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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국에서 성행하는 산자이 문화에 관한 연구로서 산자이 문화의 정의, 출현 배
경, 산자이 문화의 역사적 변천과정 그리고 산자이 문화에 대한 소비자 내지는 중국 정부의
인식과 기업윤리 측면에서의 산자이 문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정책기조, 산자이의
품질 수준과 산자이 제품의 확산 정도, 산자이에 내포된 창의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산자이를
네 개의 세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서 산자이 문화라는 용어가 공식화된 것은 2008년 12월 중국 국영 CCTV에서
방영 된 신문연파(新聞聯播)이후이다. 둘째, 국가의 정책기조, 산자이의 품질 수준과 제품의 확
산 정도, 내포된 창의성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산자이를 네 개의 세대로 구분한 결과,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제3세대 장쩌민 지도부 집권 시기인 산자이 1.0세대에는 저렴한 가격에 초점이
맞추어진 단순 모방,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 한 산자이 2.0세대에서는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창조적 모방, ICT기술이 융합된 산자이 3.0세대에서는 제품뿐만 아니라 마케팅 믹스 요소 전
분야로 확대되어 벤치마킹을 통한 혁신적 모방, 그리고 산자이 4.0세대는 갈수록 기업 간 장
벽은 낮아지고 기술은 표준화(standardization)되어, 자의든 타이든 경쟁자 상호 간의 제품이
나 시스템 등을 서로 모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이로 인해 후발기업들이 ‘산자이’
라고 비난받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셋째, 중국인들은 대체로 산자이를 주류문화에 대응하
는 비주류문화, 풀뿌리문화로서 생각하며, 자국 기업들을 옹호하는 자국 문화지향의 집단주의
성향을 나타내는가 하면, 산자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혁신적인 문화 창조와 건강한 사회
발전에도 유해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 중국 정부는 산자이 문화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반
대 의견을 갖고 있지만,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의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생된 우연적이고 필연적인 현상으로, 오늘날 치열한 무한경쟁 속에서 자국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라는 긍정적인 태도와 초기에는 기업이나 해당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도외시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기업인의 창의성을 피폐화시킬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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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적인 태도가 양립하고 있다.
한편 산자이는 중국의 ICT 기술의 발전으로 비주류문화, 하위문화에서 탈피하여 오리지널
못지 않은 품질과 기능을 갖고 있고, 정보화 사회에서 각국이 정하는 실정법상 지식재산권 침
해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산자이가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
나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互聯網+)’, ‘홍색공급망(紅色 供應
鏈, Red Supply Chain)’ 등이 첨단 분야 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경쟁전략도 과거 낮은
생산 요소비용에 의존하는 가격경쟁력에서 품질과 기술에 의존하는 품질경쟁력에 두고 있음은
산자이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희석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로 볼 수 있다.
향후 산자이 문화라고 불리는 사회적 현상은 문화의 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해도
국가 정책적인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중국 내에서의 중국기업들 간의 특허 소송, 모조품을
경쟁전략으로 한 중국기업들의 글로벌시장 진출의 한계, 국민의 소비 수준과 정신적 문화 수
준의 향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가정책의 확대,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식재산권의 무단 혹
은 불법 사용금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책 강화 요구 등의 이유로 결국은 주류문화의
종속적 부분으로 발전되는 등 그 생존 기반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산자이 문화, 사회인식, 기업윤리, 지식재산권

Ⅰ. 서 론
오늘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각 분야의 특성에 따라 많은 후발기업들이 그들의 지
속적인 발전을 위해 벤치마킹이라는 명분으로 선도기업의 관리ㆍ생산시스템, 마케팅
방법, 기술방식 등을 모방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동적 역량 구축
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머튼(Merton, 1965)은 모든 창조자는 시공간에서
타인에게 둘러싸여 있고, 죽은 자와 산 자를 불문하고 수많은 타인에게 개념, 맥락, 도
구, 방법론, 데이터, 법칙, 원칙, 모형을 물려받는다고 하였다. 이 말은 후발기업의 창
작물이 누군가에 의한 선행 결과물이나 혹은 아이디어의 영향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말
이라 하겠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피셔칼리지 교수 연구팀의 오데드 센카(Oded
Shenkar, 2011)교수는 모방 기업들의 확률 높은 성공 비결을 혁신기업들이 블루오션
(blue ocean)을 개척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시행착오를 겪는 반면, 모방
기업은 고객들이 이미 선도기업의 독창적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연구개
발비, 마케팅 비용을 절약하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베끼는 수준을 뛰어넘어 창조적으로 빌려 오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가리
켜 이모베이터(imovator)1)라고 하였다(이명옥, 2012). 모방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간
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의 행위 혹은 사고방식의 모
1) 모방자(Imitator)와 혁신자(innovator)의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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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통해 성장의 기회로 삼으며 발전하듯이, 기업도 창업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
장과 쇠퇴의 과정을 거치는 수명주기(life cycle)속에서 다른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다
른 기업의 제품, 경쟁전략 그리고 시스템을 모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창조와 혁신을
통해 성장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지식이 일반화되고 정보가 보편화된 무한경쟁 속에서 기업의 모방 전략을 부
정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혁신적 모방(innovative imitation)을 통해 소비자 후
생을 증진시키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
다. 모방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다고 볼 수 없으며,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한 것도 아니다. 단순히 선도기업의 것을 흉내를 내는 일에는 가치나 철학 그리고
생각과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지만 모방은 다르다. 선도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잘 모방하기 위해서는 그들 제품이나 기술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이 효
과적이다. 그럼으로써 모방의 결과에 자신만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새로운 것을 창조
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칠 수만 있다면 모방이야말로 창의성의 원천이라
고 할 수 있다(곽금주, 2014).
한때 모방은 중국인이나 중국기업이 잘 할 수 있는 기술로 알려져 있었다. 과거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한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겠지만, 산자이 초기 중
국인들은 선도기업의 제품을 단순히 복제할 뿐, 창조와 독창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기술이 집적되고 자금이 확보됨에 따라 선도 기
업의 지식 재산을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유승현, 2005). 모방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말은 모방 대상이 속하는 산업의 분야에 따
라 혹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모방의 이유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
다.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산자이(山寨)를 모조품, 모방품, 가짜 제품, 짝퉁,
카피캣(copycat), 복제품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유승현, 2005; 강진석,
2009; 곽금주 2014; 김성국 외, 2011; 이용철, 2016; 장호준, 2013). 또한 영문으로
는 shanzhai, copycat, fake, counterfeit, knock-off, replica, imitating goods,
dead copy 등을 사용하고 있다(Dodge et al., 1996; Nia and Zaichkowsky, 2000;
Loken et al., 1986; Van Horen and Pieters, 2012, 2013; Warlop and alba,
2004; Van Horen and Pieters, 2017). 한편 산자이에 대립되는 개념, 즉 후발기업
들로부터 모방의 대상이 되는 선도기업의 독창성 있는 제품은 오리지널, 정품, 진품 혹
은 original, imitated goods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각각의 연구에서 사용된 이
러한 용어들은 비록 다르게 사용되었어도 연구의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오리지널을 모
방한 후발기업의 모조품과 선도기업의 오리지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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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움했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하였고, 중국의 소비시장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각되었으며, 글로벌 기업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시대
로 접어들면서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홍색공급망 등 강력한 국가적인 정책의 시행
으로 선진국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세계 최대 모조품 생
산국이면서도 모조의 수준이 과거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특정 산업 분
야에서는 다른 나라(기업)에서 모방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향상된 기술력과 경영 노
하우를 지니게 되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중국의 산자이의 실체에 대해 주
목하였다. 산자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산자이 브랜드, 산자이 브랜드가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등 산자이 제품이나 브랜드 혹은 산자이 역사나 산자이 문화의
배경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손미령, 2010; 이중희, 2010; 장호준, 2013; 왕원원,
2012; 이희진ㆍ곽주영, 2012; 김성국 외, 2011; 강려화, 2010; 언지, 2016). 본 연구
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 문헌 등을 참고로 산자이 문화에 대한 정의와 출현의 배경을 분
석하고, 산자이 문화의 변천 과정과 산자이 문화를 소비자나 중국 정부가 어떻게 인식
하는지 그리고 산자이 문화에 대한 기업윤리 측면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산자이 문화의 변천 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
별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산자이의 향후 방향성을 추론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도기업의 독창성 있는 제품을 모방한 후발기업의 모방 제품을 ‘산자이(山寨)’로, 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선도기업의 독창성 있는 제품은 ‘오리지널’로 사용하였다.

