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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 말

향진기업(鄕鎭企業)1)은 사회주의 체제개혁 사회인 중국의 역사적․사
회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매우 독특한 생산주체로 평가받는다. 개혁은
농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개혁과 함께 농촌에서는 토지제도에 변화가
*이 논문은 2014학년도에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
별연구과제-추가)에 의해 연구되었음.
**任盤碩, 淸州大學 중국통상과. ybss@cju.ac.kr
1)향진기업은 일반적으로 농민이 설립한 집단, 합작, 개체 기업을 가리킨다. 원래 이
름이 사대기업이었으나 1984년 3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향진기업으로 개칭되
었다. 향진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영 형태의 한 부분이자 농업생산의
한 축이며 많은 농민의 소득향상을 가능하게 한 통로 중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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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으며, 여기에 농민의 자율권이 확대됨으로써 농업생산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개혁이 진행되면서 농민의 생산 활동에 대한 적극성이 유인
되고 농업생산의 효율이 높아졌으며, 농가소득도 향상되었다. 농촌 지역
에 시장화가 진행되고 농산물의 상품화가 심화되면서 농민층 분화
(diversification of peasants)의 조건이 형성되었고, 개도국의 경제발전
사례에서 보듯이 농촌 지역 잉여 노동력의 이동(movement of surplus
labour force) 조건도 무르익어 갔다. 그러나 중국 농촌에서는 농민의 도
시로의 이동은 통제되었기 때문에, 농촌 개혁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잉여
노동력은 여전히 농촌 지역에 온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핵심 이유는 호
구(戶口)제도를 통한 도농 이원화와 거주이전의 제한이다. 사회주의 계
획경제가 시행되는 동안 중국사회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인위적으로 격리
하는 제도가 견지되었는데, 개혁개방이 시작된 뒤에도 이 제도는 유지되
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처럼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잉여 노동력의 도시 이동이
제약받는 가운데, 인민공사 시기에 형성되었으나 부실한 상태로 있던 사
대기업(社隊企業)2)을 모태로 하여 농촌주민의 집단소유 형태의 기업으로
재탄생한 것이 바로 향진기업이다.3) 향진기업의 성장과정에서는 농촌주
민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향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 개혁과
함께 농촌의 대규모 잉여 노동력은 취업기회를 찾아 농촌을 떠나려는 강
한 유인을 갖고 있었으나, 차별적인 호구제도와 국유부문의 잉여노동력
2)사대기업은 인민공사, 생산대대(生産大隊)가 소유하고 경영한 소규모 기업이다. 인
민공사 시기 인민공사, 생산대대 및 생산대(生産隊)는 중국 농촌의 행정조직이었
기 때문에 사대기업은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있었다. 사대기업의 사업이 공업을
위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대공업(社隊工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사대기업은
본래 대약진의 산물이다. 중국의 농촌 지역에는 오랫 동안 수공업의 전통이 있어
왔는데, 농촌의 수공업 전통은 수공업 개조 과정을 통해 사대기업으로 흡수 또는
계승되었다.
3)집단소유 향진기업은 엄격히 말해 ‘향촌기업(鄕村企業)’ 또는 ‘향진집단기업(鄕鎭集
體企業)’이다. 인민공사 시기의 사대기업은 관리 수준에 따라 향에서 관리하는 향
판기업, 촌에서 관리하는 촌판기업으로 불렀다. 1984년부터 향진기업의 개념이
달라졌는데, 향진기업은 이미 존재하던 사대기업이나 향, 촌이 새로 설립한 기업
뿐 아니라 개혁기에 새로 등장한 다양한 유형의 개체기업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1984년부터 공업기업과 일부 지역의 상업, 음식업이 향진기업에 포
함되고, 1985년부터 대부분 지역의 상업, 음식업이 포함되었으며, 건축업과 운수
업은 1986년부터 포함되었다.

향진기업 탄생․발전과 제도혁신 - 임반석 163

흡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욕구를 해소하기 쉽지 않았다. 이 때 점증하는
농촌의 실업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향진 지도자들은 고용기회를 창출해야
하였으며, 향진기업이 문제 해결의 열쇠였다. 향진기업이 중국경제의 고
성장을 견인하던 시기 동안 국유기업은 여전히 개혁의 외곽에 있었고,
내국 민간 기업은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상태로서, 향진기업이 이
틈새를 파고들어 큰 경제성과를 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향진기업은
사회주의 체제개혁기 중국사회에서 아래로부터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특
수한 집단생산 조직으로서, 다른 개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은 신고전파 경제학과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시각에서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새
로운 설명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먼저 중국 향진기업의 발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 주요 역사
적·제도적 배경을 분석하되,4) 주로 경제체제 개혁, 농민층 분화, 그리고
농업 노동력의 이동 세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 분석은 향진기업의 발흥
발전을 제도변화 또는 제도혁신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 글은 농촌 주민과 향촌
정부가 제도변화(institutional change) 환경과 현실적 제약 하에서 아래
로부터의 노력으로 창조해 낸 ‘제도혁신(institutional innovation)’의 산물
이 향진기업이라는 시각을 견지한다.
2.향진기업 탄생․발전의 배경과 제도변화

향진기업은 흔히 낙후된 사회주의 체제개혁 경제의 이중구조라는 특
수성으로부터 기원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향진기업은 중
앙계획 경제체제가 시장화 되는 과도기적 환경에서 출현한 중국사회의
특수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 특수한 현상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이해
하기 위해서는 향진기업의 탄생과 발전의 역사적․제도적 배경을 살펴보
아야 하며, 특히 제도변화 또는 제도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추적할 때 명
4)향진기업 생성발전의 역사적 경제적 조건과 특징에 대해서는 김시중,<중국 향진기
업의 성장 요인과 전망>,<경제논집>(서울대 경제연구소, 1998.9):임반석,<중국에
서 향진기업 발전의 조건과 구조적 특징>,<중국학논총』제40집(한국중국문화학
회, 2013. 1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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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중국 향진기업의 생성․발전을 가능하게 한 배
경으로는 크게 경제체제 개혁, 농민층 분화, 그리고 농업 노동력의 이동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1)경제체제 개혁5)

