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7-49-04
협 동
연 구
총 서

■ 2017년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7-49-04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김윤권(金允權)
(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2004)

『중국 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2013)
『중국 정부의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2012)

중점 1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7-01 	젠더 관점에서 한·중 여성 건강상태 비교 및 보건정책 개선 방안
17-02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분석
: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2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7-03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중점 3 중국 법·제도연구
17-04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중국 기술관료(technocrat)의 형성과 변화』 (2010)

김윤권 외

『중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2008)

중점 4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7-05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협력 방안 연구
: 지린성 훈춘 국제협력시범구를 중심으로
17-06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전략의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중점 5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7-07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고정오염원 관리대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외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_ 044-414-1114 FAX_ 044-414-1144
http://www.kiep.go.kr

ISBN 9
 78-89-322-5084-7
978-89-322-5080-9 (세트)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7-49-04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김윤권·윤종설·李秀峰·李国峰·지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7-49-04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인쇄일

2017년 12월 26일

발행일

2017년 12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414-1114

팩 스

044)414-1144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 02-2269-9917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비매품
ISBN 978-89-322-5084-7 94320
978-89-322-5080-9 (세트)

http://www.kiep.go.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17년도 협동연구사업 중국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7-49-04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한국행정연구원

김윤권

윤종설
지규원

北京师范大学

李秀峰(Li Xiufeng)

上海交通大学

李国峰(Lee Kookbong)

협력연구기관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강한 국가, 약한 사회’라는 당국가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중국은
여전히 당과 정부가 핵심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난
제가 빈발하고, 14억 여 인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갈등, 정책문제, 행
정수요를 중국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현
실에서 중국 정부 역시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민간부문이나 사회조직
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전략수립과 정책집행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
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조직에 대한 이론적 검토, 중
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 분석,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와 감독
및 관리개혁 분석,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분석,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
한 시사점과 제언을 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사회조직 관련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사회
조직에 관한 국문, 중문, 영문으로 된 선행연구는 주로 당과 정부와의 관계나
통제에 초점을 두었고, 사회조직의 기능, 역할, 전문성, 대내외 네트워크 등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중국 역시 비정부조직, 민간조직, 비영
리조직, 중개조직, 제3부문, 공익조직, 자선조직, 풀뿌리조직, 지역사회, 준정
부조직 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정치와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학술이론, 사회문화심리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와
기업 이외의 비영리, 비정부 등의 특성을 지닌 다양한 조직들을 총칭할 수 있
는 ‘사회조직’이란 용어를 선정하여 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중국의 사회
조직은 법적 지위(법인단체, 비법인단체), 활동 취지(공익단체, 비공익단체),
관리 필요성(군중단체, 업종단체, 지역사회단체, 사회단체, 공익재단), 정부관

리(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체, 각종 공익재단, 외국재단 대표기구), 조직의 본
질적 특성(업종조직, 자선단체, 학술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조직, 사회서비
스조직, 상호협력조직, 동호회, 자문조직), 국가행정학원(사회조직 특성, 미등
록 조직, 합리적 분류), 칭화대 NGO연구소(회원제 조직, 비회원제 조직, 사회
조직이 아닌 것) 등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사회조직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사회조직 형성기(1949~1976년),
사회조직 성장기(1977~2011년), 사회조직 발전기(2012~현재)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실태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사회
조직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66.2만 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중국
의 사회조직은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사회조직 수는 여전히 저조하
다. 또한, 사회조직의 가치(소득, 지출, 고정자산 등)나 사회조직 종사자 수는
대폭 증가하였지만, 사회조직의 내부관리 문제(제도 불완전, 운영비 취약, 활
동 역량 부족, 자율성 취약, 정보 불투명 등)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중국 거버넌스에서 정부, 기업, 사업단위 등과 비교하여 사회조직의 지위는 여
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민영기업재단의 자금은 다른 재단들에 비해 경쟁
력이 있지만, 대형 재단에 집중되어 있고, 자금의 분포도 불균형한 상황이다.
둘째, 중국에서 사회조직이 성장한 배경이나 동인은 수없이 많겠지만, 크
게 구조적, 제도적, 행위적 동인에서 검토하였다. 중국에서 사회조직이 형성․
발전하게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구조적 동인은 거시적인 체계, 국제
비정부조직,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ICT의 활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제도적 동인으로는 단위제도
의 해체, 정부개혁, 정부기능의 재조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사회조직의 형성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행위적 동인으로는 당정 및 경제 엘리
트의 참여, 인민의 인식과 역할 변화로 분석할 수 있다.
셋째,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제약도 구조적, 제도적, 행위적 차원에서 분석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하였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전통문화가 사회조직 발전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 차원에서는 법체계 미흡, 비합리적 법규 내용,
관리체제의 미흡이 사회조직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행위 차원에서는 정부관
료의 사회조직에 대안 인식이 여전히 낮고(평가에 따른 개인의 실적 치중 등),
시민의 봉사정신도 낮고, 사회조직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기피 등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그리고 사회조직 설립 취지에 위배되는 조직구성원의 부패나 일탈
된 행태가 사회조직 스스로의 족쇄로 옭아매어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을 제약
하고 있다.
제4장은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와 통제 및 관리개혁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를 다루는 목적은 중국 사회조직의 성장과 제약 및 발
전에서,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사회조직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당과 정부, 기업, 시민
과 어떠한 관계로 상호 작용하며, 영향을 주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사회조직과 당, 정부, 기업, 시민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이
(孩子)가 하나의 ‘자율적’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때, 중국 사회조직과 당, 정부, 기업 및 시민과의 관계에서 근본
적인 의문인 ‘자율성’의 문제가 비로소 해명된다. 아이로 비유할 수 있는 중
국 사회조직은 어른이 되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부모로
비유할 수 있는 ‘당정’(党政)과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관계의 역
설’(Paradox of Relation)이라 부를 수 있다. 중국 사회조직의 ‘자율성’은
‘관계의 역설’의 기제 속에서 조직의 생존력을 확대하며, 전문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축된다.
둘째, 사회조직을 감독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지만, 사회조직에 대한 당
이나 정부의 감독은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ⅰ) 정부감독이 과잉 상태여서,
특히 인사임명과 재무 상태를 좌우하여 사회조직의 행정화를 초래한다. 이는
결국, 사회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킨다. ⅱ) 등록관리기관의 감독

능력과 수단이 부족하다. 등록관리기관의 업무는 주로 등록, 연도검사 등이어
서 재무, 회계심사, 세수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관리 경험이 부족하고, 상응한
전문관리인도 부족하다. 중국 정부의 이중관리제도는 ‘예방제’이지만 실제로
‘심사비준은 엄격하되, 감독은 소홀한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ⅲ) 감독 주체
간 기능과 책임이 모호하다. 이중관리제도는 명확한 분업과 책임을 확보하려
는 것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업무주관기관과 등록관리기관의 감독 주체 간의
기능과 책임이 모호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이 발생한다. ⅳ) 정부감
독에 대한 불완전한 법률규정이 있다. ‘3대 조례’는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
기관의 감독과 책임을 규정하였지만, 사회조직의 불법행위 유형, 처벌 방법과
절차, 감독기관의 책임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한, 사회조직에 대
한 법률의 권위가 약하고, 법률 내용이 실제 운영과 관리와 맞지 않고, 법률
의 집행력이 취약하다. ⅴ) 사회조직 감독을 위한 평가체계가 미흡하다.
셋째, 사회조직에 대한 조직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의 방침 준수, 과
감한 혁신, 등록관리제도 개혁(진입규제 완화, 전문요원 심사비준제도 도입,
재단등록관리사업 추진, 민영기업단위의 재산권과 이윤획득제도 개혁), 플랫
폼 건설과 서비스체계 개선(공익성 창업투자 추진), 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 및 중점 육성(업종협회 내실화, 구조의 최적화 및 합리적인 분포, 공익
성 사회조직의 육성 및 자선공익 브랜드 구축, 기층사회조직 촉진 및 3사 연
계 활동 중시), 역량을 제고할 정부기능 이전(조직 리더십 강화, 제도설계 최
적화, 적극적인 지도), 사회조직의 과학적인 발전 촉진(평가기제 개선, 내부발
전의 규범 형성, 신용체계 구축, 우수 조직의 장려 기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리개혁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사회조직이 외부 관계 및 활동에
서 투명성, 자율성,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조직 내부
운영과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조직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향
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첫째, G2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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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의 대외원조가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영역
이나 사각지대에서 사회조직은 전문성 등의 일정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
이다. ⅰ) 중국의 사회조직들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원조 목표를 실현할 것이다. ⅱ) 중국의 사
회조직과 중국 정부는 대외원조 사업에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정부의 대
외원조에 활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을 것이다. 중국 사회조직이 G2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회조직은 ⅰ) 자발적으로 국제 활동을
진행하고, 경험을 쌓을 것이며, ⅱ) 중국의 대외원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외교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대외원조 사업에서 국제협력과 다자협의
를 확대할 것이며, ⅲ) 중국 기업과 사회조직 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를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신창타이 시대에 사회조직이 제대로 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약, 즉 자금획득 능력, 전문 서비스 능력, 조직 거버넌스 등의 취약
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신창타이 시대에 사회조직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ⅰ) 자금모금 경로를 다양화시키고, 자금획득 능력을
높여야 하며, ⅱ) 전문능력 향상을 강화하고, 조직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ⅲ)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고, 거버넌스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대일로 전략에서 사회조직의 역할은 정부의 역할 및 기능과 연계
되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대일로 전략은 관련 국가들과 다양한 관계
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경쟁보다는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조직은 글로벌화 된 마인드와 인식, 참여와 협업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요구된다. 중국의 사회조직이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도전과 제약에 직면할 것이지만, 사회조직은 글로벌 거버넌
스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관련 국가들의 사회조직
들과 협업을 수행하면서 사회조직은 더 많은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다.

중국 사회조직의 성장, 발전, 제약, 관계, 통제·관리, 역할, 전망을 분석하
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중국 사회조직들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상대방을 학
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
중 교류·경쟁·협상·협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개인·조직·제도·정부
역량이 총합적으로 시너지를 높여야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
서 상생할 것이며, 지리상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공생·공영의 시대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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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1949년 사회주의 신중국 건립 이후에 중국은 여전히 ‘강한 국가, 약한
사회’(strong state, weak society)라는 틀이 유지되고 있다. 자유주의체
제와 달리 중국은 당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공산당 → 군부, 공산당 → 정
부)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로 운영되면서 민간부문이나 시민사
회의 형성이나 발전은 그 만큼 더디고 그 역할이나 영향력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사
회부문의 발전 토대가 형성되면서 사회 관련 조직들이 상당히 늘어났다.
민정부가 발표한 「2014년 사회서비스 발전 통계공보」와 「2015년 사회
서비스 발전 통계공보」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사회조직의 숫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4년의 28.8만 개에서 2015년에는 66.2만 개에 달
하였다.
이러한 비약적인 성장을 거치면서 중국에서 사회조직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도 사회조직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사회조직의 활동과 역할은 당
과 정부 등으로부터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당과 정부의 사회조직에
대한 통제 및 관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조직의 성장과 발전은 계속될 전
망이며, 특히 G2 시대, 신창타이(New Normal) 시대, 그리고 일대일로
(一带一路) 전략에서 정부와 민간기업의 중간에 있는 사회조직의 활동과

18 ❙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역할 및 책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산업화 시대를 넘어 민주화 시대를 거쳐왔고, 그 안에서 시민
사회의 역할이 상당히 성장하였다. 종전 비제도권에서 활동하던 NGO를
비롯한 수많은 준(비)정부조직이 이제는 제도권에 들어와서 참여와 조정
을 넘어서 정책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도 그 영
향력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어느 정부도 글로벌 난제(wicked issues), 정책문제
(policy problems), 행정수요(public administration needs), 행정서비
스(public service)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소위 민간조직, 제3섹터, 비영리조직, 비정부기구 등
이 제 역할이나 공헌을 할 토대나 기회를 제공하거나, 정부와 이들 조직
간의 협업(collaboration) 방식을 통해서 행정수요나 난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중국 정부도 역시 사회문제, 정책문제, 나아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사회조직들과의 협업 방식으로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
다. 결국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조직의 역할, 기능, 공헌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사회조직과의 협업이 중시되는 글로벌 정부운영의 흐름에 따라,
중국 정부운영의 패러다임도 이러한 변화에 동형화(isomorphism)될 가
능성이 높다.
한중 관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유리한 국면 혹은 불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이럴수록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리한 전략적 대응과 정책
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국 정치와 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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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할 경우, 주로 중국 당이나 정
치 엘리트, 경제 등에 관한 연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즉, 중국 공산당
과 관련된 정치체제, 권력, 엘리트, 경제, 문화 등에 관한 내용이 압도적
이다. 반면, 당과 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의 중간 영역인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문화대혁명의 나락에서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우리 앞에 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 중국 정책결정과 제도
설계에 있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대이다. 이런
현실에서 중국의 공공부문(당, 정부, 지방정부 등)과 민간부문(인민, 민영
기업 등)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사회조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는 중국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소홀히
되었던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이
나 정책수립에 있어 최적화된 혜안과 대안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국 사회조직의 동인과 제약, 관계·감독·관리, 역할과 전
망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중국의 사회조직을 이해하고, 우
리 정부의 대중국 전략수립과 정책집행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조직이 성장하게 된 동인, 발전 과정에서의 제
약을 살펴보고, 특히 사회조직의 당과 정부와의 관계, 사회조직의 기업과
의 관계, 사회조직의 시민과의 관계를 부각시켜 분석한다. 이어서 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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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조직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개혁을 분석한다. 그리고 G2 시대,
신창타이 시대, 일대일로 전략에서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을 검토한다.
사회조직에 관한 핵심 이슈를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위
한 함의를 도출하여 대중국 전략수립이나 교류협력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중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중간 영역에 해
당하는 사회조직이다. 중국 사회조직과 관련된 명칭, 개념, 범위는 학자
마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여러 명칭 중에서 ‘사회조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분석대상으로 설
정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대상 및 내용, 연구의 방
법과 분석 틀, 그리고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중국에서도 여전히 여러 용어로 혼용되는 사회조직 관련
유사 용어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선
행연구를 국문, 중문, 영문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절에서는 사회조
직을 이해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관계, 관련 유사 용어, 사회조직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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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검토한다. 3절에서는 중국 사회조직의 분류(국제적인 분류, 중국 사
회조직 분류) 및 사회조직의 기능(기능, 역할, 영향)에 관한 내용을 검토
한다.
3장에서는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 및 발전의 제약을 분석한다. 1
절에서는 중국 사회조직의 실태를 분석한다. 즉, 사회조직의 형성 및 발
전 과정, 발전 실태(양적 증가, 사회단체, 사회서비스기구, 재단), 발전의
특징(1인당 낮은 사회조직 수, 가치 증가, 내부관리 미흡, 거버넌스에서
낮은 지위, 민영기업 재단 증가)을 분석한다. 2절에서는 중국 사회조직의
성장 배경을 구조적(거시적인 체계, 국제 비정부조직 배경, 사회주의 시
장경제로의 전환, ICT 활용 등) 동인, 제도적(단위제도의 해체, 정부개혁,
정부기능 재조정) 동인, 행위적(당정 엘리트 및 경제 엘리트의 참여, 인민
의 인식 변화) 동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3절에서는 중국 사회조직 발
전의 한계를 역시 구조적 제약(정치체제, 전통문화), 제도적 제약(법체계
미흡, 비합리적인 법규 내용, 관련 정책, 관리체제), 행위적 제약(정부 관
료의 인식, 시민의 봉사 정신 결여, 사회조직 구성원의 행태)으로 구분하
여 분석한다.
4장에서는 중국 사회조직과 핵심 행위자와의 관계 및 감독·관리개혁
을 분석한다. 1절에서는 ‘관계’의 의의, 사회조직과 당과의 관계, 사회조
직과 정부와의 관계, 사회조직과 기업과의 관계, 사회조직과 시민과의 관
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사회조직의 작동원리·평가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2절에서는 중국 정부의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통제)을 분석한다. 정부감
독의 필요성, 정부감독의 문제점, 감독의 개선 방안을 다룬다. 3절에서는
관리개혁을 분석한다. 즉, 사회조직 관리의 흐름과 내용, 사회조직 관리
의 현실, 사회조직 관리의 개혁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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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에서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을
분석한다. 1절에서는 G2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을, 2절에서
는 신창타이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을, 3절에서는 일대일로
전략 과정에서의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을 검토한다.
6장에서는 중국 사회조직의 시사점과 결어를 다룬다. 1절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며, 2절은 중국 사회조직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하며, 3절에서는 정책적 제언을 한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첫째, 중국 사회조직 관련 문헌연구를 분석한다. 중국 사회조직과 연
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문, 영문, 국문 문헌으로 검토·분석한다. 중국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접근성이다. 이를 다소
나마 완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헌연구이며, 관련 문헌을 심도 있게 분
석하여 내용을 파악하거나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사회조직 관
련 법령이나 정책 관련 문건 등(법률, 조례, 결정, 통지, 의견, 지침 등),
관련 서적 등의 문헌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그 기초 위에서 비판적 분석
을 진행한다.
둘째,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적실성과 특수성1)을 반영하는 시각에서

1) 특수성과 보편성 시각에서 접근한다. 이러한 특수성과 보편성은 발견의 맥락(context of discovery)과 타당
성의 맥락(context of validation)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발견의 맥락이란, 경험적 탐구의 영역으로 사
회과학의 실질적 내용에 관한 문제이며, 타당성의 맥락이란, 방법론 또는 과학적 탐구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따져보는 측면이다(Rudner, 1966: 5-7; 김윤권, 2013: 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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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한다. 중국 행정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특수성과
보편성, 즉 사회주의 중국의 고유한 제도적 맥락과 사회과학의 보편적이
고 이론적 논의를 상호 교차적 시각(김윤권 외, 2012: 23)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셋째,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논거를 제시한다. 사실, 중국 연구에서 어
려운 점의 하나는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각종 문헌이나 인터넷 등에서 얻은 자료를 추출하고 활용하여 기술통계
수준으로 제시하여 논거를 뒷받침한다.
넷째, 중국 연구자와 협업적 방식2)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중국 관련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
써 문헌연구나 자료 접근의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다. 즉, 중국
현실의 맥락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현상과 논리를 제고시켜 본 연구의 타
당성과 적실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

2. 연구의 분석 틀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전략수립과 정책이행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본 연구는
<그림 1-1>과 같은 분석 틀로 진행한다.

2) 협업적 연구를 통해서 첫째, 보편성과 특수성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에서 특
수성만을 연구한다면 일반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자료 접근의 어
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을 연구할 경우에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를 보완하고 보다 적실성과 타당성을 가
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24 ❙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그림 1-1

본 연구의 분석 틀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이론적 검토
●

●

●

사회조직 관련 선행연구
사회조직의 이해
중국 사회조직의 분류와 기능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 분석
●

●

●

사회조직의 실태 분석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
사회조직 발전의 제약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통제·관리개혁 분석
●

●

●

당·정부·기업·시민과의 관계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개혁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진단
(G2 시대, 신창타이 시대, 일대일로 전략)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제언

제4절 연구의 기대 효과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면서 중국 역시 ‘강한 국가와 약한 사회’라는 구
조가 점차 변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여전히 사회조직에 대한 각종 제약
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14억 여 인구에서 분출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당이나 정부 역시 사
회조직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 많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시의적
절하며, 본 연구에서 얻은 내용과 함의를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과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관계는 분명 사인(sine) 곡선처럼 정치·외교·군사, 경제, 문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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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안정과 불안정이 교차하면서 이어질 수밖
에 없을 것이다. 현상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응보다는 중국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인 대응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당이나 정부,
국유기업, 민영기업뿐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사회조직에 관한 관심과 연
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기여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중국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외교부와 관련 기관들,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조직실, 그리고 정
부의 인적자원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외 중국과
교류협력을 수행하는 각 부·처·청·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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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조직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선행연구
제2절 사회조직의 이해
제3절 중국 사회조직의 분류와 기능

제1절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선행연구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이루어진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행연구
(literature review)를 통해 그동안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가 주로
어떠한 주제와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정보는 무엇
인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주제나 내용의 타당성을 높
일 수 있고, 관련 정책이나 제도의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유
용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선행연구를 국문, 중문, 그리고
영문 문헌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선행연구는 연대, 주제, 대상, 방법 등
에 따라 유형화를 하여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선 중국 사회조직이 중
국 정치나 경제의 시대적 맥락에 따라 당과 정부, 기업, 시민과의 관계가
변하고, 사회조직 관련 선행연구 내용의 범주가 제한되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연도 시차에 따라 검토하여 의미를 찾도록 한다. 연도순으로 검
토한다면, 해당 시기에 사회조직의 배경, 쟁점, 발전, 한계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시
작되었지만, 다른 주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는 않았다. 박윤철(2000)은 개혁개방 이후 사회조직과 국가와의 관계를,
정주영(2004)은 민간영역의 거버넌스를 연구하였다. 김도희(2011)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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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사회의 역동적 과정을, 정준호(2011)는 민간조직에 대한 관리 유형
을, 황경진(2012)은 노동 분야 NGO와 국가와의 관계를, 유현정(2012)
은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 및 규제를, 이동영(2013)은 당의 사회조직에 대
한 통제를 연구하였다. 또한, 이장원·전가림(2014)은 중국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을, 김성민(2016)은 중국 민간사회조직의 생존전략을, 김지
현(2017)은 중국 자선단체 발전의 정치적 함의를, 김성민(2017)은 중국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의 분석과 전망을 연구하였다.

표 2-1

중국 사회조직의 국문 선행연구 정리

연도

저자

연구 주요 내용

박윤철

(제목) 중국 개혁개방 후 국가와 사회의 재구조화: 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연구 목적) 시장경제체제에 부응하는 국가와 사회관계의 재정립을 이해
(주요 내용)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유산, 사회세력의 성장과 구조적 한계, 사회조직의 활성화와 국가의
대응

정주영

(제목) 중국의 새로운 국가-사회관계: 민간영역의 거버넌스
(연구 목적) 중국의 새로운 국가-사회관계로 정부와 민간영역의 거버넌스 파트너 관계를 살펴보기 위함
(연구 내용) 거버넌스의 이론적 검토, 개혁개방과 민간영역의 형성, 중국 민간 영역의 거버넌스 파트너
기획

김도희

(제목) 중국의 국가-사회관계의 동학
(연구 목적)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중국의 국가와 사회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
(연구 내용) 중국의 국가-사회 형성 및 유지, 기존 이론 재조명 및 새로운 방법,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다양화 및 활성화 추적, 국가와 사회의 역할

정준호

(제목) 중국 정부의 민간조직에 대한 관리 유형 연구
(연구 목적) 합법적 범주 내에서 실체적 존재로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조직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리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조직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리유형을 분석하기 위함
(주요 내용) 민간조직의 개념 및 분석 틀, 정부의 관리유형 분류를 위한 분석 틀, 민간조직에 대한 정부의
관리 유형(종속형, 통제형, 협력형, 위임형)

황경진

(제목) 중국 노동 NGO와 정부 간의 관계 변화
(연구 목적) 노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중국 정부와 NGO 간의 관계 변화과정 및 전망을 소개하고, 중국
정부의 소셜 미디어 관리전략 소개
(주요 내용) 중국 정부와 NGO 간 관계의 발전과정, NGO에 대한 정부전략의 재집중화, 광동성의 변화
하는 정부와 NGO 간의 관계, 변화하는 베이징 정부와 NGO의 관계, 노동 NGO의 소셜
미디어 전략

2000

2004

2011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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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연도

저자

연구 주요 내용

유현정

(제목) 중국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 및 사회단체제의 규제완화 동향: 사회단체조례등기법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 중국 사회단체의 취약성과 현 법제가 지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주요 내용) 시민사회단체의 개념과 기능, 중국 정부의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와 관리, 사회단체제도의
규제완화 동향과 개선점

2013

이동영

(제목) 중국 공산당의 사회조직 통제 방식의 변화
(연구 목적)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통제방식의 변화를 통해 중국 사회조직
의 발전 과정에서 보여준 양적 성장과 내용적 불균형 성장을 살펴보기 위함
(주요 내용)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중국 공산당의 사회조직 관리방식의 변화: 간접통제에서 직접 통제
로의 전환과 등급분류 통제전략의 실시

2014

이장원․
전가림

(제목) 중국 사회적 경제의 민관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연구 목적) 중국에서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개념을 설명하고, 중국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향한 민관의 상호작용을 고찰하기 위함
(주요 내용) 중국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중국 민관의 상호작용

이동진

(제목) 국가와 사회 사이: 중국 변호사협회의 이중성
(연구 목적) 변호사협회와 같은 직업 단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함
(주요 내용) 1980년대 변호사협회 개혁과 그 실패, 1990년대 이후 위로부터의 변호사협회 개혁 추진과
그 한계, 2000년대 이후 아래로부터의 변호사협회 개혁 추진과 그 한계

김성민

(제목) 중국 민간사회조직의 자기보존 지향 전략: 배경, 양상, 전망
(연구 목적) 중국 민간사회조직의 자기인식과 행위선택에 관한 고찰을 통해 그들의 현실적 생존전략을
고찰하기 위함
(주요 내용) 중국 민간사회조직의 인식과 선택: 자립이 아닌 자기 보존, 자기보존 지향의 구조적 배경
요인

김지현

(제목) 중국 자선단체 발전의 정치적 함의
(연구 목적) 개혁개방 이후 중국 복지체제 변화에서 시작하여 복지 수요와 공급 면에서 자선 단체의
발전 추이와 전망을 확인하며 그 함의를 밝히기 위함
(주요 내용) 중국 복지체제 전환과 복지제공의 주체 변화, 중국 자선단체의 생성과 활동, 중국 자선단체
의 발전 전망과 함의

김성민

(제목) 중국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의 분석과 전망
(연구 목적)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의 제정 목적 분석 및 동 법률의 시행이 중국 내 해외 및 로컬 비정부조
직들에게 가져올 영향과 결과에 대한 전망을 함
(주요 내용)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의 주요 내용, 제정 의도와 목적, 영향과 결과, 시민사회와 사회조직
에 대한 중국 당국의 기본전략과 정책기조 검토

2012

2015

2016

2017

2017

이들 연구 중에서 이동영(2013)을 제외하고는 사회조직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다루는 연구는 드물다. 주로 사회조직의 유사 조직들과 당이나
정부와의 관계, 통제 등에 초점을 둔 것으로 연구 주제도 거의 유사한 관
련성을 갖고 있다. 이들 연구 내용을 검토하여 함의를 도출하고, 연구의

30 ❙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빈 공간을 메우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다양한 관점에서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중국에서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를 접근 가능한 문헌을 기준으로 검토
하면, 2010년을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王
名(2008)은 30여 년 간 중국 민간조직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민간조직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李永忠(2012)을 시작으로 중
국 사회조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사회조직의 역할,
사회조직에 대한 당과 정부와의 관계, 관리체계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刘志欣 等(2013)은 비정부조직의 기능과 구조를, 徐家良·廖鸿(2013)은

사회조직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다. 张冉(2014)은 비영리조직의 운영
과 관리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乔东平·高克祥(2015)은 정부와 사회조
직 간의 협력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张清·武艳(2015)은 사회조직 관
련 법규정을 고찰하고 있다. 한편, 2016년부터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가
다소 많아지고 있는데, 许芸(2016)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 彭少峰(2016)
은 정부와 사회와의 관계, 徐家良(2016)은 사회조직과 당, 정부와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康晓光·冯利(2017)는 인터넷과 공익이란 관점에서 접근
하고, 张瑞玲(2017)은 사회조직의 한 유형인 민간사단조직의 전략을 다
루고 있다.
이밖에 다수의 문헌은 사회조직의 개념, 발전, 전망, 관리제도, 법령,
당과의 관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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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연도

2008

2012

2013

2013

2013

중국 사회조직의 중문 선행연구 정리
저자

연구 주요 내용

王名

(제목) 中国民间组织30年: 走向公民社会
(연구 목적) 30년간 중국 민간조직 발전의 변화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중국 미래의 발전에 기여하
기 위함
(주요 내용) 민간조직 발전 및 공민사회 경로, 중국 공민의 결사권, 민간조직 법률의 제정, 민간조직
의 개혁 및 제도혁신, 민간조직과 정부와의 관계, 민간조직의 육성과 사회개조 등

李永忠

(제목) 中国社会组织发展研究
(연구 목적)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시민사회의 이론을 분석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민사회를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업, 사회조직, 시민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연구
(주요 내용) 사회조직의 이론과 역사적 발전, 현재 사회조직의 발전 상황, 사회조직의 발전 모델,
사회조직의 발전 과정에서 정부, 기업, 사회조직, 시민의 역할

庞承伟

(제목) 社会组织发展理论研究与实线探索
(연구 목적) 지역 사회조직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조직들에 대한 이론과 중국에서의 발전, 감독,
관리 등 다양한 문제를 분석
(주요 내용) 사회조직, 지역사회조직, 농촌 전문경제협회, 공익성 사회조직,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
사회조직에서의 당 건설 등

何增科

(제목) 中国社会管理体制改革研究
(연구 목적) 사회관리체제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고, 사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로부터 거버넌스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관리체제 개혁에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체제 개혁과 사회관리체제에서 사업단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연구
(주요 내용) 사회관리체제 개혁에 관한 연구, 사회관리에서 사업단위의 참여에 관한 분석과 몇 가지
사례들

刘志欣 等

(제목) 非政府组织管理: 结构, 功能与制度
(연구 목적) 비정부조직의 함의와 확대를 통해 비정부조직의 구조, 기능 및 제도를 거시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중국 비정부조직 발전 과정에서의 문제와 정책을 건의하기 위함
(주요 내용) 비정부조직의 개념, 중국과 미국의 비정부조직 비교, 비정부조직의 사회적 기능, 비정
부조직의 인적자원관리, 비정부조직의 성과관리, 비정부조직의 정보공개, 비정부조
직의 감독․관리 등

2013

(제목) 中国社会组织评估发展报告(2013)
(연구 목적) 2007~2011년의 사회조직에 대한 평가 사업을 회고하고, 2012년의 평가 데이터에
기초하여 사회조직에 대한 평가의 특성과 추세를 분석
徐家良․廖鸿
(주요 내용) 2007~2011년 사회조직에 대한 평가, 2012년 평가보고, 2012년 다양한 사회조직들
에 대한 평가 데이터 분석, 다양한 사회조직들에 대한 평가 사례분석, 평가에서의 문제
점과 건의 등

2013

唐兴霖

(제목) 国家与社会之间:转型期的中国社会中介组织
(연구 목적) 사회조직의 개념, 사회조직의 등장과 관련된 이론, 국내외 역사적 배경 등을 통해 사회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
(주요 내용) 사회조직의 개념과 이론, 중국에서 사회조직의 발전과정, 사회조직의 기능, 도시와
농촌의 사회조직의 문제와 발전전략, 사회조직의 미래의 발전추세 등

张冉

(제목) 非营利组织管理.
(연구 목적) 서구와 달리 중국 비영리조직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여 중국 비영리조직에 대한 체계적
인 연구를 수행하고 중국 비영리조직 발전에 기영할 의도
(주요 내용) 비영리조직의 이론, 법률법규, 중국 비영리조직 발전, 비영리조직 운영, 전략, 인적자원
관리, 재무관리, 평가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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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연도

저자

연구 주요 내용

2015

乔东平,
高克祥 等

(제목) 政府与社会组织的合作: 模式, 机制和策略
(연구 목적) 정부와 사회조직의 협력 기제와 협력모델을 연구
(주요 내용) 정부와 사회조직의 협력 상황과 문제점, 정부와 사회조직의 협력모델, 정부와 사회조직
의 관계, 정부와 사회조직의 협력에서는 양측의 전략, 사회부조에서 정부와 사회조직
의 역할 사례 등

张清․武艳

(제목) 社会组织的软法治理研究
(연구 목적) 법학과 사회학에 기초하여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법규정을 살펴보고 문제를 분석하
고, 법 이외에 사회조직에 대한 연성규범 방법과 관리모델을 모색
(주요 내용) 연성규범의 이론, 사회조직의 연성규범, 직업협회의 연성규범, 지역사회 조직의 연성
규범, 연성규범과 경성규범의 통합모델 모색

周俊

(제목) 社会组织管理
(연구 목적)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서의 내부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
(주요 내용) 사회조직의 관리제도, 정부와 사회조직의 관계, 정부의 사회조직의 서비스 구매, 사회
조직의 내부관리, 사회조직의 인적자원관리, 사회조직의 사업, 사회조직의 성과관리

彭少峰

(제목) 政社合作何以可能
(연구 목적) 정부와 사회의 관계에 관한 이론과 연구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고민하고 중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석틀을 모색하며, 정부가 사회 서비스를 구매하는 문제를 통해 정부와
사회의 협력모델을 모색하려 함
(주요 내용) 상하이시 정부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외향-내향’의 이상적인
유형과 ‘요인-과정’의 분석틀을 기초로 정부와 사회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함

徐家良

(제목) 新时期中国社会组织建设研究
(연구 목적) 정당, 정부와 사회조직이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체제와 감독,
사회조직의 내부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앞으로 사회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분석
(주요 내용) 정당, 정부와 사회조직의 관계,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체계, 정부의 기능전환과 공공서
비스 구매, 사회조직의 평가감독, 사회조직의 내부구조와 능력 강화, 사회조직의 미래
발전방향

2016

许芸

(제목) 社会组织培育的历史逻辑和当今实践: 基于南京地区的例子
(연구 목적) 중국에서 국가와 사회가 흡수-의존의 관계를 형성함을 사회조직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
의 사회조직의 설립을 통해 증명하고자 함
(주요 내용) 중국에서의 국가와 사회의 관계의 변화, 사회조직 육성의 필요성, 정부, 사회조직, 인민
의 관점에서 사회조직의 중요성

2016

张远凤,
邓汉慧,
徐军玲

(제목) 非营利组织管理: 理论,制度与实务
(연구 목적) 비영리조직에 대한 이론과 제도를 정리하고 외국과 중국의 비영리조직의 발전을 소개
하고, 비영리조직의 실무를 분석함으로써 비영리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함
(주요 내용) 비영리조직의 이론과 제도, 외국과 중국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소개, 비영리조직의 설
립, 실무관리, 외부 주체와의 관계 형성 등

2015

2016

2016

2016

2017

(제목) 2017中国第叁部门观察报告
康晓光․冯利 (연구 목적) 인터넷과 공익이란 관점에서 중국의 제3섹터의 사례 분석
(주요 내용) 인터넷과 공익, 공익과 행동 변화, 국제사자회, 중국빈곤퇴치기금회 등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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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연도

저자

연구 주요 내용

2017

张瑞玲

(제목) 民间社团组织发展路经硏究
(연구 목적) 일정부분 사회조직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익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함
(주요 내용) 민간사단조직의 환경, 제도 환경에서의 민간사단조직의 행동전략, 기술 환경에서의
민간사단조직의 행동전략
(제목) 广州社会组织讲坛讲演录(2014〜2015)
(연구 목적) 광저우 사회조직 관련 12개 주제에 관한 내용 소개

2017

广州社会组
(주요 내용) 사회조직 활력, 사회조직의 법률의식 및 계약정신, 현대 사회조직체제 건설의 지방
织合会 编

실천, 사회 거버넌스 시각의 사회조직 입법, 광저우시 사회조직 관리법 해독, 사회 활동
특징 및 사회치리 구조, 사회조직 발전 기회와 도전 등

중국에서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는 사회조직과 유사한 명칭에 따라 다
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조직과 연관된 명칭들은 非政府组织, 民间
组织, 非营利组织, 第3部门, 公益组织, 慈善组织, 草根组织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사실, 이들 용어들과 사회조직은 포괄성과 배타성이라는 분류
기준으로 본다면, 외연(extension)의 범주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큰 틀
에서는 사회조직에 모두 내포(intension)3)될 수 있다. 이들 문헌 역시 국
가와 사회, 당과 정부의 통제나 관리, 그리고 이들 조직의 발전과 한계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영문 문헌은 주로 중국계 학자들이 수행하였으
며, 다만, Saich, Heberer, Novarreti 등이 중국 사회조직에 관해 연구

3) 외연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들의 집합, 가령 소크라테스, 플라톤, 홍길동 등이다. 반면 사
람의 내포는 외연의 집합에 포함되기 위한 자격·속성으로, 가령 이성적인 동물이다. 따라서 ‘사람’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서 ‘사람이 뭐야?’라는 질문에 대해 ‘철수’라고도, ‘이상적인 동물’이라고도 대답할 수 있
다. Retrieved from http://textexture.tistory.com/31 (검색일, 20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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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로 당국가 이외에 非국가 행위자로서 사회조직의
자율성이나 NGO의 잠재적 역할을 다루고 있다. 기타 연구들 역시 사회
조직을 주로 NGO의 형성과 역할이란 관점에서, 또한 거버넌스의 행위자
로서 사회조직의 제한된 역할을 다루고 있다. 그동안 중국 사회조직에 관
한 영문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중국 사회조직의 영문 선행연구 정리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Saich, T.
(1999)

(제목) Negotiating the State: The development of social organization in China
(연구 목적) 당국가와 사회 간 복잡한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위함
(주요 내용) 당(CCP)이 지원하는 개혁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사회조직의 팽창이 이루어짐. 중국
국가가 커버할 수 없는 서비스와 기능을 사회조직이 당국가 구조에서 여러 자율성을 갖는
사회조직이 형성됨

Chen, J.
(2005)

(제목) NGO community in China: Expanding linkages with transactional civil society
(연구 목적) 중국 NGO 공동체와 전환적 시민사회 간의 확대된 관계를 논의하기 위함
(주요 내용) 전환적 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중국 NGO 공동체의 현황, 중국 NGO 공동체의 전환,
전환적 연계성: 중국에의 민주적 함의

Heberer, T.
(2009)

(제목) Creating civil-society structures top-down?
(연구 목적) 현대 중국의 사회적․정치적 맥락에서 시민사회 구조의 발전과 기능에 영향을 줄 조건과
행위자 전략을 분석하기 위함
(주요 내용) 중국에서 시민사회에 관한 논쟁 검토, 중국 시민사회의 출현 조건을 네 가지 영역에서 분석
함. 즉, 민간부문, 시민․사회협회조직, 인터넷 활용을 포함한 지적 담론, 새로운 가치체계
및 도덕적 행태의 새로운 표준을 주입하려는 국가의 노력

Li & Wang
(2011)

(제목)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working with social welfare in China:
Characteristics, difficulties, possibilities
(연구 목적) 중국 사회복지 관련 NGO의 성격, 어려움, 가능성을 규명
(주요 내용) 하향적 NGOs는 정부가 지도하는 복지서비스를 맡기 위해 중국 사회 환경에 따라 수립된
실험적 조직임. 정부는 NGO의 활동을 규정하며, NGO는 정부가 공공서비스 전달을 증진
토록 지원함. 정부에 의존하는 NGO의 발전은 장애가 됨

Liu, R.
(2011)

(제목) Seeking Legitimacy: The life, death and revival of a Chinese NGO
(연구 목적) 중국 비정부조직의 사례를 통해 중국 풀뿌리 NGO의 형성과 소멸, 그리고 재생의 과정을
분석하고 정당성을 찾으려는 과정에 직면하는 도전과 전략을 분석하기 위함
(주요 내용) 중국 비정부조직의 수립과 발전, 지방정부로부터의 의심과 두려움, 다원적 환경에 대한
대응

Novaretti, S.
(2014)

(제목) Social governance vs. Social Management: Towards a New Regulatory Role for Social
Organizations in China?
(연구 목적) 국가와 사회 간 사회조직의 관계를 이해하고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
(주요 내용) 공익소송에 관한 입법화 수단의 규제 과정에서 NGO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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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제목) Strategies for Social Organization’s Exerting Functions in the Process of China’s
National Governance
Wang, Zuojun & (연구 목적) 사회조직의 성격에 토대를 둔 중국 국가 거버넌스에서의 사회조직의 역할과 중요한 기능을
Wu, Xiaoling
규명
(2015)
(주요 내용) 법적 환경, 재정, 인적자원 등으로 인해 사회조직의 기능은 국가 거버넌스에서 상당히 제약
되어 있음. 중국 거버넌스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사회조직이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발
휘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함

Liu, Yingxia
(2015)

(제목) Study on countermeasur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ocial organizations
(연구 목적) 사회조직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대응책 모색
(주요 내용) 최근 사회 거버넌스 체계에서 사회조직 발전은 소규모, 불충분한 발전, 불명확한 기능 및
역할, 경제발전에 대한 낮은 기여, 불완전한 조직관리 체계, 사회조직 발전을 위한 더 많은
지원 등의 한계가 존재함. 사회조직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참여, 사회조직 참여 개인에 대한
훈련 및 규율 필요

Cao, R.
(2017)

(제목) The Effects of Social Organizations on Economic Performance
(연구 목적) 중국 사회조직이 지역 경제성과에 미치는 효과성을 규명
(주요 내용) 패널 데이터 분석결과 사회집단이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효과성은 집단마
다 차이가 있음

영문 선행연구들은 연구 주제나 내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유사하며,
최근에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과 역할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심한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
에 대한 사회조직의 관심과 역할이 제한되어 있고, 사회조직이 주목을 받
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연구도 미흡하였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시작된 고속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 정부의
정책집행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
에 기여하는 사회조직의 역할에 주목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중국 사회조
직에 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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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의 함의
이상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국문, 중문, 영문 문헌을 검토한 결과 연구의
대상은 주로 사회조직과 유관한 명칭을 사용하는 다양한 조직들(비정부
조직, 민간조직, 비영리조직, 공익조직, 지역사회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의 주제로는 중국의 국가와 사회, 당과 정부의 사회조직
에 대한 통제·관리·평가, 사회조직과 정부와의 협력 기제(mechanism),
사회조직 발전 등에 관한 내용이 주로 연구된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사회조직에 관한 과거와 현
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
의 기여와 한계를 인식하고, 학술적 관점에서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의 빈 공간을 메우거나 이론적 엄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제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조직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즉, 사회조직의 이론적
배경,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간인
사회조직의 관계·감독·관리개혁, G2와 신창타이 및 일대일로 전략에서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을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제2절 사회조직의 이해
본 연구의 주제인 사회조직에 관한 용어는 서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도 유사한 명칭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사회조직을 이
해하기 위해서, 우선 국가와 사회의 관계, 사회조직의 유사 용어, 사회조
직의 특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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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와 사회의 관계
1) 국가와 사회의 관점
나라마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중
국의 국가와 사회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서양에서의 국가와 사회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范明林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 이론은 유럽에서 발전하였는데 이를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
하고 있다. 첫째, 국가와 사회의 분리는 사회가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하
였음을 상징한다. 둘째, 어떠한 사회의 정치 변혁이든 모두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한 압력에 의존하며, 이를 통해 국가가 일정한 수준에서 사회에
대한 통제를 포기한다. 셋째, 경제의 발전은 민주정치와 공공영역을 핵심
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출현을 촉진한다(范明林, 2016: 320).
중국은 역사적으로 ‘국가중심적인’ 나라로 고대의 국가와 사회의 융합
부터 근대의 고도로 집권적인 국가까지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서 사회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상태에 있었다. 량수밍(梁漱溟)
은 「중국문화요의(中国文化要义)」에서 “계급사회에 기초하여 국가를 세
운 서양에 비하여 중국은 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그 원인은
계급대립이 부족하여 국가와 사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국가가 사
회에 녹아있고, 사회와 국가가 서로 융합되어 있어서 사회와 국가가 서양
국가들의 역사에서처럼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다(张清·武艳, 2015: 22에
서 재인용). 때문에 정치적으로 소극적인 무위주의(消极无为主义)가 유행
한다고 설명한다(梁治平, 1996: 21; 张清·武艳, 2015: 22에서 재인용).
공자는 춘추삼전에서 가장 지킬 가치가 있는 정치체제는 ‘전국적 통일’
(大一统)이라고 언급하였다(吴嫁祥, 2012: 4; 张清·武艳, 2015: 2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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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수천 년 동안의 전제주의 중앙집권적인 통치와 고도로 집중된
황권은 중국의 역사가 서양의 사회와 다른 발전 역사를 가져오게 하였다.
중국의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이다(张
清·武艳, 2015: 22).

Heberer가 언급하듯, 중국에서 시민사회에 관한 논쟁은 종전 소련 붕
괴의 원인 규명, 중국의 미래 정치발전,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관계의 틀
을 수립하는 쟁점에 관한 논의에서 비롯된다(Heberer, 2009: 41). 李永
忠이 주장하듯, 신중국 성립 이후, 당과 국가는 정치와 관련해서 전통적

인 봉건제 사회구조와 구소련 집권주의 정치모델의 영향을 받아 ‘총체적
사회’의 모습을 갖췄다. 구소련은 국가가 사회의 모든 것을 통제했으며,
이로써 국가와 사회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은 정
치 측면에서 소련의 모델을 따랐으며, 정부의 활동 공간을 넓혔다. 따라
서 정상적인 국가 사회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었으며, 결국 ‘총체적 사회’
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李永忠, 2012: 79-80).
사회주의 중국 수립 이후, 국가와 사회는 이처럼 동일한 구조와 방식
을 띠게 되어 사회가 국가화 되는 경향이 강했다. 고도로 집중된 정치체
제에서 국가는 사회의 전반적인 것을 관할하고 관리한 것이다. 사회 영역
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에 놓이게 되었고, 권력은 모두 국가에 집중되어
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거의 소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권력에서 사회를 분리하여 정부와 사회의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
성은 개혁개방에서 중요한 개혁 목표의 하나가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사
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아래 사회는 자신이 발전할 새로운 공간을 얻었지
만, 여전히 국가에 종속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부터 중국에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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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으
로 정리할 수 있다(范明林, 2016: 318-319).