Ⅱ. 산자이 문화의 정의와 출현 배경
1. 산자이 문화의 정의
산자이 문화는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소외계층에서 형성된 중국의 독특
한 문화이며(강진석, 2009), 중국이 대외 개방으로 외국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
타난 일종의 병리적(病理的) 현상이다(배일한ㆍ최순욱, 2009). 산자이 현상은 중국 특
색의 문화융합(文化融合)을 통해 ‘문화현상’으로 변화되었으며, 특히 베이징(北京) 올림
픽 이후인 2008년 12월 중국 국영 방송인 CCTV가 신문연파(新聞聯播)를 통해 방영된
‘산자이 문화(山寨文化)’의 방송 주체가 중국 국영(國營)이라는 점에서 산자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의 전환점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산자이에 대해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각층(各界各層)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바이두(百度)
같은 검색 포털에서는 산자이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산자이 문화’가 가장 먼저 등
- 28 -

김예원ㆍ김영인ㆍ문병준

중국 산자이 문화의 변천 과정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고찰

장한다(이용철, 2016). 산자이(山寨)의 사전적 의미는 ‘산중에 돌이나 목책이 둘러 쳐진
터’를 뜻한다. 이 단어는 과거 중국에서 주로 행정관청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산속
에서 거주하고 있는 산적들의 소굴(巢窟) 혹은 수호전(水滸傳)의 양산박(梁山泊)과 같이
관군(官軍)의 토벌(討伐)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시설을 갖춘 요새(要塞)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고, 중국에서 주류문화에 대항하는 비주류문화(minor culture)를 가리키는
말로, 혹은 시장에 이미 출시된 다른 제품 특히 유명 제품을 모방한 저가의 중국산 제
품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산자이는 지배계층의 탄압을 벗어나 새로운 생활의 근
거지를 만들려는 의지를 담고 있고, 중국 고전에서 나타나는 산자이의 의미는 주류에
대한 저항 정신이 그 저변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은 산자이의 현재적
의미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김성국 외, 2011).
산자이 문화에 대해 이용철(2016)은 중국에서는 원래 가짜 상품을 의미하는 말로
‘가모 위열(假冒偽劣)’2)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모든 짝퉁 제품을 포괄하지 못하면서 산
자이라는 말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산자이는 중립적인 단어로 탈바꿈
되어 도덕적인 문제에서도 해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실제로 중
국 관계 당국도 짝퉁 제품을 단속하지만, 그 속에 내재되어있는 창조적 가치는 보호되
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불법적이라는 의미보다는 가치중립적인 의미로 받아 들여
지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중희(2010)는 산자이 문화는 2008년
CCTV에서 방영된 이래 소비재 영역에서 존재하였던 산자이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
면서 산자이 문화가 또 다시 다른 산자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
장하고, 손미령(2010)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산자이 문화가 발생되어,
산자이 문화는 풀뿌리성, 민간성, 오락성, 자발성 등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특정 제
품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시장경제(中國特色社會主義市場經濟)
아래에서 당국의 제약을 받지 않는 혁신 활동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초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던 산자이는 주로 글로벌 유명 제품의 외관을 주
로 모방하였으나, 점차 IT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리지널에는 없는 새로운 기능을 부가함
으로써 창의력이 더해진 재창조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이후 이 같은 현상이 다른 제품
들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산자이 문화라는 말의 의미가 확대되어, 오리지널에 비
해 품질이 떨어지는 반면 가격은 저렴한 가성비(價性費)있는 제품이라는 긍정적인 의미
도 갖게 되었다. 문화의 발전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대중문화, 저속문화는 항상 주류문
화, 상류층의 우아한 문화(elegant culture)와 대립하며 공생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산자이 문화의 함의(含意)는 모방성, 신속성, 대중성, 자발성을 본질로 하는, 주로 소자
2) 가짜와 저급한 제품이라는 말로 멜라닌 분유나 유황 처리된 버섯에 사용되고 있으며, 모방 IT 기
기나 영상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에는 산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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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층이 생산한 비합법적인 모조품이 저소득층에 의해 소비되는 주류문화에 대응하
는 대중의 새로운 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산자이와 유사한 개념인 카피캣(copycat)은 후발자로서 오리지널의 긍정적인 연상
(positive association)에 편승(便乘)하기 위해 오리지널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를 모방한다(Collins-Dodd and Zaichkowsky, 1999). 그러나 오리지널을 똑같이
(identical) 베끼지는 않는다. 카피캣 브랜드는 선도브랜드가 경쟁적 상황에서 쉽게 눈
에 띄는 것을 방해하고, 상표(trademark)의 식별력을 약화시키고, 브랜드 에쿼티
(brand equity)를 훼손하며, 투자 자본의 회수에 장애를 초래한다. 이는 지식재산
권 침해에 대한 문제로 선도브랜드가 카피캣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송하는 이유이다
(Zaichkowsky, 2006).
산자이는 카피캣의 일종이지만 카피캣과는 구분된다. 산자이의 정의는 경제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 산자이는 단순히 다른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모조품을 의
미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풀뿌리문화(grass roots)로서 모방을 통
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제품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이에 산자이를 일종
의 기업 혁신 활동의 결과로 보고, 산자이 제품의 필연성과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는 선도기업이 만든 제품과 유사하더라도 독창적 창조성을 띤 제품, 창조적
표현이 가미된 시장 수요가 있는 산자이는 초기 광둥지역의 소규모 기업에서 만든 오
리지널을 모방한 값싼 모조품을 의미하는 짝퉁과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판단하
고 있다(한홍석, 2009). 중국 정부는 이러한 창의적인 제품을 단순 모방 제품이나 패러
디 제품과는 구분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
성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양쉐산, 2010; 류빈지에, 2009). 결국, 산자이
문화를 선도하는 산자이는 중국인의 풀뿌리정신과 투철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 혁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2. 산자이 문화의 출현 배경
산자이가 모방 제품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
이 있다. 하나는 1978년 중국의 개혁ㆍ개방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에
의해 초기에 개방된 남부 연안지역 중 하나인 광둥성(廣東省) 선전(深圳)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선전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
체회의에서 대내적 개혁과 대외적 개방의 정책 추진을 결정한 이후, 같은 해 7월 공산
당 중앙위원회의 제50호 문건에 근거하여 광둥성의 주하이(珠海)와 더불어 중앙 정부
에 의해 특구(special economic zone)로 지정되어,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선진 기술
- 30 -