ⓛ사회주의 토지제도의 변화
1949년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1950년대 초 전후 복구가 마무리된
뒤 중국은 토지국유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중국의 헌법과 토지 관련 법
률은, 도시지역 토지는 전인민소유(국유)이며, 농촌과 도시 교외 지역의
토지는 법률로 국가소유라고 규정하지 않는 경우 집단소유이고, 택지와
자류지(自留地), 자류산(自留山)은 집단소유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도 토지의 수용(收用)이나 토지소유권의 집단 간 양도가 정부의 통
제 하에 무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국유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04년의 현행 헌법의 4차 수정 13조에서 “공민의 합법적 사
유재산은 침해할 수 없다. 국가는 법률규정에 의해 공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가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규정에 따
라 공민의 사유재산을 수용 또는 징용할 뿐 아니라 보상할 수 있다”6)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무상 수용(無償收用) 규정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국유 정책의 근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집단소유 형태로 발흥․성장한 향진기업은 농촌경제,
농민, 농촌 토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개혁과 함께 농촌 토지제도
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향진기업의 발전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토지제도 특히 농촌 토지제도와 그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978년 말부터 농촌 지역에서는 개혁의 일환으로 농가생산책임제(農家
5)이 부분은 임반석(2013.3.31) 「향진기업 발전의 역사적·사회적 초기조건」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6)2004년 3월 14일에 전인대를 통과한 현행헌법 4차 수정 전문에 대해서는 <中華
人民共和國憲法(2004年3月14日)>,<光明日報>(2004.3.16);수정 부분에 대한 요약
은 <中華人民共和國憲法修正案>,<人民日報>(2004.3.16);수정헌법에 대한 논평은
張春生,<憲法修改對社會主義認識的深化>,<人民日報>(2004.4.1.);수정헌법에 대한
국내 소개는 <합법적 사유재산 보호 명시할 듯>,<동아일보>(2004.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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聯産承包責任制)가 시행되었다. 이후 농촌의 토지제도의 변화는 구체적
으로 인민공사 시기의 집단소유와 집단경영으로부터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농가생산책임제 하에서 농가는 책임 계약
에 근거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토지사용권과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었
다. 하지만 농가가 토지의 사용권과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근거해서 집단(향촌정부)에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국유인 토지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고, 사용
권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도 중앙정부는 토지사용권의 상품화를 통제하는
조치를 내놓기도 하였다. 국무원은 1982년(제1호 문건)에 “농민은 사용권
을 획득한 토지를 매매, 임대, 양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방치할 수 없으
며, 이 경우 사용권을 회수한다. 농민이 경영능력을 상실하거나 다른 산
업부문으로 이직할 경우 토지를 집단에 반납해야 한다.”7)고 규정함으로
써 토지사용권의 상품화를 부정하기도 하였다. 이후 1984년 토지제도에
대한 또 한 차례의 개혁을 시작하면서 토지사용권 임대 기간을 연장(최
단기 15년)하였을 뿐 아니라 토지사용권의 양도를 허용하였다. 1986년에
는 토지제도 개혁에 또 한 차례 진전이 있었는데, 토지의 상업적 개발과
경영기간이 비교적 긴 산림개발권의 계승을 허용하는 조치가 있었다.
1993년에는 토지 임대 기간을 더 연장(최단기 30년)하였다. 산시(陝西)와
헤이룽장에서는 일부 황무지의 사용권과 경영권을 공개 경매하는 경우도
있었다.8)그리고 2008년 <물권법>에서는 토지사용권 만료 기간이 도래할
경우 임대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대기간 만료 이후의
토지 사용권의 향방에 대한 불안감을 임시적으로 불식시켰다.9)
이상과 같은 토지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농민은 사용권 획득과 양도,
7)農業部農業政策硏究會編,《中國農村經濟體制的轉換》(北京:新華出版社, 1995),39
쪽.
8)<民日報(海外版)>(1997.4.23):于金,《鄕鎭企業發展深層問題硏究》(哈尔濱:黑龍江人
民出版社,2001),6쪽에서 인용
9)중국의 <물권법>은 2007년 3월 16일 10기 전인대 5차 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권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물권법>원문에 대해서는 <
>
(
제공자료, http://npc.people.com.cn/GB/28320/5488218.html)(이하 물권
법) ;물권법에 대한 해설은 姚紅《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精解》(北京:人民出版社,
2007);이 문제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는 임반석,<중국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
조의 진화와 한계>,<비교경제연구>재16권 제1호(2009.3.30) 4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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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개발, 토지사용권에 대한 계승권을 획득하였고, 이에 따라 농촌
토지의 유동화와 상품화도 함께 촉진되었으며, 이를 배경으로 하여 농촌
지역에 집단소유 형태의 중소기업이 발전할 여지가 있었다.
②인민공사 해체와 농민의 자율권 확대
문화혁명이 종결되고 개혁개방이 선언된 뒤 농촌개혁이 먼저 착수되었
다. 이와 함께 마오쩌둥(毛澤東)식 중국 사회주의의 표상으로 추진된 인
민공사(人民公社:people's commune)로 대표되는 농촌의 집단생산-통일
경영 조직은 빠르게 와해되었다. 하지만 농촌개혁이 시작되자 문혁에 대
한 반성과 집단생산의 폐해를 절감한 정부는 자율권 확대를 꾀하였다.
그리고 1978년 제11기 3중전회는 농촌개혁10)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정하
고 농가생산책임제를 승인하였는데, 인민공사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매
우 빠른 속도로 해체되었고, 농촌 주민의 자율권은 신장되었다. 이에 힘
입어 570만 개에 달하던 전국의 인민공사 조직은 1~2년 내에 해체되었
다. 시장요소가 허용되면서 농민에게 상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
지가 주어지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농지 사용권의 양도도 가능해지면
서 농민의 자율권은 더 신장되었다. 1984년 말 인민공사의 속박 하에 있
던 생산대(生産隊)11)의 99.9%가 농가생산책임제를 채택하게 되었고, 공
사 소유이던 가축, 대․중형 농기구, 농기계 등은 할인가격으로 농민에게
처분되었다.
이에 힘입어 1978년부터 1985년에 걸쳐 농촌경제는 급성장하였다. 농
업총생산액은 1979년부터 1986년까지 연평균 6.6% 성장하였다. 농업발전
10)중국 농촌개혁에 대한 연구로는 이일영,『중국의 농촌개혁과 경제발전》(서울:서
울대학교 출판부,1997);N.R. Lardy,《Agriculture in China's Modern Economic
Development》(New York:Cambridge University,1991);D.H. Perkins &
Shahid Yusuf,《Rural Development in China》(Baltimore: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1984) 등 참조.
11)개혁 이전 인민공사 체제 하에서 농촌지역은 인민공사-생산대대(生産大隊)-생산
대(生産隊)라는 3급 구조로 조직되어 있었다. 생산대는 대략 30가구 정도로 된
집단농장을 관리하였고, 인민공사와 생산대대는 비농업 분야의 생산주체인 사대
기업(社隊企業)을 관리하였다. 사대기업은 자력갱생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원자재,
종업원, 시장을 현지에 국한하도록 되어 있었고, 주로 농기계 및 기구, 비료, 시
멘트 등의 생산, 농기계 수리, 운송, 건축 등을 담당하는 중소규모의 지역기업이
었는데, 사대 기업 중 상당수가 향진기업으로 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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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농촌지역의 비농업 생산주체인 중소기업[鄕鎭企業]의 발전도 괄
목할 만하였는데, 향진기업은 농촌경제의 다양화를 촉진시켰다. 여러 측
면에서 농민의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농산물의 상품화율은 1985년 63.9%
에 이르고, 향진기업의 발흥과 함께 농촌의 공산품 상품화율은 84.6%에
달하여 농촌지역은 빠르게 시장화 되었다.12)
많은 연구들은 보통 인민공사 내의 조직이던 사대기업(社隊企業)을 향
진기업의 뿌리이자 물질적 기초라고 이해한다.13)이 문제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농촌 수공업에 대한 역사적인 탐구가 필요하겠지
만, 여기에서는 중앙 계획경제 시기 인민공사 하의 사대기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대기업은 인민공사와 생산대대가 소유하고 경영한 기업이다. 인민공
사 시기 인민공사, 생산대대 및 생산대는 중국 농촌의 생산조직이자 행
정조직이었다. 사대기업의 사업이 공업을 위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
대기업은 사대공업(社隊工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사대기업은 엄격히
말해서 대약진의 산물이다. 중국의 광대한 농촌 지역에는 오랜 동안 수
공업의 전통이 있어 왔는데, 농촌의 수공업 전통이 사회주의식 수공업
개조 과정을 통해 사대기업으로 흡수 또는 계승된 것이다.14)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당시 농촌 수공업은 어느 정도 기초가 구
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건국 당시 농촌의 상업성 및 자급성 수
공업과 농산물 가공업의 총생산액은 67억 위안 정도였는데, 이는 같은
해 공업총생산액의 35.4%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점하였다. 이 사실은
건국 초기 농촌 수공업의 기반이 비교적 양호하였음을 말해주는데, 농촌
수공업은 농민이 필요로 하는 공산품의 70%를 공급하고 있을 정도였
다.15)건국 후에는 농촌 토지개혁을 통해 농촌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
12)임반석,<중국체제개혁에 대한 이해>,《중국경제의 개혁과 발전》(서울:해남,
2005), 170쪽 참조.
13)이러한 인식에 의존할 경우 우리는 향진기업이 왜 사대기업의 기초가 그다지 탄
탄하지 않았던 장쑤와 저장 지역에서 급성장하였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향진기
업의 발흥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긴 역사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중국 농촌 수공업의 발전사를 회고해 봄으로써
향진기업 발흥의 역사적 필연성을 찾아낼 수 있다.
14)于金(2001), 44-45쪽.