표 2-4

중국의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관한 관점

관점

주요 내용

시민사회 이론
관점

- 시민사회 이론과 국가와 사회의 양호한 관계의 관점은 1980년 말부터 ‘국가와 사회의 이원론’으로
‘권위주의 가치관’을 대체하고, 시민사회 이론의 관점에서 중국의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학계에서 유행함
- 서양에서 주장하는 시민사회로 국가에 대항하고, 사회와 국가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중국의 현실을 설명하고, 이들 모델로 중국에서 국가와 사회 간 관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학설이
등장함
- 그러나 이런 주장에 기초한 실제 탐색의 결과 대부분의 학자들은 점차 ‘국가와 사회의 양호한 관계’
구축을 받아들이게 됨
- 邓正来가 언급한 것처럼,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가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각자가 갖고 있는 발전
논리와 자율성에 기초한 양호한 관계로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 구조임.
따라서 시민사회와 국가의 양호한 관계는 중국 학자들에게 있어서 목적과 같은 것으로 그들의 연구
는 대부분 이러한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고 있음(邓正来, 2002: 186)
- 1990년대 말부터 국가와 사회에 대한 토론은 사회단체와 국가의 협력관계로 이동하였고, 많은 연구
들이 국가와 사회단체의 양호한 과계의 구축에 대해 연구함(李姿姿, 2008)

신권위주의
이론적 관점

- 신권위주의 이론은 비록 강력한 정당과 권위를 수호하는 안정적인 정치질서, 경제발전 성과를 통한
정치적 합법성, 시장경제에서 충분히 발전한 이후 정치경제의 전면적인 전환과 같은 강한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강한 국가, 약한 사회 사고방식’(时和兴, 1996)으로 국가가 사회를 통제하
는 모델임
- ‘포스트 전체주의’는 신권위주의 이론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분석 모델로 현재 중국 대륙은 이미
제한적 다원화 사회로 전체주의 역사 단계로 진입했다고 여김
- 이 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ⅰ) 제한적인 다원화가 있으며, ⅱ) 이념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
기본가치체계를 유지하고, 당조직을 통합하는 기초가 되며, ⅲ) 포스트 전체주의 사회는 전체주의
하에서의 집권당의 국가 동원력을 계승하고, 현대화를 실현하는 권위적인 힘으로 이론적으로 여전
히 비교적 강한 체제개혁 동원 능력과 비상사태와 위기처리 능력을 가짐
- 이 세 가지는, 특히 중국 사회의 전환기에 정치체제의 중요한 특징임. 포스트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는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현재의 일당정치가 정치안정과 경제개혁에 필요한 기제 통합 등 방면에서 여전
히 역사적 합리성을 지님(肃功秦, 2000)

- 郁建兴과 吴宇는 ‘국가가 사회 속에 있다’는 이론적 모델로 사회단체와 국가의 관계를 분석함. 이
이론은 중국의 사회조직이 국가에서 분리되는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정부와 연계를 맺으며, 그
본질은 서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기초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국가와 사회가 서로 간의 경계에
국가가 사회 속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면서 관계를 맺는다고 봄
있다는 이론적 - 구체적으로 한편으론 국가는 특별한 방식으로 사회조직을 관리하고 사회조직을 정부체계에 통합시
관점
키며, 다른 한편으론 사회조직도 특별한 방식으로 합법성을 얻는데, 예를 들어 국가의 정책을 자발적
으로 이행하고, 국가의 공식 체제에 들어가 공공정책에 참여함
- 때문에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은 정부조직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단지 이런 확장 방식은 더 이상 행정
명령이 아닌 이익 표현의 기초에서 조직적으로 서비스하는 하는 방식임(郁建兴․吴宇, 2003)
주: 范明林(2016: 318-319)을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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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론이 사회 현상을 모두 완벽히 설명할 수
없듯이, <표 2-4>에서 정리된 시민사회 이론의 관점, 신권위주의 관점,
국가는 사회에 속한다는 관점들도 중국의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부분적
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李怀(2007)도 위 관점들이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우

선, 이론이 실제와 맞지 않고, 국가와 정부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보고
있으며, 천차만별한 사회단체를 똑같은 조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학자들은 향진(乡
镇) 혹은 가도(街道)4) 정부를 ‘주인-대리인’ 이론처럼 ‘같은 성격’의 행위

자로 본다. 즉, 국가는 하나의 철판과 같아서 국가권력을 통과하는 ‘대리
인’은 극히 드물지만, 흔히 지방정부의 계층제 내부의 행위 논리로 국가가
왜 철판과 같은 존재가 아닌지를 분석한다. 둘째, 개혁 이후 국가(정부)가
자원에 대한 장악과 통제 능력이 크게 약해진 것이 아니고, ‘강한 국가,
약한 사회’가 여전히 현재 국가와 사회관계의 기본구조이지만 실증분석을
통해 국가의 ‘대리인’을 분석하지 않고, 지방정부도 일부 측면에서는 강하
지 않다는 점이다(李怀, 2007; 范明林, 2016: 319-320에서 재인용).

2) 국가와 사회의 관계 변화
전술한 유럽에서 전개된 세 가지 내용은 중국 일부 학자들이 보기에는
4) 중국의 행정구역은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중앙정부인 국무원, 둘째, 省级(34)으로 직할시(4), 성
(23), 자치구(5), 특별행정구(2), 셋째, 地级(332)으로는 지급시(284), 지구(15), 자치주(30), 盟(내몽고: 3), 넷
째, 县级(2,853)으로 市辖区(857), 현급시(369), 현(1,456), 자치현(117), 旗(내몽고: 49), 자치기(3), 특구(귀
주성: 1), 林区(호남성: 1), 마지막으로 乡级(40,466)에는 区公所(2), 镇(19,683), 乡(12,395), 苏木(106), 민
족향(1,085), 민족소목(1), 街道(7,194)가 있다(中华人民共和国民政部 编, 2012: 1). 성시와 농촌의 가장 아
래층은 街道와 寸인데 그들은 정권의 자연연장으로서 일부 행정직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정식 조직이 아니
고 주민통제 및 권력행사에서 말초신경 역할을 한다(김윤권, 200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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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중국 사회를 분석하는 과정에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현실적인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관점이 중
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구 사회의 자율성
에 비해서 중국 사회가 가지는 자율성은 매우 취약한 현실에서 사회 변화
를 사회가 주도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范明林이 언급하듯, “중국의 국가와 사회의 분리는 사회의 역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발적인 양보와 철수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서 주도권은 국가가 거머쥐고 있기 때문
에 국가가 어떻게 개혁을 하고, 사회에 공간을 양보하는지를 파악할 필요
가 있다(范明林, 2016: 320).
역시 唐兴霖이 지적하듯,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의 정부와 사회의 관계
는 전형적인 ‘강한 정부, 약한 사회’ 모델이었다. 건국 이후 중국 공산당
은 ‘전능주의’ 국가 정권을 수립하고, 정부의 권력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 사회 활동이 고도로 정치화되었다. 국가 정권은 이념, 조직
구조, 간부집단, 효과적인 정치적 동원으로 모든 사회 활동에 간섭하고
경제와 다양한 사회자원을 독점하였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일치되고,
정치, 경제, 이념이 모두 중첩되었다. 정부는 사회를 전면적으로 통제하
고 사회를 정부의 권력체계에 포함시켰다. 정부의 권력은 전례 없이 확장
된 반면 사회의 권력은 위축되었다(唐兴霖, 2013: 209).5)

5) 건국 초기에 이러한 국면은 일정한 수준에서 긍정인 역할을 하였는데 정권을 공고히 하여 빨리 산업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였다. 사회가 전환기에 들어선 이후 이런 모델은 점차 사회의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사회 사무를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행정등급제도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조직이 사회 사무에 참여하는 역량이 매우 약하고, 사회조직들은 숫자가 적고 대
부분 정부에 의존하거나 정부의 체계에 포함되어 정부가 개인과 사회를 통제하는 도구가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정부와 사회의 관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의 권력은 점차 사회 영역에서 퇴출하고 사회조
직의 역량이 점차 커지기 시작하였다(唐兴霖, 2013: 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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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견지에서 范明林도 언급하듯, 1978년 이전 고도의 중앙집권과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중국의 국가와 사회는 일치되었다. 즉, 사회와 국가
가 하나가 되어 경계와 공간이 없어져서 사회는 완전히 국가에 포함되어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范明林, 2016: 320-1).

그림 2-1

개혁개방 전후 국가: 정부와 사회관계 상태 변화

성시급정부
(省市级政府)

구현급정부
(区县级政府)

기층정부
(基层政府)

국
가
와
사
회
관
계

국가와 사회

국가와
사회

국가와
사회

자료: 范明林(2016: 321)

<그림 2-1>에서 보듯, 1978년 이전 여러 차례의 사회주의 운동 이후
다양한 차원의 사회관계들이 모두 행정관계로 강화되고, 정부조직의 계
층관계는 사회의 곳곳에 자리 잡았으며, 국가가 사회를 완전히 대체하였
다. 동시에 국가주의 혹은 전체주의 사상 하에서 각급 당과 정부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동시에 사회 분야의 모든 사무도 책임져 사회공간이 거
의 없었다. 때문에 이런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기둥형 국가와 사회관계’
라고 부를 수 있다(范明林, 2016: 321).
谭玉龙·吴湘玲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후 시장발전의 수요에 따라 정부

는 계획적으로 사회에 일부 권력과 공공의 공간을 내주었고, 사회조직의
합리적인 존재가 일부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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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이념과 방법에 있어 여전히 전형적인 규제 특성을 띠었다. 정부와
사회의 관계는 법치화가 부족하고, 사회조직은 심각하게 예속성, 엘리트
중심, 영리성, 이산성 특성을 지녔다. 사회조직은 합리적인 사회수요와
정부규제 속에서 어렵게 발전하였다(谭玉龙·吴湘玲, 2016: 91).
范明林은 1990년 이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특히 국가는 자발

적 혹은 강제적으로 일부 사회 분야에서 철수하여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행정구조의 상층부부터 점차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국가와 사
회 간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경계가 생기기 시작하고, 국가의 사회에 대한
엄격한 장악이 점차 흔들리고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행정구
조의 중하부, 특히 행정구조의 기초 부분에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와 성격
은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국가와 정부는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사회를
장악하였으며, 사회는 여전히 국가에 의해 대체되어서 국가와 사회 간의
상하 관계는 여전히 지속되었다(范明林, 2016: 321-2).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본다면, 그 관계는 단일
구조가 아니라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최상위층인 성시급 정
부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1978년 이전 혼연일체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고, 일부 양도된 사회공간에 대한 사회정책과 구체적인 행동도 여기
에서 출발한다. 중간 차원인 구현(区县) 정부에서는 상층부의 요구에 따
라 상응한 조정과 행동을 보여야 하지만, 많은 상황에서 여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하위 차원인 기층정부6)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6) 중국에서 기층정부는 농촌 기층정부와 도시 기층정부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중국 헌법과 지방조직법의 규정
에 따르면, 농촌에서 향(乡), 민족향(民族乡), 일급 진(镇) 그리고 도시에서 구(区)가 설치되지 않은 시 및 일급
시직할구(市辖区)를 포함한다. 행정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 기층정부에는 자체 파출기관(派出机关), 즉
街道办事处를 설치하지 않는다.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94364376.html
(검색일, 201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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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바뀌지 않았고, 정부와 사회가 하나가 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그림 2-1>에서 보듯, 현재 국가 및 정부와 사회의 관계는 ‘갈대기형 국
가와 사회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范明林, 2016: 322).

2. 사회조직의 유사 용어
1) 서구의 사회조직 관련 용어
국가적 맥락이나 학자들이 보는 시각과 강조하는 특성에 따라서 정부
와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들에 대한 용어가 매우 다양하다.

표 2-5

사회조직 관련 유사 용어 관점

제3섹터

- 제3섹터는 주로 미국에서 발전되어 전 세계에 퍼진 용어임. 제3섹터란 정부(제1섹터), 시장(제
2섹터)과 다른 사적 영역에서의 조직을 의미함
- Korten은 제3섹터를 네 가지로 분류함. ⅰ) 자원봉사조직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사회
에 대한 사명을 갖고 조직한 단체임, ⅱ) 국민조직(people’s organization)은 구성원들의 이익
을 대변하고 구성원들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있는 스스로 운영해나가는 조직임, ⅲ) 관변 비정부
조직은 정부가 만든 조직으로 주로 공공정책을 위해 봉사하는 수단임(Korten, 1990)
- 일본의 경우, ‘제3섹터’는 지방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하며, 중국은 ‘제3섹터’ 개념
을 흔히 국민경제에서의 ‘제3부문’인 서비스 영역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음

- 비정부조직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 체제가 설립된 이후
에 국제 차원에서 국가 간의 관계를 제고하는 조직으로 제기되었고, 이런 조직들은 흔히 관련
국가들의 공식적인 비준을 받아야 되었음
- 비정부조직이라는 개념은 1945년 6월에 체결된 ‘국제연합 헌장(유엔헌장)’ 제71조에서 처음
비정부조직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Non-Governmental
기구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Organization, NGO) - 그러한 약정은 국제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연합 회원국과의 협의
후에 국내기구와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1960년대 이후 비정부조직은 점차 선진국에서 제3세계 국가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회조직
을 포함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한 국가의 내부에서 발전을 목표로 사회를 지향하며, 공공정책
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활동 수단으로 하는 공공조직을 모두 포함

비영리조직
(Non-Profit
Organization, NPO)

- 비영리조직이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처음 제기되었는데 미국에서 비영리조직을 ‘면세조
직’(Tax-exempt Sector Organiz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면세혜택을 받기 때문임
- 그러나 국가마다 비영리조직의 면세 규정은 모두 다르고, 사회의 발전 수준에 따라 관련 규정도
변함
- 현재 비영리조직의 개념은 주로 조직의 활동이 자원봉사와 분배의 제약을 받지 않음을 강조하
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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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자선단체
(Philanthropic
Organization)

- 이는 공익 활동과 자선 활동을 목표로 하고 조직의 운영경비가 민간의 자선모금으로부터 나오
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임
- 그러나 민간의 자선모금은 이런 조직들의 유일한 경비는 아니고 주요 자원이 아닐 수도 있음.
정부와 자선단체들의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적지 않은 자선단체들이 주로 정부지원으로 자원
을 얻음

민간자원봉사기구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 이는 조직의 자발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
의 시간, 노력, 자금의 무상 투입으로 이루어짐
- 그러나 대다수의 민간자원봉사 기구의 운영과 일상적인 활동은 조직에서 보수를 받는 전문인
력이 수행함. 특히, 일부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기구는 전문인력을 고용

주: 陈德权 主编(2016: 1-2)을 근거로 작성함

이상의 개념들은 다양한 함의와 외연을 갖고 있지만, 모두 정부와 기
업 사이에 있는 조직을 설명하는 용어로 강조되는 특성이 다를 뿐이다.
영국과 인도의 경우, ‘자원봉사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프랑스의 경우,
‘사회경제’에 초점을 맞추며, 동아시아의 경우 ‘동아리’라는 개념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전환기에 있는 국가의 경우, ‘시민사회조직’이라는 용어
가, 개도국의 경우 ‘비영리조직’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인다(王绍光,
1999: 414; 陈德权 主编, 2016: 2에서 재인용).
서구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용어들은 결국 유사 용어들이 형성된 맥락,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 이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Kosar도 정부와 민간부문 중간에 있는 준정부조직(quasi government)
에 관한 정의를 쉽게 내릴 수 없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준정부조직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연방정부와 약한 법적 관계 혹은 결합을 갖
는 실체이다. 또 하나는 정부와 민간부문 간에 추정적으로 존재하는 영역
과 관련된다(Kosar, 2011).
우리나라의 문헌에서 국가와 기업 사이에 위치한 중간조직은 다양하
게 논의되고 있다. 중간조직은 준정부기구(quago: quasi-gover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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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준비정부기구(quango: quasi-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준자율(비)정부조직(qua(n)gos), 비영리조직(NPO), 비정부기구(NGO),
매개조직(intermediate organization), 제3의 정부(third party government),
시민단체, 박애조직(philanthropic organization), 제3영역, 자발적 결
사체(voluntary sector) 등 매우 다양하게 사용된다(정용덕 외, 2014: 457).
한편, 안병영 외는 관련 용어를 전통적 정부부문, 좁은 의미의 정부부
문, 넓은 의미의 준정부부문, 순수비영리부문, 넓은 의미의 준정부부문,
순수기업, 가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안병영 외, 2008: 127).

2) 중국에서 사회조직 관련 용어
중국 문헌에서도, 역시 사회조직과 관련된 용어가 매우 혼용되어 사용
되고 있다. 사회조직과 유관된 명칭으로는 非政府组织, 民间组织7), 非营
利组织8), 社会中介组织9), 第3部门, 公益组织, 慈善组织10), 草根组织11),

7) 민간조직과 사회조직은 중국의 관방 용어로서 주로 정책, 보고, 문건, 법률규정에서 나타난다. 중국에서 사회
단체는 민간조직으로, 다시 사회조직으로 전환되었다(姚华平, 2010; 玉苗, 2017: 5에서 재인용). 사회조직은
사회 대중의 자원조직으로 비정부, 비영리로 설립되고, 조직의 장정(章程)을 갖추고, 합법적으로 등록된 조직
이다(玉苗, 2017: 5). 민간조직은 조직 성질에 따라 정치성, 경제성, 사회성, 문화성 등 4가지로 구분되며, 법
률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 기금회 및 민영비기업단위 3가지로 구분되며, 조직 목표에 따라 상호형과 공익형으
로 구분된다. 자율성 정도 혹은 정부관계의 거리에 따라 풀뿌리조직, 업종협회나 학회, 비정부조직, 기금회,
단체조직 등으로 구분된다(吕新萍, 2016: 21).
8) 중국에서 비영리조직은 사회조직으로 불리어지며, 통일적인 등기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세 가지 법인 형식인
기금회, 사회단체 및 민영비기업단위로 구성된다. 2013년부터 사회조직관리체제는 전면 개혁을 하여 하나의
새로운 법치에 토대를 둔 현대 사회조직체제로 구성되어 있다(王名·王超, 2016: 7). 중국에서 비영리조직은
크게 회원제 조직과 비회원제 조직으로 구분된다. 회원제 조직은 공익형 조직(등기가 면제된 공익성 사회단
체, 일반공익성 사회단체)과 상호 이익형 조직(상호 이익성 사회단체, 경제단체(업종협회 등))으로 구분된다.
비회원제 조직은 기금형 조직(자선모금협회, 공모기금회, 비공모기금회)와 운영형 조직(민영비기업단위, 사
업단위)로 구분된다(王名·王超, 2016: 12).
9) 사회중개조직은 성질 기준으로 인민단체와 미등기 혹은 이전등기 단체로 구분된다. 또한, 회원제 조직과 비
회원제 조직으로 구분한다. 회원제 조직은 상호 이익형 조직과 공익형 조직으로 구분된다. 상호 이익형 조직
에는 경제형 단체(업종협회, 상회, 직업단체, 노조 등), 사회단체(학회, 동창회, 친선연합회, 동아리단체 등)가
있고, 공익형 단체에는 단체회원형 조직, 개인회원형 조직이 있다. 비회원제 조직에는 운영형 조직과 실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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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区12), 社会服务组织, 志愿组织13), 准政府组织14)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중앙정부 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명칭 변화를 보면 그동안 시기별로 주
로 사용되었던 관방 용어가 ‘사회단체’, ‘민간조직’, ‘사회조직’임을 알 수
있다.15) 사회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부는 판공청, 8司, 3局으로

사회서비스 조직이 있다. 운영형 조직에는 운영형 기금회, 후원형 기금회로 구분된다. 실체형 사회서비스 조
직은 민영비기업단위(각종 민영병원, 학교, 연극단체, 양로원, 연구소, 센터, 도서관, 미술관 등인데 이는 민정
부(지방은 민정부서)에 소속)), 국유사업단위(각종 국유의원, 학교, 극단, 양로원, 연구소, 센터, 도서관, 미술
관 등 정부편제위원회에 소속)로 구분된다(唐兴霖, 2013: 10). 또한, 사회중개조직은 현상 분류 기준으로는
법정 중개조직과 비법정 중개조직, 그리고 풀뿌리 중개조직 및 비정형적 사회중개조직으로 구분된다. 법정
중개조직에는 사회단체, 기금회, 민영비기업단위로 구분되며, 이들은 사회단체법인이다. 풀뿌리 사회중개조
직은 공상등기(기업)와 비법인 지위(단위 소속 조직, 지역사회 공익성 조직, 농촌경제합작조직, 기타 미등기
사회조직)로 구분된다. 비정형 사회중개조직은 전환 과정의 사업단위, 업주위원회, 촌위원회, 인터넷 사단으
로 구분된다(唐兴霖, 2013: 11). 한편, 도시와 농촌에 따라 사회조직을 구분할 수 있다. 도시 사회중개조직은
법정 사회중개조직(사회단체, 기금회, 민영비기업단위로 이는 사회단체법인임), 풀뿌리 사회중개조직(공상
부문 등기 및 미등기와 비법인 지위)로 구분된다. 농촌 사회중개조직은 본토 사회중개조직(경제형 합작조직,
전업협회(기술협회), 기금회(村镇 은행)) 및 외래 사회중개조직(도시 사회중개조직, 국제 사회중개조직, 기타
풀뿌리 사회중개조직)으로 구분된다(唐兴霖, 2013: 162).
10) 자선조직은 비영리조직과 비정부조직의 한 유형이며, 비영리조직, 비정부조직의 조직성, 비정부성, 비영리
성, 자율성(自治性), 지원성을 띤다. 이외에 자선조직은 이타성과 慈善性이 부각된다. 이타성은 자선조직의
서비스는 주로 취약계층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 자금은 수익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회
기부에서 나온다(玉苗, 2017: 5).
11) 풀뿌리조직은 중국에서 민간성을 특징으로 하며, 자발적인 토대에서 민간 역량을 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구
성·발전된 비영리조직이다. 주로 관영(官瓣)조직과 구별된다(玉苗, 2017: 5).
12) 지역사회(社区, community)는 중국에서 통용되는 학술 용어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는 140여 가지로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지역사회란,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구성한 사
회생활 공동체”라 한다(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 2000; 魏奶, 2013: 1에서 재인용). 지역사회는 지
역성 사회생활 공동체로 지역(일정한 지리적 공간 내), 인구(사회관계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토대),
생태(지리 및 자연 조건으로 자신의 생산과 생활 시설), 구조(조직 구조와 제도), 사회 심리(독특한 문화 심
리) 요소를 내포한다(魏奶, 2013: 1-2).
13) 지원조직은 조직의 자발성(自愿性)을 강조하지만, 지원성이 단지 공민 사회조직의 특성만은 아니다. 정당조
직도 자발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자선조직은 구성원의 지원으로 참가한다. 그러나 지원조직 모두가 자
선조직은 아니며, 일부 지원조직은 동아리, 취미 혹은 이익을 추구한다. 가령, 협회나 업종협회는 자선조직
은 아니다(玉苗, 2017: 5).
14) 중국에서의 준정부조직은 역사, 현실, 미래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아래 공동사업 혹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보호·발전시키기 위해서 공공의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적 목적의 공공관리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조직이다. 중국 준정부조직의 관리 대상으로는 인민단체, 기층자치조직, 정부
직속사업단위, 사단조직이 해당된다(陈桂生·张霁星, 2009: 29, 44-48).
15) 국가 민정부에 내설된 업무담당 부서가 처음에는 ‘사회단체관리국’이었고, 1998년 기구개혁 때 ‘민간조직
관리국’으로 변경되었으며, 다시 2016년부터는 ‘사회조직관리국’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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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되어 있다. 민정부 내설 3局의 하나인 사회조직관리국은 크게 사회
조직법집행감찰국 및 사회업무사(社會工作司) 기능을 수행한다.16)

표 2-6

중국 사회조직의 개념 내용 변화

연도

개념 주요 내용

개혁개방
이전

- 개혁개방 이전에는 정책 문건과 법률 문건 모든 비정부조직 관련 법에서 사회단체란 명칭을 사용함. 개혁
개방 이후에는 비정부조직 유형이 다원화되면서 법률 문건은 기금회, 민영비기업, 사업단위 등으로 구별
되었지만, 정책 문건은 변동이 없었음(劉志欣 等, 2013: 4)
- 정책 문건과 법률 문건에서 사용하는 사회단체, 민간조직, 사회조직 외에 여전히 비영리조직, 제3부문,
공민사회, 지원자조직, 자선조직, 준정부조직, 지원부문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서
구에서 들어온 개념임(劉志欣 等, 2013: 4)

1995

- 1995년 9월,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국제관례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 국제 NGO회의
도 열림
- 베이징 화이러우(懷柔)에서 열린 세계여성비정부조직 회의에서 ‘비정부조직’이라는 개념이 처음 중국에
전파되었고, 비정부조직과 관련된 문제가 처음으로 중국인들에게 전개됨
- 그러나 각국의 국정과 지식체계의 차이는 비정부조직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을 갖게 됨
- 만약,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기준을 따르면, 중국의 비정부조직의 숫자는 매우 적음. 사실, 비정부조직이
강조하는 결사의 자유와 정책참여는 중국의 사회경제 전환의 기본 방향과 대체적으로 비슷함(陈德权 主
编, 2016: 3)

1998

- 1998년, 국무원은 민정부 내부의 사회단체와 민영비기업단위 관리사를 민간조직관리국으로 개명하였
음. 이후부터 정부에서 ‘민간조직’이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함
-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간조직에는 세 가지, 즉 사회단체, 민영비기업조직과 재단이 포함됨
- 민간조직의 개념은 시민사회조직과 유사하여 ‘관민 대립’의 의미를 가짐(陈德权 主编, 2016: 3)

2005

- 2005년 1월 1일, ‘민간비영리조직 회계제도’가 발효됨. 제2항은 비영리조직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민
간비영리조직에는 법률, 행정규범에 근거하여 등록된 사회단체, 재단, 민영비기업조직과 사원, 궁전, 무슬
림 사원, 교회 등을 포함됨
- 본 규정에서 정하는 민간 비영리조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함. 즉, 해당 조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되고, 자원의 제공자는 조직에 자원을 투입할 때 경제적 보답을 받지 말아야 하며,
자원 제공자는 해당 조직의 소유권을 갖지 말아야 함
- 따라서 중국이든, 국제적 관례이든, 비영리조직은 모두 명확한 함의와 외연을 갖고 있는 용어는 아님(陈德
权 主编, 2016: 3)

16) 사회조직관리국은 사회단체, 기금회, 민영비기업단위의 등기관리 방법을 입안하고, 관할 권한에 따라 등기
관리와 법집행감찰을 수행한다. 해외 비정부조직의 중화기구로의 등기관리 및 법집행감찰 업무를 담당하
며, 민간조직의 정보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사회단체와 기금회 및 민영비기업단위의 등기관리 업무에 대한
지방정부를 지도․감독한다. 관련 부문의 규정에 따라 사회업무의 발전기획, 정책 및 직업규범을 제정하고,
사회업무의 인재 집단 및 유관 지원자 집단을 육성한다. 사회조직관리국은 판공실, 정책법규처, 등기처, 사
단(社团)관리1처, 사단관리2처, 기금회관리처, 사회서비스기구관리처, 해외사회조직관리판공실, 법집행감
찰1처, 법집행감찰2처, 법집행감찰3처, 정보선전처, 사회업무처, 지원서비스처로 편제되어 있다. Retrieved
from http://www.mca.gov.cn/article/jg/jgsj/201507/20150700847760.shtml (검색일,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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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계속

연도

개념 주요 내용

2006

- 2006년 10월, 중공중앙 16기 3중 전회에서 「사회주의의 조화로운 사회수립에서의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이 통과되었는데, 처음으로 ‘사회조직’의 개념을 사용하고, 사회조직의 양성과 발
전, 감독, 관리에 대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사회조직의 개념을 정의함(陈德权 主编, 2016: 3)

2007

- 2007년 ‘사회조직’이 개념은 17대 보고에서 다시 등장함. 당의 17대 보고에서는 “군중의 사회조직 참여를
확대하고, 군중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회의 자율 기능을 강화하는 사회조직의 역할을 발휘하
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됨
- 2012년, 당의 18대 이후 중앙정부는 사회조직에 관한 중요한 이론과 실제 문제에 대하여 인식과 이론이
새로운 발전을 가져옴(陈德权 主编, 2016: 23)

2015

- 2015년 9월 28일에 발표한 「사회조직의 당 건설사업 강화에 관한 의견(시행)」에서는 사회조직을 사회단
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사회중개조직, 도농지역사회(城鄕社區) 사회조직 등으로 구분 함(陈德权 主
编, 2016: 24)

2016

- 2016년 9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자선법」(이하 자선법으로 약칭)의 실행은 사회조직을 사회단체, 재단,
사회서비스 기구로 재정비함
- 또한, 자선법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해 민정부는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기금회등기관리조례」, 「사회
서비스기구관리조례」의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함(陈德权 主编, 2016: 24)

주: 劉志欣 等(2013: 4) 및 陈德权 主编(2016: 3-24)을 근거로 작성함.

같은 기간 중국 학계17)에서는 상기 명칭 외에 ‘비정부조직’, ‘비영리조
직18)’, ‘제3섹터’ 등 용어를 학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비록,
같은 의미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용어의 선택은 국가의 정치이념과 제도,
경제사회 발전 상황, 역사적 전통과 관례 등과 밀접히 관련된다.19)

17) 중국 인민대학 공공관리학과 孙栢瑛 교수와 인터뷰(2017.6.9)에서도 “중국 사회조직의 명칭은 다양하게 사
용되고 있으며, 孙 교수도 10여 년 전에 NGO로 강의했는데, 현제는 사회조직이란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
용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18) 비영리조직은 크게 ⅰ) 인민단체, ⅱ) 전환 중 사업단위, ⅲ) 미등기 혹은 전환 등기단체로 구분된다. 전환 중
사업단위는 크게 회원제 상호 이익형 조직과 공익형 조직으로 구분된다. 회원제 상호 이익형 조직에는 경제
성 단체(업종협회, 상회, 직업단체, 공회 등)와 사회성 단체(학회, 동창회, 우호연합회, 취미단체 등), 기타로
구성된다. 공익형 조직은 회원제 공익형 조직, 운영형 조직(기금회)(운영형 기금회, 자조형 기금회)과 실체
형 사회서비스 기구(현행 법률체계 중 ‘민영비기업단위’로 칭함) 및 기타로 구분되며, 여기에는 비영리학교,
비영리의원, 기타 사회서비스와 복리기구, 문화장소·연구기구·복리기구 등, 종교 유형 조직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회원제 상호 이익형 조직과 공익형 조직은 현행 법률체계 중 모두 사단(社团)으로 칭한다(上海社会
科学院政府绩效评估中心, 2015: 82).
19) 중공 16대 이후, 국가건설의 핵심이 사회 영역으로 바뀜에 따라 당과 정부는 사회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했
다. 16차 4중 전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와 사회를 아우르는 ‘四位一体’의 확립을 제안했으며, 17대 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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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최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 사회조직’에는 구
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직들이 포함된다(马庆钰·廖鸿, 2015: 4-5).20)
즉, ⅰ) 공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회원들의 공동 염원을 실현하기 위
하여 헌장에 따라 활동하는 민정부서에 등록된 비영리사회단체, ⅱ) 각종
비국유자산을 이용하여 비영리성 사회서비스 활동에 참여하는 민정부서
에 등록된 민영비기업조직, ⅲ) 각종 기부재산으로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민정부서에 등록된 기금회, ⅳ) 공상부서에 등록된 비영리조직으로, 각종
사회서비스기구, 자금지원기구 및 비영리 사회중개조직, ⅴ) 도시 커뮤니
티 조직으로 지역주민들의 각종 비영리성, 공익성 혹은 협력적 자율조직,
ⅵ) 농촌민간조직으로 각종 형식의 농민전업경제협회, 농촌공익조직, 농
촌마을발전조직, 농촌호조조직, ⅶ)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NGO로서
주로 빈곤퇴치, 공공위생, 환경보호 등의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과
경제 분야에서 활약하는 각종 상업협회, ⅷ) 등록이 불필요한 사회단체가
있다21). 현 체제하에서 준정부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들 조직은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변하는 단계에 있고, 동시에 중국의 공익자원의
배분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단체들이다.
기타 용어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 정부가 ‘사회조직’을 관방 용어로 최

서는 ‘당위 지도자, 정부책임, 사회협동, 대중참여의 사회관리 구조’를 제안하면서 ‘사회조직 건설과 관리를
중요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후, 학술적으로도 ‘사회조직’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과거 ‘시민사회’와 ‘공민
사회’의 개념을 대체하였다. 이후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을 이루면서 ‘사회조직’이란 단어의 사용
범주가 넓어졌으며, 이는 중국 사회 발전과 더욱 부합하게 되었다. 이는 사람들의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 변
화도 함께 가져왔다(李永忠, 2012: 77-78).
20) 사회조직이 포함하는 범위와 분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데, 국가행정학원 马庆钰 교수
가 민정부에서 위탁한 ‘중국사회조직발전전략연구’의 연구책임자이고, 과제연구에 함께 참여한 廖鸿이 민
정부 사회조직관리국 부국장이고, 연구의 총고문이 사회조직관리국 王建军 국장임을 고려할 수 있다.
21) 국무원이 등록을 면제한 것은 중국작가협회, 중국인민외교학회, 중국국제무역촉진회, 중국장애자연합회
등 14개 사회단체이다.

제2장 사회조직에 관한 이론적 배경 ❙ 51

종 선택한 이유를 해석해볼 수 있다(陈洪涛, 2009; 孙强, 2009; 张海军,
2012; 夏建中·张菊枝, 2014; 赵佳佳, 2017). 용어 중에서 ‘비정부조
직’(NGO)은 서방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하지만
이를 중국어로 번역할 경우, 일반 민중에게는 NGO가 정부와 대응되는
혹은 정부에 대한 불신임과 관계되는 조직으로 연상될 가능성이 있고, 이
는 중국 국가체제의 분위기와 잘 맞지 않는다. ‘민간조직’이라는 용어는
민간과 정부를 대응시키는 면에서 NGO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고, 동
시에 실질적으로 중국에 존재하는 상당수의 관변단체를 포함하기 힘든
문제, 그리고 ‘민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기업을 배제하기 힘든 점이 있
다. ‘비영리조직’(NPO)은 중국적인 맥락에서 볼 때, 조직이 유상으로 제
공하는 서비스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영리 활동에 대한 구분을 어렵게
하며, 번역 시 세 개의 한자(营, 赢, 盈)가 사용되어 혼란을 야기한다. 또
한, NGO와 마찬가지로 NPO도 각각 사회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 중의
하나만(비정부, 비영리) 드러나서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에 비해 사회조직은 정부와 기업 외의 많은 조직을 포괄할 수 있는 가능
성을 갖고 있기에 포괄 범위에 대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체제개
혁이 진행됨에 따라 필요시 인민단체와 사업단위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여
지를 갖고 있다.
‘사회조직’이 공식적인 용어로 선택된 또 다른 이유는 법률 용어로서
다른 개념보다 훨씬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陈洪涛, 2009). 우선,
사회조직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행정법규인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社会
团体登记管理条例)」(1998년 반포) 제2조는 사회단체를 ‘비영리성 사회조

직’으로, 「민영비기업단위등기관리임시조례(民办非企业单位登记管理暂
行条例)」(1998년 반포) 제2조는 민영비기업단위를 ‘비영리성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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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직’으로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에서 반포한 관련 「경제순환촉진법(循环经济促进法)」, 「취업촉진법(就业
促进法)」, 「미성년보호법(未成年人保护法)」, 「과학기술보급법(科学技术普
及法)」, 「국방교육법(国防教育法)」, 「상품품질법(产品质量法)」, 「미성년범

죄예방법(预防未成年人犯罪法)」, 「고등교육법(高等教育法)」, 「노인인권보
호법(老年人权益保障法)」, 「의무교육법(义务教育法)」, 「민영교육촉진법
(民办教育促进法)」, 「취업교육법(职业教育法)」, 「교육법(教育法)」, 「교사
법(教师法)」 등에서도 ‘사회조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경쟁 용어인 ‘민간
조직’은 기타 법에서 두 번만 사용되었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는 陈洪涛(2009), 孙强(2009), 张海军
(2012), 李永忠(2012: 8)22), 徐家良·廖鸿(2014), 夏建中·张菊枝(2014),
陈德权 主编(2016), 赵佳佳(2017) 등이 제시한 구별 논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회조직이란 용어를 선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즉, 우
리나라와 서구 문헌을 참고하면서도, 중국의 당과 국무원의 문건, 그리고
중국문헌을 고려한 결과, 정부와 기업 이외의 조직을 대다수 ‘사회조직’
으로 보고 있는 관점을 수용하기로 한다.
물론, 다양하게 논의되는 ‘00’조직들을 모두 사회조직이란 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분류의 기준인 포괄성과 배타성을 엄밀히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고, 조직 간의 경계가 불투명하고, 중첩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22) 첫째, 학술이론 측면에서 사회조직은 민간조직보다 광범위하여 정부와 기업 이외의 각종 조직을 내포할 수
있다. 둘째, 사회문화심리 측면에서 사회조직이 민간조직, 비정부조직, 비영리조직, 제3부문 등보다 중국
정부와 공무원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전환기 이익의 분화라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셋째, 정치 의의 측면
에서 당의 문헌은 사회조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당은 한편으로 사회조직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
조직 발전이 사회건설의 새로운 임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당은 정부와 기업 이외의 각종 조
직 상황에 근거하여 사회부분에 통일적이고, 이들 조직의 사회속성, 사회작용, 사회본질과 사회지위를 명확
히 하였으며, 사회 각 계층이 이러한 조직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조직은 이들 조직에
대한 과학적 정의이며, 학술연구에서 사회조직은 보편적인 과학개념이 될 수 있다(李永忠,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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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조직이 가장 적합한 용어로 판단된다. 다
만, 사회조직을 주된 용어로 사용하면서도 관련된 내용 전개하는 부분에
서는 해당 유사 용어를 직접 사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사회조직이란 무엇일까? 중국 학자들도 사회조직에 관해 다
양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다. 崔月琴(2009)은 사회조직이란, “법에 따
라 설립되고, 국가의 정부체계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사회구성원들
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화 및 관리를 기초로 하며, 사회공익 활동을 취
지로 하는 비영리성, 비정치성, 비종교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한다(杨丽
等, 2015: 79에서 재인용).

이상 중국의 관련 문헌, 법령, 학자들의 견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개념을 “공공부문(당과 정부 등) 및 민간부문(기
업, 인민 등) 간의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문제를 공익적 관점에서
참여·조정·해결하여 정부의 역할을 지원하고, 인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는 조직”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3. 사회조직의 특징
사회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스펙트
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의 스펙트럼은 국가마다, 정부마다,
사회마다 다양한 범주와 형태를 띨 수 있다.
안병영 외(2008)는 공공부문의 개념화는 다단계적이며, 다차원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교시적이면서 다차원적인 틀
로서 공공부문의 구조와 범위를 정립하였다. 즉, 크게 공적·사적 영역,
철학적 기준, 공익성 기준, 법적 차원, 조직의 특성에 따라 해당 조직을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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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의 민간부문

좁은 의미의 준정부
부문

넓은 의미의 준정부
부문
순수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개인이익의 집합(개인주의 모델), 공동체로서 공동의 이익(유기체 모델)
민법체계

마르크스주의(궁극적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비구별)

발전적 자유주의, 참여적 시민권,
공적 영역으로서 시민사회.
아렌트․하버마스 공적 영역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
공공부문의 복잡화와 확대 ⇒

넓은 의미의
준정부 부문

영리법인

정부부처
지방정부

산하기관(공사,
공단), 공기업

공익단체
민간비영리복지기관,
시민단체, 종교단체
일부 산하기관(위탁,
보조기관)

공익단체,
비영리복지기관,
시민단체, 종교단체, 문화단체

친족단체

정부와 계약기업
(예, 방위산업),
일부 산하기관

페미니즘
(여성의 가사노동)

가족, 가정

순수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가족, 가정

기족, 가정

가족, 가정

가족, 가정

개인이익 및 집합

영리, 시장

좁은 의미의
민간부문

공공기능을 수행하면서
부처조직들과
좁은 의미의
국민의
공공기능을
정부와 계약관계
시장에서
자율성을 누리는 비영리조직
독립된 조직이지만
민간부분
대표기관인
수행하면서 정부의
또는 보조금 지원을 순수하게 기업의
부처들의 정책을
정부로부터 재정적·관리적 사적이익을 받으면서 정부정책을 영리목적으로
의회로부터
보조 또는 일정수준
위한 비영리
수행하기 위해서
으로 완전
통제를 받는 비영리조직 재정지원 일부
수행하는 기업
운영하는 기업
정치적 책임성을
부처와 긴밀하게
조직
받는
조직
독립적인
지는 정부조직(1)
(3)(4)
(8)
(9)
(7)
연계된 공적 조직(2)
(5)
조직(6)

전통적
정부부문

공공법인

공법체계

보호적 자유주의
공리주의-경제주의
좁은 의미의 공공부문

좁은 의미의
공공부문

공공부문의 개념과 범위

자료: 안병영 외(2008: 127)

조직의
예시

조직의
특성

법적 차원

공익성

철학적
기준

공적·사적
영역의
구분

표 2-7

이처럼 어느 사회에서나 정부와 민간기업 중간 영역에 속하는 조직들
은 수많은 형태의 조직 형태를 띤다. 특히, 중간에 위치하는 조직들은 비
정형화된 느슨한 조직 형식을 띠며, 조직 형성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
고, 사회 변화를 추구하고, 조직의 가치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내외 이
해관계자와 관계를 맺는 특성을 보인다.
서구의 NGO는 작은 규모, 유연성, 역동성, 적응성, 지역적, 효율성과
혁신성의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행위 특성은 보충적으로 정부가 행위를
취하게 하는 역량이다. 정부의 역량과 구조는 새로운 환경 변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혁신할 역량과 의지가 취약하다(Sequeria
et al., 2007: 44).
시민사회 비영리단체들은 연대성, 공동체성, 자선, 민주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으로, 공식적 소유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없지만, 회
원에 의해 결성된 자발적 결사체로서 규범적 소유권을 회원에게 둔다. 또
한, 의사결정은 회원들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지향하며, 조직운영의 목표는 조직의 사회적 임무를 실현하는 데 있다.
인적 자원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사회운동가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
며, 물적 자원은 기부나 회비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alamon &
Anheier, 1992; 김수영, 2015: 352에서 재인용).
표 2-8

정부-영리기업-비영리단체의 운영 모델
운영 모델

정부

영리기업

소유권

시민

주주

회원

의사결정

정치인과 행정관료

CEO와 대주주

회원과 운영위원회

조직운영 목표

공공재․서비스 생산 및 판매

수익추구, 개인선택 극대화

조직의 미션에 헌신

인적 자원

공무원

유급직원

자원 활동가, 회원

물적 자원

세금

요금, 수수료

회비, 기부

자료: 김수영(2015: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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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Evers & Laville(2004: 22)은 “복지국가
의 재편으로 민관 파트너십이 증가하면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 사이에
혼종적 특성을 지닌 긴장 지대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한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 중 두 섹터 이상의 특징이 매우 의미 있는 수준으로 혼합된 조
직(Bills, 2010: 3)이자, 두 개 이상의 상이한 제도적 논리를 추구하는 조
직이다(Battilana & Dorado, 2010: 1419; 이상 김수영, 2015: 353에
서 재인용).
혼종조직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중첩 영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존재
양식이 매우 다양하다. Bills(2010)는 대부분의 혼종조직들이 한 섹터에
뿌리를 두고 출발해 다른 섹터를 융합하며 발전한 점을 관찰하고, 조직의
뿌리와 혼종화(hybridization)의 방향을 9개 방향으로 나누었다. 즉, 국
가와 시장 혼종, 국가와 시민사회 혼종, 국가와 시민사회 및 시장 혼종,
시장과 국가 혼종, 시장과 시민사회 혼종, 시장과 시민사회 및 국가 혼종,
시민사회와 국가 혼종, 시민사회와 시장 혼종, 시민사회와 시장 및 국가
혼종으로 구분한다(김수영, 2015: 353-4에서 재인용).
앞서 중국 사회조직 관련 용어 분류를 통하여 중국 ‘사회조직’은 민간
성, 비영리성, 공익성, 자원성과 자율성 등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갖는 것
을 알 수 있다. 陈德权 主编(2016: 6-8)도 중국 사회조직의 특성을 조직
성, 비정부성, 비영리성, 공익성으로 구분한다. 刘志欣 等(2013: 5-6)은
비정부조직의 특성을 비영리성, 비정부성, 자율성으로 설명한다. 杨丽 等
이 제기하듯, 일반적으로 사회조직은 비정부성, 비영리성, 자발성, 자율
성, 공익성을 기본 특징으로 한다. 사회조직은 정부와 대중이 소통하는
중요한 교량으로 기층의 민주를 강화하고, 시민정신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으며, 대중의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동시에 사회조직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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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공익성 등의 특성은 모순을 해결함에 있어서 특수한 장점을 지니며,
사회의 이익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杨丽 等, 2015: 79).
李永忠은 ‘사회주의 시민사회’에서 ‘중국 사회조직’으로의 용어 사용이

변화된 것을 통해 중국 사회조직의 특징을 제시한다. ⅰ) 공유제와 사유
제 경제 주체가 서로 도움을 주며 사회조직에 함께 참여한다. 다양한 소
유제와 함께 경제제도가 함께 존재하면서, 사회조직의 구성원은 공유제
경제 주체뿐만 아니라 사유제 경제 주체도 모두 함께 참여한다. ⅱ) 사회
조직은 정치개혁을 촉진시키는 사회 주체 중 하나이다. ⅲ) 중국의 사회
변화와 사회조직의 발전 능력 및 방향은 모두 연관되어 있다. ⅳ) 중국 사
회조직의 발전 과정은 사회의 모든 영역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李永忠,
2012: 78).