김예원ㆍ김영인ㆍ문병준

중국 산자이 문화의 변천 과정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고찰

을 도입해서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개혁ㆍ개방의 실험 무대가 되었던 곳이다
(조준현, 2006). 1990년대 선전은 중국 최고의 제조업 생산 단지 중 하나로, 당시 이
지역의 제조업계는 경쟁력 있는 자체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글로
벌 기업들의 단순한 하청 생산이었다.3) 이는 일제강점기하의 대규모 일본인 소유의 면
방직 공장에서 기술자와 기능공은 일본인들 차지였지만, 한국인 소유의 공장들을 중심
으로 한국인 기술자와 기능공들은 현장 경험을 축적했던 우리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서문석, 2011). 또한 선전은 지리적으로는 당시 영국과 포르투갈의 조차지
(租借地)인 홍콩(香港)과 마카오(澳門)에 인접한 휴대폰 등 전자제품을 비롯한 각종 생
활용품의 밀수가 횡행(橫行)하였던 곳이었다.4) 이러한 기업들의 생산 방식과 지리적 특
성으로 선전에서는 화창베이(華强北)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을 모방하여 생
산하는 ‘모방 제조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당시 생산ㆍ제조업자들이 생산 지역인 선전
(shen zhen)을 의미하는 영문 이니셜 ‘SZ’를 제품에 표식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동일한 이니셜을 가진 ‘산자이(山寨, shanzhai)’로 변했다는 것이다(궈위, 2017; 왕잉,
2016). 오늘날 혁신의 공간이자 정보통신기술(ICT) 트랜드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선전
의 화창베이는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의 아키하바라(秋葉原)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전자상가로 변신하였으며, 스타트업(start-up)들에게 창업과 기회의 핵심
지역으로 각광을 받게 된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변화는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월(粵)방언5)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광둥어
로 ‘산자이’는 ‘비정규적’, ‘소형’, ‘소규모’ 또는 ‘지하공장’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홍
콩(香港)과 광둥 지역에서는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조화(造花)나 의류 등을 만드는 가내
수공업 방식의 소규모 공장 또는 가정 내 소규모 작업장을 ‘산자이창(山寨廠)’이라고 불
렀고, 그곳에서 생산된 제품을 ‘산자이훠(山寨貨)’라고 불렀는데, 이들 제품의 대부분이
모조품이어서 모방, 복제, 짝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김성국 외, 2011; 이중
희, 2010). 이 두 가지 주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선전은 광둥성의 남부지역으로 그 곳
에서도 월 방언이 사용되는 점, 광동성 남부지역이 주강(珠江) 하구의 광저우, 홍콩, 선
3) 1980년대까지 중국경제는 변변한 기술이나 자원이 없어(자원 개발이 미진하여) 삼래일보(三來一
補)경제로 지칭하였다. 삼래(三來)는 외국업자로부터 원재료(來料加工), 부품(來件裝配), 샘플(來樣
加工)을 제공받아 가공하는 것, 일보(一補)는 일종의 물물교환인 보상무역(補償貿易)을 일컫는 것으
로 가공무역을 보다 세세하게 표현한 것이다.
4) 당시 화창베이(華强北)는 전자상가가 대규모로 밀집된 지역으로, ‘山寨之都’, ‘山寨王國’이라는 별
칭이 있었다. 2004년 12월 22일자 人民網에서는 당시 중국의 밀수 휴대폰 규모와 밀수 경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5) 중국어 방언은 음운적 특질을 기준으로 ‘북방(北方)방언’, 오(吴)방언’, ‘상(湘)방언’, ‘감(赣)방언’, ‘객
가(客家)방언’, ‘월(粤)방언’, ‘민(闽)방언’의 7대 방언으로 구분되는데, 월 방언은 광둥성 주강삼각
주(珠江三角州)를 중심으로 사용되며, 광둥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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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마카오를 연결하는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 연안지역으로 선
전과 광둥성의 성도(省都)인 광저우는 글로벌 물류의 거점이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산자이에 대한 이러한 세간(世間)의 주장은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확실한
것은 광둥지역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소규모 기업에서 만든 오리지널을 모방한 값싼
모조품’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중국에서 소비시장에서 산자이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을 공급자 측
면과 소비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중국인들의 강한 자민
족중심주의(ethnocentrism)의 영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민족중심주의는 자신의
집단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자신의 집단과 유사하면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심리적
성향을 의미한다. 자민족중심주의에서는 다른 집단들을 자신들이 소속된 집단의 관점
에서 해석하여 문화적으로 유사한 것은 맹목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상이한 것은 배타하
는 보편적 기질을 나타낸다. 이러한 자민족중심주의 관점에서의 제품에 대한 평가는
자연스럽게 보편적 기질을 나타낸다. 이러한 자민족중심주의 관점에서의 제품에 대한
평가는 자연스럽게 외국제품보다 자국의 제품에 대해 심리적으로 가치를 높게 평가하
게 된다. 공급자 측 즉,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선도기업이 되기보다 창의적으로 모방하는 후발기업의 전략을 택했다는 점
이다.

Ⅲ. 산자이 문화의 변천 과정
흑묘백묘론(黑苗白苗論)을 내세워 개혁ㆍ개방을 추진하던 중국은 1992년 덩샤오핑
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제14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현존하지 않았던 제3의 체제
로, 혁명적 차원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됨에 따라 개혁ㆍ개방 초기 지지부진하였
던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되었다(최영표 외, 2002). 특히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개혁ㆍ개방 초기 선진 글로벌 기업의 하청 생산
에 지나지 않았던 중국의 제조업은 산업 전반에 걸쳐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중국의 산업발전과 소비자 수요 욕구의 변화에 맥을 같이 하여
온 산자이 문화를 중국의 정책기조, 산자이의 품질 수준과 산자이 제품의 확산 정도,
산자이에 내포된 창의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네 개의 시대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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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자이 1.0세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한 개혁ㆍ개방은 중국이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
제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소매ㆍ안종태, 2016), 남순강화 이후 산자이 현
상은 급속하게 발전되는 경제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산자이 1.0세대는 개
혁ㆍ개방 이후 중국이 서방 세계에 시장을 개방하고 그 대가로 외국의 투자를 적극적
으로 유치하던 초기, 과거 폐쇄된 계획경제 속에서 이렇다 할 생산력이 축적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로 정치적 일정에서 보면 제3세대 지도부인 장쩌민(江澤民) 집권시기까지
로 볼 수 있다.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중국 소비시장 같은 곳에 후발기업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선도기업의 제품을 모방하여 생산하고 침투가격전략(penetration
pric ing)을 통해 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데(문병준, 2011), 당시 중국의 영세 사업자
들은 그들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선진국의 시장성 있는 제품을 모방하여
생산하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가격경쟁력(price competitiveness)을 내세웠
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산자이 1.0세대의 대표적인 제품은 휴대폰으로, 이후 휴대폰은 초기 산자이의 대명
사가 되었다. 산자이의 효시(嚆矢)로 추정되는 ‘산자이 휴대폰(山寨機)’은 당시 중국의
산업관리정책과 국가제품강제인증(3C)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합법적 판매가 불가능
했던 휴대폰을 지칭한다. 당시 불법 제품이었던 산자이 휴대폰의 생산과 보급이 2000
년대 들어서 선전을 중심으로 한 광둥 지역으로부터 급격히 확산되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타이완의 전자 회사 렌파커(聯發科)가 개발한 필요한 기능만을 모아서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간단히 조립하는 형식으로 생산이 가능하도록 상용화된 저가의 휴대폰
메인보드 모듈(module)과 소프트웨어를 집적한 칩셋(chip-set integrated circuits)
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7년 10월 중국 정부의 휴대폰 생산 허가제 폐지로 수