15)張毅,《中國鄕鎭企業-苦難的歷程》(北京:法律出版社, 1990),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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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구현되었는데, 이 정책에 힘입어 농민들은 자기의 토지를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높은 지대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민
의 생산에 대한 적극성이 유인되었고 농업생산 효율은 대폭 향상되었다.
하지만 농업생산 효율은 높아지고 농민층의 분화의 조건이 성숙된 반면
농촌 잉여노동력 문제도 함께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중앙은 1951년 12월 15일 <중앙의 농업생산 상
호협력에 관한 결정(초안)>16)을 반포하였다. 이 <결정>는 농민의 조직
화와 함께 농민의 부업(수공업, 가공공업, 운수업 등)을 장려하였는데, 이
결정에 힘입어 농촌수공업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1952년 당시 농촌지역
에서 상업성 수공업 종사자는 467만 명으로서 전국 수공업 종사자의
63.5%에 달하였다.17)전반적으로 볼 때 농촌 수공업은 빠르게 발전하였으
나 개별 수공업의 규모는 소규모였다. 그런데 이후 전국적으로 수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운동의 일환으로 수공업협업화(手工業合作化) 작업
이 전개되었다. 농업합작사(農業合作社)를 포함한 수공업 합작 조직의
성과는 초기에 매우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수공업을 자산계급(資産階級)
공업으로 간주하는 관념이 득세하고, 성과에 대한 조급증이 더해짐으로
써 농촌수공업의 협업화(合作化) 운동은 농촌 수공업과 농촌공업의 발전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건국 이전까지 농촌지역에 널리 분포하던 수공업은 사회주의 이념이
지배하던 시기에 협업화와 인민공사 운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대기업에
흡수되고 계승되었다. 하지만 사대기업의 구체적인 생산경영 활동은 사
회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 사대기업이 비록 기존의 농촌수공업을 개
편하여 운영하였으나 현대적인 기계제 대공업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농
촌경제를 보완하는 부업으로 존속하였다.
또한 이 무렵 단기간에 영국과 미국을 뛰어넘자는 구호 하에 1958년에
대약진 운동(大躍進運動)이 시작되었다. 대약진 운동 과정에서 농업생산
합작사는 인민공사 및 농촌공업으로 개편되었다. 이로 인해 대약진 하에
서 사대기업의 수는 급증하였는데, 1958년 말에 인민공사 소유의 사대공
업 기업의 수는 260만 개에 달하였다.
이처럼 대약진 하에서는 사회현실과 경제법칙을 무시한 채 행정명령에
16)<中共中央關于農業生産互助合作的決定(草案)>(1951.1.15)
17)張毅(199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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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해서 인민공사화가 추진되었으며, 이렇게 성립된 기업은 사실상 생
산효율을 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1959년 중앙정부는 농업생산 조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민공사 소유의 기업을 정리하였는데, 우선 생산대
대나 생산대 소유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을 생산대나 생산대대 소
유로 전환시켰다. 대약진이 시작되고 ‘3년 재해’와 ‘문화혁명’이 지난 뒤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될 1978년 당시 사대기업 수는 152.4만 개(사판기
업 31.97만, 대판기업 120.45만개), 종업원 수 2,826.56만 명, 생산총액은
493.07억 위안(1970년 불변가격)이었다. 사대기업 종업원 수는 농촌 노동
력 총수의 9.2%, 총생산액은 농촌지역 총생산액의 21.2%에 달하였다.18)
그런데 인민공사 조직의 한 부분을 구성하던 사대기업은 개혁개방이 개
시되면서 위기에 처하였다.
1978년 개혁개방이 시작되고 농촌개혁이 선행되면서 사대기업의 이러
한 문제는 극복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사대기업은, 사회주의 토지제도
가 변화하고 농민의 자율권이 확대는 가운데서, 도농 간의 인구유동을
제약하는 호구(戶口)제도를 배경으로 삼아, 점차 향진기업으로 재탄생하
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진기업의 뿌리는 대약진에서 인민공사, 그리고 문
화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과정의 산물이자 제도변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문화혁명 시기에 하방(下放)된 간부, 지식인, 숙련노동자들은 인민
공사와 생산대대 공업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요소
들이 향진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③농촌의 과잉노동력 상존
건국 초인 1952년부터 개혁개방 초기인 1978년까지 약 26년 동안 제1
차 산업은 GDP의 57.7%에서 28.1%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서 같은 기
간 동안 제1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전체 노동력의 83.5%에서 70.5%로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에 생산액은 연평균 3.7%, 취업자 수는
0.65%씩 감소한 셈이며,19)개혁이 시작될 무렵 70%의 인구가 농촌에 머
물며 GDP의 28%를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지면적은
농촌인구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다. 1994년 말 전국의 경지면적은
18)于金(2001), 47쪽.
19)于金(2001),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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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1만ha로서 국토면적의 9.88%에 불과하였는데, 같은 시기 중국의 농
업 종사자 수는 3.269억 명으로서 일인당 경지면적은 0.29ha였다.20)이는
농촌지역에 과도한 잉여노동력이 존재함을 의미하는데, 1990년대 말 중
국의 농촌 잉여노동력은 약 2.4억 명 정도로 추산되었다.21)
건국 초부터 엄격히 시행해 온 호구제도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 변화에
상응한 농촌 노동력의 제2,3차 부문으로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써 산업구조의 비합리성, 특히 산업구조와 취업구조의 심각한 부조화가
상존하게 되었다. 노동력 이동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농촌의 잉여 노동력
의 존재, 농업생산 증대로 인한 농촌지역의 자원 축적, 토지제도 변화는
바로 농촌 공업화의 동력으로 작용하였고, 그 주체가 향진기업이었던 것
이다.
④인위적인 도농 이원 구조
냉전 시기 중국은 ‘기업의 국유화, 공업의 도시화, 인구의 농촌화’라는
공업화 전략을 실행하였다. 이 전략 하에서 일반적인 경제발전 법칙은
무시되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엄격히 통제되었으며, 농민은
도시민을 위한 식량공급자 역할을 강요받았다. 이 때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수단은 호구(戶口)제도, 구량(口
糧)제도, 그리고 노동취업 제도였는데,22)이 중 호구제도는 현재까지도 기
본이 유지되고 있다.
우선, 호구제도는 1958년 1월에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호구등기조
례>23)에서 기본적인 틀이 확립되었다. 이 조례로 인해 중국 공민 개개
인은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의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공민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고 자 할 경우 반드시 도시 노동
부문의 채용 증명서, 학교의 입학증명서 또는 도시 호적 등록 기관의 전
입허가서를 구비하여 상주 호적지의 관련 기관에서 전출 수속을 밟도록
되어 있었다. 건국 이후 시행된 호적관리 제도가 농촌 인구의 급격한 도
20)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100ha 당 농업종사자 수는 중국 477명, 인도 128명,
일본 84명, 브라질 22명, 영국 8명, 미국 1.5명으로서, 중국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矢野一郞 主編,《日本國勢圖會(94.95年版)》(東京:國勢社, 1994),190쪽.
21)張毅(1990),16쪽.
22)于金(2001), 8쪽.
23)<中華人民共和國戶口登記條例(1958.1)> (www.baidu.com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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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동으로 인한 도시인구의 팽창을 막는 데 순기능을 하였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 제도는 농촌 지역 간의 인구이동을 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이동의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호구제도는
도농 이원화 구조를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제도였는데, 크게는 도시지역
과 농촌지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사회관리 체제의 일부분이기도 하였
다.
인구의 도시 이동을 제한한 또 다른 수단은 구량제도이다. 구량제도는
호적을 농업호구와 비농업 호구로 구분한 뒤, 비농업 호구를 가진 주민
에게만 식량과 생필품을 배급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농업호구를
가진 농민이 도시로 이동할 경우에는 식량배급을 받을 수 없었다. 구량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국가가 식량의 유통을 철저하게 통제하였기 때문
에 관련 정부기관의 허가 없이는 도시 지역에서 장기간 생활이 불가능했
고, 살사 이주를 한다고 해도 리스크가 너무 컸다.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을 제한한 세 번째 수단은 노동취업 제도이다.
계획경제 하에서 중국 도시 주민의 취업은 국가 노동부문이 통일적으로
관리하였으며, 각 기업 단위는 직원의 모집과 채용에 대한 결정권이 없
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농민이 도시지역으로 임의로 이주한다고 하더라
도, 도시에서의 취업은 근본적으로 어려웠다.
이상과 같은 농촌인구의 도시 이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들은 개혁
이 심화되면서 동요하기 시작하였으며, 호구제를 제외하고는 점차 약화
폐기의 길을 밟아왔다. 그러나 호구제도는 인민들의 불만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농촌의 잉여 노동력은 리스크가 큰 도시 이동보다는 가
까운 농촌 공업부문에 취업하는 형태로 취업을 하였는데, 향진기업에서
는 반농반공 형태의 고용이 가능하였다. 다시 말해서 농민들은 ‘농지는
떠나지만 고향을 떠나지는 않고, 공장에는 가지만 도시로는 가지 않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이 때 농촌지역에 발흥․발전한 것이
향진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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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농민층 분화