제3절 중국 사회조직의 분류와 기능
사회조직에 관한 용어는 중국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듯이, 사회조
직에 대한 유형도 기관이나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여
기서는 우선 국제적인 분류를 통해 개략적인 범위를 이해하고 나서 중국
사회조직을 분류한다.

1. 사회조직 관련 국제적인 분류 방법
사회조직에 대한 분류는 국가마다, 학자들의 견해마다 다양하게 제시된
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화된 분류를 하기는 쉽
지 않다. 우선, 서구에서 논의되는 사회조직의 분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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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국제 사회조직 분류
who

분류 내용

- The U.N.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ISIC)은 미국의 표준산
업분류체계에 기초하여 1948년부터 국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함. 이는 세계 각국이 수집한 경
제데이터에 통일된 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 2002년 ISIC 분류체계는 ‘주요 경제 활동’ 상황에 기초하여 모든 조직을 17가지 큰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62가지 작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작은 유형은 또 몇 가지 기본 항목으로 분류함
- 그중에서 사회조직은 세 가지 큰 유형과 11가지 소분류에 포함됨. ① 교육-초등교육, 중등교육,
UN국제표준산업분류
고등교육 및 기타, ② 의료와 사회사업: 보건의료, 수의, 사회사업, ③ 기타 지역구, 사회, 개인서
체계
비스: 환경위생, 회원제 조직(상회와 협회, 노조, 기타 회원조직 등), 여가 활동, 운동, 오락 활동,
④ 기타 서비스 활동: 회원제 조직 활동, 컴퓨터, 개인 물품과 가정 물건의 수리 활동, 기타 개인서
비스 활동 등이 포함됨
- ISIC체계는 경제 활동의 관점에서 사회조직을 정의하고, 수익의 절반 이상이 수금이나 혹은 정
부 지원으로부터 오는 조직을 배제함. 따라서 이 체계가 포함하고 있는 사회조직의 범위는 비교
적 좁음
- 미국의 면세단체 분류체계(National Taxonomy of Exempt Entities, NTEE)는 미국연방세무
국이 조직이 신고한 자료에 근거하여 면세자격을 부여할 때 적용하는 분류체계임
- 면세단체분류체계는 미국의 자선통계센터(National Centre for Charitable Statics)가 미국
국내 세수법전에 근거하여 1980년대에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설계함
- 최신 버전은 면세단체분류체계-핵심법전(National Taxonomy of Exempt Entities-Core
Codes, NTEE-CC)임. 이 분류방식은 활동 성격에 근거하여 사회조직을 분류함
- 현재 이 체계는 사회조직을 10가지 큰 유형으로 분류하여 400가지 사회조직을 포함하고 있음.
미국의 면세단체 분류
① 예술, 문화와 인문, ② 교육, ③ 환경과 동물, ④ 의료, 보건의료, 정신질병과 위험, 질별, 불균형
체계
과 의학학과, 의학연구, ⑤ 사람 서비스- 범죄와 법률, 취업, 식품, 농업과 영양, 주택과 수용,
공공안전과 재난구제, ⑥ 국내외 사무, ⑦ 공공과 사회공익: 시민권, 사회 활동과 지도, 지역사회
건설, 자선사업과 재단, 과학기술, 사회과학, 사회공익, ⑧ 종교, ⑨ 상호 이익을 위한 회원제
조직, ⑩ 기타 조직
- 이 체계는 미국세수법전에 근거하여 자세히 설계되고 집행성이 강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적용하
기는 어려움이 있음
- 이상의 두 가지 분류체계는 모두 산업 활동을 위해 설계한 것으로 모두 경제 활동 데이터를 기준
으로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회조직만을 위하여 설계된 것이 아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사회조직 국제
분류

- 존스 홉킨스 대학의 사회조직 국제분류(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ICNPO)는 국제 표준산업 분류체계와 미국의 면세단체 분류체계의 방법과 사회
조직의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함
- ① 문화와 여가: 문화와 예술, 여가, 서비스 유형의 클럽, ② 교육과 연구: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기타 교육, 연구, ③ 의료위생: 병원과 재활, 요양원, 정신건강과 위험 개입, 기타 의료
서비스, ④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긴급 상황과 구조, 사회구제, ⑤ 환경: 환경보호, 동물보호,
⑥ 발전과 주택: 경제, 사회와 지역사회 발전, 주택, 취업과 훈련, ⑦ 법률, 선도와 정치: 시민과
여론 조직, 법률과 법률서비스, 정치조직, ⑧ 자선중개와 자발적 참여 조직, ⑨ 국제 활동, ⑩
종교집회와 협회, ⑪ 상회, 전문협회와 노조, ⑫ 기타
- ICNPO의 분류체계는 각국의 사회조직의 실제 상황에 맞고, 국제표준산업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연구자들이 유엔에서 공개한 각국의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포괄 범위가 넓고, 분류
가 간단하여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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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계속
who

분류 내용

Franklin 분류

- 사회조직은 비정부, 비영리의 독립적인 분야로 자선 활동과 공공서비스 제공 등 특성을 갖고
있음(Franklin, 1984: 10)
- 사회조직은 정부권력이 없기 때문에 ‘사적인’ 조직으로 볼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
로 공익을 반영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으로 볼 수도 있음
- 이런 특성에 따라 우선 모든 조직을 정부조직과 비정부조직으로 분류하고, 다음 비정부조직을
이익 지향적인지에 따라 영리성 상업조직과 사회조직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사회조직은 또 자선조직과 공공서비스 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음

Hansmann
분류

- Hansmann은 자금모금 방식과 조직통제 방식에 따라 비영리조직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Hansmann, 1980: 835-901)
- ① 자금모금 방식에 따라 비영리조직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ⅰ) 기부형 비영리조직으로
조직의 수익은 기부자로부터 옴(예: 적십자 등 조직), ⅱ) 상업형 비영리조직으로 조직의 수익이
비영리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옴(예: 대다수의 사립학교와 병원 등)
- ② 조직의 통제 방식에 근거하여 비영리조직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ⅰ) 상호 협력형 비영리
조직으로 통제는 협찬한 사람이 함(예: 향촌 클럽), ⅱ) 창업형 비영리조직으로 이사회가 통제함
(예: 병원과 상품거래소 등)
- 이 두 가지 유형 분류 방식으로 교차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즉, ① 기부협력형(예:
정치단체), ② 기부창업형(예: 예술박물관), ③ 상업협력형(예: 농촌 클럽), ④ 상업창업형(예:
병원)

주: 陈德权 主编(2016: 8-12)을 근거(영문자료 포함)로 작성함

정부와 민간부문 중간에 있는 조직의 범주는 매우 다양하다. Kosar
(2011)는 준정부조직을 준공식기관(quasi official agencies), 정부 후원
받는 기업, 연방기금 연구개발기관, 정부기관과 관련된 비영리조직, 벤처
자본기금, 의회가 인준한 비영리조직, 비정형적 대행기관(instrumentalities
of indeterminate character)로 구분한다.
한편, 김준기(2006)는 비영리조직과 유사한 개념들로 (법률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시민운
동단체, 관변단체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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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사회조직의 분류
중국에서도 사회조직 및 관련 유사 용어들이 다양하듯이, 사회조직도
학자나 기관마다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중국 사회조직은 크게 실증적 관점과 규범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陈德权 主编, 2016: 10-12). 행정의 관점에서 사회조직을 분류하면 주
로 법적 지위, 이익지향과 활동 내용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법적 지위와 이익지향은 사회조직의 세수, 등록, 감독 등 제도와
관련되고, 활동 내용은 관리의 편의성과 관련된다. 학술연구의 관점에서
는 사회조직의 상황, 기능, 지역 등 기준을 참고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
한 것은 조직의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사회조직을 분류하는 것이다(俞可
平, 2006; 陈德权 主编, 2016: 10에서 재인용).

표 2-10

중국 사회조직 분류

관점

구분

법적 지위

유형

법인단체

유형 및 관련 조직
-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가짐
비법인단체에 비해 권리와 책임이 더 큼
법인단체에 대한 심사, 등록, 감독은 더 엄격해야 함
정부의 재정과 세수 방면의 지원도 더 많음

비법인단체

실
증
적

활동 취지

공익단체

- 취지는 사회의 공익을 증진하는 것임
- 공익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더 많아야 함

비공익단체

분
류

관리 필요성

군중단체

- 중국의 정치적 특성에 따라 중국 공산당의 직접 영도를 받는 군중조직으로 공
회, 청년단, 부녀회(婦聯會), 작가협회, 과학기술협회, 문화예술계연합회, 장
애인연합회 등

업종단체

- 다양한 업종의 조직들로 일정한 관리기능을 가진 과도기의 업종관리와 자유주
의적 조직으로 중국경공업총회나 소비자협회 등이 포함됨

지역사회단체

- 지역사회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들의 단체

사회단체

- 이상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민간조직

공익재단

- 사회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다양한 기금조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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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계속

관점

구분

중국 정부
관리

조직의
본질적 특성

규
범
적

유형

유형 및 관련 조직

사회단체

- 중국 인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회원들의 공동의 염원을 실현하며 관련 규정
에 따라 활동하는 비영리 사회조직

민영비기업단체

-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와 기타 사회역량, 인민 개인이 비국유자산으로 설립
하고, 비영리 사회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직

각종 공익재단

-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기증한 재산을 활용하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

외국재단
대표기구

- 중국의 「기금회관리조례」는 재단의 설립 주체에 대하여 국내외 제한을 두지
않음
- 이 조례에 의하면 외국인은 중국에서 기부하여 재단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의
재단도 중국에서 대표기구를 설립할 수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얻은 외국 재단은 매우 적음

업종조직

- 동종 업계의 전문성을 갖춘 협회와 업종 관리조직

자선단체

- 사회구제와 빈곤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함(예: 적십자회, 자선총회, 장애인연
합회, 중국송경령기금회 등)

학술단체

- 학자들의 조직으로 중국물리학회, 중국화학학회, 중국정치학회, 중국무신론
연구회 등

정치단체

- 인민의 정치 권리를 보호하는 시민조직으로 공회, 청년단, 부녀회, 촌민위원
회, 주민위원회 등

지역사회조직

- 지역사회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지역사회 복지센터, 노인
협회, 법률지원센터, 치안위원회 등

사회서비스조직

- 사회복지서비스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로 환경보호와 문화, 교
육, 체육, 위생 등 영역의 공익조직들이 포함

상호 협력 조직

- 인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예: 도시
와 농촌의 협력조직, 구조센터, 농촌의 다양한 농작물연구회, 농민합작사 등)

동호회

- 비슷한 경력,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형성한 조직으로 동창회, 클럽, 연극동아리 등

분
류

자문조직

국가
행정학원
공공관리학
과 분류

- 비영리성 자문조직과 민영비기업 단체들

사회조직 특성

- 시민단체, 등록하지 않은 단체, 국유사업단위, 특히 재정을 여전히 국가예산으
로 해결하고 인사도 국가의 편제에 포함되는 조직은 사회조직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않음
- 촌민위원, 주민위원회, 정부와 관계가 있고 정부의 업무를 집행하는 단체는
실제로 국가의 관리체계에 포함된 기층조직이기 때문에 사회조직에 속하지
않음

미등록 조직

- 미등록 조직은 관리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회조직에 포함
되지 않음

합리적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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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분류에 따라 분리해야 함
사회조직의 하위 조직은 상호 협력조직과 공익조직 두 가지로 분류됨
그중에서 협력조직은 경제성 협력조직과 사회성 협력조직이 있음
공익조직은 회원제 공익조직과 비회원제 공익조직

표 2-10

계속

관점

구분

유형

유형 및 관련 조직
회원제
조직

칭화대학
NGO 연구소
왕밍 등

공익
성격
여부

조직구성과
운영방식
비회원제
조직

전환기에 진정한
사회조직이 아닌 것

조직
활동
유형

공익
조직

- 민정부에 등록했는지에 따라 등록하지 않는 공
익사회단체와 일반 공익사회단체로 구분

상호협 - 경제사회 관계 성격에 따라 상호협력 사회단체
력조직
와 업종협회 등 경제 단체로 분류
재단

- 운영자금 성격과 유형
에 따른 분류

실체형 - 자금의 출처와 관리
조직
방식에 따른 분류

자선모금협회,
모금재단
비모금재단
민영비기업단체
사업단위

- 국유사업단위, 시민단체, 다수의 미등록 단체들은 진정
한 의미의 사회조직으로 보기 어렵고, 점차 국가체계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조직으로 전환하고 있음

주: 陈德权 主编(2016: 10-12)을 근거로 작성함

중국의 사회조직도 관점, 구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음
을 파악할 수 있다.

3. 중국 사회조직의 기능
1) 사회조직의 기능
사회조직의 기능은 국가마다, 조직의 가치와 목적마다, 영역마다, 조
직구성원마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조직은 자체의 기능뿐
만 아니라 정부나 민간기업, 사회구성원에게도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가령,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보완 기능, 정책제언 기능, 공동생산 기
능, 견제 기능, 소통과 참여의 기능 등을 맡는다.
준정부조직은 정부조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부문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 영역에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혼합조직체(hybri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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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한다. 이러한 준정부조직은 공공재생산, 정책형성 기능(thinktank), 민간기업 지원,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의 추구 등과 같은 다양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Decon & Monk, 2001; 김준기, 2003: 10에서
재인용). 그러나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준정부조직은 예산권, 인사권 등
을 통해 정부에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정부에 종속적인 측면이 많다
(김준기, 2003: 10).
기능은 조직의 형성과 성장 및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작동할 것이다.
중국 사회조직의 기능을 陈德权은 두 가지로 언급한다. 첫째, 사회조직의
기본 기능은 다방면의 다층구조를 갖고 있다. 기능은 사회조직이 활동하
는 기본 방향과 주요 방향으로 사회조직이 자체적인 방식으로 사회에서
의 기본 임무를 완성한다. 따라서 사회조직의 기능은 실체적인 행위로 나
타나며, 명확한 대상이 있고, 기능을 이해한 이후에는 상응한 결과가 나
타난다. 둘째, 사회조직의 기능을 분석할 때 사회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
지’에 관심을 갖는 동시에 사회조직을 전체적으로 ‘누가 운영을 하는가’
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陈德权 主编, 2016: 13).
서구 사회이든 한국이든 중간조직은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를 지원하거나 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공동의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민간기업들과 공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해서 다
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중간조직은 soft power23)
영역에서 유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3) 설득의 수단으로써 힘이나 돈으로 강요를 하는 강성권력(hard power)과는 달리 연성권력(soft power)은
호소와 협조를 이끌 능력으로 묘사된다. 연성권력은 주로 호소와 친화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선호를 형성
할 능력이다. 연성권력은 비강요적 속성인 문화, 정치적 가치, 외교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Soft_power (검색일, 20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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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중국의 사회조직, 역시 당이나 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soft
power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여 정부의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
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민에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구의 비정부조직과 비교하여 중국 지역사회 비정부조직은 사회서비
스 제공, 빈민구제, 사회참여 등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중국만의
특색은, 가령 지역사회(社区) 행정관리에서 나타난다. 지역사회 비정부조
직은 지역사회 공공행정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를 다양화시키고,
주민참여와 플랫폼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총합하며, 지역사회
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다(田玉荣·杨荣, 2008: 83-84). 지역사회는 사회
의 기본 단원이며, 지역사회 거버넌스(社区治理)는 사회 거버넌스의 기초
이며 중심이다. 지역사회는 국가와 사회의 소통을 강화시키며, 각종 사회
모순을 완화하고, 이해상충적인 이익집단의 기능과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다(高红, 2016: 1-2).
谭玉龙·吴湘玲이 언급하듯, 정부의 기능개혁을 심화함으로써 정부와

사회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사회 간 관계를 철저히 분리할 필
요가 있다. 정부의 기능을 규범화하여 경제조정, 시장규제, 사회관리, 공
공서비스 네 가지 유형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 개인과 사
회의 힘으로 충분히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시장경쟁 기제로 조절할
수 있다. 사회조직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정부
외의 역량으로 해결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행정수단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조직은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첫 번째 선택사항이 되어
야 하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거나 보충
이어서는 안 된다(谭玉龙·吴湘玲, 2016: 92).
사회조직의 기능은 사회조직이 경제와 사회정치 관계를 조절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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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권리와 활동이다. 陈德权은 중국 사회조직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구
분하고 있다.

표 2-11

중국 사회조직의 기능

기능 유형

기능

사회조직과 정부의
관계 조절

- 사회조직은 출현부터 자율과 정부의 통제 사이에서 오가면서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가 사회조직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임

사회조직과 시장의
관계 조절

- 조직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조직은 흔히 시장화 방식으로 다양한 자원을 모을 수 있지만,
경제수익을 추구하는 시장화 행위는 흔히 사회조직의 공익 목적을 훼손함
- 사회조직은 대중의 신뢰를 지키는 전제 하에서 사회책임을 지고 적당한 수익을 내면서 신뢰와 이윤
의 균형을 맞춰야 함
- 사교, 존재, 창업은 사회조직이 시장경제에서 생존을 위한 가치임. 이는 사회조직이 앞으로의 발전
에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함. ⅰ) 실물경제 주체로서의 사회적 기업, ⅱ) 공동체 상품을 제공하는 사회
조직, ⅲ) 자존감, 존중, 개인의 가치를 해결하는 공익조직임

사회조직 간의
관계 조절

- 정부와 기업 외에 기타 사회조직 간의 관계를 처리하는 것도 사회조직의 중요한 기능임. 사회조직
간에 인력, 재력, 권력과 제도 구축에서 여전히 큰 차이가 있음
- 사회조직의 숫자가 급증하지만 사회의 공익자원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느리면서 사회조직 간의
불평등 상태가 더 심해질 것임

개인의 수요와
공공수요 간의
관계 조절

- 사회조직은 사적인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공공의 목표를 실현
- 이를 통해 개인이 자선 활동에 종사하려는 욕구를 만족시키고 공공의 수요도 만족시키며, 공공성
과 개인 간의 관계를 처리함

사회조직의 내부
기관들 간의
관계 조절

- 이는 주로 사회조직의 관리문제임

주: 陈德权 主编(2016: 13-14)을 근거로 작성함

한편, 唐兴霖은 사회중개조직(사회조직)의 기능을 정부 관점에서, 시민
관점에서, 그리고 시장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唐兴霖, 2013: 222-7).

표 2-12

관점별 사회조직의 기능

관점

정부

기능
-

정부개혁의 필요조건
미시적인 사회서비스와 관리기능 담당
공공재의 공급 효율성 제고
사회의 다양한 수요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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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계속

관점

기능

시민

-

인민들이 공공관리에 참여하는 경로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계 고리
권력의 제약과 균형을 실현
사회문명을 제창
취업 기회 제공

시장

- 정보의 흐름과 조정
- 시장에서의 정보 서비스
- 시장의 공정한 감독

주: 唐兴霖(2013: 222-7)을 근거로 작성함

정부, 인민, 사회중개조직 각각의 입장에서 사회중개조직의 기능에 관
한 인식조사24)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唐兴霖, 2013: 230-2). 첫
째, 일반시민, 사회중개조직과 공무원들은 모두 사회중개조직의 서비스
기능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중국의 사회
중개조직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비록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
었지만, 여전히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세 집단 모두 사회중개조직
의 미시적인 자기관리 기능에 대한 생각이 비슷하다. 다만, 공무원들은

24) 唐兴霖 연구팀은 사회중개조직과 사회 활동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중국의 지역별 경제발전 수준이 불균
형한 점을 감안하여 층화추출방법을 선택하였다. 먼저 전형적인 지역을 선택한 후에 무작위추출로 최종 연
구대상을 선발하였다. 경제 수준, 구조, 사회중개조직과의 밀접한 정도에 따라 전국을 환보하이지역, 장강
삼각주, 주강삼각주 경제구역과 중부도시군, 서부대개발지역과 동북중공업기지 등 6개 지역으로 나눴다. 6
개 지역의 특징은 지역 내부의 동질성을 갖고 있고 외부로는 선명한 조직적·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층화추출에서 각 집단 내부의 동질성과 집단 간 이질성 특성에 부합된다. 각 지역의 사회중개조직과 관련 상
황을 분석한 기초에서 조사대상의 규모, 활동 범위, 조직 배경, 서비스 대상과 소속 지역 등을 분석하여 조사
대상 명단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조사대상을 확정하는데 업계내부 인사, 학
자들이 최종 조사대상을 결정하여 조사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비와 시간의 제한으
로 인하여 상하이, 광저우와 청두 세 지역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이 세 지역에서 각각 비사회중개조직과
정부 공무원들에게 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68부, 69부, 72부를 회수하였다. 사회중개조직 구성원들
에게는 각 지역마다 40부씩 배포하여 각각 38부, 37부, 37부를 회수하였고, 정부 공무원들에게는 30부씩
배포하여 각각 30부씩 회수하였다(唐兴霖, 2013: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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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중개조직의 관리 기능에 대한 기대가 비교적 적은데 이는 권한 이양
이 공무원들의 이익과 관계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사회중개조직이 자기관리 능력이 약하여 정부가 권한을 이양할 경우, 사
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 집단의 사회
중개조직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점은 차이가 컸다. 일반시민들,
사회중개조직, 공무원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기대가 점
차 줄어들었는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중개조직의 기능에 대한 인
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사회조직의 역할
정부실패와 시장실패가 있는 곳에 사회조직의 일정한 역할이 큰 의미
를 지닐 수 있다. 현대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모든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도 없으며, 모든 난제나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정부가 수행하
는 기능과 역할에는 빈 공간이 있으며,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민간부문도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어긋나는, 즉 이윤창출이 어려운 경
우에 민간기업이 경제행위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나 민간기업의 경제행위가 어려운 부분에서 시민사회
조직의 역할이 요구된다. 중국 역시 비록 ‘강한 국가 약한 사회’의 틀에서
사회조직의 활동 공간이 서구처럼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이러한 공간이나 수요가 커지고 있다. 빈곤퇴치, 환경보
호, 재난구호, 지역사회 활동, 자선구제 등의 영역에서 사회조직의 역할
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李景鹏은 “사회중개조직과 다양한 사회단체는 모두 중국의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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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이런 사회중개조직은 시민사회와 국가 간 관계
의 형성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李景鹏, 2006:
44). 李景鹏의 설명을 정리하면, 사회중개조직을 통해서 ⅰ) 사람들 간의
연결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고, ⅱ)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
부를 향해 자신의 이익을 표현할 수 있고, ⅲ) 사회구성원 간의 모순과 충
돌을 조절하고, 서로 신뢰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ⅳ) 사회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민들의 사회책임을 강화할
수 있고, ⅴ) 사람들의 지식과 자질을 제고하여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
경을 마련할 수 있고, ⅵ) 사회중개조직을 통해 인민들의 정치참여 인식
과 민주적 관리능력을 키울 수 있다(唐兴霖, 2013: 216-219에서 재인용).
사회조직은 정치, 경제, 문화와 사회 등 각기 다른 영역에서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16차 3중 전회 이후, 당과 정부는 사회조직의 중요
한 역할을 인정했다. 사회조직의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반영, 규범행위
등 그들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인민과 사회조
직이 사회관리의 새로운 형국에서 주도적으로 참여 또는 협동할 것을 요
구하였다. ‘12.5’계획은 사회조직의 건설이 사회관리체제에 관한 기제에
서 핵심 내용임을 강조하였다. 사회관리와 서비스 등에 대한 참여와 당과
정부가 조화로운 사회를 함께 만드는 일은 사회조직의 중요한 직책으로
떠올랐다(何增科, 2013: 113-4).
‘기능’과 마찬가지로 ‘역할’ 혹은 ‘영향’도 사회조직의 중요한 구성부분
이다. ‘역할’은 조직 유형의 관점에서 사회조직을 바라본다. 이는 사회조
직을 선도형과 서비스형으로 구분한다. ‘역할’의 관점에서 사회조직의 기
능, 직책, 조직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 Kramer(1981: 8)는 사회조직을
다섯 가지 역할을 분류하였다(陈德权 主编, 2016: 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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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사회조직의 역할

역할

내용

선구자

- 사회조직은 사회의 수요에 민감하며 조직의 다양성과 유연성으로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제때에 정부
에 전달함

개혁과 창도자

- 사회조직은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개입할 수 있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여론을 활용하
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며, 정부개혁을 모색할 수 있음

가격 수호자

- 사회조직은 선도하고 참여하며 개혁하는 정신으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자발적으로 소수의 취약
계층을 보살피며, 수요에 맞는 가격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자

- 사회조직은 보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정부가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서비스지만 대중
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사회교육자

- 사회조직은 간행물 발간, 활동 조직, 미디어 등 홍보 수단을 통해 특정 집단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달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대중과 정책결정자들의 사회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바꾸
며, 정규교육과정에서 배우지 못한 지식을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

주: Kramer(1981: 8); 陈德权 主编(2016: 14)을 근거로 작성함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을 파악
할 수 있다. 唐兴霖은 정부, 일반시민, 사회중개조직 각각의 입장에서 사
회중개조직의 역할을 평가하여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회중개조직의 지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唐兴霖, 2013: 227-8).

그림 2-2

중국 사회조직(중개조직)의 역할 인식(일반시민)

25.0%
24.6%
20.6%

정책에 영향을 주는 기능

63.9%
68.1%
67.6%

관리 기능
9.7%
5.8%
8.8%

서비스 기능

1.4%
1.5%
3.0%

기타
0%

20%
청두

주: 唐兴霖(2013: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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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광저우

60%
상해

80%

100%

그림 2-3

중국 사회조직(중개조직)의 역할 인식(사회중개조직)
0.0%
0.0%
0.0%

정책에 영향을 주는 기능

60.0%

관리 기능
서비스 기능

6.7%

기타

6.6%

0%

80.0%
76.7%

26.7%
16.7%
13.3%
13.3%

20%

40%

청두

광저우

60%

80%

100%

상해

주: 唐兴霖(2013: 231)

그림 2-4

중국 사회조직(중개조직)의 역할 인식(공무원)
25.0%
24.6%
20.6%

정책에 영향을 주는 기능

63.9%
68.1%
67.6%

관리 기능
9.7%
5.8%
8.8%

서비스 기능

1.4%
1.5%
3.0%

기타
0%

20%
청두

40%
광저우

60%

80%

100%

상해

주: 唐兴霖(2013: 231)

唐兴霖의 연구를 정리하면, “정부 전환기에 사회중개조직의 역할은 무

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부와 일반시민들은 “국가와 사회 사이에
위치하고 사회에 뿌리를 박고 정부와 마찬가지로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정부의 리더 신분을 인정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며 함께 책임을 진다.”
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회중개조직의 구성원들은 “국가와 사회 사이에서
정부 이외에 사회의 권력 중심이다.”라는 항목을 선택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상하이, 광저우, 청두 세 지역에서 일반시민들이 “국가와 사회 사이
에 위치하고 사회에 뿌리를 박고 정부와 마찬가지로 거버넌스의 일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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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부의 리더 신분을 인정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며 함께 책임을 진
다.”를 선택한 사람은 67.6%, 68.1%, 63.9%였고, “국가와 사회 사이에
서 정부 이외에 사회의 권력 중심이다.”를 선택한 사람은 42.1%, 48.6%,
59.5%였다. 세 지역의 공무원들은 “국가와 사회 사이에 위치하고 사회에
뿌리를 박고 정부와 마찬가지로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정부의 리더 신분
을 인정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며 함께 책임을 진다.”고 응답한 사람이
76.7%, 80.0%, 60.0%를 차지하였다.
唐兴霖의 연구를 통해서, 사회중개조직들이 생각하는 역할이 일반시

민과 정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사회중개조직의 역할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중개조직은 자신들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더 강조하
였다. 청두를 제외하고 사회중개조직의 응답자들은 이 문제의 네 가지 선
택 항목 모두 50%를 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련될 수 있다. 비록, 세 지역이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이 모두 달
랐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보여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唐兴霖, 2013: 232).

3) 사회조직의 영향
우리나라에서 사회조직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특히, 환경, 여성, 핵시
설, 노동 등의 분야에서는 정책집행의 모니터링이나 감시 수준을 넘어서
정책결정 과정에도 참여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이와 달리 여
전히 당과 정부에 종속적인 관계로 정치적인 영향력은 미약하다.
뒤에서 분석하겠지만, 중국 사회조직의 숫자와 활동 영역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조직이 제공하는 역할과 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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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뒷받침할 정도로는
성숙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朱琬宁(2009)이 지적하듯, 주민들도 사회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사회조직이 사회 활동에서의 권위 확보에도 영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문제에 부딪힐 때 주로 정부의 도움을 받고, 각종 사회조직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조직들도 도움을 제공할
지 혹은 어떻게 도움을 제공할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다(杨丽 等,
2015: 80에서 재인용). 이러한 현실로 인해 중국 인민들은 사회조직에
대한 인식과 신뢰 수준이 여전히 낮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중국 사회조직의 ‘영향’은 주로 사회조직이 기능을 이행한 후의 결과
를 강조한다. 사회조직의 영향은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면에서 나
타난다(王名, 2006; 陈德权 主编, 2016: 14-5에서 재인용).

표 2-14

중국 사회조직의 영향
영향

내용

사회자원 동원

- 사회조직은 모금한 자원과 자발적인 봉사 활동을 조직하여 자체 조직의 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기초를 얻음

공익서비스를 제공

- 사회조직은 다양한 사회자원을 동원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대처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공적인 공간을 확장하여 공익을 수호하고 증진함

사회 조절과 거버넌스

- 사회조직은 민심을 전달하고,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고 민생을 지키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사람과 자연 간의 상호이해, 대화, 상호작용 하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함

정책의 홍보와 영향

- 사회조직은 관련 입법과 정책의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공익 사업의 발전을
추진
- 사회조직은 특정 집단, 특히 취약계층을 대변하여 그들의 이익을 요구하고 정책에 영향을 주
며, 미디어와 사회여론을 통해 관련 입법과 정책이 집행 과정과 효과에 관심을 갖고 정책의
결과가 공익을 위하고 보편적인 혜택을 가져오도록 노력함

주: 陈德权 主编(2016: 14-5)을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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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을 통해서 보듯, 중국 사회조직의 영향력은 주로 사회자원
동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조절과 거버넌스, 정책의 홍보와 영향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조직 본연의 분야에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高宁·刘佳이 언급하듯, 사회조직 리더와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가 제고

된다면, 사회동원과 사회참여를 촉진시킬 것이다. 사회조직의 거버넌스
기능은 사회조직의 내부 거버넌스 능력과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시킴으로
써 제도설계 및 제도 실행을 뒷받침해주고, 사회조직의 거버넌스 기능을
규범화 및 과학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高宁·刘佳, 201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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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국 사회조직의 실태 분석
1. 중국 사회조직의 형성 및 발전 과정
역사적으로 보면, 광의의 사회조직은 국가, 시장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회조직의 발전 과정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협의의 사회조직은 21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비약
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사회조직이 현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점
차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조직은 개념적으로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을 살
펴봄으로써 그 발전 맥락과 유래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사회에
서, 결사(结社) 활동, 각종 상호 도움 활동 및 자선과 관련한 조직은 유구
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王名(2008)은 사회주의 중국 이전 근대 중국 사회조직 관련 조직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표 3-1

근대 중국 사회조직의 유형

유형

내용

업종협회
(行业协会)

- ‘회관’(会馆), ‘업종협회’(行会) 등의 조직이 여기에 포함됨. 이는 전통적 수공업자 및 초기 공상업계
종사자 등이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업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조직임
- 그중 일부는 전통적인 상회, 업종협회의 후신이었고, 나머지는 민족 공상업의 부흥에 따라 더불어
발전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임

상호도움 조직 및
자선조직

- ‘상호도움모임’(互助会), ‘합작사’(合作社), ‘협회’(协会), ‘자선당’(慈善堂), ‘육아당’(育儿堂) 등
이 여기에 포함됨
- 그중 일부는 중국의 전통적인 상호도움조직 및 자선조직의 후신이고, 나머지는 외국의 선교사에
의해 조직된 것이 대부분임

학술조직

- ‘소학회’(少学会), ‘연구회’(硏究会), ‘학사’(学社), ‘협회’(协会) 등이 여기에 포함됨
- 그중 일부는 청나라 말엽 양무운동 시기의 사상계몽 및 서양학문 유입의 산물이었고, 나머지는
1920년~30년 사이에 5·4운동과 신문화운동으로 인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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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유형

내용

정치조직

- 학연(学联), 노동 조직(工会), 여성 연합(妇联), 중국 사회주의청년단25) 등 혁명 사회단체, ‘삼청단’
(叁靑团) 등 사회단체 및 중일전쟁 시기에 생겨난 각종 전쟁지역 봉사조직, 구국회 등이 여기에 포함
- 이 부류의 조직은 강한 정치적 색채를 띰

예술조직

- 각종 극단, 극사(剧社), 문화공예단, 기우회, 화우회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주로 문화계, 예술계 인사
에 의해 창설

‘회당’ 혹은
비밀결사

- 중국 근대사에서 신비로운 베일에 싸여있던 ‘회당’ 혹은 비밀결사로서 가로회(哥老会), 홍방(洪帮),
청방(靑帮) 등이 여기에 포함됨
- 이들은 대체로 반정부 성향을 띠었고, 그중 일부는 혁명 당원에게 이용되기도 함

주: 王名(2008); 桥东平·高克祥(2015: 15-16)을 근거로 작성함

한편, 许芸은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과정을 네 기간으로 구분한다. 즉,
ⅰ) 정치국가와 민간 ‘사회’의 ‘수용-의존’ 관계의 특징을 갖는 전통 중국
시기(1912년 이전), ⅱ) 국가정치 역량 및 비국가정치 역량의 민간 ‘사회’
에 대한 통제 및 쟁탈의 특징을 갖는 중화민국 시기(1912~1949년), ⅲ)
국가 및 사회가 고도로 동일성을 지니는 신중국 계획경제 시기(1949~
1978년), ⅳ) 사회조직의 합법성 회복, 통제 등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하는
개혁개방 이후(1978~현재) 시기로 구분한다(许芸, 2016: 33-55).
张清·武艳은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을 크게 시작단계, 조정단계, 전면

발전단계로 구분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사회조직의 발전과
입법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잠시 중지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다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시작단계는 1950년 정무원26)이 사회단체등록임
25) 1922년 5월, 첫 대표대회가 광저우에서 개최되었으며, 정식으로 중국 사회주의청년단이 설립되었다. 1949년
4월 18일 중국 신민주주의청년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1957년 5월 중국 공산주의청년단으로 이름을 바
꾸었다(桥东平·高克祥, 2015: 16).
26) 政務院은 1949년 10월 1일 수립된 신중국의 중앙인민정부를 의미하며, 1954년 9월 15일부터는 國務院으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49년 10월 21일 政務院을 구성하는 부(部)의 하나로 설치된 內務部(사회행정사무
담당)는 문화대혁명 때인 1969년 폐지되어 재정부, 공안부, 국가통계위 등으로 분산되었다. 폐지되었던 內
務部는 1978년 民政部로 부활되었고, 민정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오늘에 이른다.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item/%E6%B0%91%E6% 94%BF/5329517?fr=aladdin (검색일, 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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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법을 발표한 이후에서 개혁개방 전까지다. 조정단계는 개혁개방 이
후 1996년 사회단체와 민영비기업단위에 대한 관리사업 강화를 위한 통
지를 통해 이중관리를 더욱 강화한 시기다. 전면발전단계는 1996년 이후
민정부가 사회조직의 육성과 발전을 책임지는 동시에 감독과 관리를 강
화하는 관리방식을 취한 이후 현재까지로 구분하고 있다(张清·武艳,
2015: 25-8).
陈德权은 비록, 중국에서 사회조직의 출현과 발전은 고대로 거슬러 갈

수 있지만, 재단, 민영비기업단체, 사회단체 등의 형태는 1949년 이후부
터 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을 세 단계로 구분하
고 있다(陈德权 主编, 2016: 17-18). 陈德权은 단순히 연대순으로 1949
〜1979년, 1980~2011년, 2012년~현재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연대순
에 사회조직 특성을 부가하여 구분한다면, 여기서는 사회조직 형성과 쇠
퇴기(1949〜1979년), 사회조직 성장기(1980~2011년), 사회조직 발전기
(2012년~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49년부터 1979년까지로 사회조직이 형성과 쇠퇴로
점철된 시기라 할 수 있다. 俞可平 等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초
기에 사회단체는 중국의 사회조직의 유일한 대표였다. 이 시기에 이들 단
체는 합법적인 조직은 아니었고 ‘민간사회’, ‘시민사회’, ‘공민사회’ 등의
명칭으로 1949년 이후 한동안은 매우 민감한 용어들이었다(俞可平 等,
2002: 204-5; 陈德权 主编, 2016: 17에서 재인용). 谢海定에 의하면,
1950년, 「사회단체등기임시방법」과 「사회단체등기임시방법시행규칙」이
발표된 후 정부는 사회단체를 한차례 정돈하고 ‘봉건조직’과 ‘반동조직’
을 청산하고, 일부 사회단체를 정당조직으로 전환하였다. 예를 들어, 중
국민주동맹, 9.3학사 등과 같은 조직들이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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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조직의 규모는 비교적 큰 발전을 가져왔다. 1965년까지 전국적인
사회단체는 100여 개에 달하고, 지방 사회단체는 6,000여 개에 달하였
다(谢海定, 2004; 陈德权 主编, 2016: 17에서 재인용).
이 시기에 정치운동은 사회조직의 발전에 대하여 심각한 영향을 미쳤
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전국에서 다양한 사회조직은 마비상태에 빠
졌고, 사회조직의 발전이 정체되었다(陈德权 主编, 2016: 17).
둘째 시기는 1980~2011년인데, 사회조직의 성장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사회조직은 비교적 빠르게 양적 증가를 하였다. 개혁개방이 가져
온 활력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등록제도와 감독 하에 사회조직은 양적
인 성장을 하였고, 조직의 성격도 다양해졌다.
陈德权에 의하면, 다양한 학회, 연구기관들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

하고, 협회의 숫자도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 재단도 대거 출현하였고,
기층의 사회조직도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다음, 관리가 규범화되기 시작
하였다. 1990년과 1997년에 두 차례의 정돈을 거쳐 사회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1998년에 제정한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민영비기업단위등기관리임시조례」, 2004년에 발표한 「기금회관리조
례」, 세 가지 조례는 이 시기의 사회조직의 제도를 형성하였다. 또한, 정
부는 기능전환을 통해 서비스, 외주, 계약체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조직과 관계를 맺었다(陈德权 主编, 2016: 17).
2008년 ‘5.12’ 쓰촨 대지진은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에서 한 차례의 시
험대가 되었고, 2008년을 중국의 사회조직의 공익 원년으로 부르게 되었
다. 구조 활동에서 다양한 사회조직들이 적극적인 활약을 하여 사회적으
로 큰 주목을 받았고 인민의 존중을 받았다(陈德权 主编, 2016: 17).
셋째 시기는 2012년부터 현재인데, 이는 사회조직 발전기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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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陈德权에 의하면,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은 현대 사회조직체계를 구축
하는 새로운 시기에 들어선 것이다. 인터넷의 발전과 성숙한 시장경제체
제, 정부기능의 전환은 사회조직체계의 구축에 역사적인 기회와 동력을
제공하였다(陈德权 主编, 2016: 17).
2012년, 중공중앙 18대 보고에서는 “정부와 사회의 분리, 명확한 권
한과 책임, 의법치국의 현대적인 사회조직체계를 빠르게 형성해야 한다.”
고 언급하였다. 2013년, 12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에서 「국가기구 개혁
과 기능전환 방안」이 나왔으며, ‘3대 조례’를 전체적으로 수정·발표하였
다. 2016년 8월,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사회조직의 관리
제도를 개혁하고, 건실하고 질서가 있는 사회조직 발전의 촉진을 위한 의
견」을 발표하였다. 이는 처음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조직 발전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2016년 8월 30일, 민정부의 민간조직관리국을 사회조직
관리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외로는 중국사회조직관리국으로 개칭하였
다. 2016년 9월 1일, 중국의 첫 「자선법」이 제정·실행되기 시작함에 따
라 사회조직체계가 법률 차원에서 또 다른 발전의 계기를 조성 한 것이다
(陈德权 主编, 2016: 17).
시대별로 본 중국 사회조직의 흐름을 통해서 중국의 사회조직은 정치
에 매우 민감하게 연계되어 생성, 소멸, 성장, 발전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혁개방 전에는 ‘강한 국가, 약한 사회’라는 틀에서
사회주의 수립 전에 각종 조직들이 국유화나 정부의 소유로 편입되거나
재편되면서 서구에서 말하는 시민사회 관점에서의 사회조직은 거의 소멸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문화대혁명이라는 정치적 회오리
(turbulent)에서 중국 사회조직은 거의 붕괴하였다.
이어서 개혁개방은 체제개혁과 시장 동인의 발전이 작용하여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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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기업의 중간 지대에서 정부나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점차 역할
과 책임을 얻어가며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
장과 발전도 정부의 통제와 관리라는 커다란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난제라든가, 14억 여 인구가 요구하는 수
많은 행정수요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도저히 단독으로 이러한 역
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기에, 비록 정부 주도이지만, 사회조직에 대
한 역할과 활동의 토대를 일부 제공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거의 40여 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은 더욱 확
대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당국가체제의 틀 안에서 활동의 폭이 제한적
일 것이다.

2.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실태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실태를 사회조직의 양적 증가, 사회단체의 증
가, 사회서비스 기구의 증가, 재단 증가에 초점을 두어 검토한다.

1) 중국 사회조직의 양적 증가
민정부가 발표한 「2014년 사회서비스 발전 통계공보」와 「2015년 사
회서비스 발전 통계공보」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사회조직의 숫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의 28.8만 개에서 2015년에는 66.2만 개
로 폭증하였다. 증가율을 보면 2000년대 중반에 10% 대의 증가율을 보
이다가 2009년에 3.5%로 하락하다가, 다시 2014년에 10.8%로 증가하
면서 전반적으로 U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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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국 사회조직 총수 증가율
사회조직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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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黄晓勇 主编(2017: 2)을 근거로 작성함
자료: 2004~2009년 「民政事业发展统计报告」, 2010~2015년 「社会服务发展统计报告」

2015년 말에는 전국에 66.20만 개의 사회조직이 있었으며, 이는
2014년의 60.6만 개에 비하여 9.2%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4년의
10.8%와 2013년의 9.6%의 증가율에 비하여 다소 하락하였다.27)
단순히 증가율만 보면, 2014년에 비하여 2015년에 하락하였지만, 전
체 사회조직의 숫자를 보면 2015년은 최근 10년 동안 비교적 많이 증가
한 해에 속한다. 黄晓勇에 의하면, 증가율의 하락은 네 가지 유형의 사회
조직에 대한 직접등록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조
직은 직접등록의 제약요인 외에도 자금, 인재, 업무장소 등 다양한 요인
들의 제약을 받는다. 2015년 사회조직의 숫자가 비교적 많이 증가한 것
은 사회조직이 이미 상당한 규모를 갖추었고, 질적인 발전과 규범화된 발
전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음을 설명한다(黄晓勇 主编, 2017: 3).
27) 「2015년 사회서비스 발전 통계공보」(2016.7.11). Retrieved from http://www.mca.gov.cn/article/
sj/tjgb/201607/20160700001136.shtml; 「2014년 사회서비스 발전 통계공보」(2015.6.10). Retrieved
from http://www.mca.gov.cn/article/sj/tjgb/201506/201506008324399.shtml. 이하 본문에서 사회
조직에 관한 통계 데이터와 분석은 모두 민정부의 통계공보에서 발췌한 것이다. 黄晓勇 主编(2017: 2)에서
재인용(검색일, 201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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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사회단체의 증가
한편, 黄晓勇에 의하면, 2015년 말까지 전국에서 32.9만 개의 사회단
체가 등록되었고, 이는 2014년의 31만 개에 비하여 1.9만 개가 증가한
것으로 6.1%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2014년의 7.3%의 증가율에 비
하여 1.2%가 낮았고,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최근
10년 동안 사회단체의 발전 추세는 사회조직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2000년대 중반 12.3%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0년에 2.5%로 급락하였
고,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14년에 7.3%를 기록하였다(黄晓勇 主编,
2017: 4).

그림 3-2

중국 사회단체 수 증가율
사회단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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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黄晓勇 主编(2017: 4)을 근거로 작성함
자료: 2004~2009년 「民政事业发展统计报告」, 2010~2015년 「社会服务发展统计报告」

<그림 3-2>에서 보듯, 유형별 사회단체의 숫자를 보면, 2015년 농업
과 농촌발전형 사회단체가 6.2만 개로 2014년의 60,202개에 비하여
2,000개 정도 증가해서 사회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 전체 사회단체 중 19%를 차지한 이후 2015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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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를 차지하여 다른 사회단체들에 비하여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다.

