고급 중학을 세울 것을 비준함. 

<6월> 6명 농민이 7375元을 투자하여 花都舞廳을 설립하여 영업 개시. 

<9월 16일> 龍港 유선텔레비전 시험 방송 성공. 
<10월> 龍港 郵電빌딩 준공으로 7.000대의 전화 정식으로 개통. 
<11월 13일> 龍港 제1菜시장이 전국 문명 集質시장으로 선정. 
<11월 27일> “省급 사회발전 종합 실험구”로 선정. 

<겨울> 농민 자금 모집 250方元으로 龍港 무선 텔레비전 방송국 개통하 
여 1993년까지 모두 1만여 개 유선 시청자 시설을 장치함. 江價 공원 
을 준공하여 1993년 6월 정식으로 개방함. 면적 63.6빼， 총투자 400여 
方元.

<총괄> 주민 주택 187만m’， 영업용 사무실 건물·공장용 건물 56만m2 건 
설. 총투자 11억 元. 그중 95%이상은 진입한 농민의 자금으로 이루어 
짐. 建城區(built-up 따ea) 총면적은 7.2때. 

- 211 -



연도 | 중요 내용 

1993넌| 

1994닌 

<3월 20일> 龍港公交公司가 설립되어 鎭 내의 공공버스가 개통됨. 

<3월> 蒼南縣 毛結廠 준공. 

<5월 1일> 龍港-湖前 간 도로의 시 벤트 포장 공사 준공. 

<5월 15일> 溫州市 城獅 건설위원회는 龍港I商分局과 新灌村이 연합 투 

자하여 2，어O方元을 모아 蒼南縣 방직공업 시장 건설을 비준함. 시장 

면적 433.55m2, 10월 1일 시공. 
<9월> 漸江省 경제관리 간부학원과 龍港鎭이 연합하여 경제관리 大專班

을 열어 학생 40명을 모집. 

<10월 1일> 龍港-巴團간 도로 시멘트화 준공. 

<총괄> 

- 공농업 총생산 132.1 14.15方元(그중 공업 125.558乃元)으로 1984년의 

424.3배 와 537.9배 를 기 록 

- 工商租 4，316方元， 농민 수입 2785元， 전문 무역시장 24개， 건축면적 

6.88만mZ， 연 거 래 액 68728乃元.

- 獅鎭企業 3757~ ， 공업 총생산액 41242.62乃元(전체 공업 생산액의 

57.3%)으로 1984년의 233배. 

<2월 14일> 蘇慶明이 서기로 임명됨. 

<3월 6일> 龍港鎭이 北京 民族文化宮에서 3일 동안 鎭 건설 10년 성과를 

기념하는 전람회를 개최 .4，000여명이 참관. 

<5월 10일> 상급 정부의 비준을 받아 주민의 農轉非(농업 부문에서 다 

른 부문으로의 이전) 공작 업무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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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2> 지명의 영문， 우리말 표기 

지 며。 영문표기 우리말 표기 

嘉興市 Jiaxing Shi 자싱 시 

橋頭鎭 Qiaotou Zhen 차토우 진 

基|흉市 Jilong Shi 지롱 시 

?金華市 Jinhua Shi 진후아 시 

樂淸市 Yueqing Shi 위에칭 시 

lr페펴縣 Tongtou Xian 통토우 현 

뼈iJ市鎭 Liushi Zhen 리우쉬 진 

文}파縣 Wencheng Xian 원청 현 

ìlí룹建省 Fujian Sheng 푸젠 성 

L: 海 Shanghai 상하이 

fl1섬핏m Ruian Shi 뤄안 시 

蘇 南 Sunan 수난 

紹興m Shaoxing Shi 샤오싱 시 

麗 水 Lishui 리쉐이 

永嘉縣 Y ongj ia Xian 용차 현 

寧波市 Ningbo Shi 닝보 시 

驚 江 Ao Jiang 아오 강 

驚江鎭 Aojiang 강len 아오장 진 

溫州市 Wenzhou Shi 원저우 시 

龍港鎭 Ronggang Zhen 롱강 진 

TI山鎭 Yishan Zhen 이산 진 

錢}南鎭 Qianku Zhen 첸쿠 진 

헤f江省 Zhejiang Sheng 저장 성 

泰)1頂縣 Taishun Xian 타이쉰 현 

台 州 Taizhou 타이저우 

平陽縣 Pingyang Xian 핑양 현 

抗 j ‘I‘| Hangzhou 항저우 
CD 00省， 00빼(鎭)， 00江 등의 한국어 표기 는 ‘교육부 외 래 지 명 

표기법’에 의거해， 앞의 지명은 원어에 의한 발음으로 표기하고， 뒤 

의 행정 단위나 일반 병사는 그대로 00성 00향(진) 00강으 

로 표기하며 앞과 띄운다. 