①농민층 분화의 역사적․제도적 조건
향진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농민층 분화이
다. 사회주의 유물사관에 의하면, 봉건사회 후기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전
환되는 과정에서 상품생산이 발달함에 따라 농민층이 분화하게 한다. 농
민층 분화는 구체적으로 일부 농민은 자산계급으로 상승하고 다수 농민
들은 무산계급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를 보통 ‘농민층 분화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1978년 경제체제 개혁이 시작된 이후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의 틀이 제시될 무렵 중국 사회주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1978
년 이후 경제체제 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었는데, 핵심내용
은 계획의 범위를 점차 축소시키고 시장요소를 확대시키며, 자원배분에
서 시장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이 개혁과정에서
농민층 분화의 발생 여부는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며, 이 현상은
중국 농촌지역의 향진기업의 성장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각국은 처한 역사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농민층 분화도 상이한 형태
를 보인다. 따라서 중국 농민층 분화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는 역사적 조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농민층 분화의 근본적
인 원인은 자본주의와 시장의 역할이다. 하지만 한 나라가 처한 자연환
경, 역사적 배경, 제도적 환경, 사회경제적 발전단계 같은 요인은 한 사
회의 농민층 분화의 과정과 형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 사회주의의 역사적 특수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
다.24)첫 번째 특징은 중국 사회주의는 반봉건 반식민지라는 기초 위에서
혁명을 통해 성립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명말청초(明末淸初)에 이
미 자본주의 맹아가 출현하였고, 아편전쟁 이후 외국자본의 대량 침투로
인해 자본주의의 맹아가 일부 지역에서 어느 정도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배적인 위상을 점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되어가는 과도기에 처
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가진 중국의 농민층 분화 문제를 이
24)于金(2001), 103-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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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자 할 때는 중국의 특수한 호구제도와 토지제도를 주목해야 한다.
1951년 7월 중국 공안부는 <도시호구관리잠정조례>25)를 발표하였는
데, 이 조례는 공산당 집권 이후 나온 최초의 호적관리 관련 법규였다.
그런데 이 법규는 적용범위를 도시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었다.26)이후 전
후 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경제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국무원은
1955년 6월에 <국무원의 호구등기제도 수립에 관한 지시>27)를 하달하
였다. 이 <지시>는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전국 수준에서 호구 재등기를
내용으로 하는 통일적인 호적관리 제도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호구는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로 구분하였는데, 도시의 규모에 따라 호
구를 획정하였을 뿐 아니라 호구에 근거해서 생활자료(식량, 식용유, 면
화, 포 등)를 공급하는 배급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호
적관리 작업의 핵심이 호구의 ‘등기’에 있었으며, 호구의 ‘이전’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가장 상위의 법률인 1954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헌
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1975년 수
정 헌법에서 삭제되었으며, 이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28)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호적관리 제도를 통해 인구이동, 특히 농촌에
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제한하고자 한 것은 1958년부터이다. 1958년 1
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주석령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기조례>29)를 반포하였다. 이 조례는 호구관리의 취지, 호구등기의
범위, 호구등기를 담당하는 기관, 호적부의 기능, 호구의 신고와 등록, 호
구이전 수속 및 상주인구와 임시인구의 등기 등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
괄하고 있었다. 이 조례가 반포 된지 2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부 내용
이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인구이동과 호구이전은 여전히 이 조례에 근거
해서 제한되고 있다.
25)<城市戶口管理暫行條例(1951.7.16)>(www.baidu.com 2010-10-27)
26)이 조례는 2004년 9월에 폐지되었다.
27)< 國務院關于建立經常戶口登記制度的指示( 1 9 5 5 . 6 ) > ( w w w . b a i d u . c o m
2010-10-27)
28)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중국 헌법의 변천과 핵심 내용의 변화에 대해서는 임반
석,<중국에서 사유재산권 보호의 이상과 현실>,<중소연구>28(2)(2004.8)제2절;
<중국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진화와
한계>,<비교경제연
구>16(1)(2009.3) 제3절 참조.
29)<中華人民共和國戶口登記條例(1958.1)>(www.baidu.com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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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호적관리 제도는 공민신분 증명, 사회치안 유지, 인구이동 통제
및 관련 부문에 대한 호적자료 제공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이 중에서
농민층 분화, 농업노동력 이동, 나아가서는 향진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기능은 세 번 째 기능인 인구이동 통제 기능이다. 중국정부는
이 기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민호구와 비농민 호구의 구분을 기본으
로 하는 관련 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인구이동 통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제도가 구량제도와 노동취업제도이다.30)
중국 공산당은 집권 후 오랫 동안 도시지역에서 식량공급제도를 시행
해 왔다. 이 제도 하에서 정부는 비농업 호구에 대해서만 식용유나 육류
같은 식량을 공급하였는데, 이 상황에서는 농업호구의 도시 이동을 자연
스럽게 제한하였는데, 식량공급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다수 농업
인구가 도시에 진출해 삶을 영위하기는 위험이 매우 컸다.
노동취업 제도는 국가의 노동관련 부처가 도시지역 취업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실상 농업 호구를 가진 인민을 차별하였는데, 비
농업 호구 공민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농업 호구를 가진
공민의 도시 취업은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특히 개혁이 상당한 성과를
이룬 현재도 호적관리 제도는 도시 취업 시장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체제 개혁이 심화되고 특히 도시 경제체제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공민의 거주이전에 대한 제한은 점차 완화되었고, 농촌에서 도시로 일자
리를 찾아 나서는 농촌 호구를 가진 공민의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또한 장기거주자가 증가하면서 호적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흔해졌
다. 이 때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남인호구(藍印戶口) 제도이다. 남인호
구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도시지역에 장기 거주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임
시 비농업 호구를 가리킨다. 남인호구 관리제도는 1980년대 말 안후이,
후베이, 장쑤의 일부 소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뒤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비교적 호구제도를 엄격하게 실행해 온 상하이 시도 1996년
2월 1일부터 남인호적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는데,31)남인호구를 취득한 사
30)于金(2001), 105쪽.
31)상하이가 1996년에 도입한 남인호적관리제도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은 상해시에 20만 달러 또는 200만 위안을 투자한 자, 100평방미터 이