그림 3-3

중국 서비스 분야별 사회단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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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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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2.13%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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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정부의 2015년 「社会服务发展统计报告」를 근거로 작성

<그림 3-3>에서 보듯, 2014년 사회서비스형 사회단체는 44,630개로
전체의 14%를 차지하였지만 2015년에는 4.8만 개로 전체의 14.59%를
차지하였다. 2014년 상공서비스형 사회단체는 34,099개로 전체의 11%
를 차지하였지만, 2015년에는 3.7만 개로 전체의 11.25%를 차지하였다.
증가한 숫자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사회서비스와 상공서비스
형 사회단체의 증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지원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유형을 보면, 사회서비스조직(27.61%),
지역사회조직(18.48%), 교육기구(11.09%), 환경보호조직(8.48%), 개인
기업 혹은 단위조직의 지원 활동(5.43%), 의료기구 및 병원(4.57%), 문화
조직·친목회(3.04%), 재난구제 및 국제발전조직(2.39%), 전문단체, 상회,
협회(1.74%), 민간노동단체(0.65%), 종교단체(0.22%), 기타(12.17%),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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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4.13%)으로 나타났다(朱健刚, 2013: 52).
유형별 사회단체의 비중과 증가를 보면, 서비스형 사회단체에 대한 사
회적인 수요가 가장 크기 때문에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다.

3) 민영비기업단위(사회서비스기구)의 증가
민영비기업단위는 「자선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서비스기구’라는 명
칭으로 변경되었다. 「자선법」 제8조에 따르면, “자선조직은 재단, 사회단
체, 사회서비스기구 등 조직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적
차원에서 민영비기업단위의 명칭이 사회서비스기구로 대체되었다.28)
민정부는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임시조례」의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한 의견수렴 안에서 ‘사회서비스기구 등록관리조례’로 개명하였다. 총
칙의 제2조에서 “본 조례에서 칭하는 사회서비스기구란 자연인, 법인 혹
은 기타 조직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국유자산으로 설립한
비영리성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29)
다만, 민정부가 발표한 「2015년 사회서비스 발전 통계공보」는 여전히
민영비기업단위 명칭을 사용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도, 일단 민영비기업단
위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민영비기업단위의 성장 과정을 본다면, 2015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민
영비기업단위가 32.9만 개가 등록되었고, 이는 전년의 29.2만 개에 비하
여 12.7%가 증가하였지만, 전년의 14.7%의 증가율에 비하면 2%가 낮았

28) 2016년 9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자선법」(자선법)이 통과되었다. 「자선법」 제2조, 제8조, 주석령 제43호는
2016년 3월 6일 발표되었다.
29) 「사회서비스기구 등록관리조례」(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임시조례」 수정초안 의견수렴안). Retrieved
from http://yjzj.mca.gov.cn: 8280/consult/noticedetail.do? noticeid=34 (검색일, 201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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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4년부터 민영비기업단위는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2011년 이
후 증가율이 대폭 상승하여 2014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3-4

중국 민영비기업단체 수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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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4~2015년 민영비기업의 시기별 발전 상황
자료: 2004~2009년 「民政事业发展统计报告」 2010~2015년 「社会服务发展统计报告」

유형별 민영비기업단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교육형 민영비기업단
위가 18.3만 개로 56.14%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의 163,681개에 비
하여 약 2만 개가 증가한 것이다. 사회서비스형 민영비기업단위는 2014
년에 비하여 2015년에 7,000개 가까이 증가하였다. 반면, 상공서비스형
은 2,000여 개가 감소하였다.
<그림 3-5>에서 보듯, 서비스 분야별 민영비기업조직의 구성 분포를
본다면, 교육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사회서비스,
보건, 문화, 과학기술서비스, 체육, 등의 순으로 민영비기업조직이 분포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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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별 민영비기업조직의 비율

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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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정부의 2015년 「社会服务发展统计报告」를 근거로 작성

4) 재단 증가
2015년 말까지 전국에는 다양한 재단이 4,784개 등록되었는데 이는
2014년의 4,117개에 비하여 667개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6.2%에 이른다.
중국 재단 수 증가율

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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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05~2009년 「民政事业发展统计报告」, 2010~2015년 「社会服务发展统计报告」

세 가지 사회조직 유형 가운데 재단은 최근 10년 동안 가장 안정적이
고 빠르게 성장한 사회조직이다. 사회단체와 민영비기업단위는 U자형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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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곡선을 보이지만 재단의 증가 곡선은 파동이 크지 않다. 특히, 2015
년의 증가율만 보더라도 재단은 기타 두 가지 사회조직들이 증가율이 하
락한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율도 소폭 상승하였다. 유형별 재단의 비중을
보면 2015년 모금형 재단이 1,548개로 2014년의 1,470개에 비하여 78
개 증가하였다. 비모금형 재단은 3,198개로 전년의 2,610개에 비하여
588개 증가하였고 전체의 67%를 차지하였다(黄晓勇 主编, 2017: 6-7).
재단의 성장은 사회조직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새로 시행되는 「자선법」은 이전의 모금형 재단과 비모금형 재단의 구분
을 없애고, 내부 및 관리구조를 완비하며, 규범화된 운영이 가능한가의
여부, 공개모금 자격증서의 발급 여부를 조건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자
격요건 강화나 유동적인 심사 모델의 도입 등은 재단의 건강한 발전에 매
우 유리한 것이다. 「자선법」의 실행은 재단을 대표로 하는 공익자선조직
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黄晓勇 主编, 2017: 7-8).

3.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특징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특징은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사회조직의 양적 증가와 1인당 낮은 사회조직 수, 사회조직 가치의 증가,
내부관리의 미흡, 거버넌스에서의 낮은 지위, 민영기업의 재단 증가에 초
점을 두어 볼 수 있다.

1) 사회조직의 양적 증가 및 1인당 낮은 사회조직 수
민정부가 발표한 「2015년 사회서비스 발전 통계공보」에 따르면,
2015년 말, 민정부에 등록된 사회조직은 모두 66.2만 개로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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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 상승하였다. 그중에서 사회단체는 32.9만 개로 전 년 대비 6.1%
가 증가하였고, 민영비기업단위는 32.9만 개로 전년 대비 12.7%가 증가
하였다. 재단은 4,784개로 전년 대비 16.2%가 증가하였다. 그중에서 모
금형 재단은 1,548개로 전년 대비 5.3%가 증가하였고, 비모금형 재단은
3,198개로 전년 대비 22.5%가 증가하였다. 그중에서 대외 재단은 9개,
외국재단 대표기구는 29개였다(黄晓勇 主编, 2017: 50).
민정부에 등록한 사회조직은 실제로는 매우 적으며, 여전히 많은 사회
조직이 등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등록 사회조직이 숫자는 이미 등록된
사회조직의 숫자를 훨씬 초과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적어도 300만 개의
미등록 사회조직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谭日辉, 2014; 黄晓勇 主编,
2017: 50에서 재인용). 그중에서 지역사회조직, 학생단체, 온라인에서
사회단체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1인당 사회
조직의 수는 여전히 매우 적다. 2015년 말까지 1만 명당 등록된 사회조
직의 수는 5개 미만이고,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라 미등록 사회조직까지
포함하더라도 1만 명당 사회조직의 수는 30개 미만이다. 그러나 프랑스
는 110개, 일본은 97개, 미국은 52개로 중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王名 等, 2001; 黄晓勇 主编, 2017: 50-51에서 재인용).

2) 사회조직의 가치 증가
민정부가 발표한 「2015년 사회서비스 발전 통계공보」에 따르면,
2015년 민정부에 등록한 사회조직의 누적 소득은 2,929억 위안이고, 지
출은 2,383.8억 위안이고, 고정자산은 2,311.1억 위안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3.3%, 24.1%, 48.1%가 증가한 것이다. 사회모금은 610.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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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으로 전년 대비 16.3%가 증가하였다.
사회조직의 종사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5년 중국의 사회조직
은 734.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전년 대비 7.7%가 상승하였다. 이는
전체 취업인구의 0.5%이며, 비농업 취업인구의 1.7%를 차지한 것이다.
한 해 동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934.6만 명이 자원봉사를 하였고, 누
적 시간은 2,700.7만 시간에 달한다. 그러나 민정부에 등록한 사회조직
의 수는 실제 존재하는 사회조직의 아주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사회
조직이 중국의 취업시장에 대한 기여를 저평가한 것이다(黄晓勇 主编,
2017: 51).
전반적으로 사회조직의 평균 규모는 아직 매우 작고, 창조하는 가치도
크지 않다. 2015년, 민정부에 등록한 사회조직들은 평균 11명을 고용하고,
평균 고정자산은 34.9만 위안에 불과하였다. 사회조직의 총지출이 국내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5%에 불과하고, 자원봉사자 수도 전
체 인구의 1%에 불과하다(黄晓勇 主编, 2017: 51). 이는 다른 국가들에
서 사회조직 관련 조직이 창출하는 가치3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3) 사회조직의 내부관리 미흡
사회조직은 다양한 관점에서 능력이 요구된다. 사회조직의 능력에 따
라 발전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高成运은 사회조직의 조직능력, 가령 민
간조직의 능력은 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능력, 자체관리 능력, 활동 확대

30) Salamon 등 학자들은 1995년 세계의 22개 주요 국가들에 대한 통계에서 이런 국가들의 비영리조직의 지출
은 국내 생산총액의 4.5%에 달하고, 비영리조직의 취업인원 수도 비농업 취업인구의 약 5%에 달하며, 약
28%의 사람들이 비영리조직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Salamon et al., 1992; 贾西津 等译,
2007; 黄晓勇 主编, 2017: 5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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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경쟁 능력 및 사회참여 능력이라 한다(高成运, 2006: 15-21; 周俊,
2016: 26에서 재인용). 常庆欣은 비영리조직의 거버넌스(治理) 능력은
사명, 비전, 전략이며, 이는 조직운영의 요소로 조직의 목표와 방향을 결
정한다. 집행 방안과 영향은 조직이 존재하는 중요 요인이다. 전략관계,
자원개발, 내부운영과 관리는 조직의 예상목표를 완성하는 필수 기제이
며, 거버넌스와 영도 능력은 조직의 핵심 능력이다(常庆欣, 2006: 97-99;
周俊, 2016: 26에서 재인용). 周俊은 사회조직의 조직능력에는 자원능력

(인력자원, 재무자산 등), 관리능력(선거 기제, 결정 기제, 집행 기제, 재
무 및 당안 관리제도 등), 지식능력(학습 기제, 혁신 기제 등), 연합능력
(외부와의 협업, 협조 관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周俊, 2016: 154).
黄晓勇에 따르면, 사회조직의 능력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내부의 관리

가 여전히 불완전하다. 최근 사회조직 종사자들의 자질이 꾸준히 좋아지
고 있는데 고학력 인재들과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
민정통계연감(2015)」에 따르면, 2014년 민정부에 등록된 사회조직에 취
업한 전문대졸 출신은 130.4만 명으로 19.1%에 달하였고, 전 년 대비
6.4%가 증가하였다. 대졸 이상 학력은 88.8만 명으로 전체의 13%를 차
지하고, 전년 대비 8.8%가 증가하였다. 또한, 취업자들의 전문화 수준도
점차 높아졌다. 2014년 민정부에 등록한 사회조직에 종사하는 Assistant
Social Workers가 16,651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3%가 증가하였고,
Social Workers는 9,324명으로 전년 대비 8.9%나 증가하였다.
사회조직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도 점차 젊어지고 있다. 「중국민정통계
연감(2015)」에 따르면, 2014년 사회조직 종사자들 가운데 35세 이하는
227.5만 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하였고, 36~45세 사이는 248.4만
명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하였으며, 46~55세 사이는 139만 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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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20.4%를, 56세 이상은 67.4만 명으로 9.9%에 불과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사회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청년과 중년이 대부분이다.
「중국민정통계연감(2015)」를 통해서 본다면, 사회조직의 관리구조도
계속하여 개선되고 있다. 대다수의 사회조직들, 특히 민정부에 등록된 사
회조직들은 모두 이사회를 설립하고 비교적 완전한 규정과 제도를 갖추
고 있으며, 이사회가 조직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는 사회
조직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중국민정통계연감(2015)」을
통해서 판단하면, 사회조직의 이사회는 형식적인 관리기구이고, 관련 내부
제도들도 불완전하거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경우도 많다. 대다수 사회조
직이 고정수입이 없고, 자금을 마련하는 능력도 매우 약하며, 내부 운영
과 활동을 조직하는 능력도 매우 부족하다. 일부 사회조직들은 전문지식
과 젊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종사자들의 유동성이 높고 업무성과가 높
지 못하며, 자율성이 부족하여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

4) 거버넌스에서 사회조직의 낮은 지위
사회조직의 기능이 완비되어 가고 있음에도 거버넌스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여전히 높지 못하다. 사회조직의 활동 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있으
며, 특히 사회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 민정부의
「2015년 사회서비스 발전 통계공보」에 따르면, 2015년 전국의 사회단체
와 민영비기업단위 가운에 상공서비스 조직이 4만 개로 6.1%를 차지하
고, 과학기술이 3.3만 개로 5%를 차지하며, 교육이 19.3만 개로 29.3%
를 차지하였다. 보건이 3.4만 개로 5.2%를, 사회서비스가 9.7만 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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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를, 문화가 5만 개로 7.6%를, 체육이 3.7만 개로 5.6%를 차지하였
다. 그리고 생태환경이 0.7만 개로 1.1%를, 법률이 0.3만 개로 0.9%를,
종교가 0.5만 개로 0.8%를, 농업 및 농촌발전형 조직이 6.2만 개로 9.4%
를, 직업과 관련된 조직이 2.1만 개로 3.2%를, 기타가 7.2만 개로 10.2%
를 차지하였다.
중요한 것은 최근 사회조직이 정치협상과 입법에 관한 협상에서의 역
할도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의 18기 3중 전회에서 “사회조
직은 인민이 정치참여와 민주협상에 참여하는 중요한 경로이자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기되었다. 또한, 당의 18기 4중 전회에서 “사회조직은
입법 협상에서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광동성은 조건이 허락되는 시,
현(구)의 민정부서의 추천을 통해 사회조직에 일정 비율의 당대표, 인대
대표, 정협의원 정원을 배정하고, 정협에 사회조직 파트를 설립하도록 하
였다. 상하이시도 사회조직에서의 유능한 인재들이 인대와 정협에 진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부터 실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과 「환경민사공익소송 사건의 심리에 적용
하는 법률이 갖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
院关于审理环境公益诉讼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에서 처음으로

사회조직을 환경공익소송 주체에 포함시켜, 사회조직이 공익충돌의 해결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에 광동성, 충칭 등지
의 사회조직들은 법에 따라 환경보호 공익소송을 제기하였다(黄晓勇 主
编, 2017: 53).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사회조직은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그 역
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5장에서 보듯 G2시대, 신창타이 시대, 일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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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서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
한 양적 성장에 비교했을 때 여전히 당과 정부에 예속되어 있고, 기업 등
의 부문에 비해서 아직 그 지위가 취약한 상황이다.

5) 민영기업의 재단 증가
(1) 지속적인 재단 증가
민영기업의 재단 수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전국공상연
회 빈곤퇴치부와 북경사범대학 사회공익연구센터가 2014년에 함께 발표
한 「중국 기업 기금회 연구보고」에서는 2011년 말까지 민영기업의 기금
회는 315개로 전체 기업 재단의 76%를 차지한다. 전국공상연의 부주석
인 谢经荣은 “2015년 4월 말까지 민영기업의 재단은 441개로 기업 재단
전체의 78%를 차지한다.”고 언급한다(谢经荣, 2015; 黄晓勇 主编,
2017: 105에서 재인용).
2014년에 수행된 설문조사에서는 2013년 1월까지 중국에는 다양한
재단이 2,954개에 이르고, 기업재단은 407개에 달하는데 그중에서 민영
기업재단이 323개에 달하였다.

基金会中心网(China

Foundation

Center)에 따르면, 2016년 9월 30일까지 전국에는 5,204개 재단이 있
고, 기업재단은 629개, 그중에서 민영기업재단은 415개에 달한다.31) 각
자의 통계방법의 차이로 있어서 데이터 상의 편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교적 객관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2013년에 비하여 2016년에는 재단이
31) 基金会中心网의 통계에서 기업재단은 621개였지만 일부재단들은 여러 민영기업들이 연합하여 만들거나
혹은 기업가 가족의 명의로 만든 재단으로 이들은 기업재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모두 포함하면 629개이
다. 629개의 기업재단을 전수조사를 하였는데 국유, 외자, 집단소유의 기업을 제외하면 모두 415개 민영기
업 재단이 있었다. 이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현재 민영기업 재단수를 파악하는데 비교적 구체
적이고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黄晓勇 主编, 201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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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9%가 증가하였고, 기업재단은 13.5%, 민영기업재단은 7%가 증가
하였다. 재단 비중을 살펴보면, 민영기업재단이 전체 기업재단의 66%를
차지하고, 전체 재단의 8%를 차지한다. 반면, 기업재단은 전체 재단의
12%를 차지하고 있다(黄晓勇 主编, 2017: 106).

기업재단 및 민영기업재단 증가율

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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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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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黄晓勇 主编(2017: 106)

2004년부터 12년 동안 민영기업재단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415개로,
비록 총량과 비중이 전체 재단에서 크기 않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안
정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기업재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러나 2012년 9월, 민영기업의 수가 이미 2,182만 개에 달한 점을 고려
할 때 415개의 재단은 여전히 매우 낮다. 미국의 경우, 10여만 개의 기업
재단을 주체로 하는 사영재단이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경제발전 수준과 연관된다고 볼 때, 중국의 민영기업재단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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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黄晓勇 主编, 2017: 106-7).

(2) 대형 재단에 치중
민영기업재단의 자산 규모는 순자산과 설립기금(塬始基金) 두 가지 방
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5,204개 재단의 순자산은 1,027.45억 위안으로
평균 1,973만 위안을 보유하고 있다. 629개 기업재단의 순자산은
122.67억 위안으로 평균 1,950만 위안을 보유하고 있다. 415개 민영기
업재단의 순자산은 100.86억 위안을 갖고 있으며, 평균 2,430만 위안을
보유하고 있다.32) 민영기업재단의 순자산은 기업재단 순자산의 82%를
차지하고, 평균 순자산은 전체 재단 평균보다 많은 상태이다(黄晓勇 主
编, 2017: 105-106).

524개 재단의 설립기금 총액은 326.75억 위안이고, 평균 627.88만
위안을 보유한 상황이다. 629개 기업재단의 설립기금 총액은 61.85억
위안이고, 평균 983.27만 위안을 보유하고 있다. 415개 민영기업재단의
설립기금 총액은 33.76억 위안이고 평균 813.58만 위안을 보유하였다.
그중에서 200만~1,000만 위안이 347개, 1,000만~2,000만 위안이 23
개, 2,000만 위안~1억 위안이 27개, 1억~2억 위안이 17개, 2억 위안 이
상이 1개로 나타나고 있다.33)설립기금을 보면, 민영기업재단은 경쟁력이
있지만 대다수의 기금은 규정에서 정한 최저금액으로 등록된 것이다(黄
晓勇 主编, 2017: 108-9).

32) 基金会中心网의 통계에 의하면, 기업재단 가운데 223개가 순자산 데이터가 없었고, 민영기업재단 가운에
100여 개가 순자산 데이터가 없었다(黄晓勇 主编, 2017: 107).
33) 基金会中心网의 통계에 의하면, 기업재단 가운데 46개는 설립기금이 없었고, 민영기업재단 가운데 약 30여
개가 설립기금이 없었다. 설립기금이 없는 재단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최저 등록자금인 200만 위안으로 계
산하였다(黄晓勇 主编, 201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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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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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黄晓勇 主编(2017: 108)

순자산과 설립기금 외에 최근 몇 년간 일부 민영기업가의 주주권 기부
(股权捐赠)을 함께 분석하면, 자금 우세는 더 두드러진다. 2014년 4월
25일, 마윈(马云)과 차이충신(蔡崇信)은 알리바바의 2% 주주권을 기부하
여 개인의 공익신탁기금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그때의 주가로 계산하면
주주권 금액은 245억 위안에 달하여 중국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기부였
다.34) 2016년 4월 18일, 마화텅(马化腾)은 텅쉰(腾讯)의 1억 주를 준비
중인 자선재단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당일 주가로 환산하면 약 138.4억
위안으로 이는 국내 자산으로 형성된 가장 큰 재단이었다. 공익신탁기금
은 재단과 완전히 동일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텅쉰이 준비 중인 자선재단
만 포함하면 민영기업재단의 순자산은 평균 5,751만 위안에 달하여 기타

34) 中民慈善捐助信息中心: 2014年度中国慈善捐助报告. Retrieved from http://cbzs.mca.gov.cn/article/
shxw/yw/201509/20150900875079.shtml (검색일, 201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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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보다 훨씬 많게 된다.
그러나 基金会中心网의 데이터만 보면, 순자산이 1억 위안 이상의 민
영기업재단은 13개에 불과하고, 자산은 73.95억 위안으로 전체 민영기
업재단의 순자산의 73.32%를 차지한다. 전반적으로 민영기업재단의 자
금은 다른 재단들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지만, 자금 대부분이 10여 개의
대형 재단에 집중되어 있고, 자금의 분포도 불균형하다.

(3) 재단기부 현실
이처럼 중국의 재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민영기업재단
은 주로 대형 재단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杨团에 의하면, 2013년
기부의 원천을 보면 기업(72.37%), 개인(18.42%), 사회조직(6.88%), 정
부(1.55%), 사업단위와 종교장소(0.79%)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절
대 액수가 기업에서 모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杨团, 2015: 22).
비록, 기부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내실을 본다면, 세계 경제 2위
대국에 걸맞은 기부문화는 매우 취약하다. 영국에 본부를 둔 자선구호재단
(CAF: Charities Aid Foundation)는 ‘낯선 사람 돕기’, ‘현금 기부’, ‘자원
봉사 시간’에 관한 기부 행태를 14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질문을 통해
얻은 결과를 해마다 발표한다. 2016년 공개한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 WGI)35)를 보면 인터뷰 대상국 140개국 중에서 ‘낯선 사람 돕기’
항목에 응답한 중국인은 24%로 140위를 기록했고, ‘자선단체와 봉사단
체에 기부한다’는 항목에 응답은 6%로 138위를 기록하였다. 2015년도

35) Retrieved from https://nextshark.com/china-least-generous-country-2016-world-giving-index/
(검색일, 201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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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인터뷰 대상국 145국가 중에서 중국은 144위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재단 증가에 비해 기부문화가 열악한 이유36)는 다양한 요인(기
부 절차, 공익자선단체 등 사회조직에 대한 불신 등)이 있겠지만, 문화대
혁명의 여파가 여전히 배태되어(embedded)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매우 취약한 것이라 진단할 수 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학생이 교수를 타도하는 등의 무수한 반인륜 행위가 벌
어졌다. 이는 결국 중국인들이 공동체에 대한 인식보다는 자기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행태와 문화를 형성시킨 점(물론 인
과관계를 엄밀하게 조사하기는 쉽지 않지만)에서 비롯된 점을 조심스럽
게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G2 시대, 신창타이 시대, 그리고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 사회조직의 활동과 역할이 증가하게 된다면, 사
회조직에 대한 인지도와 영향도가 커지면서 사회조직의 하나인 재단에
대한 기부는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제2절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 분석
사회조직의 용어가 다양하듯이 사회조직이 형성되는 요인은 국가마다,
역할마다, 추구하는 목적마다 수많은 형태를 띨 것이다. 따라서 중국 사
회조직 성장의 동인을 확인하기 전에, 서구나 우리나라에서 사회조직 관

36) 물론, 한국도 2016년 기준 현금기부 46위, 자원봉사 80위, 낯선 사람 돕기 93위로 여전히 기부에 인색한 수
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부문화가 취약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기부에 인색한 기부문화, 기부자의
인식이나 기부금을 운영하는 단체의 도덕적 해이, 더 나아가 기부금 관리의 제도와 시스템 등의 문제를 지적
할 수 있다. 가령, 기부를 하려고 해도, 기부운영 단체의 일탈이 발생하여 기부자의 선의가 왜곡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정 기부금 단체로 승인을 해주는 기획재정부, 결산공시를 맡는 국세청 등의 관리감독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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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조직들의 성장의 동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행정에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공공부문이
주도하였다. 공식적 권위와 합법성을 담보로 공적 생산과 제공을 도맡은
것은 정부(government)였다. 그렇지만, 전통행정에서의 정부는 공공부
문의 관료화와 경직성, 비효율성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1980년대를 전후로 에너지 위기나 스태그플레이션 등으로 예산감축
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가
공공부문에 확산되었다. 신공공관리는 민간기업의 가치와 수단인 세분
화, 경쟁, 인센티브가 공공부문에 접목되면서, 더 이상 공적 생산과 제공,
행정서비스 등을 정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신공공관리가 확
산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이 중간지대에 있는 조직
들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하게 된 거버넌스(governance)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Smith & Grønbjerg(2006)는 비영리조직의 생성과 성장에 대한 설
명 모델을 3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수요공급 관점 모델이다. 이는 정부
와 비영리 조직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보충하면서 특정한 재화와 서
비스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 대해서는 시장실패,
정부실패 논의와 연계된다. 둘째, 시민사회·사회운동 모델이다. 이 모델
은 어떻게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가 정부와 비영리조직 간 관계에서 복
잡한 역동성을 만들어 내는지에 주목한다. 다원주의, 시민참여, 자원 활
동(volunteer activities) 등과 같은 공급자 이론과 연계된다. 셋째, 지배
나 신제도주의 모델이다. 이는 비영리조직을 비롯한 사회구조들이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제도화되는 맥락에 관해 설명을 한다(조흥식 외, 2011:
47-4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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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준기(2006)는 비영리조직의 생성과 성장을 수요적 요인, 공급
적 요인으로 제시한다. 수요적 요인은 비영리조직이 시장이나 정부가 제
공하기 힘든 서비스의 욕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생겨나서 발전
했다. 비영리조직이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모해왔는
지를 설명하고, 현재의 비영리조직의 모습이 이를 필요로 하는 사회의 반
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공급적 요인은 비영리조직의 활동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운영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는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비영리조직을 운영
하게 만들어 낸 원동력이라는 입장이다(조흥식 외, 2011: 48에서 재인용).
중국 사회조직(비영리조직)이 발전하게 된 계기에 관해서 周恩毅는 사
회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계층 구조가 형성되고, 법률 및 정책
환경이 꾸준히 뒷받침되고, 공민의식이 각성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제시
한다(周恩毅, 2014: 176-179).
서구나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의 생성과 성장과는 달리, 중국의 사회조
직이 형성되고 발전하게 되는 동인(배경, 계기, 동기, 원인 등)은 다른 관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의 구
조적 동인, 정치제도, 법과 행정제도 등 제도적 동인, 개인이나 집단의 행
위적 동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구조적 동인
중국에서 사회조직이 형성되고 발전하게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적 맥락의 구조적 동인을 거시적인 체계와 사회공간의 확충, 국제 비정부
조직의 배경,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ICT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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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도움을 초점으로 논의할 수 있다.

1) 거시적인 체계
唐兴霖이 언급하듯, 중국 사회중개조직(사회조직)의 발전은 우선 계획

경제와 집권통치가 실패한 산물이다. 1970년대 말까지 중국은 ‘단일기
관’ 체제와 ‘보이는 손’이 모든 영역을 통제하였고 사회중개조직이 없었
다. 교육, 위생, 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는 모두 정부에서 제공
하였고,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단위가 공급자의 역할을 하였다. 이런 사업
단위는 국가기관 편제에 포함되어 국가재정으로 운영되었다. 비록, 영리
를 목적으로 한 조직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중개조직으로 보
기도 어렵다(唐兴霖, 2013: 211).
李永忠의 견해처럼, 중국 사회공간의 확장은 중국 사회조직 번성의 현

실적인 기초가 된 것이다. 사회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총체적 사회를 해
체시켰으며, 정부와 사회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끔 도왔다. 이는 정부
의 공공서비스 제공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사회의 조직능력 역시 강화되
었다. 다양한 사회조직이 나타남에 따라 사회공간의 일부가 확장되었고,
사회공간의 확장 및 사회조직의 출현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
이다(李永忠, 2012: 84).
徐家良·廖鸿의 지적도 같은 맥락으로, 중국 사회조직의 탄생과 발전은

정부와 사회 모두 사회조직에 대한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
다. 사회조직 규범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시기에는 등기, 연례검사, 교육,
평가, 집행은 물론, 새로운 생각과 관념, 혁신적인 관리방식 등을 모두 필
요로 한다. 이는 거시적인 체제와 관련된 정책과 미시적인 차원의 사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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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지원 차원에서 모두 요구된다(徐家良·廖鸿, 2013: 232).

2) 국제 비정부조직
국제 비정부조직은 중국 사회조직 발전에 시대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1980년대 이후 NGO가 생겨났으며, 일부 사회 활동가들은 사회조직을
도와 그들의 활동 공간을 넓혀 나갔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일부
유명한 국제 NGO를 받아들였으며, 그 조직들은 중국 사회가 민간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도왔다(李永忠, 2012: 85).
난제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증가라는 측면도 사회조직의 성장을
필요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서비스의 사회화는 사회조직의 발전을
필요로 하며, 사회조직 초창기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자금조달과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 두 가지의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선진국 사회
조직의 주요 경비 원천은 정부지원, 자선 활동 수입과 서비스 제공에 대
한 요금이다.
그에 비해 중국의 경우, 사회조직의 경비지원은 그다지 높지 않다. 사
회조직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곳에서 사회조직 스스로 역량이 부족할
경우,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
론, 정부가 사회조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입찰 과
정을 거쳐야 하며, 철저한 감독 및 관리와 함께 결과 측정 등 제도를 정
비해야 한다. 정부는 투자지원 또는 구매지원을 통해 신생 사회조직의 발
전을 도모하며, 사회조직의 평가 및 성과 적용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통
해 사회조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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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사회조직의 출현 배경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에서 찾을 수 있다. 李永忠은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은 시장경제를 사
회제도와 별개로 보는 전통적 인식을 타파하고 사회주의를 위한 시장경
제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고 지적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은 중국 사회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배경이 되었다(李永忠, 2012:
82). 첫째, 인민들의 권리의식을 고양시켰다. 인민들은 시장에서 자신들
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관념이 생겼으며, 이는 인민들이
독립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체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시장경제
는 고도로 동질화된 전통사회를 붕괴시켰으며, 이는 중국 사회의 구조를
분화시켰다. 이로써 다양한 이익단체와 가치들이 나타났으며, 동일한 이
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인민들이 생겨났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꾸
렸다. 셋째, 시장에서의 경쟁은 공업과 상업 분야에서 사회조직을 생겨나
게 만들었다. 현대 기업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권
력이 줄어든 관리 영역에는 각 산업의 자율조직들이 대신하여 관리했으
며, 시장경쟁이 과열되면서 상업협회 등이 대량으로 증가하였다.
唐兴霖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하듯, 시장경제가 사회중개조직의 발전

에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개혁과 정치개혁 및 사회개혁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경제의 시장화는 정치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의 자율화와 다원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37) 중국의 경제
개혁과 시장경제의 발전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전능한 정부’에서 ‘제한
37) 다만, 여기서 唐兴霖의 주장은 중국 정치 현실과 사실 측면에서 본다면 동의하기 어렵다(외부에서 보는 시
각에서). 즉, 중국의 정치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당과 정부의 감독과 통제 그리고 관리가 지속
되는 한 사회의 자율화와 다원화는 매우 미약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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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부’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사회중
개조직도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공간을 얻을 수 있었다(唐兴
霖, 2013: 211).

그림 3-9

중국 사회신용의 변화 과정

자급자족 사회

계획경제 사회

시장경제 사회

고향 공동체

단위제

기업식 운영

신뢰 네트워크

당안제도

신용체계

해체

해체 지향

일시 비움(暂缺)

자료: 翟学伟(2012: 189)

<그림 3-9>는 중국 사회신용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다. 즉, 체제 변화
및 체제 운영에서 신용을 보여주며, 시장경제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
가령 지방정부, 감독부문, 사업단위, 기타 업종 회사 등의 운영방식, 그리
고 이익실현의 경향을 보여준다(翟学伟, 2012: 189-190).
이처럼 시장경제의 발전은 사회중개조직의 발전에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吴锦良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시장경제의 경쟁은 일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오고, 정부가 이
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빈곤구제와 같은 문제들은 사회중개조직이
기여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동인이 된다. 둘째,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사
회의 수요는 다원화되고, 유동자원과 자유공간이 증가하면서 사회중개조
직이 생존·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진다. 사회자원의 배치능력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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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는 것이 사회조직이 발전하는 내적
인 동력이 된다. 따라서 사회중개조직은 시장경제의 일부분이고, 사회자
원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재배치한 결과이다. 시장의 시장화 개혁은
정부의 활동 범위를 공공재 제공의 범위 내로 한정 짓고, 정부 외의 기업
과 사회중개조직에도 공공재의 생산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경로를 만들어
준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이 진행된 배
경 하에서 중국 정부의 기구개혁은 정부의 기본 기능을 보장하는 전제 하
에서 사회가 담당해야 할 기능을 사회에 환원한다(吴锦良, 2001:
117-119; 唐兴霖, 2013: 211-2에서 재인용).

4) ICT의 활용
현대 기술의 총아인 인터넷과 스마트 폰은 사회조직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상당한 뒷받침을 제공할 수 있다. 강진이나 기아, 홍수 등 대형
난제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폰 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알려지
게 되면, 기부나 사회봉사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조직의 활동 공
간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특히, 기부나 남을 배려하는 문
화가 취약한 중국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을 통한 사회공헌이나 봉사
에 대한 사회 분위기 조성은 사회조직의 활동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중국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공익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공익 관련 소식이 전파되고, 공익 관련 집단토론이 이뤄지고,
공익기구와 인터넷이 공익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공익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실질적 사단(有形社团) 혹은 공익사업은 자체 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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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조직의 이념을 선전하고, 조직 활동을 교류하고, 인터넷으로 모금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다른 방식은 가상적 사단(虚拟社团)을 만들어 직접
인터넷 상에서 관련 활동을 수행하며, 활동을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
고, 구성원을 모집하고, 조직 활동 계획을 공유한다. 가상의 사단은 신속
히 전파되고, 관련 대중이 광범위하고, 조직구성원의 활약이 강하고, 사
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고, 낮은 자본에 높은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에서 발전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周恩毅, 2014: 187).
2008년 원촨 지진 후 인터넷 기부 포털이 개설되면서 웨이보에 “상생,
상호 작용, 투명, 신속, 효율”이란 주제로 공익 분위기가 조성되고 확산되
었다(康晓光·冯利, 2017: 3). 2013년 4월 20일 쓰촨성 야안(雅安)에서
진도 7.0의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중국 최대 포털인 신랑(新浪)이 이재
민돕기 계정을 열었는데 불과 이틀 만에 400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1억
위안의 성금을 모았다. 2013년도에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각종 공익 활동
에 참가한 누계 네티즌이 5억 6천만 명에 달할 정도다. 중국 정부는 현재
15~25% 수준인 공익기금 소득세 면제 폭을 크게 넓힐 방침이어서 중국
의 공익 활동 저변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중국망, 2014.1.17).

2. 제도적 동인
중국에서 사회조직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제도적 동인은 다양하며, 이
들은 사회조직 관련 제도 도입이나 제도설계에 영향을 준다. 사회조직이
형성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이나 정부가 이들 사회조직을 위해
법령이나 규제, 그리고 행정제도 등을 제정·설계하여 뒷받침하거나 통제
나 관리를 한다.

제3장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 분석 ❙ 107

Heberer는 중국의 맥락에서 시민사회는 당국가체제를 벗어나는 공공
영역의 출현으로 정의한다. 중국은 하향식 방식으로 잠재된 시민사회의
구조를 활성화시키는 데 국가가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무
기력함과 단위제, 혈연, 가문 등의 전통적 구조 아래에서 국가는 이러한
구조들을 운영하는 엔진 역할을 해왔다(Heberer, 2009: 42).
중국 사회조직 발전에 기여한 제도적 동인은 크게 단위제도의 해체,
정부개혁에 따른 법치 의식 강화, 정부기능의 재조정을 논거로 분석할 수
있다.

1) 단위제도 해체
중국 사회중개조직의 발전은 우선 계획경제와 집권통치가 실패한 산
물이다. 唐兴霖이 언급하듯, 1970년대 말까지 중국에서 ‘단일기관’ 체제
와 ‘보이는 손’이 모든 영역을 통제하였고 사회중개조직은 없었다. 교육,
위생, 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는 모두 정부에서 제공하였고, 정
부가 운영하는 사업단위가 공급자의 역할을 하였다. 이런 사업단위는 국
가기관 편제에 포함되어 국가재정으로 운영되었다. 비록, 영리를 목적으
로 한 조직은 아니었지만 사회중개조직이라 할 수도 없다(唐兴霖, 2013:
211).
신중국 성립 이후 도시는 단위제가 위주였고, 기층지역관리(街居制)가
보조적인 사회관리체제로 작동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와 사회
구조가 상당히 변하였지만, 본래의 도시 기층관리 개혁이 지체되어서 혼
란 상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기층 사회에 나타나는 각종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 형태와 관리제도가 필요하였다. 이런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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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회 기능 간에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 형태와 관리체제, 즉
소위 지역사회제(社区制)가 출현하게 되었다(高红, 2016: 2).
唐兴霖이 지적하듯, ‘단위제38)’의 느슨함이 사회중개조직에 생기를 불

어넣은 것이다. 개혁개방 이전 국가가 대부분의 희귀자원 대부분을 통제·
배치하였는데 여기에는 물자, 자금뿐만 아니라 권력, 권위, 기회 등도 포
함되었다. 한 사회구성원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을 얻으려면, 반드시
국가로부터 상응한 자원을 얻어야만 했다. 국가가 대부분의 희소자원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은 중요한 희소자원을 장악할만한 사회역량
이 없었고, 사회는 국가와 민중이라는 두 가지 구조만 존재하였고 사회
중간층이 없었다. 또한, 국가는 강력한 동원력을 갖고 전국적으로 엄밀한
조직체계를 이용하여 전국의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여 다양한 국가 목표
를 실현하였다. 국가의 정치 통합은 매우 강력하여 기층사회의 통합까지
도 행정수단으로 실현할 수 있었다(唐兴霖, 2013: 212).
이런 사회구조와 함께 형성된 사회조직체계가 단위제도39)이다. 그러
나 체제개혁이 진행되면서 단위제도가 느슨해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사회
보장과 사회복지의 사회화를 촉진하고, 기업과 공동체의 부담을 크게 줄

38) 사회에 대한 통제는 공사와 단위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농촌에서는 인민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정부와 공사의 일치’로 집체경제 구성원들을 관리하였고, 도시에서는 단위가 개인들의 신분의 상징이 되어
일상용품의 구매에서부터 결혼·출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개인이 소속된 단위와 연결되었다.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를 기초로, 국가의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단위제도를 조직 형태로 하여 전체 사회가 하나의 질
서 있는 구조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로서 국가의 정치권력은 전체 사회와 긴밀히 연결되었고, 단위와 국가
가, 그리고 사회와 국가가 동일한 구조를 형성하였다(孙晓莉, 2001: 54).
39) 단위조직은 기타 모든 사회조직을 대체하여 도시의 기본 구성요소로 자리 잡았다. 모든 사회조직은 단위체
제에 포함되었는데 정부기관, 사업단위, 기업, 사회단체도 모두 여기에 포함되었다. 단위제도 하에서 각 개
인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각 단위로 분할되고 사람들은 단위에 속해야만 기본적인 복지와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단위 하나를 설립하면 하나의 조직뿐만 아니라 하나의 작은 사회가 형성되는 것과 같았다. 단위
가 개인의 생로병사에 관한 복지를 모두 부담했기에 공익조직이나 복지조직이 형성될 환경이 없었다(唐兴
霖, 201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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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었다(唐兴霖, 2013: 212).
다시 말해, 개혁개방 이전 총체성(总体性) 사회주의체제에서 사회구조
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위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조직 방식과 권력운영
방식을 좌우하였으며, 이것이 사회운영의 주요 기제이며 운영규칙이었
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조직은 국가의 완전한 제압에 놓이고, 사회참여
및 방식은 당과 정부가 동원하는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반면, 개혁개방
이후 후기 총체성(后总体性) 사회주의에서는 정부와 시장 간의 경계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수립되고 발전함에 따라 정부는 권한을 이양하고,
전능한 정부에서 유한한 정부로 전환되었다. 이를 계기로 단위제도는 점
차 와해되기 시작하여 자유로운 유동자원과 자유로운 활동공간이 생겼
다. 정부와 시장, 정부와 사회, 조직과 개인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총체
성 사회는 깨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와 개인의 공간, 활력과 능력이 생성되
었다. 그리고 자율적 사회가 성장하여 사회조직이 성립하는 계기를 제공
하였다(王冬芳, 2009: 150-152).

2) 정부개혁
李永忠은 정치체제 개혁이 중국 사회조직 발전과 관련된 제도를 뒷받

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사실 중국에서 현재 개혁개방 이
후 정치체제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치체제 개혁은 보류하
는 대신 정부개혁 혹은 행정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정부개혁을 통해서 정부와 사회의 관계를 재조정하였으며, 행정권력은
사회 영역에서 조금씩 줄여나갔고, 사회의 자유공간은 확대되었다. 또한,
정부의 법치의식 역시 강화되었다. 李永忠의 언급처럼, 인민들의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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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활동 공간을 규정하고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규정을 정립하고, 인민
들의 조직결성 및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정
부는 서비스형 정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해
사회의 자체 관리를 실현하며,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나갔다. 이는 사
회조직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李永忠, 2012: 83).
唐兴霖도 주장하듯, 정부개혁은 사회중개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

한 조건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혁 이후의 20여 년은 정부의 신
화를 깨고 점차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이었다. 시장경제가 점차
형성되면서 사람들은 시장이 만능이 아님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시장실
패가 있다고 하여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부 영역에
서 정부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여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일부 영
역에서는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사회중개조직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唐兴霖, 2013: 210-211).
정부개혁에 따른 법치의식 강화도 사회조직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
성해 준 것이다. 정부개혁은 비단 기구나 인력재배치만이 아니라 이를 제
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여전히 인치가
강한 중국에서(김윤권, 2009) 법치화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조직의 공간
은 그만큼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 9월 1일에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자선법」은 사회조직
의 발전에 뒷받침이 될 것이다. 동법을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동시
에 자선단체 활동과 모금절차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선법」은 자선단체의 설립과 운영, 자선모금 활동 규정 등을 비롯해 위
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겨 있다. 특히, 불법·위법행위를 사전에 차
단하는 조치와 처벌 조항을 강화한 것이다. 「자선법」은 결과적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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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활동 공간을 확대하는 밑받침이 될 가능성이 크다.

3) 정부기능 재조정
정부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인력, 예산, 법령 등이 연계되면서 정부개혁이 이루어진
다. 정부기능의 변화를 통해 정부는 사회조직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그 사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사회의 전반적인
업무, 산업, 기술 지원, 시장감독관리 등을 위탁이나 위임, 서비스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조직에게 넘겨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공익에
대한 관념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즉, 분산된 공익을 모두 사회조직에게
넘겨주고, 사회 대중들에게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사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徐家良·廖鸿도 주장하듯, 사회조직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회서비

스를 제공해야만 사회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며, 이러한 조건 하에
서 기업과 정부의 기능이 재조정될 수 있다. 즉, 사회조직의 생존 공간이
확장되면, 정부와 기업의 기능이 사회조직으로 전환되는 현상은 필연적
이다. 이는 사회조직 자신의 능력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徐家良·
廖鸿, 2013: 232-233).