<그림 1> 산자이 1.0세대의 산자이 유형

산자이 Anycool

(左) 정품 LG Shine (右) 산자이 Diamond

이미지 출처：gadgetsrepublic(左), 일간투데이(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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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민영기업이 합법적으로 휴대폰 산업에 진출하게 되었고, 시장도 더욱 세분화ㆍ분
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한홍석, 2009).
또한, 당시 산자이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으로는 중국인의 체면
문화(面子文化), 저소득 계층의 수요, 비록 적법한 제품은 아니더라도 경제발전 과정의
필연적 현상이라는 정부의 관대한 태도, 법제도의 미비, 관리감독의 부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인에게 당시 경제 사정으로 보아 힘들게만 느껴지는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은 산자이의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2. 산자이 2.0세대
산자이 2.0세대는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제4세대 후진타오(胡錦濤)지도부가 집권
하던 2012년까지로, 이 시기의 산자이는 단순 모방을 뛰어넘어 자주창신(自主創新)의
기치(旗幟) 아래 창조적 모방(creative imitation)을 표방하면서 시장을 확대하던 시기
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등장한 후진타오 체제의 출범과 함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추구하는 자주창신을 국가 시책으로 추진한 이 시기에는 중국의 대외 경제정책도 과거
시장환기술정책(以市場換技術)6)에서 인진라이(引進來)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우추취
(走出去)전략을 취하였으며, 산자이는 IT 기술의 발전과 중국기업들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진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성 있는 전자제품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모방이
가능하였다. 창조적 모방이란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소비자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
시켜 줄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변형시키는 것이다. 노트북은 가정용 컴퓨터를, 매트리스
는 갈대매트를, 자동차는 마차를, 자동문은 대문을 모방해서 발전시킨 것으로(이명옥,
2012), 창조적 모방은 철저한 배움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여기서 탈피하여 독창적인 것
을 확립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정지혜, 2007).
이 시기의 산자이는 주로 오리지널의 긍정적인 연상(positive association)에 편승
(便乘)하기 위해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모방하였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의 외장(外裝)’을 지칭하는 것으로, 상품의 사이즈나 모양, 색
채, 무늬, 심지어 독특한 판매기법 등의 특징을 포함하는 상품의 전체적인 이미지(total
image and overall appearance)를 말한다. 이는 상품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색채
의 조합, 소재(질감), 도형, 설계, 광고 주제 등 다수의 상이한 물리적 형태로 구성되고,
나아가 상품의 포장이나 라벨도 포함됨은 물론 다른 상품과의 식별 기능을 발휘하는
6) 시장환기술정책(以市場換技術)은 중국 개혁ㆍ개방 초기 외자유치정책의 하나로 중국의 시장 개방
대가로 선진국의 기술을 얻고자 하는 정책, 인진라이(引進來)는 중국의 외국자본 유치 정책, 조우
추취(走出去)는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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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자체의 디자인이나 외관도 포함된다. 심지어 식당의 실내장식, 메뉴, 서비스방식,
판매기법 등까지 트레이드 드레스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점점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
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독특하고 기능적이지 않은 상품의 포장
이나 상품 자체의 외관으로서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허청, 2013).
<그림 2> 산자이 2.0세대의 산자이 유형

(左) 정품 Galaxy 5 (右) 산자이 Galaxy 5

(左) 정품 iPhone (右) 산자이
이미지 출처：gadgetsrepublic(左), 일간투데이(右).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해 배상철(2002)과 심현주(2016)는 소리(sound), 냄새(scent,
fragrance), 맛(flavor) 등과 같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표지(sensory indicia)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제품의 기능을 소비자에게 최대한 소구(遡求)하기 위한 디자
인 콘셉트의 변경도 산자이 2.0세대의 창조적 모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2000년
대 초반 중국 토종 업체인 체리자동차(奇瑞汽車)가 중국시장에서 상당한 매출을 기록한
‘큐큐(QQ)’는 GM대우 마티즈의 외관을 모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중국의 계층간ㆍ
지역간 소득 불균형의 심화는 하위문화(subculture)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배일한ㆍ최순욱, 2009), 이 시기에 산자이 문화가 확산된 이유는 높은 경제
성장률, 광대한 시장, 다양한 소득계층의 존재, 특히 공권력 있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
인 산자이 단속 등을 들 수 있다.