상의 주택을 구매한 자, 상해시의 단위에 전문 기술요원으로 3년 이상 고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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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취업, 자녀의 취학 등에서 도시 상주인구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
고 있다.
현대 중국의 농민층 분화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조건은 농지
제도이다. 공산당이 집권한 뒤 1950년 6월에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
법>32)이 반포되었고, 이 법에 근거해서 토지개혁이 진행되었다. <토지개
혁법>의 목적은 지주계급의 봉건적 착취를 가능케 하는 토지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소유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공
업화를 위한 길을 닦도록 하는데 있었다. <토지개혁법>에는, “지주의 토
지, 농업용 가축 및 농기구의 몰수, 부농의 자경지 허용과 나머지 몰수,
사당, 묘실, 사원 , 교회, 학교 및 단체가 보유한 토지와 기타 공용지 징
발, 몰수 또는 징발한 토지와 기타 생산 자료에 대해서는 토지법의 규정
에 따라 국가소유가 되는 부분 외에는 모두 향의 농민협회 소유로 하고,
농지가 없거나 적은 농지를 가지고 있거나 생산 자료가 부족한 농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되어 있었다.
1952년에 토지개혁이 완료된 뒤 1953년부터는 농촌의 사회주의 개조
를 명목으로 농업 집단화 정책이 개시되었다. 집단화 정책에 따라 호조
조(互助組), 농업생산합작사(農業生産合作社) 같은 협업 조직이 구성되었
고, 1958년부터는 인민공사화를 통한 농업 집단화가 추진되었다. 토지개
혁 이후 인민공사 성립까지의 시기(1953-1957)에 농지제도의 기본 틀은
사실 ‘개인소유, 집단경영’이었으나, 인민공사가 조직된 뒤에는 농지제도
의 틀이 ‘집단소유, 집단경영’으로 바뀌었다. 이 ‘집단소유, 집단경영’의
토지제도는 1978년 경제체제 개혁이 시작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현재 중
국 농촌지역에서 광범하게 실시되고 있는 각종 농업생산책임제는 사실상
이 농지제도가 구체화된 것이다.
현재 중국의 농촌지역에서 가장 널리 채용하고 있는 농지제도는 ‘양전
제(兩田制)’이다.33)양전제란 농지의 집단소유와 가정생산책임제 경영이라
는 기본 제도의 틀 하에서 농지를 구량전(口糧田)과 책임전(責任田)으로
로
되어
있다.<上海藍印戶籍管理暫行規定(1996.2.1>(www.baidu.com,
2010-10-27)
32)1950년 6월 28일부터 실시된 토지개혁법은 1987년 11월에 효력을 상실하게 되
었다.<中華人民共和國土地改革法(1950.6.28)>(www.baidu.com, 2010-11-01)
33)양전제에 대한 설명은 于金(2001), 109-1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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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구량전과 책임전을 상이한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를 가리
킨다. 책임전은 상품전(商品田) 또는 청부전(承包田)이라고도 부른다. 구
량전은 생산농민 자신이 소비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지로서, 농가의 인구
수에 따라 분배되며, 국가에 대한 농업세(農業稅) 부담만을 진다. 책임전
은 농가가 집단소유의 대표자인 촌과 계약을 체결한 뒤 경영하는 농지로
서, 청부자는 대체로 3가지 방법 중을 하나를 선택해서 계약한다. 첫 번
째 방식은 구량전과 마찬가지로 농가 인구수에 근거해서 분배받는 방식
인데, 이 방법을 채용하는 지역은 많지 않다. 두 번째는 농가의 노동력
수(일반적으로 16~60세)에 따라 분배받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채용하는
지역이 가장 많다. 세 번째는 경매를 통해 청부자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서, 이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 지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앞의
두 방식은 모두 호적부 상에 기재된 인구(또는 노동력) 수에 근거해서
청부자를 정할 뿐 경영능력 같은 요소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는 불리한 제도이다. 책임전은 국가에 대한 농업
세 납부 의무 뿐 아니라 청부비(承包費用), 각종 유보(提留),34)공공식량
을 납부해야 했다. 그런데 책임전 취득 비용이 구량전 취득비용보다 높
았다.
1993년 11월 중앙과 국무원은 <현재 농업 및 농촌경제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정책>35)을 하달하였는데, 이 정책은 농지제도에 대한 좀 더 구
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청부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본래의 청부계약 만기가
도래한 뒤 재계약 때는 기간을 30년까지 연장한다. 둘째, 청부계약 기간
중에 인구가 증가해도 농지는 증가하지 않으며, 인구가 감소해도 농지는
감소하지 않는다. 셋째, 토지에 대한 집단소유제를 견지하며 본래의 토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법에 근거한 토지사용권의 유상
양도는 허용한다. 넷째, 경제가 비교적 발전되고 대다수 노동력이 이미
비농업, 소득안정 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의 경우 규모경영을 할 수 있다.
이상의 정책 조치 중 청부기한 연장과 사용권 양도는 농민층 분화를
34)여기에서 말하는 ‘각종 목적의 유보’는 총생산량의 일부를 규정에 따라 유보해 두
었다가 타인이나 자신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가리킨다.
35)<關于當前農業及農村經濟發展的若干政策(1993.11)>(www. baidu.com,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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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호구제도로 인해 이 정책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한적이나마 토지제도가 변화하면서 농민층의 분화 계기가
마련되었다. 농촌지역에서 능력과 의지에 따라 토지청부 규모가 달라지
고, 대규모 농지를 경영하는 농민이 출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농민층의 분화를 통해 토지에 대한 의존에서 자유로워진 잠재적인 농업
노동자나 농촌지역 기업의 노동자가 출현할 조건이 마련되었다.
②농민층 분화와 향진기업
농민층 분화과정은 분화를 촉진하는 요소와 저해하는 요소의 상호작용
또는 타협의 결과이다. 따라서 농민층 분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는 촉진요인과 저해 요인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하며, 이 작업을 통해 향
진기업의 탄생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상이한 국가 또는 동일한 국가의 상이한 역사발전 단계에서 농민층 분
화가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원인도 장애요소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36)중국사회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로부터 시장경제 체제
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품경제가 농촌에 침투함에 따라 농민층 분화가
촉진되었다. 국의 농민층 분화를 촉진하는 요소로는 ‘소상품’ 생산의 발
전을 들 수 있는데, 1978년에 시작된 경제체제 개혁이 소상품 생산 발전
의 직접적인 계기였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농민층 분화를 저해
하는 요인도 뿌리깊이 존재하고 있는데, 농민층 분화의 저해요인으로서
농지제도와 호적관리 제도를 지적할 수 있다. 이 요인들은 중국 농민층
분화의 속도와 형태를 좌우하는 역할을 해왔다.
농촌에서 토지청부제가 실시되면서 소유권과 경영권은 어느 정도 분리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특수한 농지제도와 호적관리 제도는 토지의 양도
와 인구의 유동을 제약해 왔다. 중앙과 국무원이 1993년 11월에 하달한
<농업 및 농촌의 경제발전에 관한 몇 가지 정책>은 토지청부 기한 연장
과 법에 근거한 토지사용권의 유상 양도를 허용하였는데, 이 조치들은
농지의 상품화를 촉진하였다. 하지만 호적관리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되
는 상황에서 농민은 토지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웠다. 현행
36)于金(2001),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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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와 호적관리 제도 하에서 농지의 대부분이 인구수와 노동력 수
에 따라 분배되기 때문에, 농가의 경영규모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큰 차이가 나지도 않는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현재 중국에서 농지경
영 규모는 농민층 분화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기능하기는 사실 어려운 측
면이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농민층 분화를 저해하는 요인들로 인해 중
국의 농민층 분화는 약간 특수한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농민층 분화의 형태는 바로 향진기업에 응축되어 나타났다.
요약하면, 향진기업의 생성과 발전은 농민층 분화의 전제이기도 하지
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향진기업의 발전이 농민층 분화를 가속시킴으로
써, 특수한 농민층 분화형태를 만들어 냈다. 중국의 특수한 농민층 분화
형태는 반대로 향진기업의 경영형태와 고용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농민층 분화와 향진기업의 특징 사이에는 중국
의 특수한 토지제도와 호구제도가 가로놓여 있다. 이런 점에서 향진기업
은 체제적 특성과 특수한 역사과정의 산물이자 농민층 분화를 촉진하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 간의 타협 결과라 할 수 있다.