3. 행위적 동인
중국 사회조직의 형성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인은 당정 엘리트 및 경
제 엘리트의 참여와 인민의 인식과 역할을 그 논거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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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정 엘리트의 참여
모든 조직의 발전은 지도자의 리더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조직의 형성과 발전도 정치, 경제 및 학계 엘리
트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밀접하다. 정부 엘리트란, 중국 국내 당정기관의
고위관료, 혹은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역임한 적이 있고, 광범위한 인맥을
갖고 있으며 높은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간부를 뜻한다.
중국의 당정 엘리트들이 사회조직의 관리층에 들어오게 된 것에는 나
름대로 원인이 있다. 첫째, 기구개혁의 결과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1982년,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총 7차례의
기구개혁을 진행하였다. 기구개혁으로 정부기능의 변화 및 인력감축이
대폭 이루어졌는데, 당시 일부 정치 엘리트들이 사회조직에 참여한 시기
이다. 예를 들면, 1998년 기구개편의 결과 9개의 경제 관련 部委40)가 철
폐되고 전국적인 동업자협회로 신분이 바뀌었다. 둘째, 1984년, 1987년,
1993년과 2000년, 도합 4차례 당정관료들이 사직하고 창업 또는 기업에
취직하여(辞官下海) 인생 전환을 시도하려는 붐이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
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관료들은 상당부분이 공공부문을 떠난 것이 아니
라 정부 배경이 있는 사회조직에 취직한 것이다. 셋째, 중국의 사회조직
은 발전 초기에 당정기관과 관계를 분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따라서 사
회조직, 특히 관변조직은 당정기관과 인사교류가 매우 빈번하였다. 정부
는 이러한 인사교류를 사회조직에 대한 통제와 기구개혁으로 인한 인력
40) 중국의 구성부문(组成部门)은 우리나라의 각 部(외교부, 안전행정부 등)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중국 구성
부문에는 部, 委(委员会), 署(审计署)(우리나라의 감사원), 行(人民银行)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와 구
별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하 중국 국무원 (구성)부문은 ‘部委’로 표기하기로 하되, 여기에는 部委署
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중국 각급 정부의 部门이란 표현은 ‘부서’로 표현하기로 한다(김윤
권, 2013: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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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을 소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조직은 대량의 당정관료들을 유치할 수 있었고, 이
들의 정치적 자원도 함께 확보함으로써 사회조직의 발전에 큰 힘을 얻었다.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하나가 현 남도기금회(南都基金会) 이사장과 중국
자선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쉬융광(徐永光)이다. 1949년 출생으로
1986년에 공천단 중앙에서 조직부장을 지낸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37세 젊은 나이에 중국에서 고위간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공청단 계열
의 정국장급, 그리고 당시 동료와 직속상관을 지냈던 사람들이 현임 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챵, 국가부주석 리웬차오, 국무원 부총리 류얜둥 등임을
보면, 그의 기본적인 자질과 당정기관에서의 인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쉬융광은 1989년에 공천단중앙기관을 사직하고 기관 산하에 새로 설립
된 중국청소년기금회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쉬융광이 주도로
1989년부터 시작한 기금회 브랜드 메이커인 ‘희망공정’(希望工程)은
2016년 말까지 129.5억 위안을 모금하였다. 19,388개의 초등학교를 짓
고, 553만6천 명의 학생들을 지원하였다. 2011년부터는 아프리카까지
진출하여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중국에서 참여자가 가
장 많고 가장 영향력이 큰 기금회로 발전하였다.

2) 경제 엘리트의 참여
경제 엘리트는 사회적 책임의식과 공익서비스 능력을 갖춘 성공한 기
업가와 부유계층을 뜻한다. 개혁개방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하
여 중국은 국가 경제력의 대폭 상승과 함께 상당한 수의 부유층을 탄생시
켰다. 미국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지만, 중국 기금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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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회기부금 중에서 기업, 특히 민영기업에서 받는 기부가 두드러지
게 증가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공익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
히, 2008년 쓰촨 원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지진 이후 두 달 안에 공익
기부 금액이 570억 위안에 달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경제 엘리트
들은 기부뿐만 아니라 기타 공익 활동 참여에도 더 많은 열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조직 발전에 매우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
는데 일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 아리바바(阿里巴巴)회사의 대표이사인 마윈(马云)과 푸
요유리(福耀玻璃)회사의 대표이사인 차오더왕(曹德旺)이다. 마윈은 공익
기금회를 설립하여 5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자선사업에 기부하였다.
대표적인 자선 활동으로는 재해지역에 텐트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여,
실종아동 찾아주기 활동, 해마다 100명의 유수한 농어촌지역 교사들 선
발 지원, 그리고 ‘사람마다 3시간’이라는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 2016
년 한해에만 누적 인원 45억 명의 공익서비스 참여를 실현한 것 등이다.
차오더왕이 그동안 자선사업에 기부한 금액은 9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기부한 자금은 중국 서남지역 5개 성에서 10만 빈곤가족에 대한 지원,
샤먼대학의 학문연구에 대한 지원, 농촌지역 학교와 도로 보수, 도시의
도서관 설립, 전통문화의 발굴 등에 쓰이고 있다.

3) 인민의 인식 변화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회조직이 점차 성장하면서 정부, 기
업 간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났다. 고속성장을 이어간 중국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조직 간의 관계와 역할에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조직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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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공공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전달의 사각지대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중국 개혁개방 과정에서 사회조직이 정부와 민영기업 등이 수행할 수
없는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정부, 기업, 대중들 모두 사회조직의 중요성
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李永忠이 언급하듯, 인민 주체의 확장은 중국 사회조직의 토대가 되었

다. 개혁개방 이후, 비국유제 경제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사회단체가 생
겨났다. 다수의 인민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조직을 만들었으며, 과거 계급
투쟁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성립할 수 없었
다. 따라서 ‘공존과 발전’의 시각에서 ‘사회계층’의 이론을 이용하여 사회
단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노동자, 농민, 상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신흥 사회계층이며, 그들은 모두 사회주의 시장 주체들이다. 그들은 헌법
이 부여한 권리, 헌법이 규정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새로운 시대의 시민
으로 거듭나야 한 것이다(李永忠, 2012: 82).
결국, 중국 시장 주체의 확장은 시민 계층, 인민 주체의 확장을 의미한
다. 또한 인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고화하며, 사회이익을 증진
시키기 위해 사회조직을 결성한 것이다. 이는 중국 사회의 조직화 수준을
점차 높이는데 기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3절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제약 분석
중국의 사회조직은 다양한 동인에 의해 추진되어 빠른 발전을 가져왔
지만, 그 이면에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미흡하고, 법적 지위 보장이 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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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자체 발전 능력과 발전 동력이 취약한 현실 등의 문제가 존재
한다.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龙宁丽
이 지적하듯, 중국 사회조직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로는 조직구조의 설치
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조직 규정(章程)의 핵심 내용이 여전히 준수되지
않고 있다. 또한, 소수인이 결정을 주도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일탈된 행위와 자율성이 부족하고, 감독이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龙宁丽, 2015: 24-26).
周恩毅도 중국 사회조직이 직면한 문제를 조직의 독립성 결여(인사임

명권 결여, 민주적인 정책결정 과정 결여, 재무 비건전성 및 경제 독립성
결여), 사회조직 관리 혼란, 적절한 법률 환경 미흡, 사회조직 발전의 불
균형, 조직능력 취약, 사회조직 자체의 이념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周恩
毅, 2014: 180-184).

중국 정부와 사회조직 간에 협조가 어려운 장애에 대해서 韩俊魁·赵小
平는 전능한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문제, 법률 취약 및 이중관리체

제의 제약, 정부와 사회조직 간 소통과 경험 결여, 사회조직의 능력 부족,
사회조직의 공신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韩俊魁·赵小平, 2016:
206-211).
康晓光·冯利도 중국 공익조직이 공신력 위기를 갖게 되는 요인으로 조

직 내부(모호한 공익 목적, 혼란한 재무관리, 공정하지 못한 교역, 낮은
효율성과 효과성, 막힌 내부 환류 기제, 낮은 투명성), 체계성과 영역(체
계 내 낮은 공신력, 낮은 체계성 및 영역 자율성), 조직 외부(정부부문과
관련된 낮은 공신력, 기업과 관련된 낮은 공신력, 미흡한 정부 감독) 측면
에서 제기한다(康晓光·冯利, 2014: 40).

제3장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 분석 ❙ 117

중국 사회조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본문은 구조적, 제도적, 행위적 제약 요
인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1. 구조적 제약
1) 정치체제의 제약
당국가 정치체제의 유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래, 신성불가침의
최고 원칙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세계적인 경제의 글로벌화와 정
치 민주화 열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당의 합법성을 경제적 성장에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
제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제적 요소들을 만
족시켜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사회적 안정(稳定)이다.
따라서 사회적 안정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稳定压倒一切) 전제조건이
라는 것이 줄곧 중국의 핵심적인 국정관리 이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는 안정유지를 위한 범국가적인 사회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역사
회에서의 안정유지가 각급 지방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실적평가 기준
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의 국가와 사회 관계는 과거
전능주의체제에 비해 사회적 자율성과 다양화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
었지만, 국가권력이 언제든지 사회 내 모든 영역에 간섭하고 모든 계층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조직은 상호 모순되는 역할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 행정권력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
의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당부분은 사회가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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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조직이 매우 적극적인 역할
을 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국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는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사회조직이 빠른 발전을 가져온 중요한 원
인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1960년대 발생한 문화
대혁명, 1980년대 말의 천안문사태, 1990년 말의 법륜공사건, 그리고
21세기 이후의 수많은 사회적 충돌과 갈등을 겪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중국 정부는 사회조직이 언제든지 국가의 권력에 도전하고 사회적 안정
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사회조직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늦
추지 않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7만여 개의 동업종협회 중에서 정부 배경을
지니는 경우 80%에 달하며, 다수의 조직에 전문인력과 정부재정이 지원
되고 있다. 또한, 일찍 1998년에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당정기관 간부의
사회단체 영도직무 겸직금지 통지(关于党政机关领导干部不兼任社会团体
领导职务的通知, 中办发[1998]17号)」를 반포하여 사회조직의 독립적 운

영을 보장하려 하였다. 그러나 다수 협회는 여전히 현직 혹은 퇴직 관료
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안휘성 퉁링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5개 협회
학회 중 13개 학회가 정부 배경을 갖고 있었으며, 23개 커뮤니티에서 운
영되고 있는 사회조직을 보더라도 그중 22개 조직의 책임자가 정부관료
출신이다. 전국 31개 성의 관광협회를 보아도 정부와 연관 없이 독립적
으로 운영되는 것은 4곳 밖에 되지 않았다(马庆钰·廖鸿, 2015: 89-101).
이에 관하여 광동성 당위원회 부서기인 주밍궈(朱明国)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성정부의 일부 국(局)급 기관은 사회조직을 설립하여 자
녀, 친척들의 취업 장소로 만든다. 담당국의 국장 등 고위관료들이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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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사회조직에서 회장과 법인대표를 담당한다. 그리고 성정부의 국급
기관은 돈을 벌수 있는 정부기능을 사회조직에 전이시킨다. 이런 상황에
서 어떻게 사회조직 간의 경쟁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는 사회
조직의 행정기관화와 사업독점을 타파하는 가장 큰 장애이다”(冯宙锋·黄
怡, 2012).

최근 중국 국내에서 논란을 겪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베이징
시에서 최초로 시행되어 현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추형 사회조
직’(枢纽型社会组织) 관리 모델이다. 중추형 사회조직은 2009년부터 베
이징시에서 최초로 실행한 사회조직에 대한 일종의 새로운 관리시스템이
다. 베이징시 사회조직 담당 부서는 각 영역에서 정부를 대행하여 동일
영역의 사회조직들을 선도(lead)할 수 있는 조직들을 중추형 사회조직으
로 지정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조직 영역에서는 베이징시 공천단위원회,
부녀조직 영역에서는 베이징시 부녀연합회, 자선단체 영역에서는 베이징
시 적십자 협회, 노동조합 영역에서는 베이징시 공회가 중추형 사회조직
으로 선정되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7개의 시급 중추형 사회조
직을 지정하여 전시 24,000여 개의 사회조직의 운영에 대한 지도와 관리
를 책임지게 하였다. 시스템 도입의 주요 목적은 정부와 사회의 분리 원
칙에 따라 사회조직의 이중관리체제를 개혁하고, 원래 업무주관기관의
조직관리 기능을 중추형 사회조직에 전이시킴으로써 비용감소와 효율성
을 제고하는 동시에 업무주관 기관의 퇴출로 인한 관리체제의 공백을 메
워서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베이징에서 시작된 이 관리 모델은
급속히 상하이, 텐진시, 산동성, 저쟝성 등지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중국 학계에서는 사회조직 관리혁신의 명의로 도입된 중추형
사회조직 모델은 ‘낡은 술을 새 병에 담은’ 방식으로 정부와 사회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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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주요 이유로는
중추형 사회조직은 대부분이 준정부기관 혹은 정부 배경을 갖고 있는 조
직으로 정치적 지위상 동일 영역의 조직과는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이며, 서비스보다 관리와 통제를 최우선 사명으로 하는 관료제 문화
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이다.41)
중추형 사회조직의 고유한 특성은 정부와 사회의 분리라는 개혁의 목
적 실현을 어렵게 할 것이고, 자원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성
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시 어느 장애자 자선단체의 CEO는 정
부서비스 사업의 입찰경쟁에 참여할 경우에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장애자연합회”라는 중추형 사회조직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장애자연합회 산하에 기금회, 공익추진회 등 직계 사회조직이 설치되
어 있는 상황 하에서 일반적인 민간조직은 입찰에서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였다. 어느 입찰에 성공한 한 단체는 자신들은 중추형 사회조직
과 합작해서야 입찰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기획설계와 집행은 모두 우리
가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지원자금은 중추형 사회조직의 통장에만 이체
가 가능하고, 우리는 3,000 위안 이상의 자금을 사용하려 해도 보고서를
제출해서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일반
사회조직에게는 중추형 사회조직이 또 하나의 ‘시어머니’에 불과하다는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다(马庆钰, 2014).

41) 시진핑 당총서기는 “공회, 공청단, 부녀회 등 단체들이 장기간 군중을 이탈하고 ‘기관화’, ‘행정화’, ‘귀족화’,
‘오락화’의 조직문화를 형성하였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였다. 习近平: 群团
组织要去机关化. Retrieved from http://news.sina.com.cn/c/2015-07-07/223432083005.shtml (검
색일, 201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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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문화의 제약
구조적 차원에서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
소는 중국인의 행위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문화와 가치이다.
사회조직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공공사무에 참여하는 자율적인 조직(自组织) 행위는 중
국의 전통적인 문화적 기반에서는 나타나기 힘든 것이었다(石国亮, 2011).
중국은 전통적으로 종법사회(宗法社会), 즉 자아(己)를 중심으로 혈연
과 지연을 확장하고, 각자의 영역과 계층이 명확히 구분되는 엄격한 신분
질서를 지켜왔다. 이러한 종법관계는 유가의 ‘효’(孝) 문화에서 시작되어,
‘효’로부터 ‘순’(顺)으로, ‘효’로부터 ‘충’(忠)으로, 더 나아가 ‘가(家)-족
(族)-천하(天下)’의 家国一体의 총체적 사회를 형성하였다. 가정에서는
부권(父权)이 제일 강하고, 국가에서는 군권(君权)을 지존으로, 군주는 가
장제(家长制) 국가의 제일 큰 가장이었다. ‘충효’ 문화를 기반으로 군주는
백성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종법의 윤리로 백성에 대해 순종교육을 진행
했다. 이러한 통치하에서 백성들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상실하고, 자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의부형 순종문화를 형성한 것이다(张卫海, 2011).
이러한 문화는 시민문화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행동의 일체성을
의사소통과 설득이 아닌 강권과 윤리를 기반으로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
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하고 냉담하도록 만든다.
부족한 시민의식은 중국의 사회조직 형성과 발전의 선천적인 장애를
형성시킨 것이다. 게다가 개혁개방 전에 중국인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워
주고 있다가 물밀듯 빠져나간 특정 시대 공익 이념의 공백도 아직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회조직 발전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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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봉사 정신과 공익 정신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시민 참여율
의 저조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谭日辉, 2014).
2016년 9월에 갤럽이 공포한 자료를 보면, 중국의 시민참여율은 조사
대상 140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42)

표 3-2

국가별 시민참여율 순위(2015년)

최상위 10개 국가

참여 지수

최하위 10개 국가

참여 지수

미얀마

70

아제르바이잔

21

미국

61

마다카스카르

20

호주

60

몬테네그로

20

뉴질랜드

59

헝가리

20

스리랑카

57

세르비아

20

캐나다

56

콩고

19

인도네시아

56

그리스

19

영국

54

예멘

17

아일랜드

54

파키스탄

17

우즈베크스탄

52

중국

11

자료: ‘公众参与’全球排行榜, 中国倒数第一. Retrieved from http://www.ngocn.net/news/2016-10-13-3c7c0bfddc6876d9.html
(검색일, 2017.8.1).

2. 제도적 제약
李永忠이 언급하듯, 현재 사회제도의 제도적 환경은 다음 4가지 측면

과 관련되어 있다. 즉, ⅰ) 법률, ⅱ) 행정법규, ⅲ) 당의 정책, ⅳ) 비공식
적인 제도이다. 중국 사회조직이 처한 제도적 환경의 시각에서 보면, 중
국 사회조직은 전형적인 정부의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는 사회
조직을 거시적으로는 지지하지만, 엄격한 방식으로 제약을 둔다. 사회조

42) ‘公众参与’全球排行榜, 中国倒数第一. Retrieved from http://www.ngocn.net/news/2016-10-13-3c7
c0bfddc6876d9.html. (검색일, 20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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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 광활한 현실적 공간을 지니고 있지만, 제도적 공간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사회조직과 관련된 제도적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만이 사
회조직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李永忠, 2012: 125-6).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사회조직과 관련된 법적 뒷받침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사회조직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 법적 제약
(1) 법체계 미흡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총리 리커창은 당의 회의에서 여러 차례에 걸
쳐 법치사회 건설을 제창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조직의 설립과 운영
은 관련된 법률이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정치제도, 법률제도, 관념제도 등의 제약으로 인해, 민간조직
(사회조직)은 사회전환 과정에서 여전히 합법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합법
성의 부족은 주로 정치 합법성의 부족, 정치 합법성과 사회 합법성 간의
모순과 부조화로 나타난다. 또한, 법률 부합 측면에서 민간조직의 입법
및 집행법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민간조직에 매
우 불합리한 영향을 주고, 민간조직을 관리하는 정부에 상당한 도전을 유
발한다(吕新萍, 2016: 144).
何增科가 지적하듯, 기존의 법률제도의 불완전성, 엄격한 통제, 적은

서비스, 중요한 일에 대한 사전 관리, 사사로운 일에 대한 사후감독, 사회
조직과 관련된 다수의 법규는 행정적인 제약과 관리의 시각에서만 사회
조직의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지위나 합법적인 재산권익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장치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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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있지 않다. 법에 의거한 감독·관리에 대한 법률적 틀이 없으며,
사회조직의 운영과정과 그들의 업무에 대한 감독 기제가 부족하다. 이는
사회조직에게 필요한 정보공개와 평가제도에 대한 외부 추진력의 부족,
위반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부족, 신용도 하락 등의 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何增科, 2013: 96-7).
개혁개방 이후 비록 국무원에서 사회단체, 민영비기업 단위와 재단과
관련된 법률들을 발표하고, 민정부도 「불법 민간조직을 취소하는 임시방
법(取缔非法民间组织暂行办法)」, 「중개 서비스 비용징수 관리방법(中介
服务收费管理办法)」, 「민간 비영리조직 회계제도(民间非营利组织会计制
度)」와 「재난구제 헌금관리 방법(救灾捐赠管理办法)」 등의 부위(部委) 규

정들을 발표하였다(杨丽 等, 2015: 79).
그렇지만, 법률의 등급이 높지 않아 일부 조례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집행력이 떨어지고, 사회조직의 발전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 현실이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성 사회조직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의 개략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그러나 조직이 침해를 입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杨丽 等, 2015: 79).
何水는 사회조직과 관련된 법적 뒷받침의 취약점을 세 가지로 파악하

고 있다. 첫째, 필요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조직에 관한 기본법이 없고, 사회조직의 발전과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는
자선사업과 자원봉사자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何水,
2015: 158). 해외지역 비정부기구가 중국에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거
할 전문규정도 없다.
둘째, 법률법규 간에 연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내용상 충돌과 모순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민영비기업단위등기관

제3장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 분석 ❙ 125

리임시조례」와 「기금회관리조례」 등은 “사회조직의 자산은 침범을 받지
않고, 사적 처분과 남용을 못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자는 형사책임
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현행 형법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
이 없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민영비기업단위등기관리임시조례」에는
민영비기업단위는 비영리조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민영교육촉진법」
제51조에는 민영학교는 “출자인은 학교 경영에서 남은 이윤에 관해 합리
적인 액수를 지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합리
적인 액수는 종종 영리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조
직의 분류 및 신분 확인에서도 나타난다(葛道顺, 2011). 사회조직 관련
법규에 따르면, 중국의 사회조직은 사회단체, 기금회와 민영비기업단위
등의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지만 중국 현행 「민법총칙」은 기업,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법인 등의 네 가지 종류만 인정하여, 기금회와 민영비
기업단위의 신분확인 문제가 존재한다. 신분확인을 받지 못하면 많은 자
선단체들은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葛道顺, 2011).
셋째, 관련 법규의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조직에
관한 주요한 법적 근거인 위의 세 조례는 사실 모두 입법 당시의 시대적
특징인 ‘통제’의 색채를 짙게 띠고 있다.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수
요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적시에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葛道顺,
2011).

(2) 비합리적인 법규 내용
비합리적인 법규 내용은 여전히 많다. 우선, 진입규제의 표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제10조에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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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설립하는 요건 중에는 활동 장소와 전문직원이 필수적인 조건이며,
합법적인 자산과 활동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전국적인 조직은 10만 위
안, 성급 이하 조직은 3만 위안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은행에 통장개설, 자격심사보고 제출 등도 모두 경비가 소요되는
데 일부 조직에는 이것이 작은 부담이 아니다. 다음으로 공익자선(公益慈
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 ‘공익’에 대해 매우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심사허가 담당기관의 공무원마다 개념에 대한 이
해가 달라 등록신청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칭하이성(青海省) 위수(玉树)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례는 법적 제약이
사회조직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위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보
여주고 있다. 2010년 4월 14일 칭하이성 옥수지역에서 7.1급 지진이 발
생하여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생겼다. 수많은 사회조직들이 자
발적으로 정부와 함께 사후 구조에 참여했으며 국내외 지진피해복구 자
금을 기부 받았다. 하지만 2010년 7월, 국가 민정부, 발전계획위원회, 감
찰부, 재정부, 심계서는 공동으로 「칭하이성 위수 지진구재 기부자금 사
용실행 방법(青海玉树地震抗震救灾捐赠资金使用实施办法)」을 공포하여
기부를 받은 조직들이 기부금액을 모두 칭하이성에 이체하여 성정부가
지진 후 피해복구에 통합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국내 학계와 사회
조직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들은 “재해복구기금의 사용은 행정명
령이 아니라, 민사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정부는 자선기금 모금이나
사용이 아니라 자선단체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 운영을 감독하는 선
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지, 사회조직의 합법적인 권한을 박탈하고 자
선 활동을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贾西津, 2010).
庞承伟도 같은 견해로 중국 사회조직 관련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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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사회조직 법률 및 법규가 그에 합당한 규모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법규는 사회조직 법률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도 빈약하다. 그 이유로는 현재 중국 사회조직
의 법률 상황과 관련해서, 위에서는 현재 중국의 사회조직 법률을 만드는
과정이 전문적이지 않으며, ‘사회조직법’과 같은 엄격한 사회조직관리 법
률도 부재하다. 반면, 밑에서는 실행 가능한 규정 및 규칙이 없다. 중간에
서는 규정, 방안 등이 적으며, 상하 조합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론
적으로 사회조직 법률, 법규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의
법률의 상당부분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으며, 법에 기반을 두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 적용되는 행정법규의 대부분은 정부가 사회조직을 엄
격히 제어하기 위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 배
경은 서양화와 분열을 막고 이단이나 기공조직을 통제하고 정치의 범민
주화의 억제와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법규의 제정은 주로 정
부와 사회조직 간의 관계에 기반을 두며, 이는 기껏해야 주무부서와 조수
의 관계에 지나지 않으며, 관리형 정부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들
은 감독·관리에 중점을 두며, 과학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庞承
伟, 2013: 166).

2) 정책적 제약
사회조직의 발전은 정부의 관련 분야별 정책 및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
하다. 그간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가 세금혜택, 공공서비스의 아웃소싱,
사회조직발전특별기금 조성, 공익 입찰, 운영자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정
책을 어느 정도 수립하였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何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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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60-161).
우선, 세금혜택 측면에서 보면, 2008년 1월부터 실행된 「중화인민공
화국기업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은 ‘조건에 부합되는 비
영리조직의 수입’을 ‘면세수입’ 범위에 포함시켰다. 특히, 기업의 공익성
기부에 대한 세전 공제비율을 기존의 3%에서 12%로 상향 조정하여 사회
조직 발전에 매유 유리한 정책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일
부 지방에서 면세자격인증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관련 부서들이 집
행과정에서 세부규칙을 통하여 법의 원래 취지를 왜곡하는 등의 이유로
많은 사회조직들이 국가가 법에 규정한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매
스컴에서 보도한 하나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43)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실행되었지만,
2009년 11월 11일이 되어서야 중앙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공동으
로 「비영리조직기업의 소득세수입문제에 관한 통지(关于非营利组织企
业所得税收入问题 的通知)」와 「비영리조직면세자격인정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关于非营利组织免税资格认定管理有关问题的通知)」를 공포
하였다. 하지만 이 통지에 의하면, 면세 범위에는 기부수입, 정부보조
금수입, 회비, 면세수입으로 발생한 은행이자수입 등이 포함되지만,
정부가 사회조직으로부터 공공서비스를 구매한 수입, 경영성 수입 등
이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면세 범위가 법규정보다 축소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 중국적십자기금회, 남두공익기금회,
베이징광화자선기금회 등의 중국 국내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고

43) “社会组织税务调查9家基金抗税上书一年半少回应”. Retrieved from http://www.chinadevelopment
brief.org.cn/news-3686.html (검색일, 20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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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9개의 기금회가 국무원에 항의서한을 보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
국의 면세규정의 합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였다. 4일 후 기타 15
개의 기금회도 추가로 항의에 동참하였다.

정부가 사회조직의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 정책은 사회조직 발전을
추진하는 유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행중 구매
표준이 명확하지 않고, 절차의 규범화 정도가 낮으며, 서비스와 자금보장
체계가 부족한 문제 등이 존재한다. 그 외 사회조직이 질 높은 공공서비
스를 제공하려면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필요한데, 이것 역시 국가의 정책
적 지지 및 제도보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사회조직은 주로 인민
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당대표대회, 정부 공청회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3) 관리체제의 제약
何增科가 지적하듯, ‘이중관리’의 특징을 지닌 현재의 사회조직 관리

체제는 사회조직의 발전에 너무 많은 제약을 주고, 서비스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조직의 자금, 장소 및 구성원 수와 관련해서 매우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이는 사회조직 활동의 지역적 한계, 영역 확장의
한계, 업무주관부서의 심사비준과 내부업무 간섭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야
기하여, 결국 사회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사회조직의
등기관리기관은 민정부서의 내부기관으로 세무, 회계, 사법 기관이 함께
종합적인 감독·관리를 할 계획은 있지만, 추진력이 부족한 현실이다(何增
科, 2013: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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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조직의 주요 부서는 주로 현(县) 및 그 이하 지역에서 활동한
다. 향진(乡镇)을 포함한 그 이하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조직 등기관리기관
은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나 편성체제를 지니지 못하고, 현(县)의 관리능
력 역시 매우 부족하다. 또한, 진입장벽이 높고, 수속절차가 번거롭기 때
문에, 대다수 사회조직은 등기관리기관의 감독·관리의 관할 범위 안에
있지 않아서 이와 관련한 폐해도 적지 않다(何增科, 2013: 114).
葛道顺는 사회조직 관리체제의 제약을 두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사

회조직 발전과 관리에 관한 기능이 여러 기구에 나뉘어져 통합 조정이 힘
들다. 중앙 차원에서는 중국공산당 산하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중앙통
전부, 국무원 산하 민정부, 공안부, 안전부, 공상총국 등 기관이 모두 사
회조직 관리기능을 갖고 있다(葛道顺, 2011).
비슷한 상황은 지방정부에도 존재하고 있다. 각급 지방정부는 사회조
직 발전의 중요한 의의를 인식하고, 이를 위한 통합조정기구를 설립하였
다. 그런데 추진 상황을 보면, 광동성의 경우, 관련 부서가 참가하는 연석
회의를 설립하고, 일상적 운영을 책임진 사무처를 민정부서에 둠으로써
비교적 이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러 기구가
중복 기능을 담당하여 혼란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 모델이 베이징과
안후이성 퉁링시(安徽省铜陵市), 저쟝성 원저우시 창남현(浙江省温州市
苍南县) 등이다(马庆钰·廖鸿, 2015: 92-94).

베이징 사회발전 통합조정체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최상위에 ‘사회
건설공작영도소조’가 설립되어 베이징시 사회조직 발전과 건설의 총 조
정자 역할을 담당한다. 내설 상설기관인 사무처는 사회조직 연석회의를
조직하고, ‘중추형 사회조직’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베이징시 당위원회
의 ‘사회공작위원회’와 시정부의 ‘시정부사회공작판공실’은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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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당정합병 기구로서 베이징시의 사회건설에 대한 기획·지도·종합
조정을 책임진다. 그 외 베이징시 민정국은 사회조직의 등록과 감독·관
리를 책임지고, ‘중추형 사회조직’은 각 분야 사회조직 업무관장 기관의
역할을 한다. 이와 비슷하게 저쟝성 온주시 창남현과 안휘성 퉁링시는 시
(현)정부 차원에서 사회공작위원회 혹은 사회건설위원회가 설립되어 사
무처가 민정부서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또 정법위원회가 설립
한 ‘사회관리와 사회건설 혁신 및 강화 영도소조’(퉁링시은 ‘사회종합치
리’ 판공실이라는 명칭 사용), 市당위원회 조직부가 설립한 ‘비공유제경
제와 사회조직공작위원회’(퉁링시는 ‘커뮤니티공작판공실’)가 있다. 이러
한 기능이 중복된 부서의 난립은 사회조직 발전에 관한 조정을 어렵게 하
고 있다(马庆钰·廖鸿, 2015: 95).
둘째, 감독관리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이다. 사회조직의 등기제
도가 변경된 후 사실상 첫 번째 진입장벽이 제거되었지만, 문제는 진입규
제를 완화한다고 하여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등기제도 개혁 이후 기타 부서들은 민정부서가 책임진다고 생각
하고 개혁 후 각자 기관의 기능이 무엇이지는 모르고 있다. 또 하나는 감
독·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민정부서의 연대책임이다. 연대책임
이 있기 때문에 민정부서는 등기허가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
으며, 이는 사실상 사회조직 등기의 또 다른 장애요소로 나타나게 된다.
민정부서로 놓고 보면 사회조직이 설립된 후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면 트집 잡아 허가증을 내주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개혁 이후 민정부서의 담당기구 설치 및 인력배정도 하나의 도
전이다. 오랜 기간 사회조직 관리부서는 민정부문 내에서도 힘이 약한 변
두리 부서였다. 그 것은 인원편제 배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민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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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성급 사회조직 관리부서는 평균 9명이 안되고, 지구급시
(地区市)는 2명에서 3명인데다 전담부서가 없다. 현급(县级)은 평균 0.7
명으로 법집행의 최저 기준에도 미달이며,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
다. 경제 상황이 가장 좋은 광동성이라 해도 49개 현에 전담부서가 없다.
행정법의 규정에 따르면, 심사허가에 관한 법집행을 책임을 지는 인력은
2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전국 범위의 대다수 현급 정부의 담당인원 수는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등기제도 개혁 이후 원래 주관부서
가 담당한 자격심사 업무까지 모두 등기업무를 책임진 공무원들에게 이
관되었는데, 심사업무는 법률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기에 이는 공무원들
에게 또 하나의 풀어야 할 숙제가 생긴 것이다(马庆钰·廖鸿, 2015:
95-96).
더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여기에서는 한중일의 시민섹터 관련 법인
제도의 설립·운영에 적용되는 기본적 행정원칙을 비교함으로써 중국 사
회조직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조직 활동을 제한하는 제도적 제약을 이
해할 수 있다(미우라 히로키, 2014: 27).
<표 3-3>에서 보듯,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행정권력의 개입 수준
이 높은 허가주의의 비중이 높다. 중국은 주요 시민섹터 조직에 대해서
허가주의44)를 적용하며, 이중체계와 비경쟁성 원칙45)을 적용하기 때문

44) 법인제도의 행정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김용환 외, 2007: 10-12; 윤철홍, 2009: 7-10; 미우라
히로키, 2014: 11-12에서 재인용). ⅰ) 준칙주의는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와 수리만으로 등기할 수
있다. ⅱ) 인증주의는 관련된 요건의 충족과 행정기관의 승인에 의해 등기가 가능해진다. ⅲ) 인가주의는 관
련된 요건의 충족 외에 행정기관의 재량적 심사를 받는다. ⅳ) 허가주의는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등기에 대해
허가가 내려진다. ⅴ) 특허주의는 특정 조직에 대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설립 또는 관리한다. ⅵ) 강제
주의는 법이나 정책을 근거로 강제적으로 조직이 설립된다.
45) 이중관리는 각급 정부 민정부와 업무주관부서의 양쪽에서 등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며, 비경쟁성 원
칙은 각급 행정 수준에서 동일 분야에 한 단체만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미우라 히로키, 201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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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실상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조직 활동에는 상당한 제도적 제한이 있
다(미우라 히로키, 2014: 27). 이런 성격에 주목해 중국 시민섹터를 ‘행
정부 흡수형 사회’(行政吸纳社会)라고 표현하기도 한다(康晓光 等, 2008:
332-333; 미우라 히로키, 2014: 27에서 재인용).

표 3-3

주요 조직의 설립·운영에 적용되는 기본적 행정 원칙

설립·운영의 원칙

한국

강제주의
∙ 일반협동조합(5)
∙ 노동조합

인증
주의

∙ 비영리민간단체(100)
∙ 사회적 기업

인가
주의

∙ 일반사단법인(2)
∙ 일반재단법인(7)
∙ 노동조합
∙ 농민전업합작사(5)
∙ 복리기업

∙ NPO법인(10)

∙ 사회적 협동조합(5)
∙ 각종 조합조직(20~50)
∙ 각종 공제회
∙ 특수법인

∙ 각종 합작사
∙ 각종 집체소유제기업

∙ 인정NPO법인(10)
∙ 공익사단법인(2)
∙ 공익재단법인(7)
∙ 각종 조합조직(7~20)
∙ 각종 공제회
∙ 인가지연단체
∙ 특별민간법인

∙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7)

∙ 민영비기업단위
∙ 사회단체(50)
∙ 기금회(5)
∙ 사업단위
∙ 민영학교법인

∙ 공공기관
∙ 특수법인

∙ 사업단위

↑

(행정권력의
개입 수준)
높음

일본

노동조합

준칙
주의

낮음

중국

↓

허가
주의

특허주의

∙ 독립행정법인
∙ 특수법인

주: ( )안은 조직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
자료: 미우라 히로키(2014: 27)

3. 행위적 제약
1) 정부관료의 인식
중국 정부는 전통적인 ‘관료주의’ 영향을 받아 사회조직의 양성과 발
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사회 거버넌스에서 사회조직의 지위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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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확히 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조직이 정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를 도와 사회를 관리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여서 사회조직에 대한
지위가 명확하지 못하다(杨丽 等, 2015: 79).
廖鸿·石国亮이 언급하듯, 중국 정부관료들의 사회조직에 대한 인식이

획일적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사회조직 발전에 관한 명확한 관리
지침이 있지만, 일부 부서와 지방정부의 관료들은 경제사회 발전에서 사
회조직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廖鸿·石国亮,
2011).
薛泉에 의하면, 정부관료들은 사회조직을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평등한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각급 정부기구 중에서 민정기구가 힘없는 변
두리 기구로, 또 민정부서 내에서 사회조직과 사회복지를 담당한 부서가
변두리 부서로 인식되고 있다.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국장급 직무를 담당
한 대표적인 관료 A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薛泉, 2015).

“기층정권국에 있을 때 지방 도시에 출장가면 지방정부의 일인자가
친히 나와서 환대해주었는데, 사회공작 및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전임
된 후 지방출장을 가면 냉대는 아니더라도 지방정부의 접대 수준이 큰
폭으로 떨어짐을 실감했다”(薛泉, 2015).

다른 한편으로, 사회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발전을 추
진하려는 지방정부 관료들이라 할지라도 사회조직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비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때문에 오히려 사회조직
의 발전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薛泉, 2015). 이는 저쟝성 원저우
(温州)시의 사회조직 발전정책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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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쟝성 원저우시는 중국 국내에서 민영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 중 하
나다.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원저우시에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동업
종협회가 많이 생겨났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1997년 원저우시는 상하이, 샤먼, 광저우와 동시
에 국가가 지정한 동업종협회 개혁의 실험도시로 확정되었다. 수년간
의 개혁 실험을 통하여 원저우시에서 원래 정부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회조직들이 민간조직으로 전환되었다. 사회조직의 자율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원저우시는 2007년에 「동업종협회와 행정기관이 관
계를 분리하는 공작에 관한 실행 의견(行业协会与行政机关脱钩工作的
实施意见)」을 공포하였다. 이어서 2011년부터 원저우시는 새로운 단

계의 사회조직 개혁을 시작하였다. 과거와 달리 이 개혁은 새로 임명
된 원저우시 당위원회 서기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신임 당위원
회 서기는 동시에 저쟝성 부성장과 성당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하고
있어 막강한 권위를 갖고 있었다. 1인자의 강력한 추진 하에 원저우시
는 첫째, 사회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민정국내 민간조직관리처를 민정
국에서 분리시켜 민간조직관리국(이후 기구명칭을 사회조직관리국으
로 변경)이라는 국급 기관으로 승격시켰다. 둘째, 중추형 사회조직으
로 정부를 대신하여 동일 영역의 사회조직을 관리하던 공회, 공천단,
부녀연합 등 조직들의 중추적 기능을 철폐시키고 관련 업무를 전부 사
회조직관리국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셋째, 과거의 ‘일업일회, 일지일
회’(一业一会, 一地一会)라는 사회조직 등기관리 원칙을 철폐하고 ‘일
업다회, 일지다회’(一业多会, 一地多会)라는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사
회조직 간의 경쟁 기제를 도입하였다. 넷째, 진입규제 완화이다. 사회
조직 등기신청 시 필요한 자금을 1만 위안으로 줄였고, 공익자선, 사
회복지, 사회서비스와 지역커뮤니티 사회조직은 등기신청 시 운영자
금에 관한 요구를 폐지했다(薛泉,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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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큰 문제는 상기 정책과 더불어 실행한 계량적 실적평가지표
에 있었다. 薛泉에 따르면, 2011년 말에 원저우시 정부는 사회조직 발전
의 ‘147계획’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1만 명 인구당 사회조직 수를 4.7개
로 실현한다는 뜻이다. 원저우시 당서기, 시장, 그리고 민정국 국장을 비
롯한 주요 지도자들은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2012년 말에 목표 수치는 큰 변경이 있었다. 2012년 10월 26일
에 열린 사회조직 발전 관련 회의에서 정부는 “2012년 말까지 전시의 등
록한 사회조직 수량을 15,000개로 실현한다.”고 선포하여 짧은 시간 내
에 원래 계획했던 1만 명 당 4.7개의 조직 수를 16개로 수정하였다. 또
한, “사회조직 운영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은 5만 명 이상이고, 그중 대졸
자의 비중은 70%를 차지해야 하며, 고급기능 인재의 비례는 10% 이상에
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외 “매 지역사회(社区)의 사회조직 수는 20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했는데, 이러한 수치는 관련 부서들의
업무실적에 대한 중요한 평가지표로 되었다. 실적평가의 압력으로 원저
우시의 사회조직 수는 4개월 만에 362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조사
에 의하면, 2012년 5월 4일 하루 만에 어느 지역사회에서는 7개의 사회
조직이 설립되었다고 한다.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사회조직을 행정명령식
으로 설립하려는 지방정부 수장의 위와 같은 행동은 사회조직 발전의 본
질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조직의 발전을 경제사회
발전의 필수적인 전제와 필요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놀음을
통한 개인의 실적으로 만들려는 정부관료의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薛泉,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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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의 봉사정신 결여
중국에서 시민의 봉사정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회자된다. 문화대혁
명의 뼈저린 경험에서 나온 측면도 있겠지만, 이타적인 행위가 상당히 낮
은 사례들이 언론 매체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Liu(2011)의 사례 연구46)
에서 보듯,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동강령도 있지만, 자원봉사 원래 취지와
괴리된 정치적 내용이다. 설령, 이러한 강령이나 규칙이 있지만, 이를 준
수하려는 의지도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민의 자선 활동 참여는 사회조직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21세기에 들어서, 특히 쓰촨 대지진 구조, 베이징올림픽, 상하이엑스포,
광저우아시안게임 등을 거치면서 중국의 자원봉사자 수는 급증하고 있
다. 2012년을 기준으로, 민정부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자원봉사조직
이 43만 개에 달하고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인원수는 6,000만 명
을 넘어섰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의 숫자와 봉사 시간을 국제적인 시각에
서 보면, 중국은 선진국과 너무 많은 차이를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보면,
선진국이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 수가 인구수의 30%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중국은 5%에 미치지 못하며, 1명의 자원봉사자가 1년에 평균적으
로 봉사하는 시간은 5시간밖에 안되어 미국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马庆钰·廖鸿, 2015: 73).
46) 자원봉사자들은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하고, 숙소 규칙도 있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주민들의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
는 등의 내용이다. 자원봉사의 행위지도 원칙으로는 첫째, 공산당의 리더십을 항상 지지해야 한다. 둘째, 국
가 재통합을 항상 지원해야 한다. 셋째, 정부 및 정당의 활동을 절대 간섭해서는 안 된다. 넷째, 어떠한 형태
로든 종교적인 선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이러한 행위지도 원칙은 사실 자원봉사의
행위 원칙과 다소 괴리된 측면이 있다(Liu, 2011: 148). 또한, 실제로 자원 봉사자들에게 규칙들을 인지하고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한 자원봉사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규칙들은 우리(자원봉
사자들)보다는 외부인을 위한 것이었다. 최소한 그걸로 정부를 안심시켜야만 했다.” 심지어 봉사자들도 정
신적인 원조 외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더 많았다(Liu, 2011: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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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들의 봉사정신 결여와 공공참여의 저조는 결국 사회조직 운영에
참가하는 전문인력의 부족을 초래한다. 「중국 공익 인재발전 현황 및 수
요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운영사무처 상근직원이 3명 이하인 기구
수가 조사대상 451개 중의 44.8%를 차지하였다(단 1명의 상근직원도 없
는 조직은 10%에 달함). 그리고 4~5명이 19.1%, 6~10명이 되는 기구가
22.6%에 달했다(马庆钰·廖鸿, 2015: 73-74). 베이징시 과학기술 관련
110개 사회조직에 대한 조사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매 기구의
상근직원 평균수는 4.4명에 달하는데, 그중 한명 밖에 없는 기구는 12개,
2명인 기구는 24개, 거의 80% 기구는 5명 미만이었다. 조사결과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우가 낮고, 승진 가능성이 희박하고, 봉사정신의
결여 등이 사회조직에의 취직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马庆
钰·廖鸿, 2015: 74).

시민들이 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로, 풀뿌리조직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봉사서
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 南都基金会가 70여개 풀뿌리 조직들의 재해복
구사업에 거액을 기부한 후 제3 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 능력과 실적평
가를 실행하였는데 결과는 거의 전부가 ‘불합격’이었다(马庆钰·廖鸿,
2015: 76).

3) 사회조직 구성원의 행태
앞서 보듯, 관련 법규의 부족함, 정부의 간섭과 통제, 그리고 상당한
수량에 달하는 관변 사회조직의 특성은 사회조직의 내부 운영에 많은 문
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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马庆钰·廖鸿은 중국 사회조직 자체의 문제를 지적한다. 우선, 거버넌

스 구조의 문제이다. 조직 헌장은 모두 형식적으로 만들었고, 회장, 이사
장, 사무처장 등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업무담당기관이 내부적으로 결정
하고, 민주적 선거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남성 퉁링시의 예를 들면, ‘체육연합회’는 체육국 산하에, ‘국토자원학
회’는 국토자원청 산하에, ‘질량기술감독협회’는 질량기술감독국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 거의 모든 당과 정부의 부서가 산하에 자체 업종의 사회
조직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들은 관료화 현상이 매우 심하다(马
庆钰·廖鸿, 2015: 76).