3. 산자이 3.0세대
산자이 3.0세대는 중국의 현 지도부인 제5세대 지도부 시진핑(習近平) 집권 1기의
기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기로, 창조적 모방의 단계를 넘어 혁신적 모방
(innovative imitation)을 표방한 시기이다. 모방도 소비재, 산업재 등 재화는 물론 시
스템, 마케팅 전략 등 마케팅믹스 요소(7P)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혁신적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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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하버드대 테어도어 레빗(Levitt, 1966)교수는 기존의 것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
이 아니라, 모방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통해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고, 기
업의 학습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혁
신적 모방 전략은 경쟁우위의 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고유의 핵심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자원기반이론의 관점(resource-based view)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홍성철, 2012). 조준일(2011)은 혁신 제품이란 단순히 시간적으로 최초로 출시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요를 창출한 경쟁력 있는 최초
의 선발 제품이라고 하였다. 높은 가성비와 스마트한 디자인 전략을 추구하는 중국의
산자이 3.0세대의 상징적 기업인 샤오미(小米)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
은 혁신적 모방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품뿐만 아니라 샤오미의 CEO인 레이쥔(雷軍)
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소비자 접촉 방식 등에 대해서도 본인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Steven Paul Jobs)를 모방하였다고 보는 것이 소비자들의 일반적
인 시각이다. 특히 샤오미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 미파워뱅크(Mi powerbank)는 ‘대륙
의 실수’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대륙의 실수란 중국에서 개발하
거나 생산 한 제품이 기대 이상의 완성도나 성능이 있는 즉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은 뛰
어난 가성비(性價費)가 좋은 중국산 모조품(山寨)을 일컫는 말이다. 이 말엔 중국산은
대체로 싸구려고, 품질도 형편없을 것이라는 편견(bias)과 선입견(prejudice)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면에는 ‘참 잘 만든 물건’이라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영인, 2017).
대륙의 실수라는 일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택되는 샤오미의
제품은 소비자의 기능적 필요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수요(demand)에 부응되는 제품으로 산자이 3.0세대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샤오미는 소비자의 이러한 소비심리를 간과하지 않았고, 시장에
서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이용한 헝거 마케팅(hunger marketing)을 적절히 이용함으
로써 시장에서 산자이란 평가를 떨쳐 버리고 샤오미제이션(Xiaomization), 즉, 모든
제품의 샤오미화(化)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낼 만큼 창의적 마케팅(creative marketing)
을 통해 그들 제품의 성가(聲價)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샤오미의 시작은 모방이었지
만 결과는 혁신으로 귀결된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산자이 3.0세대 전반에 이르기까지는 대체로 노동집약적 생산형태로, 비교적 적은
자본과 낮은 기술로도 생산이 가능한 제품이었고, 혁신은 주로 기업의 기술적 혁신
(technical innovation)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산자이 3.0세대 후반 이후에는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경영적 혁신(administrative innovation)이 가세된 기업 경영 전
분야에서의 혁신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 수많은 기업에서 각자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활용하여 산자이가 생산되었다. 제품의 기능이나 디자인이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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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 ‘저가품’, ‘저질’을 연상시키는 산자이와는 전혀 다른 면을 보여 주었던 산자이
3.0세대는 창조적 모방의 단계를 넘어 혁신적 모방의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로 중국 소
비자의 적극적인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중국 특색의 디자인과 기능을 내재
(內在)시킨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초창기 샤오미가 혁신 역량이 취약한 후발기업으로서 원가절감을 위해 저렴한 소재
부품을 사용한 유사 제품을 만들어 오리지널 브랜드 이미지에 무임승차(free riding)
하는 전형적인 단순모방자(simple imitators)의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샤오미를 단순
모방자로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후 여러 제품을 내놓는 단계에서 단순 모방을
통한 학습효과 그리고 자체적인 혁신 노력을 더해 오리지널 제조업체의 기술에 필적
하는 제품, 현지 사정에 맞는 디자인,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성공했기 때
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샤오미는 ‘단순모방자’에서 ‘혁신적모방자’로 발전한 모델이라
고 할 수 있다(김익수, 2014).
<그림 3> 산자이 3.0세대의 산자이 유형

(左) 정품 Dyson (右) 산자이 Dibea

(左) 애플의 스티브잡스 (右) 샤오미의 레이쥔

이미지 출처：Dyson 홈페이지, Dibea 홈페이지(左), 비즈니스포스트(右).

4. 산자이 4.0세대
중국의 산자이 4.0세대는 5세대 지도부 시진핑 집권 2기인 2017년 이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산자이 3.0세대 후반 이후 산자이 업계의 기술적 혁신과 경영적 혁신은 새
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산자
이 4.0세대의 기업 수준과 국가 수준의 경쟁우위를 창출하는데 근간이 되고 있다. 혁
신은 급속한 변화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으며 생존하기 위해
서는 끊임없는 혁신(innovation)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천만봉, 2011).
20세기 후반 이후의 시대적 화두(話頭)는 디지털화와 인터넷 혁명으로(문병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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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터넷에서 모바일, 사물인터넷으로 이어나가는 정보기술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의 확대는 이 시대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이준관ㆍ김형재, 2016), 산자이 4.0
세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산자이 4.0세대는 중국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중국의 첨단 제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중국경제를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아래 진행 중인 중장기 산업 전략인 ‘중
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터넷 플러
스(互聯網+)’,7) ‘홍색공급망(紅色供應鏈, Red Supply Chain)’8) 등 혁신을 추구하는
국가 산업정책과 더불어 진행 중이다. 슘페터(1934)는 혁신을 새로운 것을 생산하거나
기존의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김신(2013)은 혁신을 이용 가능한 물
자와 힘(materials and power)을 결합하는 생산 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물
자와 힘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우덕(2017)은 중국의 혁신은 ‘세계의
시장’으로 불리는 대규모 시장이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그 핵심은 신기술이나 서비스
의 창출이 아닌 기존 기술이나 서비스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라고 하였다.
산자이 4.0세대에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나 자본집약
적 생산형태의 하이테크 분야에서도 선도기업과 유사한 기술력을 갖춘 후발기업이 선
도 기업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
로 수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킹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기업의 시스템이나 제품들을 연구
의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며, 자사의 시스템 개선이나 제품 개발에 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대표적인 IT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의 인공지능 플랫폼 ‘ET 브레인’과
IBM의 인공지능 ‘왓슨 API’는 유사한데, 알리바바는 중국 클라우드 시장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사업자의 이점을 십분 활용해 왓슨과 같은 의료, 항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었으며, 자율주행과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들이 사람을 대신하여 택배 물건을 운반하고 적재하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마트 물류시스템도 그대로 차용하여 전체 작업의 70% 이상을 로
봇으로 처리하고 있다. 바이두(百度)는 구글과 거의 유사한 검색 구조를 가졌다. 초기에
는 구글보다 못한 검색 결과를 보여줬지만, 지금은 구글 못지않은 인공지능 검색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은영, 2018). 위의 예에서 보듯이 산자이 4.0세대에는 산자이와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어졌다. 벤치마킹의 결과라도
독창적 요소가 가미되었을 때 비로소 산자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7) 인터넷 플랫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을 전(全) 산업과 융합시켜 산업구조 전환 및 업그
레이드를 도모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생태계를 창조하는 전략이다.
8) 과거 중국이 수입에 의존하던 중간재의 자국산 사용 비중을 높이는 배타적인 자국 완결형 밸류 체
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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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창조와 모방은 공존하며 성공한 산자이가 모방이 전부는 아니다. 갈수록 기업
간 장벽은 낮아지고 기술은 표준화(standardization)되어, 자의든 타이든 경쟁자 상호
간의 제품이나 시스템 등을 서로 모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고, 이로 인해 후발
기업들이 ‘산자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산자이 4.0세대의 산자이
생태계에서 모바일 제품은 30일 정도면 출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ICT 시대
가 도래하면서 제조업은 무한 융합(convergence)을 경험하고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
면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오히려 내재화된 대규모 생산 인프라가 제약 요건이 될 수
도 있는 환경이 되었다(신재욱, 2016).
<그림 4> 산자이 4.0세대의 산자이 유형

AI를 이용한 알리바바 물류

AI를 이용한 아마존 물류

이미지 출처：(주)CLO 홈페이지(左), LG CNS홈페이지(右).

산자이 대국(山寨大國)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중국은 오늘날 세계 최대
의 국제 특허권 출원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국제 특허 출원 건수는 2003년부터 매해 10%의 성장률을 보였고
2016년 대비 13% 성장한 48,882건을 출원했다. 중국 통신설비 제조업체인 화웨이(華
爲技術)와 중싱(中興, ZTC)통신이 1, 2위를 차지하면서 2017년 중국은 48,208건을 출
원한 일본을 누르고 세계 2위 자리에 올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발전
된 기술력에 대해 과거 산자이 3.0세대에 이르기까지는 중국이 다른 나라의 제품을 모
방한다는 의미의 C2C,9) 산자이 4.0세대에 접어든 요즘은 글로벌 트랜드의 선도자로
변하고 있는 인터넷 산업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모방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의
2CC10)라는 신조어도 있다.