3)농업 잉여노동력의 이동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movement of surplus labor)37)은 경제체제개혁,
37)후진국의 공업화에 따른 노동력 이동 현상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발전모형을 수립
하고자 하는 대표자로는 넉시, 루이스, 토다로 등을 꼽을 수 있다. 넉시의 모형은
고전적인 성과이고, 루이스와 토다로의 모형은 후진국의 공업화에 따른 농촌 과
잉노동력의 이동 현상을 핵심어로 삼아 후진국으로부터 공업국으로의 전환을 설
명하는 비교적 설득력 있는 모형이다. 이들은 공업화가 개시된 뒤 도시의 공업부
문에 실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업부문으로 노동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는 현상을 설명하고, 또 이 현상을 중심으로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루이스와 토다로의 모형은 뒤에 레이니스와 페이에
의해 발전되었다.Nurkse, R.,《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1953):유동
섭 옮김,《후진국자본형성론》(서울:유풍출판사,1983;Lewis, A.W.,<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The Manchester
School>(May 1954):<Unlimited Labour:Further Notes>,<The Manchester
School>(January 1958):<Reflections on Unlimited Labour>,in (ed.) Luis
Eugenio Di MarcoI, <International Economics and Development, Essay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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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층 분화와 함께 향진기업의 생성과 발전의 세 번째 요인이다.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을 보면, 현대화 과정과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발전함
에 따라 공통적으로 농업노동력 이동 현상이 출현하였다. 거시적 관점
에서 볼 때 농업노동력의 이동은 농업 부분에서 비농업 부문으로의 노동
력 이동을 의미하며, 미시적 관점에서는 농업 부문에서 도시 비농업 부
문으로의 직업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역사적 특수성과 제
도적 요인으로 인해 농업노동력 이동 문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전개되었
다. 따라서 중국의 노동력 이동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업,
지역, 신분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38)
농업노동력의 직업 전환은 농업에서 공업 또는 서비스업 같은 비농업
으로의 전환이고, 농업노동력의 지역적 이동은 농촌으로부터 도시 또는
농촌에서 농촌으로의 지리적 이동이다. 또한 농업 노동력의 신분 변화는
농촌 호구로부터 비농촌 호구로의 호구 성격의 변화를 의미한다. 일반적
으로 농업노동력이 농가경제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은 주로 농민의 산업노
동자로의 전환, 다시 말해서 농민 노동력의 상품화 현상이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엄격히 제한되었고, 산업발전에 따른 농업노동력
의 이동은 거의 없었다. 여기에 더하여 인구 정책이 실패하면서 중국의
농촌에는 대규모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개방을 계기로 농업 노동력의 이동 현상이 나타
났고, 농업생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생산효율이 높아지면서 농업노동력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분리시키
는 호적관리 제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급격한 이농은 억제되었고, 농촌
지역에 대규모 잉여 노동력이 존재하게 되었다. 농촌의 대규모 잉여 노
동력 존재에 직면하여 중국 정부는 공업화,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농업노
동력 이동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의 급격한 대도시 집중과 그로 인한 도
Honor of Raul Prebisch>(1972):<The Dual Economy Revisited>,<The
Manchester School>(37)(Basil Blackwell, 1979):Todaro, M.P.,<A Model of
Labou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American Economic Review>,59(1)(March 1969):G. Ranis and
J.C. Fei,<A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American Economic
Review>,51(September 1961);《Development of the Labor-Surplus
EconomyTheory and Policy》(Ill, Irwin:Homewood,1964) 등 참조.
38)于金(2001), 131-1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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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빈민층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해 왔다. 이 때 농촌 지역에
서 향진기업이 잉여 농업 노동력을 흡수하는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도시
지역으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을 막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
였다. 향진기업의 역할에 힘입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촌 잉여 노동
력은, 일부는 도시지역으로 이동하고, 일부는 농촌지역의 비농업 부문에
고용되는, 개도국의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독특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3.향진기업과 제도혁신