다음으로 내부관리가 허술하고 자율적인 감독 기제가 작동하지 못하
여 인사, 재무, 프로젝트관리, 개인평가(自我评估) 등에서 많은 문제가 존
재한다(马庆钰·廖鸿, 2015: 77). 베이징시 사회조직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90% 이상의 기구가 독립적인 인사권이 없이 정부가 직접 대행하
고 있다. 또한, 37%의 기구가 독립적인 재무관리 시스템이 없으며, 64%
의 기구가 프로젝트 관리부서가 없었다. 이는 평상시에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원저우시에 대한 조사에서도 40%의 동업
자협회에만 재무감독제도가 설립되어 있고, 어떤 조직들은 사회조직의
명의로 영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체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시
스템도 작동이 안 되고 있었다(马庆钰·廖鸿, 2015: 77).
이러한 내부 거버넌스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동업자협회가 회원 기업
의 독점을 위하여 앞장서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사회단체가 정부의 업무
관리 부서를 대신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원들로부터 부당한
금액을 챙기는 등 사회조직 헌장과 위배되는 이탈행동이 발생하였다. 이
는 곧 사회조직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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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한 중국적십자총회와 관련된 ‘궈미미’(郭美美) 사건과 중화자선총
회와 관련된 ‘尚德诈捐门事件’이 한동안 중국 국내 자선사업을 위기에 빠
뜨린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1년 6월, 중국 국내 유명한 웹사이트인 Sina.com에 닉네임 궈미
미라는 20세 젊은 여성이 호화로운 스포츠카와 명품가방 및 자신의
사치 생활을 블로그에 공개하였다. 중국내 네티즌들을 경악하게 한 것
은 궈미미가 중국적십자회 상업총경리라는 신분을 자칭했다는 것이
다. 공안당국이 개입하여 조사한 결과 궈미미가 중국적십자회와 직접
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밝혀졌지만, 네티즌들의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
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중국적십자회의 관리운영에서
은폐되었던 문제들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공교
롭게도 궈미미 사건이 터진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자선총회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 2011년 8월, 중국 중앙TV에서 ‘尚德‘捐赠门’真相调
查’라는 뉴스가 방송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장쑤성(江苏
省) 우시(无锡)에 위치한 尚德회사가 중국자선총회를 통해 전국의

200여 개의 학교에 가치가 1,700만 위안에 달하는 물품을 기부했는
데, 이 물품들이 학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회사에 의해 저가로 팔
렸으며, 판매한 돈은 향방을 모른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자산총회가
물품을 인수받지 못한 상황에서 5만 위안을 받고 1,754만 위안의 영
수증을 발급했다는 것이다.47)

47) 郭美美事件. Retrieved from http://news.163.com/14/0916/09/A68N4PUQ00014AED.html (검색일,
2017.6.9). 尚德诈捐门事件. Retrieved from http://gb.cri.cn/27824/2011/08/19/882s3343002.htm
(검색일, 20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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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떨어짐으로써 중국 전역에서 자선기부금이 바닥을 칠 정도로 감소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터진 후에 「小康」잡지가 2011년에 실행
한 조사48)에 의하면, 중국 자선조직에 대해 ‘신임’을 선택한 조사대상자
는 34.7% 정도인 반면, ‘불신임’을 한다는 의견은 40.3%에 달하였다.
이러한 여파는 그렇지 않아도 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설상가
상으로 사회조직으로의 인재나 자금 유입을 차단하게 한다. 杨丽 等이 지
적하듯, 중국의 사회조직, 특히 일부 사회단체들은 주요 활동경비를 회비
로 충당한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조직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회원
수도 적어 절반에 가까운 사회조직들이 경비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전제
초직의 운영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또한, 중국의 사회조직은 흔히 겸직자
들이 대부분이거나 퇴직 인사들이 많아 조직 내부에 전문인력들이 부족
하고, 조직의 전문성과 혁신 능력도 부족하다(杨丽 等, 2015: 79).
사회조직의 자체 운영 및 관리의 역량이 취약한 상황에서 일부 사회조
직의 일탈된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 결국 이는 사회조직의 악순환으로 이
어질 수밖에 없다. 일탈된 행태는 사회의 인식이나 기부자의 신뢰를 잃어
버리게 되고, 사회조직의 자금부족과 인재 유치에 족쇄로 작용한다.
결국, 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 사회조직의 역량 강화 및 역
할 확대 → 사회 인식 제고 → 자금 충족 → 인재 유치 및 사회조직 강화
라는 선순환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 행태와 문화 그리고 역량이 관건인
데, 현실은 여전히 거리가 멀다.

48) Retrieved from http://www.xiexingcun.com/dushu/ShowArticle.asp?ArticleID=9932 (검색일, 20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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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 분석
1.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 의의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를 다루는 목적은 중국 사회조직의 성장과 제약
및 발전에서,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등장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사회조직들이 실제 현실 속에서는 당과
정부, 기업, 시민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호 작용하
고, 작동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즉, 순수한 이론적 차
원의 정의에서, ‘자발적 결사체’로서 ‘자율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삼고 있
는 ‘사회조직’의 개념이 현존하는 중국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환경 속
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실제 작동을 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발
전 가능한지에 대하여 입체적인 탐구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관련 당정의 법률 및 정책 관련 문건 및 인터뷰
자료 등 문헌자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우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
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초 위에서 비판적 분석을 진행한다. 첫째, 중국 사
회조직과 당과의 ‘관계’에 관해서, 둘째, 중국 사회조직과 정부의 관계에
관해서, 셋째, 중국 사회조직과 기업의 관계에 관해서, 넷째, 중국 사회조
직과 시민의 관계에 관해서, 다섯째, 중국 사회조직의 정치적 ‘관계’ 및
그 작동원리(문화적 요소를 고려한)를 파악한다. 여섯째, 정치문화적 배
경 위에다 중국의 사회조직을 올려놓고 그 성장, 제약, 발전 그리고 전망
에 관한 평가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정치문화적 '관계'에 기초하여 중국 사회조직의 문제에 접
근할 때 봉착하는 근본적인 네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사회조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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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개념적 이론을 중국 사회조직에 무리하게 끼워 맞출 경우, 실제
현실에서 존재하는 중국 사회조직의 모습 자체에 대한 이해를 왜곡할 수
있는 문제이다. 둘째, ‘관계’를 바라보는 서구와 중국의 근본적인 문화적
시각으로서 사유의 출발점이 다르다.49) 셋째, ‘관계’는 일례로, 너와 나
의 ‘관계’ 즉, 말하자면 너도 나도 아닌, 너와 나의 ‘사이’에서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无’의 영역에 해당한다. 즉, 상대가 말하지 않고는, 또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그 둘의 ‘사이’가 어떠한 상태인
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 사회조직과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가능하다면 인터뷰 혹은 탐방의 절차가 연구기법
의 하나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적 제약과 함께 중국
사회의 정치 및 공공부문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이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체한다.
정리하면, ‘관계’를 핵심적인 매개로 하여 중국 사회조직의 특성이 무
엇인가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또 ‘입체적으로’ 밝히는 데에 연구의 주안
점을 둔다. 서구와는 다른 현대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국의 특수한 정
치사회적 문화 배경 속에서, 사회조직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그 과정
에서 제약은 무엇이며, 향후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어떤 모습
인지를 관련 문헌자료를 통해 확보한 사회조직과 당, 정, 기업과 관련한

49) 단적으로, ‘나는 나’이고, ‘너는 너’라는 독립된 개체 중심적 사고로부터 인간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서구에
가깝다면, 또 그러한 기초 위에서 그들은 ‘관계’를 맺는다. 가령, 함께 식사를 하고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가 일상이라면, “내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다”(我中有你, 你中有我)는 중국적 사유와 문화에는 그들
과 꽤 다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다. 특히, 엄마가 회임을 하여
아이를 가졌을 때의 ‘엄마 뱃속의 아이’의 관계를 떠 올리게 한다. 이것은 곧, 중국적 사유와 문화에는 ‘관계’
에 선행하여 ‘존재’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독립된 ‘개체’란 있을 수 없음을 뜻한다. 그 어디에도 ‘관계’를 중시
하지 않는 사회나 문화는 없다. 하지만, 유독 중국에서 ‘관계’(꽌시: 关系)를 중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다
른 문화와 독특하게 구별되는 중국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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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의 인터뷰에 기초한 구체적인 사례들과 시민들의 사회조직에 대
한 인식을 보여주는 설문결과 자료를 직역을 통해 소개하고,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의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한 편으로는 사회
조직과 관련한 생생한 중국 현실의 모습을 재구성할 것이며, 또 한 편으
로는 객관적 자료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기초 위에서 향후 중국 사회조
직에 대한 전망과 함께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중국 사회조직이 당정과는 어떠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기존 연구들은 분석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사회조직
과 당정의 관계에 대한 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접근하는 시도는,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의 문제에 들어가려는 초입의 과정에서 문제를 전체적으
로 조망하며, 큰 윤곽을 그려보는 데에 도움을 준다.
우선, 乔东平에 따르면, 중국 사회조직과 정부와의 밀접한 정도를 주
요한 척도로 삼고, 중국의 사회조직과 정부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5가
지로 유형을 구분한다.ⅰ) 내생의존 관계, ⅱ) 도구적 호혜 관계, ⅲ) 경쟁
관계, ⅳ) 분리 관계, ⅴ) 억제 관계이다. 내생의존 관계는 정부의 주도하
에 성립한 자기 관할하의 사회조직으로 일반적으로 ‘관방사회조직’
(GONGO: Government Organized Non-Government Organization)
으로 부른다. 둘째, 도구적 호혜 관계는 가령, 사회조직이 상대적으로 우
위에 있거나, 전문적인 능력에 대하여 정부는 사회조직의 그 서비스를 구
매하는 방식으로 상호 자원을 교환하는 관계이다. 셋째, 경쟁 관계는 사
회조직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하여 여론 매체를 통하여 비판할 때 발생
하는 압력 혹은 부분적 사회서비스를 두고 정부와 민간 사회조직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경쟁이다. 넷째, 분리 관계는 서로 다른 조직의 주체들
사이에서 상호 불신임 태도로 인하여 분리되는 관계로서, 중국에서는 대

146 ❙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개 국제적인 배경을 가진 사회조직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사회조직
은 대개 민정(民政)부문에서 정식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공상(工商)계열
로 분리되어 등록한다. 다섯째, 억제 관계는 정부에 대항하는 정치적 배
경 혹은 그러한 요구를 가진 사회조직으로 이 경우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각 방면의 제한적 조치를 받는다. 이러한 사회조직의 경우에 발생하는 대
표적 문제는 정부로부터 합법적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점이다(乔东
平, 2015: 137-143).

이와 같은 乔东平의 다섯 가지 유형과 달리, 徐家良(2016: 35-37)은
중국의 사회조직과 정부와의 관계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즉, ⅰ)
보조형 관계, ⅱ) 협력형 관계, ⅲ) 충돌형 관계, ⅳ) 억제형 관계이다. 乔
东平의 5가지 유형과 비교하여 볼 때, 그가 분류한 ‘경쟁 관계’와 ‘분리

관계’가 徐家良의 경우에는 ‘충돌형 관계’로 하나로 통합되어 최종적으로
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둘이 내용상으로
는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徐家良이 이를 요약적으로 잘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다른 데에 있다. 즉, 이론적 분석
의 틀로서가 아니라, 실제 중국의 정치문화적 현실의 배경 속에서는 사실
이러한 유형의 구분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乔
东平(2015: 139)이 언급하듯, 그나마 사회조직이 전문성을 내세워 정부

에 비하여 상대적인 우세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적 호혜 관계’의 경우에
도, ‘정부는 여전히 사회자원을 절대적으로 장악한 자’(乔东平, 2015:
139)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관방과 민간의 사회조직 사이에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사회는 권력의 분배에 있어 절대적인 비대칭적 관계’(乔东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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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41)라는 식의 논평을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는 양적으로 방대한 사회자원을 장악하고 있
다. 이 사실은 정부와의 경로를 통해서 자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어떠한
사회조직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건립해야만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乔
东平, 2015: 142). 즉, 정부와의 ‘관계’가 가깝거나 멀다는 것 자체가, 중

국의 사회조직이 성장, 제약, 발전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요소라는
점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관계’
문제는, 단순히 주체들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탄생의 순간부터 중국의 사회적 ‘관계망’(关系网: 관계로 얽혀진 네트워
크)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双重管理制度: 사회조직이
합법적으로 등록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조직은 등록주관기구와 업무주
관기구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즉, 모든 것이 ‘관계’로 얽혀진 ‘관계
사회’로서 중국에서의 다양한 ‘관계’ 문제는 사회조직의 경우도 예외 없
이 적용된다. 결국에 ‘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여부’가 사회조직 자신
의 ‘생존’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이면, 사실상 중국의 사회조직과 정부의 관계는
앞선 두 경우에서 4가지 혹은 5가지 유형의 분석 틀과는 달리, 궁극적으
로는 ‘정부지배 모델’로 귀결된다. ‘정부지배 모델’은, “정부가 인류 서비
스의 자금조달과 서비스 제공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을 때를 말
하는 것으로, 정부는 주요한 재정 분야의 제공자이면서 또한, 복지서비스
의 주요한 제공자이다”(张清·武艳, 2015: 101). 물론, 모든 실무적 또 실
질적 차원에서 일반 인민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 사회복지 서
비스를 정부가 아닌 사회조직이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한적
이기는 하지만, 중국 사회조직을 ‘정부지배 모델’로 부르는 데에 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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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중국의 현 단계에서의 사회
조직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즉, “우리가(중국이)
‘큰 정부, 작은 사회’에서 ‘큰 사회, 작은 정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
회조직과 정부의 관계를 재건할 때 반드시 사회조직의 민주성, 자율성이
지역사회 거버넌스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
해야 한다”(张清·武艳, 2015: 100).
관건은 이런 형태의 ‘정부지배 모델’을 중국 사회조직과의 관계 속에
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현존하는 중국의 정치문
화적 배경 속에서 최종적으로 사회조직의 ‘자율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
다. 따라서 사회조직 ‘자율성’의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 중국 사회의 구체
적인 현장에서 당과 정부, 기업 및 시민과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나타
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율성’은 반드시 어떤 조직에게 탄생의 순간부터 부여되어야 하는 ‘본
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차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제약을 받고,
다시 그것을 극복 발전해나가는 것이다. 이 전체의 경험적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후천적 노력’의 성과로 얻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다.50) 그것은 필연적으로 ‘관계망’으로 구성된 ‘관계’사회에서 중국 사회

50) 논어에 보면, “君子而不仁者 有矣夫”「论语·宪问」이 있다. 이 말은, 군자라도 인(仁)하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군자의 글자를 잘 보면, 군(君)의 아들이다. 공자가 말하고자 한 바는, 비록 태생이
군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인(仁)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인(仁)자일 때만이 진정한 군자라
는 뜻을 함축한다. 인(仁)하기 위해서 도덕적 인격수양을 게을리 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자라고
스스로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군자가 진정 군자로서 대접을 받고 싶다면, 그
이름에 걸맞은[正名]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다. 이럴 때에만이 명실상부한 군자로 대우받는다. 중국
사회에는 이러한 정치문화가 있다. 여기에 사회조직의 자율성을 대입해보면 어떨까? 이러한 답이 가능할지
모른다. 사회조직이 사회조직으로서 자신의 독자적 ‘자율성’을 내세우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
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正名] 그에 합당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당연히 풍부한 경
험과 우여곡절의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 시간은 바로 자신의 실력을 배양하여 그 누구로부터도 무
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대기만성’(大器晚成)이라고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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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각각의 주체로 활동하는 당, 정부, 기업 및 시민과의 상호작용의
작동과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과정과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중국 사회조직은 궁극적으로 ‘자
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와 법률 영역과는 최대한 혹은 의식적으로
분리된 채, 독자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적 문제해
결 능력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한다.

2.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 분석
1) 중국 사회조직과 당과의 관계
중국 사회조직과 당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우선, ‘관계’의 뜻에 주목해
야 한다. 乔东平은 「辞海」51)에 제시된 ‘관계’의 사전적 정의를 검토한다.
즉, 관계는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사물 사이에서 모종의 어떤 성질의
연계; 사물 사이에서 상호연계, 상호영향의 상태”이다(乔东平, 2015:
135-136). 乔东平는 이러한 논의로부터 중국의 사회조직은 서구 사회와
는 다른 성립과 발전의 맥락이 있음을 지적한다. 즉, 서구 사회의 배경에
기초한 정부와 사회조직의 관계 유형에 근거하여 중국의 정부와 사회조
직의 관계에 대하여 대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周俊은 중국의 사회조직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인식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국의 사회조직은 국제적으로 ‘비영리
조직’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NGOs가 아니라,
GONGOs 즉, ‘정부가 소유한 비정부조직’으로서 사실상 ‘제2의 정부’의

가. 중국 사회문화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51) 「辞海」: 1915년 舒新城(1893~1960)이 편집한 도서, 중국최대의 종합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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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周俊, 2014: 70-71).
하지만, 개념적 정의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러한 논의는 추상적 수준
에 머물고 있어, 구체적으로 ‘관계’가 중국 사회조직의 탄생과 성장 발전
및 조직의 작동원리로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에는 미치지 못한다.
즉, 우리가 어떠한 문제 인식을 갖고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의 문제에 접
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시사점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
례를 통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중국 사회조직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특징
에 대한 ‘감’(感)을 잡아야 한다. 许芸은 정부 공무원에 대한 탐방조사에
서 다음과 같은 A 사례를 소개한다(许芸, 2016: 96).

A 사례: xx구(행정구역 단위로서 区)의 정부 공무원은 말한다. “① 사
회조직의 육성(培育)은, 남경의 각 구에서 과대포장한 색채가 비교적
농후하다. 예를 들면, ③ 우리 구에는 모두 1,175개의 사회조직이 있
다. 절대다수의 사회조직은 모두 빈껍데기(空壳)로, 대부분은 협회다.
진정으로 ‘社会治理’(Social Governance)에 참여하는 것은 아마도
사회복지기관이다. 양로(养老)기관처럼, 그들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 하지만, 이것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인가? 사회조직을 육성
(培育)하는 것, ② 실제로 진정한 주체는 민정국(民政局)에서 하고 있
다. 하지만, ④ 민정(民政)의 역량 또한 매우 제한적이며, 보여주기식
의 전시행정의 요소가 크다. ⑤ 公益创投(공익창투: 공익사업에 대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프로젝트 수주)는, 사회조직에게 제공되는 약간
의 보조금(구제금)이 되었고, 더 많은 부분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기
는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사회조직을
육성하는 것은 단기적인 보여주기 행위이다. 사회조직의 진정한 발전
에는 육성이 필요하지 않다. ⑥ 오직 환경을 조성하기만 하면, 사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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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많은 사회조직육성센터가 있는데,
실은 사회조직을 한 데 묶어 넣고 함께 업무를 보는 것이다”(자료출
처: xx구 정부 공무원 탐방조사).

위의 자료를 분석한다면, 우선 ① “사회조직의 육성”을 알 수 있다. 중
국에서 사회조직은, 즉 기르고 배양할 ‘육성’의 대상으로 본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누가, 무엇이 사회조직을 육성할 수 있는가. 또, 왜 육성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는, 그 육성의 주체와 중국 사회에서 사회조직
의 존재 이유와 관련된다. ② ‘실제로 진정한 주체는 민정국’(民政局)에
서, 사실상 여기서처럼 지방에서 중국 사회조직의 (관리감독) 주체는 민
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인터뷰는 남경의 한 xx구의 정부 공무원
이 응한 것이다. 물론, 중국 전역에 있는 사회조직이 다 일괄적으로 이렇
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최소한 남경시에서는 민정국에서 사회조직을 관
리·육성하고 있는 실질적 주체라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남경시 정부의
주도하에 산하의 사회조직들이 공공의 사회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대
표적인 기관은 양로기관과 같은 사회복지기관. ③ “우리 구에는 모두
1,175개의 사회조직이 있다. 절대다수의 사회조직은 모두 빈껍데기(空
壳)로, 대부분은 협회다.” 즉, 비록 양적으로는 사회조직의 수가 급증하였

으나, 사회적 공공의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조직은 적으며,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름만 걸어둔 형태로, 협회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남경시의 사회조직의 양적 팽창에 비하여 사회조직의 발전 단계가 이제
막 시작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④ ‘민정(民政)의
역량 또한 매우 제한적이며,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의 요소’ 즉,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이 충분하지 않은 자원을 가지고 극대화의

152 ❙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활동 내용보다는 자연스럽게 ‘홍보’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이것은 사회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문
제로 연결된다. 따라서 ⑤ “公益创投(공익사업에 대한 경쟁입찰의 방법으
로 프로젝트 수주)는, 사회조직에게 제공되는 약간의 보조금(구제금)이
되었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사회조직은 공개입찰의 방식을 통한 프로젝트의 수주로 자금을 확보
하기도 하지만, 아직 사회조직에 대한 저변의 인식이 크게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하지 않은 자금을 통하여 성과에 급급하다보니, 결과적으
로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사회 활동이 펼쳐진다. 사회조직을 통한 사회공
공의 서비스에 공헌을 하겠다는 본 취지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악순
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인터뷰에 응하는
공무원은 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육성’이 필요하지 않으며, ⑥ “오
직 환경을 조성하기만 하면, 사회조직은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회조직을 주도하며 육성을 하는 데에
있지 않고, 사회조직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확보해
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경우에, ‘자율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삼고 있
는 사회조직은 그 자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정리하면, 다음의 세 가지 관점으로 귀결된다. 첫째, 정부(남경시 민정
국) 주도하에 진행되는 사회조직은 그 자체로 ‘자율성’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조직이 양적으로 급증 발전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은 속빈
강정으로 이름뿐인 경우가 많다. 둘째, 따라서 사회조직의 공공의 사회서
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시민과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을 제한
하는 요소로 작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조직의 질적인 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 셋째, 이는 결국 사회조직의 활동을 전시행정으로밖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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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는 자율적으
로 사회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즉, 사회조직
의 입장에서는 ‘자율성’을 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사
회조직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뷰에 응한 한 공무원(남경시 XX구)의 입장, 즉 “사회조직
은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이론적으로 상당한 공감을 받
을 수 있다. 하지만, 엄연히 실존하는 중국 사회의 현실적 맥락을 살펴보
면, 사실 그러한 입장은 원론적 수준의 논의에 그치고 마는 측면이 있다.
가령, ⑥ “오직 환경을 조성하기만 하면, 사회조직은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진정한 문제는 이것이다. 정말로, “환경을 조성하기만 하면, 사
회조직은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 정말 가
능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그 일례를, 아래의 B 자료(许芸, 2016: 96)를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① 사회조직의 발전개혁 업무를 각 급의 당위원회 및 정부의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② 사회종합 거버넌스 평가체계와 지방의 당위
원회 및 정부의 성과심사 내용에 집어넣는다. ③ xx시 사회조직 업무
영도소조를 성립하여, 사회조직에 당을 건설(党建)하는 문제, 계획, 재
정, 세무, 외사, 홍보, 인재, 사회보장, 치안 등 전문영역을 각기 분담
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정책규정을 통해서 업무를 실현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자료출처: xx시 정부 문건).

위의 자료를 분석하면, 우선 ① “사회조직의 발전개혁 업무를 각 급의
당위원회 및 정부의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다.”에 주목할 수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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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사회조직은 태생부터 당과 정부와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사회조직의 발전과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선적으
로 당과 정부의 요구를 만족해야 하는 과제다. 둘째, ② “사회종합 거버
넌스 평가체계와 지방의 당위원회 및 정부의 성과심사 내용에 집어넣는
다.” 즉, 당과 정부가 사회조직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
히 전문적 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해결하는가
의 기제로 사회조직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그
것을 각 급에 해당하는 당위원회와 정부에서 그것을 평가체계 안으로 끌
어들이느냐가 또한 중요한 문제다. 결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전문
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을 더 이상, 당의 리더십과 정부의
업무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당정(党政)
은 사회조직을 통하여 사회의 까다롭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중국의 변화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셋째, ③ “xx시 사회조직 업무영도소조를 성립하여, 사회조직에 당을 건
설(党建)하는 문제”, 예를 들면, xx시의 경우 사회조직 업무영도소조를
만들어서 조직에 ‘党建’52) 즉, 사회조직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할 목적
으로, 어떻게 해야 당을 사회조직 안에 심을 수 있을까.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사회조직의 재정, 계획, 인사, 외사 등의 업무 등에 대하여 당이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다. 즉, 당과 정부의 관련 정책규정과 연계
시키고, 실제로 그것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 사회조직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지도하고자 한다.

52) Retrieved from http://dangjian.people.com.cn/n/2015/0929/c117092-27645046.html 또한, 당장
(党章)에 보면, 3명 이상의 정식당원이 성립하면 당의 기층조직이 된다. 중국 공산당 내 법규제도에 대한 내
용 참조. Retrieved from http://www.12371.cn/special/dnfg/ (검색일, 201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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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례: ① “정부 주도로 추진하며, 사회단체(社团)는 자율적으로 운
행하고,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참여한다.”는 전체적인 방향에 비춰서
국가의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사회단체의 교정53)업무를 실시한다. 동
시에 사회복지의 이념을 끌어와 사회단체조직(社团组织)의 육성과 지
원을 확대하고 사회단체와 사회복지사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사회단체의 교정시행 부서 업무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彭少峰, 2016:
107).

이 부분에서 당과 정부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흔히 당
정(政党)이라는 말을 쓴다. 단순히 정당(政党)을 거꾸로 쓴 말이 아니라,
집권당과 정부를 줄여 연이어 함께 쓴다. 즉, 당정을 함께 씀으로써, 당과
정부의 관계는 독립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통합 연계된 하
나의 조직체계의 연장과 확대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단, 당
과 정부는 최종 의사결정과 실무집행의 과정에서는 엄격한 계급적 상하
명령체계의 관계로 작동한다. 따라서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정(党政), 즉 정부조차도 당의 영도를 따라야 하는 즉, 국익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집행의 방향, 방침 및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지휘 통제하는 중국의 정치 행정체제를 감안해야 한다. 이
는, C의 사례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례로 ‘교정업무’와 관
련하여 당은 정부와 전문성을 갖춘 사회조직 등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
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한다. 이에 대해, 정부 또한
당의 지휘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 사회조직과 당의 관계를

53) 범죄심리와 범죄행위와 관련된 악습을 ‘교정’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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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일 역시, 사실상 ‘당’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중국이 나아가야할
‘전체적인 방향’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아래 작
성된 <표 4-1>은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표 4-1

중국 사회조직 관련 법률 및 문서
중국 사회조직과 관련한 법률 및 정책 관련 중요 문서

비고

- 「사회단체 등기 임시방법(社会团体登记暂行办法)」
1950

-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부터 1956년까지 정부는 사회단체에 대한 개편과 청산업무를 진행 정무원(政务院)
- 「사회단체 등기 임시방법(办法)」주요 기능은 ‘사회주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사회단체
를 제거하는 것
- 「사회단체 등기 임시방법 실시를 위한 세칙(社会团体登记暂行办法实施细则)」

1951

1978

내무부

- 등록해야 할 사회단체로 6가지 분류: 즉, 인민군중단체, 사회공익단체, 문예업무단체, 학술연
구단체, 종교단체 및 기타 인민정부 법률구성에 부합하는 단체
- 분급등록의 원칙: 전국 성격의 사회단체는 내무부에 신청등록, 지역 성격의 단체는 그 지역의
인민정부에 신청등록
- 1989년 전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관리는 느슨한 편
- 개혁개방정책 확립
- 정부는 업종협회, 상회의 회생 및 발전을 전개하며, 시장의 발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그들
제11차 당대회
이 적극 작용할 수 있도록 권장함
- 업종협회와 상회의 급격한 발전의 계기
- 「기금회 관리방법(基金会管理办法)」

1988

- 국무원(国务院)은 민정부(民政部)에 권한을 주어, 사회단체 관리사(社会团体管理司)를 성
립하고, 각종 사회단체를 전문적으로 관리
- 「기금회 관리방법(基金会管理办法)」는 기금회 건립할 때, 먼저 해당관리 부문의 인민은행에
대한 보고심사를 진행하고, 승인 후, 민정부문의 등록을 거쳐 허가증을 발급한 이후에 법인자
격을 획득함. 이는 이중관리(双重管理) 체제의 초기 형태임

민정부

- 「사회단체 등기관리조례(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외국상회관리 임시규정(外国商会管
理暂行规定)」
1989

- 「사회단체 등기관리조례(条例)」 사회단체의 진입장벽을 제고하는 등기원칙을 제시: 귀속등
기, 이중책임, 분급관리, 경쟁제한(归口登记, 双重负责, 分级管理, 限制竞争)
- 「외국상회관리 임시규정(规定)」 외국상회는 중국 국제상회를 통하여 서면신청을 하고, 그것
을 대외경제무역부에 송부 및 심사 진행 후 최종 민정부(民政部)에서 등록 처리

민정부

- 「사회단체 등기관리조례(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민영비기업단위 등기관리 임시조례
(民办非企业单位登记管理暂行条例)」
1998

- ‘이중관리’, '업무주관단위'와 '등기관리기구' 즉, 이 두 관리감독기구로 '사회조직'에 대한 전면
적 통제를 시도함. 단, 두 기구의 직책에 대한 명확한 구분, 관리감독 절차 및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2004년,「기금회관리조례(基金会管理条例)」경우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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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중국 사회조직과 관련한 법률 및 정책 관련 중요 문서

1999

-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증법(中华人民共和国公益事业捐赠法)」

2003

- 「‘농촌전문 경제협회 육성발전과 등기관리업무에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 발부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印发‘关于加强农村专业经济协会培育发展和登记管理工作的指导意见’的
通知)」

비고

민정부

- 「기금회 관리조례(基金会管理条例)」
2004

2005

2006

- 「사회단체 등기관리조례(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민영비기업단위 등기관리 임시조례
(民办非企业单位登记管理暂行条例)」와 함께 '3대 조례'로 불림
- 역시 '업무주관단위'와 '등기관리기구'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는 문제가 있음
- 「민간 자선조직 추진발전에 관한 통지(关于促进慈善民间组织发展的通知)」
-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건설 문제에 관한 중대 결의(关于构建社会主义和谐社会若干问题
的重大决议)」
- 2006년 10월, '사회조직'개념이 처음으로 정식으로 사용됨
- 사회조직의 법에 의한 관리감독과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제기를 중시

민정부

제18차 당대회

- 제17차 당대회에서 '사회조직'개념의 재차 확인 및 '사회조직'의 군중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의
자율 기능을 강화함
2007

- 「사회조직평가 관리방법(社会组织评估管理办法)」, 「전국의 사회조직 평가업무 추진에 관
하 지도의견(关于推进全国社会组织评估工作的指导意见)」
- 2008년 이래, ‘업종협회', '기금회'와 ’민반비기업단위' 평가심사 업무를 전국에서 실시
- 각지에서 정부지도, 사회참여, 독립운영(政府指导, 社会参与, 独立运作)의 사회조직 평가
기제 건립

민정부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2008

- 정부의 '사회조직'에 대한 육성에 대한 가장 제도화된 형식은 세수우대정책
- 중국에 아직 '사회조직'을 위한 전문적인 세수제도는 없으며 다음의 문건들에 포함:「소득세법
(所得税法)」외에,「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 기증법(中华人民共和国公益事业捐赠法)」
(1999),「국무원의 예산 외 자금관리 강화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加强预算外资金管理的
决定)」및「비영리조직의 면세자격 인정관리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非营利组织免税资格认
定管理有关问题的通知)」
- 「공익성 기증 세전공제와 관련한 통지(关于公益性捐赠税前扣除有关问题的通知)」
- 「경외 비정부조직 활동의 규범화를 위한 임시규정(规范境外非政府组织活动暂行规定)」

2009

- 「중공중앙의 새로운 형세 하에서 당의 건설을 강하하고 개선하는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
中央关于加强和改进新形势下党的建设若干重大问题的决定)」

2010

- 「중관촌 국가 자율혁신 시범구 조례(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条例)」

2011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의 개요(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
纲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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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민정부
윈남성

베이징시

표 4-1

계속
중국 사회조직과 관련한 법률 및 정책 관련 중요 문서

비고

- 제18차 당대회에서 ‘사회관리’와 ‘사회조직'의 명확한 입장정리 제출
- 사회관리 체제: 당위원회 지도, 정부책임, 사회협동, 공중참여, 법치보장(党委领导, 政府负
제18차 당대회
责, 社会协同, 公众参与, 法治保障)
- 사회조직 체제: 정부와 사회조직 분리, 명확한 권한과 책임, 법에 의거한 자율(政社分开, 权责
明确, 依法自治)
2012

- 「사회조직 등기관리기관 행정처벌 절차규정(社会组织登记管理机关行政处罚程序规定)」

민정부

- ‘사회조직' 행정처벌에 대한 입안, 조사증거수집 등 절차 규정
- 등록관리기관에 대한 관리행위의 규범강화
- 「사회조직의 진일보한 육성발전과 규범적 관리에 관한 방안(关于进一步培育发展和规范管
理社会组织的方案)」
-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환 방안(国务院机构改革和职能转变方案)」
2013

2014

2015

2016

2020

광저우시
국무원

- 党18차 3중 전회 「중공중앙의 전면적인 개혁심화를 위한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关
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당

- 「국무원의 전국적 사회단체 지사기구, 대표기구 등 등기행정 승인사업에 대한 취소를 관철하
는 결정과 관련된 통지(关于贯彻落实国务院取消全国性社会团体分支机构, 代表机构登
记行政审批项目的决定有关问题的通知)」

민정부

- 「사회조직 당의 건설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시행)(关于加强社会组织党的建设工作的意见
(试行))」
- ‘사회조직'에 대한 명확한 분류: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기금회, 사회중개조직 및 도농지
역사회 사회조직(社会团体, 民办非企业单位, 基金会, 社会中介组织以及城乡社区社会组织)

당

- 「사회조직 관리제도 개혁과 사회조직의 질서 있는 건강한 발전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改革社
会组织管理制度促进社会组织健康有序发展的意见)」: 중국특색의 ‘사회조직’ 건설을 정식
가동
- 당정은 중국 ‘사회조직’ 발전에 대한 전진 방향과 행동지침을 제공함

당과
국무원

- 「자선법(慈善法)」을 공포하여 ‘사회조직' 조정
- 사회단체, 기금회, 사회서비스기구:「사회단체 등기관리 조례(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기
금회 등기관리 조례(基金会登记管理条例)」,「사회서비스기구 관리 조례(社会服务机构管
理条例)」 3대 조례를 공포하고, 널리 의견을 구함

민정부

- 「의견(意见)」최종 목표는 사회조직 ‘관리’체제의 측면: 동일등기, 업무분담, 분급책임, 협조협
력, 법에 의거 감독·관리(统一登记, 各司其职, 协调配合, 分级负责, 依法监管)
- 사회조직 ‘제도’: 정부와 사회조직 분리, 명확한 권한과 책임, 법에 의거한 자율(政社分开, 权
责明确, 依法自治)

최종
목표

주: 陈德权 主编(2016: 23-45)을 토대로 작성

2) 중국 사회조직과 정부의 관계
중국 사회조직과 정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선 앞선 B 사례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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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당정(党政)의 관계가 어떠한지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즉, 당정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조직과 정부의 관계에 대
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다.

B 사례: “① 사회조직의 발전개혁 업무를 각 급의 당위원회 및 정부의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② 사회종합 거버넌스 평가체계와 지방
의 당위원회 및 정부의 성과심사 내용에 집어넣는다. ③ xx시 사회조
직 업무영도소조를 성립하여, 사회조직에 당을 건설(党建)하는 문제,
계획, 재정, 세무, 외사, 홍보, 인재, 사회보장, 치안 등 전문영역을 각
기 분담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정책규정을 통해서 업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자료출처: xx시 정부 문건).

B 사례는, 사실상 당정(党政)의 주도적 입장에서 사회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며, 개혁을 추진하여 자신들의 업무 분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
인가에 관한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사회조직의
입장에서 정부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가를 볼 때, 곧 딜레마에
봉착하고 만다. 张远凤 等에 따르면, “정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조직은 정부부문과의 인맥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정부운영의 방식에
익숙하기에 정부로부터 신뢰를 얻기 쉽다”(张远凤 等, 2016: 207). 이것
은 곧, 정부로부터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그로 인해 그 사회조직이 자원
과 기회를 쉽게 얻는다는 뜻이다. 사회조직이 자신의 조직을 운영하고,
자신들이 구상하는 공공의 사회적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서 실제로
정부는 든든한 기반이다. 반면에, 그러한 정부와의 “협력의 대가는 아마
도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며, 심지어는 관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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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발전하여, 대중이 말하는 제2의 정부가 된다”(张远凤 等, 2016:
207). 바로 여기에, 사회조직이 정부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근본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D 사례: 중국화교경제문화기금회는 ① 민정부(民政部)가 등기를 주관
하며, 중국화교연합회가 업무를 주관하는 전국적인 성격의 공모기금
회이다. 2003년 이래로, 이 기금회는 정부 각급의 화교연합회 부문과
의 협력을 통하여 ‘화교애심프로젝트’(侨爱心工程)를 실시하여, 해외
교포, 홍콩마카오 동포, 귀국한 교포와 가족 및 사회 인사들로부터 15
억 위안 이상의 기금을 기증받고, 1,350여 개의 ‘화교애심초등학교’
(爱心小学)를 건립하고, 600여 개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자금을 후원
하고, 또 빈곤학생 20여만 명에게 후원하였다.
중국화교 경제문화기금회의 경험은 조직기구와 조직구성원의 구성(팀
대오건설)을 중시하는데, 마치 청소년발전기금회가 그 해에 중국공산
주의청년단(共青团)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화교
애심’(侨爱心) 사업은 화교연합회 기층조직을 건설하였고, 많은 성(省)
과 시(市)의 화교연합회는 이 사업을 통하여 회복하거나 재건할 수 있
었다. 14,000여 개의 기층 화교연합회 조직은 ‘화교애심’(侨爱心)사업
을 실시하는 손과 발이 되었다. 이로써 ② 기금회 5명의 직원은 수천
명으로 늘어났다.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화교애심프로젝트’
는 화교와 동포로부터 ‘하나’를 기증받으면, 지방정부가 그와 똑같은
‘하나’를 지원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시 ‘하나’를 기증하는, ‘셋이
하나씩’(叁个一点) 방법을 계속 견지하여, ‘화교애심프로젝트’ 사업이
완공되기도 전에 기부금을 다 써서, 사업을 완수할 수 없는 ‘낚시 프
로젝트’(钓鱼工程: 계속해서 낚인다는 의미에서)에 빠지는 것을 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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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방지했다. 기금회는 정부의 지원자금을 반드시 조기에 집행하거나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사업의 진도 상황 및 관련
사진을 기금회에 단계별로 보고받은 후, 각 성의 화교연합회에 자금을
전달하고, 각 성의 화교연합회의 구체적인 감독을 통해서 기부금의 사
용을 관리하였다(张远凤 等, 2016: 207-208).

D 사례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① “민정부가 등
기를 주관하며, 중국화교연합회가 업무를 주관하는 전국적인 성격의 공
모기금회” 즉, 전국적 규모와 성격을 가진 사회조직으로서, 중국화교경제
문화기금회는 지방정부의 민정국이 아닌, 중앙의 민정부가 등기를 주관
한다. 둘째, ‘이중제도’(双重制度) 즉, 사회조직이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기구로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주관기구’(여기서는 민정부)와
‘업무주관기구’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는 업무주관기구가
중국화교연합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② “기금회 5명의 직원은 수
천 명으로 늘어났다.” 어떻게 5명 규모의 기금회가 수천 명의 규모로 변
할 수가 있는가? 답은 간단한다. 바로, 정부가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 과
정을 살펴보면, 기금회는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 하에 ‘화교애심프로젝트’
를 제시하고, 중국화교연합회는 국내외의 화교, 동포들에게 이 사업을 선
전하고, 연결망을 재구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5억 위안 이상의 기금을
확보한 것이다. 넷째, 기금의 단계별 공정한 분배와 사용이다. ‘화교애심
프로젝트’의 계획 하에 공정하게 각 성(省)의 화교연합회에 전달하고, 각
단계 별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다음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운영된다. 다섯째,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각 성(省)
에 소멸했던 화교연합회를 회복 혹은 재건한 것은 중국화교연합회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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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고, 국내외의 화교, 동포기금을 끌어오고 이 사업을 총괄한 주체는
사실상 민정부임을 알 수 있다. 즉, 민정부가 주가 되어 일을 연결하고,
중국화교연합회가 각 성(省)과 시(市)의 화교연합회의 재건과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작업을 기본적인 세팅하고, 최종적으로 실무적 차원의 관리
와 감독의 업무를 중국화교 경제문화기금회가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거꾸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애초에 5명의 기금회 혼자 단독으
로 중국 전역의 화교연합회를 연결하고, 중국 국내외의 화교와 동포에게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 중국의 정치사
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특히나 중국화교 경제문화기금회와 같이 전국적
규모와 성격의 사회조직은,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중국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하거나 혹은 그러한 어떠한 조직도 사회에 나왔을 때 직면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커다란 현실은, 이미 중국 전역은 물론 국외까지도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는 거대한 또 특수한 정치적 사회조직으로서 정부의 조직이
실재한다는 사실과 실로 막강한 그 영향력이다. ‘중국’이라는 명의로 어
떠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를 떠나서는 어렵다. 발 디딜
곳조차 없는 것과 같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중국
의 어떠한 사회조직의 사업도 모두 정부로 통한다!
만약 중국 사회에서, 그것도 ‘풀뿌리’의 관점에서 사회조직을 바라본
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사회조직의 탄생에서부터 정부와 사전에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는 경우를 뜻한다.

E 사례인 쉬원차이(徐文财)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② 2006년, 쉬
원차이는 항주에서 농민공(农民工)의 소양을 제고하고, 농민공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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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풀뿌리 집’(草根之家) 웹사이트를 개
설한다. 비록 그는 ① 정부부문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전무했지만, ③
정부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중국사회과
학원에서 개최한 ④ ‘제3회 사회정책 국제포럼 및 시리즈 강좌’ 포럼
에 참석하고, 민간조직이 어떻게 해야 정부와 소통을 잘 할 수 있는가
에 대한 관련 정보를 얻는다. 그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⑤ 항주시공청단위원회와 공회(工会) 그리고 문명판(文明办)등 기구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⑥ 2007년 춘절 전에 제1회 ‘풀뿌리문
화절’(草根文化节)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张远凤 等, 2016: 208).

E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쉬원차이는 ① “정부 부문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회조직의 성립에 있어 ‘자율성’을
갖는 '풀뿌리 조직'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② “2006년, 그는 항주에서
농민공(农民工)의 소양을 제고하고, 농민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
터넷상에 ‘풀뿌리 집’(草根之家)의 웹사이트를 개설” 즉, 항주 지역을 중
심으로, 농민공의 소양을 제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회조직
을 성립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갖는다. 당시 2006년 중국에서는 조화로
운 사회(和谐社会)를 외치며 지역 간 불균형, 환경오염 등 개혁개방 이후
누적된 고속 경제성장의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였다. 그 가운데는 지방의 농민공들이 도시로 대
거 올라와서 발생하는 문제도 대두하던 시기이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으
로 군중을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쉬원차이는 이런 사회적 요구와 인터넷을 도구로 삼아서, 농민
공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한다. 셋째, ③ “정부의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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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중국 사회에
서 어떠한 배경도 없는 경우에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사회조직을 승인받
고 호응을 얻기란 쉽지 않다. 군중이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내줘야 사회
조직이 실제로 조직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농민
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농민공들이 인터넷 등의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현실 등 근본적인 문제가
또한 있다. 따라서 단순한 웹사이트의 개설과 사회조직의 성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실제적 운영과 사업의 전개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지가 어
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하다. 넷째,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그는 전혀
정부와 어떠한 연결고리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④ ‘제3회 사
회정책 국제포럼 및 시리즈 강좌포럼’ 등에 참석하면서 사회조직의 성립
을 위한 정부, 그리고 관련 정부의 정책을 파악하고 인맥을 구축하기 위
한 노력을 한다. 그 결과로서 다섯째, ⑤ 항주시공청단위원회와 공회(工
会) 그리고 문명 업무(文明办) 등 정부 관련 기구들로부터 지지를 얻는데

성공한다. 여섯째, ⑥ “2007년 설날(春节) 전에 제1회 ‘풀뿌리문화절’(草
根文化节)”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54)

중국 사회에서 뜻만 갖고 사회조직을 성립·운영하며, 또 군중들의 지
지를 받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조직
은 정부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연결망이 구축된 상태이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은 우선적으로 당원에 가입을 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 각
급의 정부와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각종 자원은 우수한 인재에게 우선 지

54) Retrieved from http://www.zjwmw.com/07zjwm/system/2011/12/01/018042085.shtml (검색일,
201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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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기제이다. 말할 필요 없이, 일반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정
부의 배경이 있는 조직에 깊은 신뢰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거꾸로, 정부
의 배경이 없고, 재력이 충분하지도 않을뿐더러 사회적 명성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 누가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병’이 있
으면 의사를 찾아 병을 고치려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코 검증되지
않은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은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지지획득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검
증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곧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의 신뢰로 이
어진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풀뿌리 조직으로서의 사회조직이면서도, 이
번에는 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또 다른 F 사례를 아래에서 살펴본다.

F 사례: 귀주 위녕 초해(贵州省威宁市草海)는 국가급 자연보호구이다.
초해보호구 주변에는 7,000여 호(户) 3만여 명이 살고 있으며, 고작 1
인당 평균 경지 2分55)가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분적으로
는 땅이 없는 농민도 있다. 사람은 많고 땅은 적어서, 보호구에는 줄
곧 사람과 새가 땅을 쟁탈하는 모순도 존재한다. ① 1994년, 떵이(邓
仪)는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신분으로, 국제두루미종류기금회와 초해

자연보호구의 협력사업에 참가했다. 2002년, 그는 철밥통이라 불리는
직업을 버리고, ‘초해농민발전협회’를 창립하였다.
창립 초기에, ② 떵이는 협회가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하기 위하여 온
갖 지혜를 내었다. “나는 농민들이 镇에 때로 몰려가 시끄럽게 하고,
보호구를 찾아가 시끄럽게 하고, 민정국(民政局)을 찾아서 시끄럽게

55) 2分=0.2亩=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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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매일 이렇게 사람들과 몰려갔다.” 후에, 비록 각 관리부문들은
농민들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등록[注册]을 승인했지만, 떵이의 심신
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협회의 운영과정에서, ③ 그는 점차 더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정부와 소통을 해야 하며, 이것이 쌍방 모두에게 장점이 있다
는 것을 인식한다. 뒤에, 고성춘(古胜村)의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④
떵이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의 镇정부를 찾아갔다. “나는 그들에게, 우
리는 단지 마을에서 환경보호 사업을 할 것이며, 마을 사람들의 경제
림 조성을 돕기 위하여, 메탄가스 탱크를 설치하고자 한다.” ⑤ 镇의
리더들은 그의 의도를 알고, 镇의 지도자와의 만남을 안배하고, 각 방
면에서 협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순조롭게 전개될 수 있
었다(张远凤 等, 2016: 208-209).