9) Copy To China：중국이 남의 것을 복제한다는 의미(复制到中国).
10) To Copy China：중국의 것을 남이 복제한다는 의미(从中国复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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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산자이 문화의 변천 과정
구분

시기

특징

주요 제품

산자이
(山寨) 1.0

1978년~2002년
3세대 지도부
장쩌민(江澤民)집권 이전

원가절감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상품 자체를 단순 모방

주로 휴대폰

산자이
(山寨) 2.0

2002년~2012년
4세대 지도부
후진타오(胡錦濤)집권 시기

자주 창신을 통한
창조적 모방
자체 브랜드 + 상품 모방

전자제품

산자이
(山寨) 3.0

2012년~2017년
5세대 지도부
시진핑(習近平) 1기

혁신적 모방(기술적 혁신)
상품, 판촉 마케팅 전략 등
마케팅 믹스 요소 총 망라

상품 외, 마케팅
믹스 요소
총 망라

산자이
(山寨) 4.0

2017년 이후
5세대 지도부
시진핑(習近平) 2기

기술적 혁신 + 경영적 혁신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홍색공급망, AI, 등 국가 산업
정책과 더불어 진행

전 산업에
걸친 제품과
서비스 일체

Ⅳ. 산자이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1. 산자이 문화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인식
산자이 문화는 표절, 모방, 복제 등을 통해 발전함으로써, 탈권위(脫權威), 반주류(反
主流), 반지성(反知性), 해체성(解體性)을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
의 대중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후발의 중국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을 벤치마킹하
여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작을 뛰어넘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용철, 2016). 류루이셩(2009)은 중국인들은 산자이에 대해
그들의 주류문화를 보완하는 제도 외(制度 外)의 문화, 즉 하위문화(下位文化) 내지는
부차적문화(副次的文化)라는 일종의 ‘비주류문화’라고 하여 단순한 상품의 짝퉁이나 문
화의 모방이 아닌 독자적인 사회 현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지에시장
(2009)은 산자이 문화에 대해 탈권위주의와 폭리 배제를 내세운 일반 민중의 반권위
적, 반독점적 정신을 반영하는 풀뿌리(草根)문화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 거지엔숑
(2008)은 산자이 문화는 저속한 문화이며, 불법ㆍ표절의 대명사였던 모조품이 산자이
로 바뀐 것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호에 무감각한 중국인의 잘
못된 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주류상품과 문화에 맞선다는 것은 허울 좋은 자기합리화일
뿐이며, 산자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혁신적인 문화 창조(innovativ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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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on)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비판하였다. 마이티엔(2009)은 국민들의 소비수준을
보편적으로 저하시킴은 물론 건강한 사회발전에도 유해하다고 주장하였다. 궈친(2009)
은 외견상 저속한 대중문화 뒤에는 놀라운 민간의 독창성이 있으며, 산자이 문화 제품
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법률적으로 물론 규제될 것이지만, 이러한
법률적 규제가 문화를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민간 문화에 맞서 싸우는 것은 분명히 부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대체로 중국 소비자들은 산자이는 다오반(盜版) 또는 불법적인 저질 모조품과는 다르
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다오반과는 달리 산자이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
정적인 차원이 더 지배적이다. 산자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산자이를 단순한
모방 복제품이 아닌 어느 정도의 창의성이 내포된 모방 복제품이라고 인식한다. 또한
산자이는 특히 저소득층의 물질적 욕구와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순기능적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존 해외 브랜드의 독점적인 지위에 도전하여 모방과 복제
를 토대로 중화민족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라고 믿는다. 이들에게
모방과 복제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며(장
호준, 2013), 개발도상국에서 부패와 짝퉁이 지니는 부분적인 긍정적 요소가 존재한다
면, 산자이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해학과 해소의 활동 지대라고 생각한다(강진
석, 2009).
현재 중국에서 산자이는 고객 서비스와 마케팅전략, 소비자 체험은 물론 문화영역에
까지 확산되어 네티즌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중국인의 60%가 산자이 문화
는 자유롭게 발전해야 하며, 산자이가 모방 혹은 복제한 제품이라는 것은 맞지만 열등
(劣等)한 제품(예：가짜 분유, 가짜 달걀 등)은 아니므로 과거의 치명적인 도덕성 문제
로 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으며, 산자이 제품이 한편으로는 경제력이 처지는 사
람들에게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조혜림, 2011).
강진석(2009)은 산자이는 오리지널을 모방한 제품을 통해서 또는 유명한 스타를 모방
한 일반 시민들을 등장시켜서 기존의 사회적 가치를 전복시키거나 대리 만족을 갈망하
는 ‘문화 게릴라’라고 하였다. 또한 산자이는 저작권 침해와 브랜드 표절의 가능성, 시
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건강상 치명적인 해악을 유
발할 수도 있으나, 그들의 불만과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
다고 하였다.
산자이 문화가 중국 사회에서 유행하게 된 데는 주류문화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획
일적이라는 것도 일조(一助)를 하였다. 수호전에 나오는 양산박(梁山泊)에 근거지를 둔
등장인물들을 단순한 악당(惡黨)이 아니라 ‘의협(義俠)’, 충절(忠節)로 인식하듯, 중국 소
비자들은 명백한 모조품임에도 ‘산자이’라는 명칭을 붙여 모조품에 호감을 느끼는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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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도를 보이는 자국문화지향의 집단주의 성향을 갖고 있으며, 자국기업들의 외국
기업 모방을 약점이나 결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국 기업들의 웅대한 이상과 포
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박종한, 2007). 지에잉춘(2009)은 산자이 문화
는 다양한 가치의 추구가 그 목적으로 모든 모방을 산자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 사람의 생각과 관심 혹은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산자이 문화의 근본적인 출발
점이라고 하였다. 또한, 산자이 문화의 출현이 주류문화에 대항하는 비주류문화, 엘리
트에 대항하는 풀뿌리, 권위에 대항하는 대중(大衆)의 현상이라기 보다는 주류문화에
대한 온라인 비주류문화의 모방성, 온라인상에서의 다양성 가치에 대한 표현의 한 방
법이고, 산자이 문화의 유행은 생활이 날로 더 풍부해지며 다원화(多元化)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2. 산자이 문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
중국 정부는 중국소비자협회,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약칭; 질검총국), 상무부,
CCTV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315 완후이(3ㆍ15晩會)’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소
비 의식을 제고시키고, 적발된 불법적인 산자이 제조자들을 일벌백계(一罰百戒)함으로
써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음을 대내ㆍ외에 알리는 등 원론적인 면에서
불법적인 산자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외형적
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자이 규제에 대한 그들의 진실된 인식은 매스컴이나 관변 매
체 혹은 중앙 정부 내지는 지방 정부 관리들의 견해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그 대
표적인 것이 베이징(北京)올림픽 전후로 산자이가 성행하던 2008년 12월 CCTV 신문
연파(新聞聯播)에서 방영된 ‘산자이 문화(山寨文化)’였다. 비록 2분 여 간의 짧은 방송이
었지만, 뉴스의 핵심적 내용은 ‘산자이는 서민들의 새로운 사회ㆍ문화적 현상이 되었
다’는 것으로, 방송 이후 산자이는 중국에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용어가 되었다
는 점에서(김성국 외, 2011), 산자이를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시각을 가늠해 볼 수 있
었다. 산자이는 본질적으로 모조품을 만드는 사회적인 풍토와 이를 통해 사회에 어떠
한 폐해를 주기 위한 중국 내에 상존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산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작은 무명기업이 모방 제품을 만들어 글로벌 브랜드
에 대항한다는 긍정적 의미로도 받아들이고 있다(이계원, 2014).
한편 산자이의 비약적인 발전에는 중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
였다(조익신, 2012). 특히 시장과 기술을 결합하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중국은 모
방의 과정에서 축적된 학습의 결과를 ‘창조적 모방(creative imitation)’으로 재탄생시
키는 일련의 과정을 오늘날 치열한 무한경쟁 속에서 자국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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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략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며, 청출어람(靑出於藍)으로 인식하고 있다. 양쉐산(2010)
중국 공신부(工業和信息化部) 부부장은 산자이 제품을 제조한다고 해서 그 생산기업과
제품을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지식재산권은 보호돼야 하고 산자이 제품 때문에
권리를 침해받은 기업은 보상받아야 하지만, 산자이 제품의 창조적 모방을 단순한 특
허권 침해로 보지는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단순 모방이 아닌 독창적 창조성을 띤 제품
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ㆍ육성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政協) 위원인 니핑(2009)은 2009년 3월 정협 제11기 2차 회의에서 풀뿌리문화의 대
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산자이 문화가 중국 청소년에 끼친 영향을 감안하여 법률
적ㆍ행정적 수단으로 산자이를 봉쇄하여야 하고 여론을 조성하여 산자이 문화와 산자
이 현상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산자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산자이는 중국 소비자들이 지식재산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소비욕구도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
는 중국 정부가 소득 격차에 의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산자
이 문화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있다. 류빈지에(2009) 신문출판총서
서장(國家新聞出版總署署長)은 “다른 사람의 작품의 긍정적인 것을 조롱하거나 비하시
키는 등 왜곡하거나 패러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 시민들이 자체로 창조적 표현
이 가미된 시장 수요가 있는 진정한 산자이 문화는 보호되어야 하며, 산자이 문화에 대
해 중국 정부는 인도와 규범을 강화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 작품을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창조성이 있다면 해적판 퇴치 범주에 속하지 않
는다.”고 하였다. 이 경우 문제는 저작권에 관한 것으로 모방과 창작의 경계에 대한 판
단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중국 국무원은 2008년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國務
院關於印發國家知識財産權戰略綱要的通知>에서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의 창조, 활용,
보호 및 관리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는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
식재산권 집행환경의 개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지식재산권을 경제 및 문화발
전 건설에 중요한 역할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라고 하겠다(정기대, 2015).
중국 정부는 산자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경제에 오히려 큰 피해를 미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선발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모방하는 것은 기업이나 해당 산업의 발
전에 기여(寄與)할 수 있으나, 도외시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기업인의
창의성을 피폐화(疲弊化)시키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느슨한 규제로 자국 기업들이 규범적 제약에 탈피하여 기술 추
격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 또한 이러한 법률상의 표준에
따를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상무부 등 주요한 중앙 정부 간부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필수적 준수사항이 아닌 상황에 따라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 규제의 수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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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는 일종의 ‘전략적 선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게다가 중국의 경우 중앙
정부가 당의 지침에 종속(從屬)되어 있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불법 행위를 하는 자국
기업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반면, 중국 사정을 무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그 탐욕을 비판하거나 자의적(恣意的)인 법 해석을
통해 해당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김익수, 2014).