이상에서 우리는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의 농촌지역에서 발흥하여
1990년대 초까지 사실상 중국경제 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향진기업
의 생성과 발전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향진기업의 탄생과
발전의 배경들은 제도와 제도변화(institutional change)라는 관점에서도
이해가 가능하며, 이렇게 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향진기업은 제도 혁신
의 결과물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향진기업은 중국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제도적 상황을 배경으
로 탄생·발전하였기 때문에 소유제와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특수한 형태
를 보이고, 규모는 중소규모이며, 도시 공업과 달리 농촌지역에 입지하면
서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고용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였
다. 향진기업이 중국경제 고성장의 중추 역할을 하던 시기 동안 국유 대
기업은 개혁 부진으로 인해 경영이 부실한 상황이었고, 내국 민간 기업
들은 아직 발전 초기에 있었다. 따라서 향진기업이 이 틈을 파고들어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점차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국공유제가
중추를 이루는 가운데 소유제가 점차 복잡해져 가는 과정에서 향진기업
은 집단소유라는 특수한 소유제 구조를 갖게 되었고, 향촌정부는 주민의
고용과 재정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향진기업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였다.
그런데 다수 향진기업의 소유제 특징인 집단소유는 국유보다는 더 명
확하지만 사유제보다는 불명확한 소유제이다. 향진기업은 신고전파경제
학이나 신제도주의의 주장과 달리 불명확한 소유제 형태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였고,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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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 즉, 향진기업의 발전은 신고전파 경제학이나 신제도주의 경제
학의 시각에서는 설명하기 쉽지 않은 현상이지만, 중국적인 특수한 배경
과 조건 속에서 발흥하였으며, 구제도로부터 제도 혁신을 통해 발전하였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향진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기 국유제 기업은
개혁과 절연되어 있었고, 사유제 기업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상황이었
기 때문에 특수한 환경에서 발흥하여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 향진기업의
역할이 한시적이었으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향진기업이 예상을 넘어 빠른 발전을 하자 중앙정부는 한 때 향진기
업을 통제하는 조치를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곧 향진기업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향진기업의 영향력과 기여를 인정하였다. 농촌지역에 입지
한 향진기업은 기업 자체의 발전이 아니라 ‘공업으로 농업을 보완한다
(以工補農)’는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였다. 각종 제도가 변화하면서 일부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업생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일부 농민은 농촌지역
에 거주하면서도 비농업에 종사하였는데, 일부는 반농반공(半農半工) 형
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향촌 정부 스스로도 향진기업의 발전을 지원함으
로써 향촌 인민의 요구와 지방정부의 의지가 일치하였다. 이처럼 농민과
향촌 정부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당초의 ‘사대기업’을 ‘향진기업’이라는
새로운 생산조직으로 재탄생시켰다. 향진기업은, ‘토지는 떠나지만 고향
은 떠나지 않으며(離土不離鄕),’ ‘공장에는 가지만 도시로는 가지 않음(進
廠不進城)’으로써, 대부분의 개도국이 고민하는 급격한 이농으로 인한 사
회문제, 도시문제, 농가소득 향상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
고,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경제 고성장의 주역으로서의 위상을 점하였
다. 즉, 향진기업은 시대적 조건과 한계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제도
혁신의 결과물인 것이다.
더욱이 중국 농촌지역에 광범하게 존재하는 ‘주식합작제(股分合作制)’
향진기업은 순수한 사유제 기업이 아닐 뿐 아니라 대규모 공유제 성격인
인민공사와도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인다. 주식합작제는 '주식에 기초해서
이익을 배당하는 방식'(入股分紅)과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按勞分
配)은 혼합한 형태의 소유제로서 종업원지주제나 주식제와도 다르다.
향진기업의 발전과정을 보면, 무엇보다도 1984년 농민의 토지처분 가
능 조치와 1988년 헌법 개정에서 비국유 경제에 대한 헌법의 인정 조치
가 개체경제의 발흥을 유인하였고, 이에 힘입어 향진기업 중 개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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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진기업
은 소유권이 애매한 집단소유 기업이 핵심을 이루었으며, 기업의 경영과
지배구조에서 향촌정부의 역할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개혁 후 중국사회처럼 불완전 소유권이 상당 부분 존
재하고, 사유권이 분명하게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향진기업이 경이
적인 경제성과를 낸 사실을 신제도경제학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향진기업은 개혁 개시 후 1990년대 중반까지 농촌의
소득향상, 경제성장, 공업생산, 정부 재정수입 등에서 큰 기여를 하였는
데, 이 현상을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주류경제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제도변화 또는 제도혁신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관한 신제도경제
학의 논의를 잠시 정리해 보자.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제 효율은 개인의
이익 추구가 최대한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다. 경제효율의 전제가 되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사익추구는 크게 두 가지 제약 조건에 직면한다.39)
첫 번째 제약은 제도적 장치와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 제약은 예산과
시간 제약과 관련이 있다. 시장에서 경제 주체는 재산권이 명확하게 구
분되고 또 보장되는지, 거래비용은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주어진 시간과
예산 조건은 어떤지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개별 주체의 경제행위
는 재산권이 분명하게 정의되고 거래비용이 크지 않을 때 유인될 수 있
으며, 경제발전은 경제 효율을 극대화할 경우에 달성된다. 이렇게 볼 때
개인의 경제행위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는 재산권의 명확화와 보장, 그리고 거래비용의 감축을 위한 제
도구축이다. 이러한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은 제도의 변화이고 새로운 제
도의 구축은 제도혁신이다. 간단히 말해서 신제도경제학은 재산권의 보
호와 보장,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개입 최소화가 경제주체의 적
극성을 유인하기 위한 조건이며, 이렇게 될 때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중국 향진기업의 발흥과 발전, 그리
고 특수성과 기여는 우리로 하여금 제도경제학의 주장에 의문을 갖게 하
기에 충분하다.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정에 대한 관찰은, 신고전파의 주장에도 의문
39)P.J.Boettke,<TheRuleof
Law>(www.gmu.edu/departments/economics/pboettke/law.htm),p.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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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품게 한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재산권이 완벽히 보장되고 정보획득에
도 비용이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시장 거래에 비용이 들지 않는 마찰 없
는 교환과정을 가정한다.40)하지만 신고전파의 이러한 가정은 현실을 설
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크다. 정보를 얻고, 계약을 집행하며 또 계약을
위반하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제재하는 데는 비용이 드는데, 거래비용이
드는 경우 제도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제도는 효율적인 결과
를 위해 고안되지만 반드시 경제효율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제도가 변화
하는 가운데서도 구제도의 관성은 남아 있다.41) 제도 중에서도 공식적인
규범은 오히려 새로운 규칙을 고안할 수 있는 교섭력을 지닌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지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시장거래에 비용이
든다면 우리는 기본규칙 자체에 대한 분석과 참여자의 전략에 대해 분석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신제도주의의 설명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제도는 인간이 고안해낸 창조물로서, 선택의 결과이자 인간과 조직의 행
위를 제약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경제효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고전파의 기본 가정과 달리 재산권의 명확한 구분과
분명한 보장이 없는 가운데서도 향진기업이 발흥․발전하였다는 사실이
며, 이 사실은 신고전파뿐 아니라 신제도주의 경제학으로 명쾌하게 설명
되지 않는 부분이다.
중국 향진기업에서 제도혁신의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는 다른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동유럽 개혁의
차이는 중국은 재산권 제도 개혁이 지체된 상태에서 기층의 실험을 시작
으로 하여 아래로부터의 재산권 개혁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
다. 중국에서는 중앙의 묵인 하에 아래로부터의 제도 변화 실험이 안전
성을 인정받은 뒤 제도적으로 이를 추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기층 수준에서 재산권 개혁, 제도변화가 촉발되었다. 의사결
정과정의 분산화와 미시 주체의 자율권 확대, 그리고 향촌정부와 주민의
이해관계의 일치는 기업의 관리 조직에 변화를 불러 왔다. 동유럽 국가
의 개혁은 거시경제 환경, 특히 재산권 제도에 대한 개혁이 위로부터 아
래로 일거에 단행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중국 향진기업에서는 재산권 개
40)D. C. North/이병기 옮김,《제도 제도변화 경제적 성과(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서울:자유기업센터, 1997), 26쪽.
41)이러한 현상을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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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이 구체적으로 기업의 계약 형태에 대한 혁신을 통해 이루어졌다.42)
이렇게 볼 때 향진기업은 아래로부터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제도적 돌
연변이이자 제도혁신이라 할 만 하다.43)