F 사례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① “1994년, 떵이
는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신분으로, 국제두루미종류기금회와 초해자연
보호구의 협력사업에 참가했다. 2002년, 그는 철밥통이라 불리는 직업을
버리고, ‘초해농민발전협회’를 창립”하였다. E 사례인 쉬원차이의 경우와
는 달리, 떵이는 정부 관련기구에서 근무한 배경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또한, 국제교류를 통해서 중국 사회에서 대두되는 환경 문제에 관심
을 갖게 되고, 그 해결을 위해 풀뿌리 사회조직으로서 ‘초해지역의 발전
협회’를 창립한다. 둘째, ② ‘떵이는 협회가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하기 위
하여’ 즉, 사회조직으로서 합법적인 기구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협회
등록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민정국)의 지원과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는 ‘합법적’ 신분의 획득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깝다. 셋째,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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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떵이는 점차 더 많은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정부와 소
통을 해야 하며”, 이것은 중국 사회에서 사회조직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의 성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④ “떵이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의 镇정부
를 찾아갔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단지 마을에서 환경보호 사업을 할
것이다.’” 당해 지역정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정부의 입장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회조직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무슨 목
적을 가지고 사회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야만
한다. 즉, 지역정부의 당면 문제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 지역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태도는 어떠한가? 이러한 요소는, 정부가 협조를
하는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조건이다. 왜냐하면, 첫째,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그 사회조직에 투입될 것이지만, 만약 상응하는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지방정부의 몫으로 돌아온다. 둘째, 지
역정부의 입장에서, 그 사회조직이 어떠한 정치적인 불순한 의도를 가지
고 있다면 정부는 ‘뒤통수 맞는 격’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
에 없다. 사실상, 사회조직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주체로서 정부의 입장
에서는 새롭게, 특히 정치적 입장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
회조직의 등장 자체에 대해서 환영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기 쉽다. 다섯째, 결국, ⑤ “镇의 리더들은 그의 의도를 알았고, 镇의
지도자와의 만남을 안배하고, 각 방면에서의 관계를 협조하였다. 그 결과
이 사업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즉, 환경 문제는 지역정부의 지도
자에게도 중요 관심사항이며, 정치적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과제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지도자와 협력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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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직으로서 협회를 성립하는 것은 물론, 성립 이후 협회의 순조로운
운영과 활동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조직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업무를 일정부분 공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상호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정부가 사회조직의 서비스를 구매한 후 자금의 지급에 있어서
는 지방정부와 사회조직과의 관계가 ‘갑을’ 관계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
실이다. 아래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G 사례: 구(区)에는 여러 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이미 반쯤
뜯어진 물건에 대해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면 구(區)에서도 다른 의
견이 없다. 그런데, 지금 시재정(市财政)은 한 푼도 내놓지 않는다. 모
든 돈은 구(区)와 전(镇)에서 책임지는 상황이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
라 할 수 있다. 이전에 작성한 통계를 보면, “우리 상하이의 3대 사회
단체(社团) 1년 구매 비용은 총 대략 1.6억 위안에서 1.7억 위안에 달
한다. 그 전이라면, 상하이시의 전체의 재정으로 볼 때, 이것은 정말
작은 비용이다. 하지만 시재정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면서 문제를 낳았다. 구(区)재정 또한 전액을 책임지지 않고,
‘街道’에서도 일부 감당하는 상황이며, ‘镇’ 1급의 경우도 부담한다.
이런 방식으로 자금이 지급되면, 모든 출자 측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의견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가 생각하길 나는 돈을 냈다, 그러니 결국
은 ‘내 돈은’ 내가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돈을 냈는데도 ‘자
율권’을 가질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누가 돈을 내고 싶어 하겠는
가?”(彭少峰, 2016: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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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사회조직과 기업의 관계
중국 사회조직과 기업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다 보
면 두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한다. 첫째,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대상은 주로 당정(党政), 특히 정부와의 협력관계에 관한 것
에 집중된다. 기업과의 관계에 집중한 경우는 드물다.56) 둘째, 중국 사회
조직에 대한 연구가 왜 서구의 이론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인
가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그것은 徐家良(2016: 26)의 논의에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서구의 발전국가에서, 정당은 시장경제의 발전과
시민 민주의식이 강화된 산물이다. 먼저 점진적으로 발전된 시장경제가
있고, 강렬한 시민 민주의식의 촉진과 정치참여에 대한 요구, 이로부터
나아가서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시민사회가 있은 이후에 비로소 정당이
출현한다.” 말하자면, 서구의 발전된 국가에서는 먼저 시장경제의 발전이
있고 나서 ‘자율적 자아’ 의식을 자각한 시민의 등장과 그들로 구성된 시
민사회가 형성된다. 즉, 그 사회를 어떻게 거버넌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요구가 곧 정당을 탄생시킨다. 한 걸음 더 나
아가서, 정당으로 풀 수 없는 ‘틈’이 발생한다면 어떤가? 분명한 것은 그
러한 시민들은 또 다른 조직을 결성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서
구의 사회조직이다.
중국은 어떠한가? 1839~1842년 아편전쟁 이후 서구열강의 침략으로
부터 대륙의 ‘자율권’을 지키는 것이 당시 중국의 시대 과제였다. 이를 위
하여, ‘반제국’과 ‘반봉건’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등장한 것이 공산당이다.

56) 이 경우에도 서구의 사회조직과 기업과의 협력관계에 관한 관련 이론이나 사례를 든다. 직접적으로 중국의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는 적다. 가령, 王振海 等(2015: 221-222); 张远凤 等(2016: 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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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심 구성원들이 바로 당원이다. 그들이 세운 신중국, 즉 1949년 신
중국의 탄생 이전에 이미 당이 있고, 당원이 있었다. 말하자면, 중국은 당
이 국가를 건설했으며, 이제 당원 그들이 어떻게 신중국을 거버넌스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에 정부를 구성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정부
를 조직하면서, 특히 당면 경제문제에 집중을 해보지만 결국 모두 실패로
끝나고, 1978년에 이르면서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인 사
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장의 경쟁기재 시스
템 도입을 결정한 것도 당이라는 사실이다. 그 결과, 개방과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많은 기업들이 탄생한다. 이로써 국가의 부가 증대하지만 다른
한 편, 동서지역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환경오염, 농민공 문
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불거진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과거처럼, 전능주의(全能主义)의 입장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
결할 수 있는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질 수 있는가? 중국 사회
에서 바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또 그 전문적 영역의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중국의 ‘사회
조직’이다. 이러한 중국의 역사적 사회발전의 배경 속에서 중국 사회조직
은 무서운 성장세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사회조직과 기업의 관계는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말
하면, 사회조직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자금이다. 기업은 이윤을 창
출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다.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사회조직이
사실 기업과의 협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다.
즉, 사회조직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자금은 물론 기술, 대중 접촉과
홍보 및 조직경영에 대한 노하우 등에 대한 선진 정보들도 또한 확보한
다. 반면, 기업은 사회조직과의 협력을 통하여 상업적 이미지를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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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랑비에 옷 젖듯’이 소비자에게 은근하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자사
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기업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고하
며, 기업 전체의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중국에서도 점차 사회조직과 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음의 H 사례를 검토한다.

H 사례: “기금회와 기업의 협력은 크게 세 가지 형식이 있다. ‘첫 번째
형식’은 기업의 업무와 연관된 공익 활동의 홍보이다. 기업은 판매수
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조직에 기증한다. 최근 많은 기업들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푸산취안(农夫山泉)은 1병의 음료를
판매할 때마다 인민폐 1分을 빈곤한 지역의 아이들에게 기부한다. 만
약 기금회와 기업이 협력을 하면, 기금회는 기부금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중으로부터 신뢰와 호감을 얻는다.
‘두 번째 형식’은,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판촉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공모기금회의 협력이다. 제품과 홍보자료 및 광고 등의 형식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형식을 채택
할 때, 쌍방 간에 자금의 유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위생
과 관련한 기금회의 경우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적
합하다. 예를 들면, 암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금회와 여성 화장품을 생
산하는 기업과의 협력에서, 그 제품에 유방 보건과 유선암 방지를 위
한 지식을 부가하여 소개하면, 기금회는 홍보와 영향력의 확대라는 임
무를 완성할 수 있고, 그 기업은 여성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는 이미지를 창출한다. 이런 형식은 비록 기금회에 반드시 수입을 가
져다주지는 않지만, 원가를 들이지 않거나 혹은 원가를 최소화하는 형
태로 공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세 번째 형식’은, 기금회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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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기업에게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식이다. 기금회
의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기업으로부터 경제적인 보답을 받는 방식이
지만, 동시에 가장 리스크가 큰 협력 방식이다. 중국 국내의 일부 기
금회에서는 이러한 협력으로 인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의구심을 받고,
신용이 바닥에 떨어진 경우가 있다. 국외의 자선조직 또한 이런 경우
로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의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것인지 주의해야만 하며, 또 사회조직의
공익적 이미지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를 또한 고려해야 한다”(张远
凤 等, 2016: 211-212).

H 사례에 관한 분석을 진행한다. 중국 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세 가
지 형태의 사회조직으로서 기금회와 기업의 협력 방식에 관한 것이다. 우
선, 세 가지 형식 모두에서 확인한다. 기금회는 비영리단체지만 공익사업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활동 자금이 필요하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금을 일정부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회의 입장에서는 기업과
의 협력이 중요하다. 둘째, 첫 번째 형식과 세 번째 형식의 협력방식을
보면, 기금회의 경우 자금 투입은 없고, 기업의 자금을 통해서 또 기업의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기금회의
입장에서 큰 장점이다. 셋째, 두 번째 형식은 비교적 합리적 방법의 협력
방식으로, 관련 기업과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공익 활동을 펼치되, 기금
회 자신들의 경비부담을 최소화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기금회는
일정부분 자금을 투입하지만, 그만큼 사업의 전개에 있어서 기금회의 성
격과 의도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공익 활동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신임도
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고려한다면,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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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이러한 협력방식으로 기업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스럽게 기금회의 명성과 대중에 대한 신임도가 두터워
질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형성된 명성은 더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기
금회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거나 첫 번째 형식의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제안해 올 확률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사회조직과 기업의 발전단계에 대한 서구의 이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
다. 미국학자 Austin은 비영리조직과 기업의 관계 발전과정을 세 단계로
나눈다(张远凤 等, 2016: 212; 재인용). 즉, “1단계인 ‘자선단계’에서는
기업이 비영리조직에 기부나 찬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서는
쌍방 간에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교류사업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2단계는 ‘거래관계’이다. 기금회와 기업은 서로 협력 활동을 진행하는 과
정에서 상업적 이익이 발생한다. 3단계는 ‘정합적 관계’이다. 이 경우에
는 이미 쌍방 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가 발생한 경우로, 상호간 교류
의 증가와 자원의 공유를 통해서 각자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영향을
발휘한다. 이 때, 주로 나타나는 협력의 방식은 브랜드 협력, 허가경영,
공동 판촉 활동이나 파트너십 관계의 형성 등을 들 수 있다”(张远凤 等,
2016: 212).
이처럼 서구의 관점에서 사회조직으로서 비영리조직과 기업과의 발전
단계를 놓고 볼 때, 张远凤 等(2016: 212)은 중국의 경우는 아직 제1단
계에 속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중국 사회조직의 협력 사례를 소개한다.

I 사례: “2003년 7월, 공익사업에 대한 관심을 둔, 중국해양석유그룹
(中国海洋石油总公司)의 지도층에서는 원래 베이징시의 주요 도로변
에 대형광고판 설치비용으로 1,086만 위안을 지불할 계획이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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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 자금을 단 한 번에 중국송경령기금회(中国宋庆龄基金会)에
기증하고, ‘중국해양석유회사 대학생 후원기금 프로젝트’를 설립한다.
4년의 사업주기로 전국의 30개 중점대학 가운데 가정환경이 빈곤한
대학생 3,622명을 후원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회
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고도의 높은 평가를 하고, 중국해양석유그
룹은 4년 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협력 사업에 대한
의향을 밝히고, 다음 5년을 주기로 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이
회사는 중국송경령기금회에 1,500만 위안을 기증하여 계속해서 대학
생 학자금 공익사업을 전개하였다. 2005년, 이와 같은 쌍방의 협력
사업이 공익시보(公益时报) 등의 매체에서 ‘사회공익시범프로젝프 최
상의 파트너십’으로 평가를 받았고, 2006년, 중국해양석유그룹은 전
국 자선사업 분야에서 10대 기업 가운데 하나로 뽑혔다.”

I 사례는 성공한 협력 사업이다. 첫째, 송경령57)기금회와 중국해양석
유회사는 서로 상생(win-win)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과 무난한 자선사업
을 선택하여 진행했다. 말하자면, 중국해양석유회사는 막대한 자금을 투
입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고, 송경령기금회는 자신의 명성에 맞는 규모의
사업을 통해서 그 이름에 걸맞은 대중들의 신임도를 확보하였다. 즉, 중
국해양석유회사의 기부는 송경령기금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었을 뿐
만 아니라, 회사는 상업적 대형광고 이상의 공익적 효과를 올릴 수 있었
다. 기금회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무난하게 학자금 지원방법을 택함으로
써 회사로부터 기부 받은 기금을 공정하게 관리, 분배 및 용도에 맞게 적
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관리감독만 잘하면 되는 것이 쌍방 모두에게 비교

57) 宋庆龄(1893~1981)은 중화인민공화국 명예주석으로 손중산의 부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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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전하고 유리한 방식의 상생 협력방식이다. 둘째, 중국송경령기금회
는 이미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당정(党政)의 배경이 있다는 점이
다. 사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중국해양석유회사와 같은 굴지의 기업
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뿐더러 설사 교류를 하는 관계라 해도 이
처럼 막대한 자금을 한 번에 기부받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셋째, 이번 협
력 사례는 또한 기금회와 기업과의 협력단계가 중국에서는 아직 초보적
인 수준으로, 주로 자선단계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려준다.58)

4) 중국 사회조직과 시민의 관계
앞선 논의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 사회의 정치문화적 특성상
중국 사회조직과 당과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 및 기업과의 관계에서 중국
사회조직의 ‘자율성’은 결핍된 형태로, 혹은 서구와는 다른 과정과 양상
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사회조직을 시민의 자발적 결사체라는 관점
에서 볼 때,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하나는, 사회조직을 구성하는 핵심적 주체는 시민이라는 점이다. 즉, 중
국 사회조직과 시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하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唐兴
霖은 중국 사회중개조직(사회조직)이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차지하는 위

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부, 일반시민, 사회중개조직의 관점에서 각기 사
회중개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관한 설문조사와
탐방을 실시하였다(唐兴霖, 2013: 227-8).59) 우리는 그 조사결과를 객

58) 참고로, 이 자료는 2006년까지의 상황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후에 송경령기금회가 2017년 현재까지 어떠한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Retrieved from http://www.sclf.org/ (검색일, 2017.7.20).
59) 唐兴霖(2013: 227-8)은 설문조사를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안점을 두며 고안하였다. 우선, 사회중
개조직과 경제 활동의 상관관계 및 중국 지역의 경제발전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였다. 다음, 중국 각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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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 검토하면서, 특히 일반시민의 관점에서 중국 사회중개조직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와 분석을 진행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문제는 “정부 전환기에 사회중개조직의
위치(定位)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다수의 일반시민은 “국가와 사회
사이에 위치하고, 사회에 뿌리를 박고 정부와 마찬가지로 거버넌스의 일
원으로 정부의 리더 신분을 인정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며 함께 책임을
진다.”고 답하였다(상하이 67.6%, 광저우 68.1%, 청두 63.9%). 이러한
결과는 정부 공무원의 경우에도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다(상하이
76.7%, 광저우 80.0%, 청두 60.0%). 흥미로운 사실은 사회중개조직의
경우에는 “국가와 사회 사이에서 정부 이외에 사회의 권력중심이다.”에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다는 점이다(상하이 42.1%, 광저우 48.6%, 청두
59.5%)(唐兴霖, 2013: 229-230).
이러한 첫 번째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시민의 사회조직에
대한 인식은 우선, 정부를 리더로서 인정하며, 그와 함께 사회의 문제를

서 사회중개조직의 활동 및 관련 상황에 대한 경험적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분석의 기초 위에
서 최종적으로, 중국의 전 지역 가운데에서 청두, 상하이, 광저우를 대표성을 지닌 지역으로 선택하였다. 그
가운데,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이 각 세 지역에 80부를 배포하고, 유효
한 것으로 회수된 68부(상하이), 69부(광저우), 72부(청두)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가령, 표본수가 상당히 작고, 대표성을 고려한 세 개
지역의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광활한 중국의 전지역(22개의 성, 4개의 직할시, 5개 자치구와 홍콩, 마카
오에 이어 대만까지도 포함하여 본다면)과 56개의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 등을 고려할 때, 이 결과를 과연 어
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즉, 중국 일반시민들의 사회조직에 대한 인식을 대표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
을까? 실례로, 필자는 공식적인 접근 방법은 아니지만, 상하이의 한 서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 여기서
근무하는 중국인 종업원이나, 혹 택시를 탔을 때 기사들에게 ‘사회조직’에 대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져봤
다. 결과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경우, 또는 질문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재차 집요하
게 물을 경우에는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연상해서 답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일반시민들의 사회조직에 대한 인식과 그 조사결과가 진정 중국의 일반시민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중국에서 일
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직에 대한 연구와 설문조사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
다. 唐兴霖(2013: 227-234)의 연구 조사결과는, 중국 사회조직과 일반시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이해의 폭
을 넓혀주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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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 할 일원으로 사회조직을 바라본다는 사실이다. 둘째,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다. 일반시민들은 중국 사회에서 사회조직을 독
립적 단위로서 하나의 개체로 본다기보다는 역시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조직을 이해하려는 시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사회중개조직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자신의 수직적
기능(纵向功能)을 잘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여기서 공교롭게
도 약 60%에 육박하는 일반시민과 정부 공무원이 모두 선택한 답은 “이
익을 추구할 때, 정부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정부의 의도 가운데 합리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기초에서, 협력을 통해서, 정부로 하여금 자기(사회중
개조직)의 의도 가운데 합리적 요소를 받아들이게 한다. 이로부터 최대한
이성적으로 합리적 정책에 도달한다.”에 있었다(唐兴霖, 2013: 232-233).
반면, 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중개조직의 경우에는 두 번째 문항을
많이 선택했다. 그 응답은,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조직이) 정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정부의 정책적 안배에 최대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이
다(唐兴霖, 2013: 232-233).
이러한 두 번째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시민의 사회조직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정부와의 관계에서 사회
조직은 부단한 소통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그 과정에서 합리적 요소를 발견하고, 사회조직은 정부와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안배를 해 나아가야 한다. 여기에 숨어 있는 중요
한 뜻은, 일반시민들이 사회조직의 역할을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견
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의 파트너의 대상으로만 한
정해서 보려한다는 점이다. 넷째, 이러한 사회조직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
으로 정부 공무원이 사회조직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바와 대체로 비슷한

178 ❙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결과로 나타나며, 이것은 ‘자율성’을 내세우며 독자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중개조직 자신이 바라보는 사회중개조직의 위상 및 역할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정리하면, 중국의 사회조직을 바라보는 일반시민들의 인식은 정부에
의존적 혹은 정부 중심에 입각한 ‘관본위(官本位)적 사고’로부터 사회조
직의 위상과 역할을 독립된 제3섹터로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당면한 사회문제를 잘 해결해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중국 사회조직의 작동원리 및 시사점
1) 중국 사회조직의 작동원리
앞서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
여 사회조직이 당, 정부, 기업 및 시민과 어떠한 형태로 상호작용하며, 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제 사례들과 설문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여기서
는 앞선 논의에서 각각(당, 정부, 기업)의 사례들을 중국 사회조직이라는
하나의 큰 관점으로 승화시켜 ‘일이관지’(一以贯之)의 견지에서 종합적으
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조각들로 파편화된 각 사례의 퍼즐들을 중국 사
회조직이라는 하나의 큰 관점으로 끼워 맞추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를 통
해서, 중국 사회조직의 큰 그림은 점차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며, 그 각
각의 조각들이 중국 사회조직의 작동과정에서 실제로 어떠한 식으로 연
결되어 있고, 실제 작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중국 사회조직의 작동원리를
파악하는 데에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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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D 사례인 중국화교경제문화기금회에서 여전히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이 있다. 시작 당시 고작 5명에 불과했던 이 기금회의 규모가 어떻게
중국 전역의 화교연합회를 조직적으로 연결하고, 중국 국내외의 화교와
동포들로부터 ‘화교애심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는 15억 위안 이상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 한 마디로, 기금회 설립 당시의 규모가 크고
작음의 여부는 기금회의 탄생, 성장, 발전 등에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의 관계이다. 기금회가 탄생하기 위
해서는 합법적인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앙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금회라면 당연히 ‘민정부’에 등기를 하며,
그 정도 급의 기금회라면 그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국적인 규모
와 차원의 업무주관기구와 연결된다. 중국화교경제문화기금회는 중국 전
역의 성(省)과 시(市)에 화교연합회를 총괄하는 ‘중국화교연합회’가 업무
주관기구로 연결된다. 중국화교경제문화기금회의 화교애심프로젝트를
‘정부’가 뒤에서 후원하고, 이미 각 성과 시에 화교연합회의 조직들을 활
용할 수 있는 ‘중국화교연합회’가 지원세력으로 참여한다. 어찌 보면, 이
공익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중국화교경제문화기금회
는 기금의 공정한 분배와 그 사용처가 적절한지에 대한 관리감독에만 집
중하면 된다. 중국화교 경제문화기금회는 이러한 순조로운 출발을 통해
서 손쉽게 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점차 진영을 스스로 갖춰나가면서
독자적으로 외부로부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
I 사례는 또 어떠한가? 중국해양석유그룹이 베이징시 주요 도로변에
대형광고판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단숨에 바꿔서 중국송경령기금회에 그
것도 단 한 번에 걸쳐 1,086만 위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부하였다.
이 기금회가 정부의 배경이 없는 기금회였더라도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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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생각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기금회는 그 자금을 통해서 전국 30
개 중점대학의 빈곤한 가정환경의 대학생 3,622명의 학생들을 후원하였
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현실적으로 정부와의 관계없이는 단
하나의 중점대학과도 연결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만 한
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송경령기금회가 정부와의 관계, 그것도 보
통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의 관계가 없는 사회조직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러한
점을 E와 F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쉬원차이는 2006년 항주에서 농민공
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율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사회조직 활
동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그가 결국 그 활동의 과정에서 느낀 바는 “정
부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정부에서 근무한 경험
이 있는 떵이는 또 어떠한가? 해외와의 교류를 통해 일찌감치 환경문제
의 중요성에 눈을 뜬 그는 사회조직을 설립하기 위해 자신의 직장도 그만
두고 사회조직을 성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농민들을 직접 설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관할 정부에 떼로
몰려가서 협회 창립에 대한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
식으로 결국 ‘초해농민발전협회’를 창립할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그 다
음이다. 즉, 어떻게 이 사회조직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
이 단계에 진입하면, 또 다시 마주하게 되는 문제, “점차 더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정부와 소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방의
환경사업도 지방정부의 지지가 없으면 순탄하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결론은 하나로 귀결될 수 있다. 사회조직이 탄생하고, 순조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정부의 배경으로 탄생을 했든 그렇지 않든
그 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제4장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와 감독 및 관리개혁 분석 ❙ 181

점이다. 정부의 배경이 없는 사회조직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
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의 현실 속에서 사회조직이 직면한 ‘선
택’이 아닌 ‘필수’적 문제이다. 바로 그 출발점이 합법적 기구로 정부에
등록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이것을 통해서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조직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수단이다.
정부와 사회조직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번에 우리가 재구성해서 보
아야 할 것은 당과 정부의 관계이다. C의 사례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
이, 국가의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사회단체의 교정업무를 실시할 때, 당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확인해보면 된다. 즉, “정부의 주도하에 추진하며, 사
회단체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참여한다.”는 것으
로, 당이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교정업무’와 관련하여, 당은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와 전문성을 갖춘 사회조직 등에 그 역할 분담과
관련한 기획을 하는 것, 이것이 곧 당의 역할이다. 당의 실질적인 업무진
행을 위한 큰 방향과 방침의 제시 이외에,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가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은 B 사례가 잘 보여준다. 즉, “각급
의 당위원회 및 정부의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사회종합 거버넌스
평가체계와 지방의 당위원회 및 정부의 성과심사 내용에 집어넣는다.” 당
은 관련 지방정부에 대한 성과심사 내용을 관리감독 및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서 당의 지시사항이 실제 정부의 업무를 통해서 잘 구현되고 있는가
를 점검을 한다. 그렇다면, 당은 사회조직에 대해서는 정부를 통한 간접
적인 관리만이 가능한 것인가? 이 문제는 역시 B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의 방법은 ‘사회조직에 당을 건설’하는 방식을 통한 방법
과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A사례에서 볼 수 있다. 즉, ‘사회조직의 육성’

182 ❙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의 작동 경로는, 정부가 어떻게 이미 합법
적으로 등록된 사회조직의 작동을 관리 및 통제하는가이다. 이 문제에 대
한 답은 H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과거 같으면 사회조직이 수행한
공공사업에 대한 구매 비용을 시재정(市财政)에서 일괄적으로 충당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시(市)에서 담당하지 않고, 그보다 하위 단위인 구
(区), 가도(街道), 전(镇)의 단계로까지 내려갔다. 또한, 그들 역시 구매비
용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사회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종전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자금을 받는 절차가 더 복
잡하고 번거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금의 수금(收金)과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 즉 ‘자금줄을
옥죄는 방법’을 통해서 사회조직의 작동을 관리·통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다양한 사례들을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할 때, 중국 사회조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
고 있는지에 대한 윤곽과 작동원리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 요약컨
대, 이미 중국 사회의 공공영역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해결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것은 당정(党政)이다. 당정은 또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는 자원과 조직들을 구비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접근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
제들로서 당정이 종전처럼 이에 모두 관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단
당정이 관여하게 되면, 책임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
에, 당정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조직이
필요하다.
말할 필요 없이, 사회조직은 이러한 당정(党政)이 당면한 사회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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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행보를 위한 활
동들을 계획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생존하고, 독
자적이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다. 당정은 바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끔, 즉 큰 방향에서 당정의 요구에 따라서 사회조직이 작동할 수 있도록
‘등록 순간’부터 제도적 장치(이중제도)를 두고 있고, 사회조직의 ‘자금
줄’을 옥죄는 방식과 사회조직들 간의 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회조직을 당정의 요구에 더욱 충실하게 작동하고, 관리·통제할 수 있
게 만든다. 더욱이, 점진적으로는 사회조직에도 ‘당 건설’(党建)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한 사회조직의 경우는 당의 영역 안으로 적
극적으로 포섭하여, 당의 조직과 외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중국 사회조직의 작동원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조직이 활동하는 무
대로서 중국 사회의 ‘관계’ 문화와 중국 사회의 작동원리로부터 결코 자
유로울 수 없으며, 중국 사회의 작동원리는 당정(党政)을 중심으로, 상하
수직적 명령을 전달받으며 유기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 속의 중국 사회조직은 자신들이 의도한 방향대로 작동을 제
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당정(党政)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것이 중국 사회조직 작동원리의 핵심이다.

2) 중국 사회조직 관계 분석의 평가 및 시사점
중국 사회조직의 관점(성장, 발전 및 제약)에서 당, 정부, 기업 및 시민
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의 평가를 아래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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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성장, 발전, 제약)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사례를 통해서 본)

당

정부

성장

- 사회조직을 육성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드러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사회조직에
게 성장의 기회 제공

발전

- 정부의 평가시스템 자체에 사회조직을 육성하고, 그 성과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제도적으
로 사회조직의 활동과 발전 공간을 마련하는 것임

제약

- 사회조직 자체에 ‘당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사회조직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음

성장

- 개혁개방 이후 점차 정부의 직능업무 전환을 위한 개혁이 시도되면서 직능의 일부가 사회조직 단체로
넘어가는 업무 영역들이 발생
- 또한,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발생한 과거에 없던 사회문제들 대표적으로 환경문제임. 이런 분야에서
사회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요가 발생

발전

- 예를 들면, 환경, 교육 등 관련 전문 영역에서의 사회조직과 정부가 계약관계를 맺고 입찰의 방식으로
사회조직의 업무나 프로그램을 정부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
- 이런 방식은 사회조직이 자금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제약

- 과거 시의 재정을 통해서 사회조직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구매에 대한 지급이 일괄적으로 이뤄졌
으나 갈수록 추세가 점차 더 하급 행정 단위들로 나뉘어져 분할지급의 형식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추세는 사회조직으로 하여금 불안정한 자금의 확보와 각 단계별 무리한 요구(예를 들면, 지방정부
의 사회조직에 대한 인사 청탁 등)등은 사회조직의 건강하며 지속적인 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

성장

- 사회조직은 비영리단체이지만 공익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확보가 중요. 기업의 경우에는 반대로
상업적 이미지를 상쇄하고 공익적 이미지의 확보가 기업과 제품의 판매에 효과적
- 사회조직과 기업 간의 상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둘 간의 교류협력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는
사회조직의 성장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함

발전

- 중국의 현 단계는 초기단계로서, 기업이 기부금을 내고, 사회조직은 공익적 자선 활동의 사업을 중심으
로 진행되고 있음

제약

- 사회조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정(党政)의 배경이 없이는 굴지의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기가 쉽지 않음
- 또한, 일반시민들로부터도 신임을 얻기가 쉽지 않음

성장

- 각종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하여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발 벗고 나서는 새로운 시민들이 점차 등장하
고 있음
- 이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형태의 사회조직들이 탄생하고 있음

발전

-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회조직을 성립시키며,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회조직
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제약

- 아직 다수의 일반시민들은 정부 의존적 혹은 정부 중심적 ‘관본위적 사고’로부터 사회조직을 바라봄
- 사회조직은 정부를 도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보조적 역할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시민이 곧 사회조
직의 주체라는 시각으로 사회조직을 바라보는 경우가 절대 부족한 현 상황이 사회조직의 발전에 큰 제약
적 요소임

성장

- 아이, 군자이나 인하지 못한 자가 있다(孩子; 君子而不仁者 有矣夫)「논어 헌문(论语·宪问)」

발전

- 정명: 이름을 바로 잡다(正名)「논어 자로(论语·子路)」

제약

- 사불출기위: 생각은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지 않는다(思不出其位)「논어 헌문(论语·宪问)」

모델

- 덕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비유하면 북극성은 제 자리에 있지만 뭇 별들이 그를 향하는 것과 같다(为政
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众星共之)「논어 위정(论语·为政)」
※ 주자의 주(註)에서 공(共)은 ‘향하다’는 뜻의 향(向)이라 함

기업

시민

정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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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조직의 작동원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실상 중국에서
‘정부지배 모델’이 가능한 것은,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정부 본위’(政
府本位)의 의식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정치문화가 뿌리 깊은 것과 연관

된다. 그것은 과거 혈연 중심의 신분제 사회로부터 계급 중심의 신중국
건립의 이행과정에서 당정(党政)의 국정관리에 관한 통치사상에 녹아든
행태로 계승된 것임을 알 수 있다.
王振海 等에 따르면, ‘정부 본위’는 사회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

만이 유일한 관리의 주체로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며, 기타 사회관리
주체들은 국가에 의존하고, 행정관리와 통제의 방식으로 운행되는 사회
관리체제로 말한다(王振海, 2015: 73). 만약, 우리가 지금 중국의 사회조
직과 정부의 관계를 ‘정부 지배 모델’, 즉 ‘정부 본위’의 관점에서 이해한
다면, 이것은 중국 사회를 ‘북극성의 모델’60)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북극성은 가만히 움직임 없이 그 자리에 있지만, 뭇 별들은 그에게
로 향한다”(为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众星共之). 즉, 당정(党政)이 중
국 사회에서 모든 ‘관계의 중심’으로서 북극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
다면, 중국 사회조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생각
할 때, 아래의 인터뷰 자료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J 사례: “내가 보기에, 总站은 ‘친마’(亲妈: 친엄마)이고, 구현(区县)은
‘깐마’(干妈: 의붓엄마)이다. 그러나 친엄마는 관여하지 않는데, 의붓

60) 중국의 국기(五星旗)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중국 국기에는 한 개의 ‘큰 별’(중국 공산당)과 ‘네 개의 작
은 별’(각기 노동자, 농민, 소자산가, 민족자산가 계급을 대표)이 있다. 이 네 개의 ‘뭇 별들’은 하나의 ‘큰 별’
을 중심으로, 둥글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향하고 있다. 관련 내용 참조. Retrieved from
http://www.gov.cn/ test/2005-05/24/content_18247.htm (검색일, 2017.10.1). 또한, 이러한 중국 오
성기는 논어의 <为政(위정)>편에서 언급된 ‘북극성’과 ‘뭇 별들’과의 관계를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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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관여한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孩子)인가?”(彭少峰,
2016: 118).

중국 사회조직을 아이(孩子) 혹은 군자(君子)의 관점에서 설명해보면
어떨까? 아이는 어른이 되기까지는 전통적으로 측은지심(恻隐之心)을 유
발하는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다. 군자 또한 본래 군주의 아들을 뜻하는
것으로, 하지만 군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곧 군주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仁)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를, 중국 사회조직
의 경우로 대입하여 해석한다면, 사회조직도 태생부터 마치 군자처럼 당
정의 배경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런 배경 없이 평범한 아이로 탄생
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당정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 모두는 아이에 불
과하며, 보호와 육성의 대상일 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잠시라도 눈을 딴
데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율적’ 독립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당정이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마치, 군자가 인(仁)을 다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사람됨을 다하는 것으로 정명(正名)을 실현하는
일이듯이, 사회조직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전문성을 키워가는 것은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정명을 실현해가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서,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중국 사회조직에
서 제약적 요소도 보이는데, 그것은 ‘思不出其位’이다. 즉, “생각이 자신
의 위치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하자면 “신하가 주제넘게 군주
를 가르칠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가르칠 수 없다.”라는 의미이다. 사회
조직은 당정의 큰 ‘전체적인 방향’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데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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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정리하면, 중국 사회조직의 성장, 발전 및 제약을 이와 같이 아이(孩
子)가 하나의 ‘자율적’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이 때, 중국 사회조직과 당, 정부, 기업 및 시민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근본적인 의문, 즉 ‘자율성’의 문제가 비
로소 해명된다. 아이로 비유할 수 있는 중국 사회조직은 어른이 되어 ‘자
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부모로 비유할 수 있는 ‘당정’(党政)
과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관계의 역설’(Paradox of Relation)
이라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해결해야 할 사회 과제를 주고, 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제 자체가 당정이며, 사회조직의 입장에서
기업과의 관계는 물론 심지어는 시민과의 관계에서 또한 당정과의 관계
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같은 유형의 공익적
사회 활동을 진행하는 사회조직의 경우, 시민은 정부의 배경이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가운데 이왕이면 누굴 더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겠는가?
즉, 중국 사회조직은 자신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바탕
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련의 관계의 형성과 구축의
과정 속에서, 당정과의 협력과 그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막대한 유무
형의 자원은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된다. 이처럼, 특히 초기에는 사회조직
의 당정에 대한 의존적 관계를 ‘배척’하거나 ‘대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으로 그들과의 ‘역설적 관계 강화’를 통하여 사회조직 자신
의 ‘합법성’은 물론 ‘전문성’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과 관련 자원을 최대
한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조직은 자신의 조직을 육성
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영역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으로서의 ‘자
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 마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아이’가 성장과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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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경험을 거쳐서 마침내 독립된 인격체로서 ‘성인’(成人)이 되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촘촘한 ‘관계망’의 중국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조직이 명실상부하게 사회조직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자신
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식이다. 요컨대, 중국 사회조직의 자율성은 중
국의 정치문화 속에서 공고하게 형성된 ‘관계의 역설’의 기제 속에서 조
직의 생존력을 확대하며, 전문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축된다.

제2절 중국 사회조직의 감독 분석
중국 사회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당
과 정부가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통제 혹은 감독61)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독이나 통
제의 필요성, 감독에서 존재하는 문제, 그리고 감독 문제의 개선에 관해
분석한다.

1.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 감독의 필요성
사회조직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비정부성과 독립성, 자
율성, 자발성을 통해 정부운영을 감시하거나 지원해줄 수 있다. 중국 역
시, 사회조직은 중국 정부와 관련하여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사회조직은 서구와 달리 사회조직의 역할과 기능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사회조직은 사회의 공공사업을 책임지고,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

61) 사회조직에 대한 통제, 감독, 검독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감독을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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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원을 인민을 위해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성이 있다. 반
면에, 사회조직의 구성원들도 경제적 자원과 여러 우대정책을 통해서 사
회조직의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 부패, 비리가 발생
할 개연성이 높다. 중국 사회조직의 자율성이나 공공성 그리고 책임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감독은 상당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1) 공공재를 제공하는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 필요
국가체제나 정부에 따라 사회조직을 감독할 권한을 갖게 된 배경은 사
회조직 역시 사회의 중요한 구성부문이기 때문이다. 사회조직이 성장하
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조직도 점차 공익사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공공서
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정부와 시민들 간의 소통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조직의 성장에 따른 역할의 증대는 책임성이 수반될 수밖
에 없다.
사회조직의 역할은 공공성을 띨 수밖에 없는데, 현실에서 공공성을 추
구하기 보다는 일탈된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고, 사회의 일부로서 책임
있는 행위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정부의 통제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조직이 공공재를 제공할 경우, 정부의 역할 및 업무수행
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중국 사회조직
이 공공재를 제공할 경우, 의도한 목적보다 부정과 일탈이 꾸준히 발생하
여 당초 의도한 순수한 사회조직의 존재 목적을 왜곡할 수 있기에 사회조
직에 대한 감독은 필요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사회조직을 통제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의 하나는 사회
조직의 운영자금이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사회의 기부에서 상당수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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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에 있다. 자생력이 취약한 중국 사회조직의 현실에서 중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사회의 기부에서 나오는 기부금은 사회조직의 운영에
대한 통제나 감독을 할 명분을 제공한다. 사회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나 사회적 기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더 많
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조직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이들에 대한 정
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된다면, 필연적으로 사회조직에 대
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 그리고 감독은 더욱 필요할 것이다.

2) 사회조직의 일탈에 대한 정부의 감독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조직이 정부의 실패나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사회조직 역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실패를 초
래할 수 있다. 사회조직이 공익이라는 취지를 벗어나서 이윤을 추구하거
나 사회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인적·물적 피해를 끼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회조직은 비영리성을 주요 속성으로 하는데, 운영과정에서 영리성을
위주로 한다면, 이는 당초 사회조직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물론, 사회
조직이 철저히 비영리성 만을 추구하여 조직을 운영할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사회조직의 활동이나 공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
을 다시 공익을 위해 활용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나 특정인을 위해 부당
하게 사익을 추구하거나 횡령이나 부패를 할 경우, 사회 문제나 범법행위
가 드러날 경우, 정부의 통제나 감독은 필연적일 것이다.
중국 사회조직의 일탈에 관한 사례를 보면, 윈난의 ‘중국 엄마’ 후만리
(胡蔓莉)가 ‘리쟝엄마협회’ 법적대리인의 신분으로 기부금을 남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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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개인주택을 구매하고, 자녀를 유학 보낸 사건이 있었다. 또
한, ‘전국치아질병예방지도조’(全国牙防组)가 평가 명목으로 마구 수금한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조직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였
다(张澧生, 2015: 157).
이러한 일탈에 더 나아가 사회조직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면세혜택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악용할 경우, 이는 사회나 민간부문의 활동을 구축하
는(crowding out)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회조직의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회조직이 정부의 우대정책이나 제도를 남용한다면, 사회
조직은 오히려 공정한 사회나 경제적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와 감독은 불가피 측면이 있다.
康晓光·韩恒(2008: 34)은 노동조합, 상회, 주민위원회(居民委员会),

종교단체, 관방 NGO 및 민간 NGO(草根 NGO) 그리고 비정식조직 등을
포함하는 총 18단체에 대해 중국의 당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통제전
략을 구사하는지를 분석했다(이동영, 2013: 225에서 재인용).

표 4-3

사회조직의 유형별 통제 방식
사회조직에 대한 통제 방식

조직유형

정치적 반대
조직
노동조합,
사구,
거민위원회

설립통제

업무관리
부문의
설치

설립 금지

정부 지정

관리구조 통제
중요 결정에
대한 통제

책임자 임명

자율적
결정

자체 결정

업무관리 부문 업무관리
수직적 관리 정부 지정
제정
부문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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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통제
경비통제

인력자원
통제

행정수단 통해 자율적으로
정부 통제
결정
법규를 통해
통제

일상 활동
통제
자율적으로
진행

업무관리 주간부문에서
하달, 일상적
부문이
결정, 지원 활동은 지원
단위가 결정 단위에서 하달

표 4-3

계속
사회조직에 대한 통제 방식

조직유형

교회조직

설립통제

업무관리
부문의
설치

관리구조 통제
중요 결정에
대한 통제

책임자 임명

경비통제

인력자원
통제

업무관리부
사회조직이
자율적으로
문과의
정부가
제출하고,
행정수단을
결정하나
설정한 체계 정부 지정 업무관리부문 협의를 통해
통해 정부 통제 주관부문에
의 승인을
결정, 지원
내부로 편입
보고해야 함
거쳐야 함
기관이 임명

사회조직이
제출하고,
협회, 상회 및 설립을 적극 현상을
업무관리부문
관방 NGO
지지
통해 결정
의 승인을
거쳐야 함

풀뿌리
NGO 및
신흥 조직

자원통제

정부의 직접
간섭 없음

없음

자율적으로
결정

일상 활동
통제
일상적 활동의
경우
주관부문이
사전승인을
전제로
자율적으로
결정

업무관리부
문이 임명,
지원기간이
임명,
주관부문과
의 협의를
통해 결정

행정수단을
지원 단위가
통한 지원,
자금의 출처에
결정,
대한 정부가
스스로
규제하지
결정한 이후
않으나
주관부문에
주관부문에
보고
보고해야 함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사후에
주관부문에
보고

자율적으로
결정

규제가 없으며,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결정
해결

자율적으로
진행

주: 康晓光·韩恒(2008: 34); 이동영(2013: 226)에서 재인용

康晓光·韩恒(2008: 34)에 따르면, 권위에 도전할 잠재적 능력이 비교

적 높은 노동조합 및 지역주민위원회(社区居民委员会)와 같은 조직에 대
해서는 준정부 조직을 통해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는 반면, 권위에 도전할
잠재적 능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종교조직에 대해서는 해당
조직의 발전을 제한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 권위에 대해 도전할 잠재 능
력이 비교적 약하다고 판단되는 협회 및 상회 그리고 관방 NGO에 대해
서는 지지와 지원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잠재적
도전 능력이 매우 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민간 NGO에 대해서는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으며, 단지 이들이 합법화되는 것만 허락하지 않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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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한다(이동영, 2013: 226-7에서 재인용).

2.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 감독의 문제점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중국 정부가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에서 드러나는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다.
张澧生은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 감독의 문제점을 ⅰ)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 감독의 월권 현상, ⅱ) 사회조직 감독 방식의 왜곡, ⅲ) 사회조
직에 대한 감독 주체의 다양화, ⅳ) 사회조직 감독에 관한 불완전한 법률
규정, ⅴ) 사회조직에 관한 평가의 미흡을 지적한다(张澧生, 2015:
151-161).
张清·武艳은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의 문제점을 ⅰ) 시대에 뒤떨어진

정부의 규제 이념62), ⅱ) 불완전한 규제 기제, ⅲ) 효과적인 사회규제 환
경의 부족으로 지적한다(张清·武艳, 2015: 45-46).
陈桂生·张霁星도 중국 준정부조직 관리 과정에서 존재하는 두 가지 큰

문제로 조직 독립성 부족과 운영 기제에서의 정부와 사회의 미분리, 그리

62) 정부의 규제이념이 낙후하다. 중국 정부는 아직 전능한 정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부장적
인’ 사상이 사회조직의 내용, 특징과 사회발전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사회조
직에 대한 등록제한을 풀면 각종 사회조직들이 홍수처럼 밀려와 통제하기 어렵다고 여긴다. 때문에 이런 생
각이 정부로 하여금 도둑을 예방하듯이, 사회조직의 진입을 엄격하게 단속한다. 이는 전형적인 계획경제 모
델이다. 그러나 개혁이 진행되면서 이런 규제논리는 이미 시대에 맞지 않다. 정부의 규제논리는 특정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을 기초로 정부가 규제행위, 대상, 효과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가치판단과 사상에 대한 공감
을 갖고 규제로 지배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규제는 헌법,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 비용과 수익을
비교분석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얻어야 하며, 과학적으로 규제 범위를 확정하고, 실제에 맞는 규
제기준을 제정하며, 규제의 투명화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회조직에 대한 중국의 규제는 이러한
논리가 부족하고, 법을 지키기 않고, 과도하게 규제하며, 규제 비용이 높고, 투명하지 못한 문제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규제 효율성도 낮고, 규제 실패로 이어진다(张清·武艳, 201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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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법제 결함과 제도 제약을 지적하고 있다(陈桂生·张霁星, 2009: 49).
陈德权은 일상적인 감독에서의 문제점을 ⅰ) 감독에 관한 제도적 근거

의 미비, ⅱ) 감독 주체의 직책 불명확성 및 조정과 협력의 어려움, ⅲ)
등록관리기관의 감독 능력과 수단의 결여, ⅳ) 감독형 사회조직 설립으로
인한 사회조직의 행정화로 제기한다(陈德权 主编, 2016: 42-43). 특히, 사
회 각 영역에는 행정화가 심화되어 사회조직에 행정등급, 재정지출 등의
행정 성격을 낳게 할 수 있다. 사회에서 행정화(官化)가 심화되면 사회 명
망, 권리, 지위 등에 문제를 낳게 된다. 행정화는 관본위 사상을 더욱 고
착화시키며,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낳고, 공무원이 잘못된 행정행위를 하
게 할 수 있다. 결국, 사회동원 능력을 약화시킨다(丁元竹, 2013:
118-19).
사실,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통제나 감독을 직접적으로 연구하기가 쉽
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张澧生(2015)의 논의를 중심으로 소개하되 다
른 학자들의 논의를 곁들여 언급하기로 한다.