3. 산자이 문화에 대한 기업윤리 측면의 인식
산자이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변화하면서 기업윤리에 대한 저촉성(抵觸性) 문제가 지
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산자이가 기업윤리에 합당한지의 여부와 윤리와 비윤리의 경
계상의 모호점이 늘 지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기업윤리(business ethics)란 기업이라
는 특수한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원칙 또는 가치(a set of moral
principles or values)이며, 윤리경영은 경영의 사회적 존재를 계속기업(going concern)
으로서 건전하게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생명의 힘을 준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박경규, 2010). 남경완(2003)은 윤리적인 문제를 논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윤리가 적
용되는 대상이나 시기에 따른 가변성(可變性)으로, 윤리는 보편ㆍ타당한 ‘성격이나 습
관’을 나타낼 뿐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선택될 수 있는
인간 행위에 관한 규범이라고 하였다. 한편 김동호(2016)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
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 정신으로, 기업이 윤리의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으
면 결국 기업이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였다.
현실적으로 윤리경영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의 문제이다.
기업의 활동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그들이 행하는 비윤리적
행동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볼 때, 기업들의 올바른 윤리의식 존재
여부는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이다. 기업들이
비윤리적, 비합법적인 행위를 반복할수록, 이를 대가로 사회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이 대폭 증가한다.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사회의 잉여(剩餘)는 줄어들게 된다. 셋
째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나 요구
가 늘어나고 있고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이러한 요구는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이형
준ㆍ서영진, 2004). 산자이가 윤리경영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식 재산권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지식재산권은 다른 사람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점 자산으로 이의 불법 사용은 기업의 윤리 침해로 국제경영 중 빈번히 발생
하는 문제이다. 위조 상품과 불법 복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다국적 범죄 조직의 돈 세탁이나 자금 제공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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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으며, 모방 상품은 기업의 가격정책과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마케팅 비용을 증가
시킨다. 또한, 위조 상품과 불법복제는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키고, 국가의 도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모조품이 조악품(粗惡品)일 경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 모방품 제조 기업들은 특허 소송 등을 비켜 나가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보여지는 결과물은 같거나 유사하더라도 제조공정을 달리하고 있음을 늘 강조한다. 중
국의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제6조에서는 경영자가 생산경영 활동 중 시장 경
쟁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다른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즉 경영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혼동하게 하는 행위’의 유형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보
유한 타인의 상품 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 한 타인의 기업 명칭이나, 사회 조직의 명칭, 성명을 무단
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자이와 관련하여 기업에서 행해지는 다른 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모방행위가
윤리적인지의 여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 하나는 규범주의(normativism)
로 윤리 행위의 기준은 보편적인 것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기업과 개인이 늘 지켜야
하는 기준이다. 다른 하나는 상대주의(relativism)로 어느 나라에서는 실정법에 위배되
는 행위가 어느 나라에서는 고유의 문화ㆍ풍속ㆍ관습 등에 의해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 한다. 이는 윤리의 진리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
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에서는 기업에서 규범주의를 준
수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Cavusgil et al., 2015).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에서 성행하는 산자이 문화의 정의와 출현 배경, 산자이 문화의 역사
적 변천 과정 그리고 산자이 문화에 대한 소비자 내지는 중국 정부의 인식과 기업 윤리
측면에서의 산자이 문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국가의 정책기조, 산자이의 품
질 수준과 산자이 제품의 확산 정도, 산자이에 내포된 창의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산자
이를 네 개의 세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
째, 산자이의 어원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중국에서 산자이 문화라는 용어가 공식
화된 것은 2008년 12월 중국 국영 CCTV에서 방영된 신문연파(新聞聯播) 이후로 볼
수 있다. 선전을 포함하고 있는 광둥성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볼 때 산자이란 용어의 유
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단지 확실한 것은 중국의 남부 광둥 지역에서 사용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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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소규모 기업에서 만든 오리지널을 단순 모방한 값싼 모조품’을 의미하는 말 이라
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둘째, 산자이 제품은 개혁ㆍ개방 이후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라 초기 휴대폰 등의 전자제품에서 각 산업 전
제품을 비롯한 마케팅 믹스 요소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품질이나 기능은 발전된 ICT
기술의 힘으로 오리지널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향상된 사례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 국가의 정책기조, 산자이의 품질 수준과 산자이 제품의 확산 정도,
산자이에 내포된 창의성과 혁신의 정도를 기준으로 산자이를 네 개의 세대로 구분한
결과 1978년 개혁ㆍ개방 이후 제3세대 장쩌민 지도부 집권 시기인 WTO 가입 이전까
지의 산자이 1.0세대에는 대부분이 저렴한 가격에 초점이 맞추어진 단순 모방의 시기
였다면,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 한 산자이 2.0세대에서는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창조
적 모방의 시기였으며, ICT기술이 융합된 산자이 3.0세대에서는 제품뿐만 아니라 마
케팅 믹스 요소 전 분야로 확대되어 선도기업의 하이엔드(hgh-end) 제품과 효율적인
프로세스 등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통한 혁신적 모방으로 가성비에 초점이 맞춰져서
모방되어 졌다. 그리고 산자이 4.0세대는 기술적 혁신과 경영적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
력을 갖춘 대기업과 자본집약적 생산형태의 하이테크 분야에서도 산자이가 생산되고
있으며, 산자이와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어졌다. 갈
수록 기업 간 장벽은 낮아지고 기술은 표준화(standardization)되어, 경쟁자 상호 간
의 제품이나 시스템 등을 서로 베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이로 인해 후발기
업들이 ‘산자이’라고 비난을 받는 건 흔한 일이 되었다. 셋째, 산자이에 대한 중국인들
의 견해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자이가 주류문화에 대응하는 비주
류문화, 풀뿌리문화로서 자국 기업들의 웅대한 이상과 포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자
국문화 지향의 집단주의 성향을 나타내는가 하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혁신적인 문
화 창조를 더욱 어렵게 하며 건강한 사회발전에도 유해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산자이 문화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지만, CCTV 등 관
변 매체나 정부 관리들의 입장이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산자이 문화는 중국
의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생된 우연적이고
필연적인 현상으로, 오늘날 치열한 무한경쟁 속에서 자국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