4.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중국 향진기업의 발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제도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되, 주로 경제체제 개혁(토지제도 개혁, 자율
권 확대), 농민층 분화, 농업노동력 이동 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리고 향진기업의 발전 배경을 추적하면서 우리는 제도변화와 제도혁신이
라는 관점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향진기업은 주어진 배경 가운
에서 농민과 지방정부의 아래로부터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제도혁신의
산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수한 배경에서 발전한 향진기업은
소유제, 지배구조, 향촌정부와의 관계 및 입지 등에서 독특한 형태를 보
이며, 사유제 기업보다 재산권이 불명확한 상태에서도 대단한 경제성과
를 이루었다. 향진기업은 농촌 잉여노동력의 급격한 도시이동을 억제하
고, 농가소득 향상을 통해 농촌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체
제개혁기 중국사회에서 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 하에서 호구제도에 의해 통제된 노동력 이동은
농촌개혁이 시작된 뒤에도 여전히 견지됨으로써, 농업생산 효율의 향상
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존재하던 대량의 잉여 노동력은 쉽게 해소될 수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촌 지역에서 농촌 주민과 향촌정부에 의해
아래로부터 창출한 비농업 생산 주제가 바로 향진기업이다. 따라서 향진
기업은 집단소유라는 점, 농촌지역에 입지한다는 점, 경영과 지배구조에
서 향촌정부의 개입이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인
다. 최종적으로 향진기업은 역사적․사회적 조건하에서, 주어진 구제도의
관성과 제도변화 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제도혁신의
산물이다. 따라서 향진기업은 지역의 역사적·경제적 기반에 따라 내적으
42)Chen,H.Y.,《The Institutional Transition of China's Township and Village
Enterprises》(U.S.A.Vermont:Ashgate Publishing Ltd. 2000),preface xiii-xiv.
43)崔之元/장영석 옮김,《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경기:창비,2005), 89-9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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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이한 형태, 즉 지역 편차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향진기업의 원형인
사대기업의 주요 산업은 공업이었고, 생산품은 해당지역에서 재료를 구
하고 해당지역에서 판매하는 형태의 경영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향
진기업의 생산․경영에는 분명한 지역적 특성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전
국적으로 공통될 만한 향진기업 생성발전의 배경을 분석하되, 제도변화
와 제도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에서 농업이 시장화 되어 상품생산이 이루어지면 농
업생산 효율이 높아지고, 점차 농민층 분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공업화가
시작되면 농촌의 과잉 노동력이 도시 공업업이나 비공식 부문으로 이동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농촌에서 시장화의 진전, 농민의 자율권 확대,
농업효율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업 잉여 노동력의 이동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였다. 전통적인 후진국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자본주의적 생산이
도입되면서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도시 비농업 부분으로 이동함으로써
도시 제2,3차 산업을 위한 염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이와 다른 형태의 노동력 이동이 발생하였다. 중
국의 발전모형이 개도국의 일반적인 발전모형과 다른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새로운 발전모형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44)
그러나 향진기업의 시대적 역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개혁개방이 새
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향진기업은 중국경제가 세계시장에 빠르
게 편입되고, 국내 시장에서 내외국 기업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연스럽
게 전환기를 맞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향진기업의 역할은 특수한 역사
적․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탄생한 만큼 시대가 변하면서 그 역할
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향진기업은
제도혁신을 통해 다른 소유 형태의 기업보다도 유리한 위상을 점하였고
큰 성과를 보였다. 그렇다면 향진기업의 개성적인 측면의 순기능은 과도
기적인 것이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44)향진기업과 중국경제의 발전모형에 대한 논의는 임반석,<향진기업과 중국의 경제
발전 모형-노동력 이동과 관련하여>,<중국학연구>65호(2013.9.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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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some core elements (economic
system reform, diversification of peasants, and movement of labour
forces) which resulted in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the township
and village enterprises(TVEs) in China after the start of reform and
openness. In the course of tracing the elements, this paper contend
the perspective such as:TVEs is a outcome of bottom-up institutional
innovation under the politico-social constraints.
In spite of deepening of marketization in rural areas, and improving
the agricultural efficiency and autonomy of peasants, the movement
of labor force was controlled by the social urban-rural divide system.
The

'hukou(戶口)'

system,

initiated

from

the

centrally

planned

economic system, has been sustained even at the reform era.
Therefore, despite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agricultural
production, a large amount of surplus labor in rural areas could not
be easily eliminated. Under these practical limitations, rural residents
created

a

collectively

owned non-agricultural

production

entities

called TVEs. So, the TVEs shows some pecular features:located in
rural areas, collectively-owned ownership system, and the local
government is strongly involved in the management and governance.
Finally, we consider the birth and growth of TVEs as a product of
bottom-up institutional innovation under the practical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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