@ 영어는 중국어의 발음인 한어병음으로 기록하여 영어식 발음과 다 

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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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ll Towns in China 
: the Development and Spatial Structure of Ronggang, a Township of Wenzhou 

Moon, Soon-Cheol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and spatia1 characteristics of sma11 

towns in rural China. To examine these, it focuses on the construction of sma11 

towns, the invention and accomplishment of new policies, the spatia1 

background which resulted in rural urbanization, and the spatia1 structur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actual agents. The research area is 

Ronggang-Zhen(龍港鎭)， a township of Wenzhou in Zh강iang province. 

Major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1. Small towns in China are important in terms of settlement system, rura1 

urbanization and new adaptation to changing situation. It was necessary that 

they should take charge of the role in solving the problem raised during the 

rural reform. Rural urbanization, which had aimed at transferring the surplus 

labor smoothly, was connected with the growth of rural industria1ization (a 
township enterprise). However, the location of township enterprises was so 

dispersed that the transfer of surplus labors was not satisfactory. Hence, the 

concentration of rural industry in sma11 towns has been taken up as an 

inevitable altemative. Namely, it can be said that the changes and adaptations 

of reform processes, such as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migration, are 

integrated and concentrated in small towns. 

2.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area have played a decisive role 

in forma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small town. They consist of various 

factors: the existence of economically developed neighboring region, the 

commercial and industrial tradition fixed in histo-geographical . contex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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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zhou, and the capital accumulated by out-migrating labor forces. In this 

process, Ronggang has grown as a central place, collecting the potential of the 

hinterlands. 

3. Widespread marketing system that focussed its adoption on an onerous 

use of lan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which could make the central 

place urbanized in rural area. By way of an onerous use of land, Ronggang 

could attract rural inhabitants to migrate into it. Moreover it could distribute 

the resources and infrastructures required to develop it. In other words, small 

towns took advantag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use value and the real 

value of the land. In addition, relaxing the restriction related to a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is another factor. 

4. The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Ronggang are as 

follows. First, it was the fund raised by rural inhabitants that was used for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small town. Second, by implementing the 

policies of selective migration, the inhabitants of small town have been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rural region. Third, the activitie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Ronggang have progressed: from household factories or business 

affiliation (掛戶) in the early stage, to a joint-stock system that could harmonize 

collective sectors with private sectors in the late stage. Fourth, Hav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self-development, the small town of Ronggang has 

grown and is expected to grow a higher hierarchy of sett1ement system. 
5. The spatial significance of small towns should be considered within the 

total settlement system in China. They, as appeared in Ronggang, perform the 

role as a central place that can supply and demand the goods and services for 

the hinterlands, and as a nodal place or a growth pole that can connect urban 
with rural sectors. It is difficult for the central govemment to allocate 

resources and capital needed in urbanization in China. Therefore, the role and 

function of small towns that can promote them from below should be 

emphasized. 

6. Local cadres mobilized resources, invented and accomplished new policies 

in the course of the formation and growth of Ronggang. Entrepreneurs, having 

run small-scale household factories or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before, 
expanded their activities of business after entering the new small town. Rural 

inhabitants also have gotten more accustomed to commodity econom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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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ggang. Through all stages, activities of local cadres are most prominent 
and those of entrepreneurs are getting increasingly vigorous. 

7. So far, it has been asserted that private sectors had created the 

development of Wenzhou. However, as is shown in Ronggang, the driving 

forces to develop the small town were derived from the harmony of the private 

sector that dynamically operated in production, and the collective sector which 

effectively managed and controlled resources. In a sense, collective and 

executive sectors took the lead in the process of Ronggang' s development. 

8. The limitations of development of small towns, observed from the case of 

Ronggang, is as follows. First, based on regional variation, the role and 

function of them might differ in some degree. Second, the function of small 

towns as a central place, which provides goods and services for hinterlands, is 
not yet sufficient, while they owe their growth to collecting resources of 

hinterlands. Third, from the standpoint of scale of small towns, rural 

urbanization through small towns is only a transitional stage. Fourth, 
Cooperation and interaction between small towns and different districts of 

administrative hierarchy is not common. Fifth, the internal structure of 

Ronggang is short of facilities of various services and the landscape of it is 

too monotonous. Sixth, Regional identities of Ronggang has not yet been 

formed sufficient1y. 

Experiences of Ronggang say that the condition required to develop the 

small town could be rapidly and successfully fulfilled. These conditions are 

categorized as follows: central and local policies as an initiative, spatial, 
institutional, regional-economical and historical condition as a prerequisite, and 
activities of each agent as managing forces. From findings above, it can be 

said that the small town, which reflected on China’s rural reform, took root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regional and socio-economical realities. 

Key words: sma11 town, spatial structure, onerous use of land, 
selective migration, the function of central place, 
a joint-stock system, Wenzhou, Ronggang township. 