략 중 하나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창조적 모방은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수요가 유발되는 진정한 산자이 문화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기도 한다. 반면, 산자이 문화가 중국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법
률적ㆍ행정적 수단을 통해 금지시켜야 하고, 산자이 문화는 초기에는 기업이나 해당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도외시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기업
인의 창의성을 피폐화시킬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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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론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산자이는 중국의 ICT 기술의 발
전으로 비주류문화, 하위문화에서 탈피하여 오리지널 못지않은 하나의 브랜드로 소비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구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에서 각국
이 정하는 실정법상 지식재산권 침해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산자이를 단정적으
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국 정부가 흔히 말하는 짝퉁과 산자이
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이유로 생각된다. 따라서 모방과 혁신을 흑백 논
리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내는 상생의 요소
로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互聯網+)’, ‘홍색 공급망(紅色供應鏈)’ 등이 첨단 분야 기술 육성에 박차
를 가하고, 경쟁전략도 가격경쟁력에서 품질경쟁력에 두고 있음은 산자이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희석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로 볼 수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산자이 현상’이 확산되자 이에 대해 ‘정품(주류문화)’에 대한 ‘산
자이(풀뿌리문화)’의 ‘창신(創新)’ 능력을 강조하면서 ‘산자이 문화’라는 문화 현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산자이 현상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필연성, 합리성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한인희, 2009). 이처럼 산자이를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며, 과거 “값싸고 저질”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문화의 소산으로서의 창의적 모방
품”이라는 변화된 실체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산자이 문화라고 불리는 사회적 현상은
문화의 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해도 국가 정책적인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중국 내에서의 중국기업들 간의 특허 소송, 모조품을 경쟁전략으로 한 중국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한계, 국민의 소비 수준과 정신적 문화 수준의 향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가 정책의 확대,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식재산권의 무단 혹은 불법 사용
금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책 강화 요구 등의 이유로 결국은 주류문화의 종속
적 부분으로 발전되는 등 그 생존 기반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자신의 문
화적 가치와 산업기술이 융합한 문화산업의 경쟁체제에서 산자이 문화는 한계에 다다
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특이한 현상인 산자이(문화)와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경쟁을 벌이
고 있는 한국 관련 기업의 기술 전략 및 시장 전략에 실천적 함의가 있고 이런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세대별 산자이의 특징이 당시 경제적 상황과
소비자의 소득 수준과 연결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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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ransition Progress of
Shanzhai Culture and Social Perceptio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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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various aspects of Shanzhai, such as the justice
and cause of emergence of Shanzhai and its transition process. The study also
examined perceptions of consumers and the Chinese government on the Shanzhai
culture, and the ethical aspects regarding Shanzhai.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hanzhai was made official on December 3, 2008 after the state broadcaster
CCTV introduced Shanzhai culture to the Chinese.
Second, the study classified the Shanzhai changes into four categories, based
on China’s policy, quality level of products, extent of diffusion and creativeness
of Shanzhai products. The first generation is characterized as having imitated and
offered products at a very low price during Jiang Zemin’s era. The second
generation is the period in which copycat products were mostly electronics before
and after Beijing Olympic. During the third generation, copycat products were
merged with ICT technology through benchmarking in the name of innovative
copycat. The scope of the copycat was extended from products to marketing mix.
In the fourth generation, technology standardization makes it hard to distinguish
between Shanzhai and original products.
Third, Chinese ethnocentrism tends to argue Shanzhai as a subculture and
grassroots in an affirmative way. On the other hand, Shanzhai is viewed as
negative since it infring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arms innovativ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society. Officially, Chinese government shows
negative reaction toward the Shanzhai culture which can undermine its creativity
and the Chinese economy, even though it can contribute for the survival of
economy at the beginning of industry. The Shanzhai is also perceived to be a
strategy necessary to win cutthroat competition in the industry. Recent tendency
of the Shanzhai refrains from simple imitation with ICT technology advancement.
* Ph.D. Candidate,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First Author.
** Adjunct Professor,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Co-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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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debatable that Shanzhai is illegal, since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laws about a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competition
strategies of the Chinese government(“Made in China 2025”, “Internet+”, “Red
Supply Chain”) have focused on improvement of technology and quality of
products. This can be regarded as the intention of the government to dilute
negative aspects of Shanzhai culture.
In conclusion, even though Shanzhai seems like being established as a social
culture, there are many obstacles for the Shanzhai to sustain. They are Chinese
economic paradigm shift, lawsuits among Chinese corporations, need for global
market entry, improvement of Chinese consumers’ level of consumption and
culture, and international call for strengthening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ey Words> Shanzhai culture, Social perception, Business ethic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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