- 217 -





참샤의 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지 작업으로써 하나의 결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와 혹은 질책과 충고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1988년 여름 갓 입학한 대학원생인 저에게 무주와 횡성의 농촌을 답사하면서 국 

토에 대한 애정을 심어주실 때부터 지금껏 저의 학문과 삶의 등대로 늘 커다량게 서 

계신 류우익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참 학자의 자세로 빈틈이 

없어서 늘 부족한 제가 더욱 초라해지려고 하면 인간적인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는 

허우긍 선생님， 좁은 시야에서 허덕일 때 다양한 시야와 지적 자극을 끊임없이 전해 

주셨던 이정만 선생님， 완성되지도 않은 연구 틀로 무작정 덤렸을 때， 날카로운 비판 

과 넓은 안목으로 격려해 주신 김광억 선생님， 그리고 같은 중국 연구자라는 이유만으 

로 자신의 논문처럼 애정으로 세세한 충고를 해주신 전성흥 선생님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늘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셨던 박영한 선생님， 김 인 선생님， 박삼옥 선생님， 

유근배 선생님， 박기호 선생님， 그리고 학부와 대학원에서 가르쳐 주신 이찬 선생님， 

최창조 선생님께도 ‘이 하나의 결실이 제 개인의 것이 아닌 선생님들의 가르침에서 비 

롯된 것임을 늘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라는 인사로 고마움을 대신 표합니다. 

밤 늦게 연구실에서 같이 지내면서， 그리고 때로는 술잔으로 함께 하면서 토론하 

고 서로를 격려해 준 선배， 동료， 후배들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늘 빚진 사람의 마음 

으로 같이 지냈던 시간들을 아쉬워 할 것입니다. 

학부 시절부터 중국 연구에 대해 늘 염두에 두었지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늦게서야 시작한 연구였지만 이를 가능토록 한 여러 계기와 도움 

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현지 조사 연구의 경비를 지원받은 교육부의 박사과정 해외지 

역연구 지원사업의 수혜를 얻게 해주신 지역종합연구소의 담당 선생님들께 감사드리 

며， 부족한 대상자에게 선뜻 현지 연구비를 지원해 준 梅園雙學財團에도 감사드립니 

다. 특히 이는 비교문화연구소의 이문웅 선생님과 김광억 선생님의 추천으로 가능했습 

니 다. 고마운 분들을 적 어 감사의 뜻을 표합니 다. 

北京에서의 생활과 龍港의 현지 답사 과정을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운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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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에 이를 가능하게 해 준 사람들의 순수한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국 현 

황에 대한 가르침과 현지 답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北京大 城市與環境學系 胡%量

교수님， 그리고 인자한 아주머니처럼 북경 생활을 인도하고 北京 근처 답사에 동행해 

주신 王箱.經、 교수님， 그리고 자신도 논문을 쓰는 바쁜 중에도 정기적으로 중국 상황에 

대한 토의와 자료를 제공해 준 中國科學院 地理昭究所의 罷效民 연구원， 北京에서의 

거처를 위해 거의 자기 일을 제쳐두고 완벽하게 처리해 준 中國醫藥保健品進出口總公

司의 폈少돼 선생 그리고 중국 농촌의 시야를 넓게 해주신 淸華大學 歷史系 奏 輝 교 

수님， 중국 연구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각에 대해 충고해 주신 中國科學院의 李文彦 선 

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延邊大學 田 景 교수님， 東北師範大學의 陳 才， 安虎

森 교수님도 중국에서 연구할 수 있는 도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번의 답사 

에 기꺼이 동행해 주고， 일상 생활을 같이 해준 北京大 大學院의 路建濤， 李向榮， 集華

富， 王恩댐 동학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淸華大學에 머무르는 동안 많은 조언을 해주신 성균관대학교의 이상해 교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 머무르면서 중국 연구에 대한 격려와 비판을 해주고 본인이 구 

하지 못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서울대 사회학과의 백승욱 선생님과 서강대 정외과의 

이민자 선생님， 그리고 새벽부터 중국어를 같이 익히면서 서로를 격려한 전현택 선배 

님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중국어를 가르쳐 준 車月紅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여러 가지 부족함을 덮어 준 가족 친지들에게 늘 고 

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못난 자식이 홀로 서게 될 것을 바로 보시며 늘 

사랑을 베풀어주신 부모님과 너른 인자함으로 늘 격려와 용기를 주신 장인， 장모님께 

말로 못한 인사를 대신합니다. 논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늘 ‘아빠 논문 잘 써， 공 

부 잘해’하면서 격려해 주고 아빠의 늦은 귀가에도 졸린 눈을 참아가며 아빠를 반갑게 

맞아 준 재언은 이 논문을 쓰는데 힘들 때마다 커다란 활력이 되었습니다. 힘든 순간 

마다 같이 고민하며 주로 그 어려움을 혼자 도맡으며 특히 중국에 있는 몇 개월 동안 

의 힘든 기간에도 든든하게 참아 준 아내 효정은 가족으로서의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 

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 조그만 결실을 모든 가족과 새로 태어날 재언이 동생과 

함께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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