1) 정부감독의 과잉화
중국 사회조직은 비정부성을 갖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정부 部委로부
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张澧生의 견해처럼, 중국에서 정
부와 사회조직 간의 관계는 매우 모호하며, 감독 과정에서 월권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즉, 정부의 감독 범위가 너무 넓고, 감독 내용도 매우 많
아서 사회조직의 독립성이 약하다. 정부와 사회조직의 관계는 여전히 종
속관계의 특성을 띤다. 특히, 인사임명과 재무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
다(张澧生, 2015: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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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사임명에서의 감독권이 과잉되어 있다. 张澧生에 따르면, 사
회조직은 등록할 때 반드시 업무주관기관의 관할기관으로 이름을 올려야
하고, 업무주관기관은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위험
을 줄이기 위하여 기관의 영도를 사회조직의 중요한 직위에 배치한다. 약
38.5%의 사회조직 간부들이 업무주관기관에서 직접 파견되었으며,
23.2%의 간부들이 업무주관기관의 임명에 따라 조직 책임자로 이름을
올렸다. 오직 30%의 사회조직 간부들만이 조직의 규칙에 근거하여 민주
선거를 통해 임명되었다. 사회조직이 인사임명권을 상실하면, 일거수일
투족이 모두 주관기관의 간섭을 받게 되며, 사회조직이 취지와 원칙에 따
라 활동하기 어렵게 된다(张澧生, 2015: 157-8).
둘째,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여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张澧
生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회조직에 재정지원을 하

는데, 이는 사회조직의 경제적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지원, 보조금과 회비 수입은 사회조직의 전체 수입의 70%
를 차지하고, 영업을 통한 수입은 6%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과 같은 선진
국의 경우, 1993년 자선형 비영리조직의 수익 중 서비스 수익의 비중이
71.3%, 정부지원은 8.3%, 개인의 기부는 9.9%에 이른다. 경제적으로 독
립하지 못한 사회조직은 과도하게 정부에 의존하는데, 한편으로 일상 업
무에서 발언권이 줄어들고, 다른 한편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동
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지지와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제도가 장기적
으로 존재하면 사회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제약하는 동시에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감독도 어렵게 되고, 정부감독 기능의 효과를 발휘하
기 어렵게 된다(张澧生, 2015: 157-8).
결국, 감독형 사회조직의 설립은 사회조직의 ‘행정화’를 가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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陈德权에 따르면, 등록관리기관의 감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일

부 지방에서는 민정부가 주체하여 종합적인 사회조직 서비스 기구를 만
들고 있다. 예를 들어, 원저우시는 사회조직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는 ‘육성지원, 공익성 혁신투자, 정보서비스, 교육과 교류 등 다양한 기
능을 종합한 서비스 플랫폼으로 정부와 사회조직, 서비스 대상을 연결하
는 허브형 사회조직’이라고 설명한다. 선전시의 일부 기층 민정기관은 사
회조직 총회를 설립하여 총회에 초기심사, 평가, 교육 등 기능을 위탁하
였고, 베이징의 허브형 사회조직은 정부가 위탁한 구체적인 관리기능뿐
만 아니라 사회조직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거나 혹은 지도업무도 위탁받
아 운영한다. 이런 사회조직은 명의상 정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그들의 발기인과 주요 자원이 실제로는 모두 정부에서 온다. 예를 들어,
저쟝성 사회조직 촉진회의 회장은 민정청(民政厅)의 부청장이고 촉진회의
사무공간과 업무경비는 모두 민정청에서 제공한다(陈德权 主编, 2016: 43).
종합적인 사회조직 서비스 기구를 설립하려는 목적은 감독 업무를 효
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런 방법은 사회조직체계와 맞지 않
는다. 陈德权의 따르면, 이런 사회조직은 행정조직의 성격이 강하고, 자
원도 정부에 의존하며, 정부의 권위를 빌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
부의 의견을 따르게 되고,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 쉽다. 일반적인 발
전 규칙에 따르면, 종합적이고 플랫폼 방식의 사회조직은 사회조직이 일
정한 수준으로 발전 이후에 자체적인 발전 수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형성
되어야 하고, 정부가 민간조직 대신 설립하는 것은 사회조직체계의 정상
적인 발전에 간섭하는 것이다(陈德权 主编, 201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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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감독 방식의 미흡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감독의 방식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陈德权에
지적에 의하면, 우선 등록관리기관의 감독 능력과 수단이 부족하다. ‘직
접등록’ 제도를 실행하기 전에 사회조직의 업무는 업무주관기관에서 지
도하였다. ‘직접등록’ 제도는 업무주관기관이 없는 사회조직들에 대한 업
무지도를 등록관리기관에 맡겼다. 그러나 그 이전에 등록관리기관의 업
무는 주로 등록, 연도별 검사(年检) 등이어서 재무, 회계심사, 세수 등 전
문 분야에 대한 관리 경험이 부족하고, 상응한 전문관리인도 부족하다.
사회조직은 유형이 다양하고, 관련된 분야가 광범위하며 전문성도 강하
다(陈德权 主编, 2016: 43).
그러나 현재의 등록관리기관의 상황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어렵다. 陈德权의 지적에 따르면, 감독 수단을 보면 등록관리기
관은 사회조직에 대하여 연도별 검사, 평가, 행정처벌 등 방식으로 감독
하였다. 이중관리제도 하에서 연도별 검사는 업무주관기관에서 초심을
거치기 때문에 등록관리기관에서 연도별 검사로 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직접관리’ 제도 하에서는 연도별 검사를 등록관리기관에서 관리
한다. 사회조직에 대한 평가는 장려를 위한 감독 수단으로 모든 사회조직
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강제적 수단이 아니다. 또한, 등록관리기관의
행정처벌 방식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陈德权 主编, 2016: 43).
한편, 사회조직을 정부기관에 등록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관리방식은
‘예방제’와 ‘징벌제’로 구분할 수 있다. 张澧生에 따르면, 예방제는 국가
가 사회조직에 대하여 엄격한 등록조건을 제시하고, 사회조직의 진입장
벽을 높임으로써 사회조직의 활동이 가져오는 위험을 막으려고 한다.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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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제는 국가가 사회조직의 등록에 많은 제한을 두지 않지만, 설립된 후의
일상적인 활동, 재무관리, 세수혜택 등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일단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이다. 비록, 중국 정부의
이중관리제도는 ‘예방제’이지만 실제로는 ‘심사비준을 엄격히 하고, 감독
을 소홀히 하는’ 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다(张澧生, 2015: 158).
또한, 중국 정부는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에서 심사비준 절차에 중점을
두어, 비교적 높은 진입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조직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은 소홀히 하고 있다. 张澧生에 의하면, 사회조직은 비록,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에서 “등록관리기관이 사회조직에 대해 연도조
사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업무주관기관에서 연도조사의 초심을 담당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감독기관이 단기간 내에 수많은 사회조
직에 대해 조사하기에는 상응한 인력, 재력, 물질이 부족하고 전문성과
세심함도 부족하여 조사는 매년 형식에 그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의
관리 이념이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단순히 사회조직의 수를 통제하면 질
을 높일 수 있다고 여긴다. 여전히 사회조직은 사회발전과 정치발전에서
의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张澧生, 2015: 158).
사회조직에 대한 외국의 감독을 보면, 모두 진입관리를 중시하던 방식
에서 과정에 대한 감독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등록절차를 간소
화하는 동시에 사회조직의 운영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张澧生, 2015: 158). 중국 정부의 감독방식은 중심을 잘못 잡은 것으로
사회조직으로 하여금 합법적인 등록을 어렵게 만들어 수많은 사회조직들
이 등록하지 않고, 정부의 감독 범위 밖에서 활동하게 한다. 다른 한편으
로 정부는 사회조직에 대한 심사비준에 치중하여 일상감독 과정에 필요
한 인력, 재력, 물질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조직의 운영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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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러한 관리 이념의 편
향을 수정하고, 감독의 중점을 일상감독 혹은 과정에 대한 감독에 둘 필
요가 있다(张澧生, 2015: 158-9).

3) 감독 주체간 기능과 책임의 모호
사회조직을 감독하는 감독기관들이 여러 기관으로 다원화되어 있고,
이들 간의 기능과 책임이 모호하여 조정과 협력이 쉽지 않다. 어느 조직
이건 감독기관이 많으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
며, 소극적이거나 무사안일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2013년에 「국무원 기구개혁과 기능전환 방안」에서 ‘통합등록, 각자
업무관리, 조정과 협력, 등급별 책임, 법에 따른 감독’이란 사회조직체계
의 구축을 제기한 이후 광동성은 부서들의 연합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시
작하였다. 그러나 각 감독 주체들이 ‘책임분담 및 조정과 협력’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陈德权 主
编, 2016: 42).

이중관리제도는 명확한 분업과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张
澧生이 지적하듯, 이중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주관기관과 등

록관리기관의 분업이 매우 불명확하고, 감독 주체 간의 기능과 책임이 모
호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이 발생한다(张澧生, 2015: 159). 이
중관리체계에서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 간에 책임 떠밀기 문제가
발생하고, 직접등록제도에서도 업무지도기관이 법적인 책임이 없어서 사
회조직에 대한 지도를 불이행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광동성 산터
우시(汕头市)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사회조직에 대한 치안관리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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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재정부서가 재무제도의 집행과 영수증 사용 등에 관한 감독·관리
를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별 감독은 개별 부서들의 업무
집행에는 유리하나 여러 부서와 관련된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부서 간 업
무분담이 어렵다(陈德权 主编, 2016: 42-43).
관련 법률을 보면, 두 기관의 직책 범위는 많은 부분에서 중복된다. 张
澧生이 지적하듯, 등록과정에서 민정주관기관은 등록 혹은 신고를 책임

지고, 업무주관기관은 등록 전 심사를 책임진다. 연도조사에서 민정기관
은 사회단체의 연도조사를 실행하고, 업무주관기관은 연도조사의 초심을
책임진다. 감독에 있어서 민정기관은 사회단체의 불법행위를 감독·조사·
처벌하고, 업무주관기관은 사회조직을 감독·지도하여 법을 지키도록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张澧生, 2015: 159).
이렇듯 중복된 기능들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
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하여 실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张
澧生에 따르면, 업무주관기관과 민정기관은 모두 사회조직을 관리·감독

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사실상, 민정기관이 사회조직의 설립에 최종 결
정권을 갖지만, 사회조직이 심사를 거쳐 설립된 이후에는 방대한 양의 사
회조직을 관리한다. 기타 조직의 등록도 심사하려면 흔히 인력이 부족하
고 전문성도 약하며, 자금부족 등 다양한 제약을 받게 되어, 결국 일상
업무에 대한 감독이 어렵다. 업무주관기관도 자체의 주요 업무가 있어서
사회조직 간의 관계가 단순히 관련 관리기관에 불과하고, 수많은 기관 영
도자들이 소속 사회조직에서 요직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감
독은 사회조직에 대한 내부 감독으로 전락되어 신뢰성과 효과성에 의문
을 제기하게 된다(张澧生, 2015: 159).
업무주관기관과 민정기관 외에 재정기관과 심계기관도 특정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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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직을 감독할 수 있다. 张澧生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 주체가 비교적 방대하고, 부서들 간의 직책이 불분명하다. 또
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정부의 실
질적인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재 사회조직의 발전은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사회조직도 엄격한 내부 기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감독 기제도 불완전하다. 사회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뢰
를 높이려면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특히 중요하다. 감독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张澧
生, 2015: 159).

4) 정부감독에 관한 불완전한 법률규정
사회조직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규정이 여전히 미흡하다. 陈德
权은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

다고 지적한다. 즉, ‘3대 조례’는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의 감독과
책임을 규정하였지만, 사회조직의 불법행위 유형, 처벌방법과 절차, 감독
기관의 책임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사회단체등록관
리조례」 제27조와 28조는 “등록관리기관은 사회단체의 불법행위를 감독
하고 조사하고, 업무주관기관은 등록관리기관과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
하여 사회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두 기
관이 사회조직의 어떤 부분을 감독해야 하는지, 사회단체의 어떤 행위가
조사의 대상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陈德权 主编, 2016: 42).
최근 감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사회조직에 대한 연합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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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업무지도 기관이 일정한 감독을 진행하고, 업무주관기관이 감독
책임을 지며, 공안, 재정, 세무 등 관련 부서들이 모두 감독 역할을 한다
는 내용이다. 그러나 업무주관기관의 감독은 행정규범으로 규정한 것 외
에 법적으로 기타 부서들이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 역할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회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할 때 법적인 규정이 부
족하면 여전히 낡은 감독제도를 붙여놓은 것과 다를 바 없다(陈德权 主
编, 2016: 42).

이런 현실에서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의 감독은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
하여 개혁개방 이후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법규정을 계속해서
개선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임시조례」,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 「기금회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
기증법」, 「불법 민간조직 단속 임시방법」 등의 법규정이 이루어졌다(张澧
生, 2015: 159).

그렇지만, 정부의 사회조직에 감독 관련 규정은 법적 정합성이 취약하
다. 张澧生이 지적하듯, 여전히 법률의 권위가 약하고, 법률 내용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고, 법률의 집행력이 약하다. 이를 자세히 보면, 첫째, 법
률의 권위가 약하다. 중국의 법적 권위를 보면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
방성 법규, 행정규장(行政规章)63)의 순서로 입법 등급과 권위가 점차 약
해진다. 현재 사회조직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들은 대부분 절차적인 행정

63) 중국 법령체계는 헌법 → 법률 → 행정법규 → 지방성 법규 → 행정규장 순으로 구성된다. 헌법과 법률(act)
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다. 다음 단계인 행정법규(decree)는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제정한다(조
례, 판법(办法), 시행세칙, 규정 등으로 표현되며, 우리나라의 시행령에 해당됨). 다음 단계는 지방성 법규
(regulate)로 지방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조례, 시행세칙, 판법, 결의, 결정 등으로 표시되며,
우리나라의 조례에 해당)한다. 행정규장은 국무원 각 部委(우리나라 중앙부처에 해당)가 제정하는 부문규
장(部门规章)(명령, 지시, 규장 등으로 불림)과 성, 자치구, 직할시 등의 인민정부가 제정하는 지방정부규장이
있다. Retrieved from http://blog.sina.com.cn/s/blog_161ebbec10102wlj7.html (검색일, 201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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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 아직 국가 차원의 입법 등급으로 상승하지 못하여 제약과 권위가
약하다. 사회조직에 관한 성문법이 없기 때문에 사회조직의 권리, 의무,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정부의 감독을 뒷받침할
법률의 권위가 필요하다. 둘째, 법률 내용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다. 경제
사회의 발전에 따라 사회조직의 발전도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면서 사회
조직의 감독에 관한 법규정이 실제 수요에 맞지 않게 되었다. ⅰ) 사회조
직의 유형들이 늘어나고 다양한 사회조직들이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갖
고 있지만, 애매한 행정규범으로 인해 유형별 관리가 어렵고, 단행법이
없어 각종 사회조직의 특수 상황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다. ⅱ) 현재의 법
규정은 주로 사회조직의 등록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일상적인 감독
에 관한 규정, 예를 들어 감독의 주체, 내용, 절차, 경로 등에 대한 규정
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법률의 집행력이 약하다. 사회조직과 관
련된 법률들이 구체적인 문제에서 집행력이 약하고, 일부 법률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연도검사
(年度检查)에서 나타나는데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에서, 비록 연도검사
를 규정하였지만 연도검사에서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
조사하는지, 조사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제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张澧生, 2015: 159-160).

5) 사회조직 감독을 위한 평가체계 미흡
정부가 사회조직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체계가 미흡하다. 사회
조직에 대한 정부가 감독 과정에서 사회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가 부
족하다. 최근 중국 정부는 사회조직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고 있으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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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통해 사회조직을 개혁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张澧生에 따르면, 2011년 「사회조직 평가관리 방법(社会组织评估管理
办法)」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평가의 주체는 각급 인민정부의 민정기관

으로 규정하고, 평가대상과 내용, 평가기관과 직책, 평가절차와 방법, 평
가등급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조례는 ‘정부지도, 사회참여, 독
자적 운영’의 사회조직 종합평가 기제를 구축하여 사회조직에 대한 평가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과학적인 평가체계를 초보적으로
형성하였지만, 현실 집행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가 많다(张澧生,
2015: 160).
평가체계의 문제를 张澧生의 지적으로 본다면, 첫째, 평가 주체가 다
원화되어 있지 않다. 「사회조직 평가관리 방법」에서는 “평가 주체를 각급
인민정부 민정기관으로 규정하고, 민정기관에서 상응한 평가위원회와 재
심의위원회(评估复核委员会)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정부기관, 연구기관, 사회조직, 회계사사무소, 법률사무소
등에서 추천을 통해 민정기관에서 임명한다. 따라서 사회조직에 대한 평
가에서 정부가 주도적 지위에 있고, 제3의 평가기관은 평가의 주체가 되
기 어렵다. 평가 주체가 다원화되지 못하면 평가의 효과와 권위에 간접적
인 영향을 준다(张澧生, 2015: 160-1). 둘째, 평가능력이 제한적이다. 평
가 내용에는 내부관리, 사업성과, 업무 활동, 신뢰의 구축, 사회평가 등이
포함된다. 이런 내용을 평가하려면 전문적인 평가자와 선진적인 평가이
론 및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조직의 발전은 아직 초급
단계에 있으며, 평가 사업도 시작단계에 있어 전문적인 평가자와 전문지
식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어서 평가 내용을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张澧
生, 2015: 161). 셋째, 평가결과의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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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평가관리 방법」에서 “평가등급이 높은 사회조직을 장려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3A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회조직은 정부의 우
대정책을 받으며, 4A급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사회조직은 연도검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결과를 받는 사회조직에 적절한 방
식으로 피드백을 주지 않고,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정보교류 시스템이 없
기에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어렵고 영향력도 약하다(张澧生, 2015: 161).

3. 중국 사회조직의 감독개선 방안 분석
‘강한 국가, 약한 사회’에서 사회조직이 제대로 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정부의 사
회조직에 대한 과잉화된 감독, 감독 방식의 여러 문제, 불완전한 법률규
정, 감독 주체간 기능과 책임의 모호, 감독을 위한 평가체계 미흡 등은
사회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감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周红云(2011)이 주장하듯, ‘정부중심주의’에서 ‘사회중심주의’64)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정부가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던 이념에서
벗어나 사회를 조절․인도․봉사하는 이념으로 전환하고, 정부가 사회에 대
한 일방적인 통치를 하는 이념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이념으로 전환해야 한다(王振海 等, 2015: 73에서 재인용).
사회조직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외부 감독과 내부 감독이 서로 결합하

64) ‘정부중심주의’란 정부가 사회관리에 유일한 관리 주체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다른 사회주체들은
정부에 의존하며 행정규제 방식으로 사회관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중심주의’란 사회조직이 사회
관리의 다원화된 주체의 하나로 정부와 기업이 평등하게 위치에서 협력하고, 협상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관
리 모델이다(王振海 等, 2015: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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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합 감독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집행기구와 집행인원의 자체 감독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사회조직의 신뢰를 형성하고, 공신력을 높이고 관리
수준을 제고할 것이다. 내부 감독은 감사회 감독, 이사회(懂事) 감독, 조
직규장제도 감독, 조직 신념 및 사명 감독이 있다. 외부 감독은 정부 감
독, 독립된 제3평가기관, 동업자의 상호제약 혹은 감독, 매체 감독, 기부
자 및 대중 감독으로 구성된다. 자체 감독은 관리자 및 집행인원이 맡는
다(曾维和, 2004: 21; 王智慧, 2012: 242에서 재인용).

1) 정부와 사회조직의 관계 재정립
정부중심주의에서 정부와 사회조직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결
코 쉬운 것이 아니다. 변화의 주체가 사회에 있다면, 시대 변화에 따라
역동적이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만, 정부중심주의 틀에 갇혀 있
다면, 사회조직에 대한 관계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
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와 사회의 관계 변화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감독을 개선하기 위해 张澧生은 다음과 같은 방
안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조직에 대한 인사임명과 재무에 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인사임명과 재무는 사회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개입을 점차 줄여야 한다. 정부는 사
회조직에 독립적인 인사임명권을 부여하고, 업무주관기관이 사회조직의
간부를 직접 파견하거나 임명하지 말고, 사회조직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
인 절차로 간부를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단일한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사회조직의 공공서비스를 구매하고, 세수우대정책을 실행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사회조직의 자금 경로를 다원화함으로써 그들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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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사회와 인민을 위해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张澧生, 2015: 161).
둘째, 직접관리에서 간접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중국 정부는 사
회조직에 대한 감독에서 주로 행정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조
직의 내부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그들의 자율능력의 발전에 불리하
다. 또한, 이런 감독방식은 매우 딱딱하여 양자 간에 충돌이 발생하기 쉽
다. 사회의 발전과 관리방식의 혁신을 통해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에서 다
양한 방식을 접목시킬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감독 이념과 방식을 전환하
여 경제, 법률, 세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방식을 채택
하여 경제수단, 법률수단, 세수수단을 위주로 하고, 행정수단을 보조로
하는 감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张澧生, 2015: 161).
셋째, 정부와 사회조직 간에 양호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사회조직에 대하여 엄격하고 전면적인 통제를 하는 이유는 정부
가 사회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회조직을 신뢰하
지 못하여 양자 간에 양호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호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면 정부는 사회조직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소통 경로를 확장하고, 안정적인 교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
다. 사회조직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동시에 자체 능력을 키우고,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사회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부와 사회조직의 노력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양호한 협
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张澧生, 20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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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입감독에서 과정감독으로의 전환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 방식은 설립등록에서 활동 전반에 관한 감
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 방식
을 진입중심의 감독에서 과정중심의 감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张澧生은 이를 위해서 등록규제 해제와 과정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시

한다. 즉, 첫째, 정부는 진입제한과 사회조직에 대한 등록규제를 풀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요구를 낮추고, 진입문턱을 낮추고, 등록절차를 간소
화하여 정부기관이 더 많은 정력을 사회조직에 대한 일상감독과 과정에
대한 감독에 집중하여 정부의 규제 밖에 있는 대량의 사회조직을 합법화
시키는 동시에 더 많은 사회조직들이 사회와 인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참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조직에 대한 제한을
점차 줄이고,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업무 범위가 비슷한 사회조직과 지
점의 설립을 금지하지 말고, 인위적으로 형성된 독점 현상을 없애야 한
다. 사회조직 간의 경쟁을 장려하고, 경쟁에 유리하고 적절한 환경을 조
성해야 한다. 정부는 진입제한을 푸는 동시에 명확한 규칙을 만들고, 사
회조직 간에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张澧生,
2015: 162).
둘째, 정부는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사회조
직에 대한 일상감독이 약하고, 연도검사도 형식에 그친다. 그러나 사회조
직이 건강하게 발전하고, 그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토록 하려면 정부
는 종전 등록위주의 감독에서 운영과정에서의 재무, 세수, 서비스 품질
등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반드시 엄격하게 단속해
야 한다. 정부는 사회조직에 대한 연도검사를 중시하고, 연도검사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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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연도검사의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함으
로써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사회조직에 대한 과정감독과 행위감
독을 통해 감독의 효율과 효과를 높임으로써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할 필요가 있다(张澧生, 2015: 162).
과정감독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대중의 참여와 감독도 중요하다. 陈井
이 제기하듯, 사회조직에 대한 대중의 감독을 강화하여 정부감독과 서로
협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회 대중의 감독, 언론매체, 독립적인 제3의
조직 감독이 포함된다.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매체의 감독과 평가를 강화
하거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제3의 민간감독 조직과 평가체계를 통해 사
회의 효과적인 감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사회조직의 신뢰도를 향상시
킬 수 있다. 동시에 사회조직이 이전받는 정부기능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를 수립해야 한다. 관련된 사회조직 등록관리 부서는 정기적으로 부서 홈
페이지, 전통 매체 등을 통해 사회조직의 연도별 감사 등 상황을 공개하
고, 사회조직의 역할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陈井, 2016: 55).

3) 사회조직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국 정부가 사회조직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법
령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조직 관련 법령은 사회조직의 설립에서 활동 등의
방향 및 신호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제대로 된 법령 제·개정이 요구된다.
사회조직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규정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唐建平 等의 견해처럼, 정부는 광범위한 조사연구와 의견수렴
을 통해 현행 일부 법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동시에 전체 사회조직의 발
전을 모두 포함하는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사회조직법」을 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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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차원에서 사회조직의 성격, 지위, 기능, 권리와 의무, 설립조건, 심
사절차, 운영 기제 등의 내용을 규범화하고, 사회조직의 법규정 수준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唐建平 等, 2010; 杨丽 等, 2015: 80에서 재
인용).
만약, 정부가 유리한 제도 및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조직의 발전
에 유리한 법률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조직의 행위에 대한 정책적 제약을
강화한다면, 사회조직의 법적 근거를 통해 불리한 위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杨丽 등, 2015: 80).
이를 위해서는 법규정을 개선하여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张澧生은 이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시
한다. 첫째, 통합된 「사회조직법」을 제정해야 한다. 중국은 하나의 통합
된 사회조직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조직의 법적 지위와 조직의 취지, 성
격,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사회조직의 법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상응한 처벌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이 법은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의
감독범위, 감독직책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하며,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감독표준을 만들어 정부가 법에 따라 사회조직을 감독해야 한다
(张澧生, 2015: 163).
둘째,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 감독에 대한 법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현
재의 법규정은 더 이상 사회조직에 대한 유형별 감독을 만족시키지 못하
기 때문에 입법기관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법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다양한 사회조직의 성격, 지위, 기능, 역할, 권리
와 의무에 따라 조직유형, 경영 형태와 설립조건, 심사절차와 운영 기제
등을 분류하여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 효율을 높여야 한다. 입법의 중점은
진입감독에서 행위감독, 과정감독으로 전환하고, 감독주체, 대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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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경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张澧生, 2015: 163).
셋째, 법률의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법규정은 원칙적·거시
적·추상적인 내용이 많은 반면, 구체적인 규정은 적은 상황이다. 주로 기
본원칙, 중요 제도를 규정하고 집행과 관련된 규정들이 부족하다. 법규정
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면, 입법기관이 사회조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
후, 관련된 집행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절차를 규범화해야 한다. 연도검
사 내용, 조사절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상세
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张澧生, 2015: 163).

4) 사회조직 평가체계의 개선
중국 정부에서도 현재 성과평가가 점점 강조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
회조직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위해서는 사회조직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
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张澧生은 중국 정부의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평가 분위기 형성, 제3자 평가제, 평가능력 제고, 평
가결과의 교류를 제시한다(张澧生, 2015: 163-4).
첫째, 사회조직에 대한 평가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중국의 사회조
직은 여전히 발전이 아닌 생존을 위한 초급단계에 있으며, 평가를 중시하
지 않는다. 인민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사회조직에 대한 평가를 잘 알
지 못한다. 결국, 사회조직의 평가에 대한 인민의 이해가 부족하다. 정부
는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조직, 인민과 언론들이 사회조직에 대한 평
가의 중요성을 깨닫고 평가에 관심을 갖고, 중시하며, 평가를 감독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张澧生, 2015: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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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3자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제3자 평가는 주로 개인, 사회단
체, 여론기관, 중개평가기관 등이 일정한 절차와 경로를 통해 다양한 방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사회조직의 성과를 (비)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 평가는 정부의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 추구(rent)
현상을 줄여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다. 정부는 제3
자 평가기관의 발전에 더 많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인 차원에서
제2자 평가기관의 지위를 명시하고, 법률로 사회조직의 정보를 공개하도
록 요구하여 제3의 평가기관에서 진실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하여 과학
적·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부는 더 많은 제3의 평가기관
이 사회조직의 평가에 참가함으로써 경쟁 기제를 형성하고, 시장을 통해
우수한 평가기관을 조성할 수 있다(张澧生, 2015: 163-4).
셋째, 평가능력을 높여야 한다. 중국은 사회조직에 대한 평가에서 전
문인력이 적고,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사회조직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거쳐 발전하였으며, 전문적인 평가인력과 선
진적인 평가이론, 과학적인 평가지표와 기술을 갖고 있다. 외국의 평가
경험을 학습하여 중국의 현실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
여 평가능력을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张澧生, 2015: 163). 또한, 사회
조직에 맞는 평가지표65)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65) 사회조직 관련 평가지표는 사회조직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르다. 사회단체의 평가지표에서 1급 지표로는 기본
조건, 조직관리 및 능력 향상, 업무 활동, 사회 영향으로 구성된다. 민영비기업단위의 1급 지표로는 취지 및
활동, 거버넌스 구조, 조직관리 및 능력 향상, 조직의 정보 투명성, 이해관계 집단의 권익보장, 조직의 사회
영향으로 구성된다. 기금회의 1급 지표로는 기본조건, 조직관리 및 조직발전, 업무 활동, 사회 영향으로 구
성된다. 사회단체의 경우, 기본조건의 2급 지표로는 합법성, 비영리성, 자율성, 조직 취지, 기초시설, 조직규
모이다. 조직관리 및 능력건설의 2급 지표로는 민주 협회, 조직제도, 당 건설, 인력자원, 지속발전이다. 업무
활동의 2급 지표로는 회원서비스, 업무직능, 사회서비스이다. 사회 영향의 2급 지표로는 회원 정체성, 정부
인가, 사회 공신도로 구성되어 있다(陈德权 主编, 2016: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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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평가결과를 교류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조직에 대한 평
가 분위기가 약한 상황에서 인민, 매체와 사회조직이 평가결과를 중시하
지 않는데 중요한 원인은 평가결과를 교류하는 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정부와 제3의 평가기관은 함께 노력하여 규범적·고정적인 평가결과
발표 플랫폼을 만들어 평가결과의 발표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
민들은 사회조직에 대한 평가정보를 얻을 수 있고, 평가결과의 영향력이
커져 사회조직으로 하여금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며,
사회조직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진행하려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张
澧生, 2015: 164).

5) 사회조직에 대한 사회의 감독 및 자율 기제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은 당과 정부의 감독으로만 감독의 목적을 달성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과 정부뿐만 아니라 인민이나, 언론 매체, 사회조
직 내부 자율 등으로 감독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王芳은 사회감독의 주체로 사회 대중을 제시한다. 사회 대중은 기부

자, 수혜자, 일반인민, 매체, 그리고 문책을 다루는 제3기구 감독이다. 기
부자는 사회조직이 기부 받은 물자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에 감독 역할을 할 수 있다. 매체는 공익 영역에서 사회조직의 불
미스런 사건들을 폭로하여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의 감독이
부족할 경우에 사회감독은 매우 효과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王
芳, 2016: 131-2).

사회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투명한 감독체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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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사회조직의 자체적인 감독도 포함된다(张澧生,
2015: 164).

표 4-4

사회조직에 대한 사회의 감독 및 자율 기제

감독 주체

문제

개선

대중의 감독

- 대중의 감독 인식이 약함
- 사회조직에 대한 정보 부족
- 대중들의 감독 경로가 원활치 못함

- 대중의 감독 인식 제고
- 사회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
- 대중들의 감독 경로 원활화

언론의 감독

- 언론 감독의 법적 보장 미흡
- 언론감독에 관한 입법 추진: 신문법 개정
- 사회조직에 대한 언론의 감독은 정부의 규제의
- 정부는 언론 감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함
대상
- 언론은 사회조직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필요
- 사회조직에 대한 언론의 관심 부족

제3자 평가
감독

- 정부는 제3자 평가 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 정부, 사회조직 및 대중들이 제3자 평가 - 감독에
못함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
- 사회조직과 대중들이 제3자 평가 감독을 지지하
- 정부와 실질적으로 독립된 제3의 평가기관을 설
지 않음
립해야 함
- 중국에는 여전히 독립적인 제3자 평가기관이
- 제3의 평가기관의 평가 기제 점차 개선 필요
없음

사회조직의
자율 기제

- 사회조직 내부 규정제도 개선
- 사회조직의 완전한 규칙·제도 부족
- 내부의 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내부의 관리구조 개
- 사회조직의 내부 감독체계가 취약
선(감사회제도 등)
- 불투명하고 비과학적(재무제도와 - 회계심사제
- 재무관리의 규범화(엄격한 재무제도와 회계심사
도 불비) 재무관리
제도)
- 업계의 자율관리 관련 법제도 결여, 정부간섭 심화,
- 업계 자율 기제 관련 법규정 제정, 관련 정책 수립,
자율 기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취약
내부관리 강화

주: 张澧生(2015: 164-173)을 근거로 작성 함

중국에서 언론과 대중감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何增科이 주장하듯, 언론과 대중감독의 편리를 위
해 사회조직의 연도보고서, 재정세무보고, 고위관리 급여 등 정보를 강제
로 공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전문 감독·관리 기구와 세무기관이 사회
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조직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제의 구축, 사회조직들
의 동일 업종에 대한 평가 진행 및 전문 평가기구가 사회조직을 독립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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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용등급과 그들의 업무를 평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何增科,
2013: 118-9).
중국은 앞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사회조직 발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에 이에 발맞추어 사회감독 기제의 수립이 시급할 것이다. 徐
家良·廖鸿의 견해처럼, 사회감독은 과정에 참여하는 감독·관리와 결과에

대한 공공감독으로 나뉠 수 있다. 사회감독의 방식은 정부의 연도보고,
규정심사, 재무심사, 세무심사, 행정처분, 평가 등을 기반으로 대중언론
을 통해 서비스 단체, 사회여론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으며, 행정적 합
법성과 동시에 사회적 합법성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심지어 사회 압력 속
에서 사회조직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각기 다른 사회조직은 자신
들의 색채에 맞는 발전 경로를 채택하여 사회와 정부, 기업과의 관계, 법
인지배구조의 개선, 장점 극대화 등을 모색하여 자신들의 목표와 취지에
따라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의 요구에 부합함에 따라 사회와
정부의 신뢰를 얻고 건강한 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徐家良·廖鸿, 2013:
235).

그림 4-1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방향

사회 추세

사회 합법성

정부 추세

국가 합법성
공익성

시장 추세

자원

사회 합법성
자원
자율성

자료: 玉苗(2017: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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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합법성

종합 추세

<그림 4-1>처럼, 앞으로 사회조직이 나아갈 방향은 사회 추세를 토대
로, 사회 합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추세의 발전 경로를 열며,
더 나아가서 국가 합법성을 얻는 것이다. 국가 합법성의 뒷받침을 통해
사회 추세의 발전에 놓인 병목을 제거할 수 있고, 신속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시장 추세의 발전 경로는 사회 추세를 보완할 수 있고, 사회조
직의 독자성과 자율성의 중요 토대가 될 수 있다(玉苗, 2017: 255). 이러
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구현되기가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중국 사회조직
이 발전 방향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중국 사회조직의 관리개혁 분석
사회조직이 성장하고, 이들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국가마다 정도의 차
이는 있겠지만, 각국 정부는 이들 사회조직들과의 관계, 통제나 감독, 그
리고 관리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종전 government 시대에서
governance 시대로 전환되면서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
위자들 간의 상호 관계, 통제나 감독, 관리는 사회조직에서 중요하게 고
려할 요소이다. 이는 결국, 정부이든 사회조직이든 여러 행위자들 각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중국 사회조직 관리의 흐름 및 내용, 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관리개혁의 내용을 검토한다.

1. 중국 사회조직 관리의 흐름과 내용
‘강한 국가, 약한 사회’라는 중국의 특성상 사회조직은 태생부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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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독과 통제에 놓이게 된다. 개혁개방과 더불어 사회조직이 점차 성장
하면서 정부의 관리방식에 주목하게 된다. 사회조직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리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중관리체계를 갖는다. 즉, 진입관리를 엄격히
하는 반면, 일상적인 감독을 소홀히 하는 특징을 가지며, 그 본질은 사회
조직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에 있다.
중국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사회조직의 역할도 더 부각되면
서 정부, 시장, 사회의 관계는 변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시장, 정부와 사
회조직, 시장과 사회조직 등의 관계가 변하면서 중국 정부의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 방식은 변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중국 사회조직 관리의 근간인 이중관리제도, 그리고 일상적 관
리 및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중관리제도의 연혁과 내용
이중관리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 형성된 사회조
직에 대한 전형적인 관리제도이다. 여기서는 사회조직 관리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이중관리제도의 연혁과 내용에 관하여 陈德权 主编(2016:
28-29)이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중국 사회조직의 역사는 유구하고 그 활동 범위도 매우 넓다. 중화인
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 정부는 사회단체를 정돈하고 개혁해왔다. 개혁
과정에서 사회단체들 중의 한 부류는 해방구의 각종 인민단체로 중화전
국총공회,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등이 있었다. 다른 한 부류는 종전 국민
당 자치구의 사회단체로 중화전국자연과학전문학회연합회, 중화전국과학
기술보급학회 등이 있었다. 사회단체의 정돈 사업은 1950년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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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는데 대상은 주로 각종 종교단체, 봉건결사조직이었는데 이는
1956년에서야 끝났다. 동시에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등이 설립되
었다. 정부관리의 수요에 의하여 중국인민외교학회, 중국국제무역촉진회
등도 설립되었다(陈德权 主编, 2016: 28).
1950년, 정무원은 「사회단체등기임시방법」을, 1951년 내무부가 「사
회단체등기임시방법실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사회단체등기임시방법」은
등록대상을 인민군중단체, 사회공익단체, 문예공작단체,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기타 인민정부 법률에 부합되는 단체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규정에서는 정협 회의에 참가하는 민주당파와 인민단체, 기관과 학교에
속하는 내부 단체를 등록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사회단체등기임시방법」
은 또 등급등록의 원칙에 따라 전국적인 사회단체는 내무 부서에 등록하
고, 지방 사회단체는 현지의 인민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陈德权
主编, 2016: 28).

「사회단체등기임시방법」의 주요 기능은 사회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
는 사회단체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각 部委들마다 사회단체를
각자 심사·관리하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여 당정기관의 대부분, 예를 들
어 문화부, 국가체육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국과학원, 선전기관
등 모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단체들을 관리하였다. 이런 상황은
1989년에야 바뀌게 된다. 전체적으로 1989년 이전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비교적 느슨하여 지역마다, 업종마다 사회단체가 있었고,
사외단체들이 지부를 설립하는 것도 규제하지 않았다(陈德权 主编, 2016: 28).
1978년 당의 11기 3중 전회 이후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하고, 정부는
업종협회, 상회들이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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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려하여 관련된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1989년에 발
표한 「외국상회관리임시규정」은 외국이 상회를 국내에 설립하려면, 중국
국제상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외경제무역부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陈德权 主编, 2016: 28).
경제개혁이 성과를 이루면서 사회조직의 관리체제 개혁도 시작되었다.
1988년 국무원은 민정부에 사회단체관리사를 설치하고, 다양한 사회단
체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1988년 「기금회관리방법」을 제정
하였는데 이 규정에서는 “재단을 설립할 때 관련 部委가 인민은행에 보
고하여 심사를 받고, 민정부에 등록하여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만 법인자
격을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때부터 ‘이중관리’체계가 형성되었
다. 1989년 10월에 제정한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는 사회단체의 진입
문턱을 현저히 높였다. 이 조례는 사회단체의 등록 원칙을 규정하였는데
‘분야별 등록, 이중책임, 등급관리, 경쟁제한’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를
이중관리체계로 부른다(陈德权 主编, 2016: 28-9).

표 4-5

이중관리체제의 등록 원칙

등록 원칙

내용

분야별 등록
(归口登记)

- 모든 사회단체는 국무원 민정부와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 민정기관에 등록해야 함. 이를 ‘통일 등록’이라
고 부름
- 민정부에 등록된 사회단체만이 사회단체 법인자격을 얻고 민사 주체의 권한을 가짐. 이 규정은 각 部委에
분산적으로 등록되었던 사회단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 部委에 등록하여 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함

이중책임
(双重负责)

- 사회단체의 업무는 관련된 部委의 지도를 받음. 등록된 사회단체는 관련된 주관 部委의 심사와 동의를
받은 후 등록할 수 있고, 관련 部委와 등록기관은 사회단체의 일상 관리를 책임짐
- 등록기관의 감독내용은 사회단체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지,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였는지, 등록한 내용에 따라 활동하는지 등임
- 그러나 이 조례는 관련 주관 部委의 구체적인 기능은 규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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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등록 원칙

내용

등급관리
(分级管理)

- 전국적인 사회단체를 설립하려면 민정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지방 사회단체를 설립하려면 해당 지역의
민정기관에 등록을 신청하며, 여러 지역에 걸친 사회단체를 설립하려면 그 지역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상급 민정기관에 등록을 신청함
- 등급관리는 사회조직들 간에 수직적 등급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조직 구성원의 소속과 활동
범위의 차이를 의미하며, 모든 사회조직은 모두 평등한 민사 주체임

경쟁제한
(限制竞争)

-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비슷한 사회단체를 중복하여 설립하지 못함

주: 陈德权 主编(2016: 29)을 근거로 작성 함

이중관리체제는 사실 정부 참여와 보호를 행정구조에 포함시킨 것으
로 사실상 ‘3중관리체제’를 형성한다. 范明林은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
관단위가 공존하는 ‘이중관리체제’를 법률이나 정책 차원의 정부가 존재
하는 제도적 설계라고 본다면 Y기구를 현재의 행정체계에 포함시키면 등
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단위가 Y기구를 감독·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동급 정부도 Y기구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3중관리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자연적으로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된다(范明林, 2016: 128).
<그림 4-2>는 Y기구의 대외 홍보자료에서 언급한 기구 구조도이며,
여기서 Y기구의 위치와 정부가 개입했을 때의 상황을 알 수 있다. 2003
년 범죄예방과 감소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정부가 발표한 문건들 중의
행정구조와 비교하면 이때의 행정구조의 맥락은 매우 명확해진다. 즉, 첫
째, 시(市)급 차원에서는 시 정법 위원회(市正法委) → 단시위(团市委) →
시 지역사회 청소년 사무 사무실(市社区青少年事务办公室) → Y기구(Y
机构), 둘째, 구(区)급 차원에서는 구정법위(区正法委) → 단구위(团区委)

→ 구 지역사회 청소년사무 사무실(区社区青少年事务办公室) → Y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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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구 사무실(区社工站), 셋째, 가도 차원에서 가도(진) 당위(街道(镇)党
委) → 가도(진) 당공위(街道镇团工委) → 가도(진) 사무소(街道镇社工站)

과정으로 정부가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范明林, 2016: 128).

그림 4-2

시 지역사회 청소년 업무 ‘주축형’ 3급 정부 행정관리체제
시위원회( 市委)
지도

시정부(市政府)

시정법위
(市政法委)

통과

법률

권한 절차

정부 구매 서비스

단시위원회
(团市委)

시지역사회청소년사무사무실
(市社区青少年事务办公室)

Y기구
(Y机构)

단구위원회
(团区委)

구지역사회청소년사무사무실
(区社区青少年事务办公室)

구사무실
(区社工站)

구정법위
(区正法委)
지도

가도(전)당위
(街道(镇)党委)
지도

가도(전)단공위
(街道(真)团工委)

가도(진)사무소
(街道(镇)社工点)

자료: 2006년 Y기구 대외선전 자료; 范明林(2016: 129)에서 재인용

어떤 차원에서든 모두 정부나 정부 대표가 참석하여 보호와 감독, 통
제 기능을 집행한다. 이에 대하여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에 응한 A는 다
음과 같이 언급하였다(范明林, 201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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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정부는 흔히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분야를 모두 맡아야 하는지? 정부의 동원 능력은 매우 강한데 (사
회단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단체
와 정부가 어떻게 하면 함께 발전할 수 있는지? 모든 정부 관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많은 경우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여긴다. 만약 참여하지 않으
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참가해야 하지만 누가
참가할 것인가? 이 체계에는 많은 책임 부위(部门)들이 역할을 발휘하
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도 있고, 인력을 지원하는 기관도 있
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도 있고,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기관도 있다.
우선, 고민해야 될 점은 모든 정부가 어느 절차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
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어떤 정부가 어느 절차에 참가해야 하고 어
느 절차에는 참가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정부에도 많은 부
위들이 포함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부는 정부의 여러 부위들로 어떤
절차에서는 정부의 특정 부위가 참가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에서는 반
드시 해당 부위가 참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참가하지 말아야 될
부분, 즉 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때문에 이 과정은 비교적 복잡한 과정이다”(范明林, 2016: 129-130).
인터뷰에 응한 A는 계속해서 얘기하길, “상급 영도자들이 요구하기를
얼마동안 연장할 것인지, 어떻게 연장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区)가 비
교적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区) 차원에서 이 체계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개개인이 주체가 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관성이
생겨 참여하기를 원한다. 처음 시작할 때 정부가 참가했다면 언제 퇴
장할지는 정부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다. 정부 외의 아무도 정부에 명
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市) 차원에서
는 이 사건을 추진한 이후에 정부가 빠지고 각각의 권한을 기능 부위
에 분배해야 한다고 본다”(范明林, 2016: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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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참여는 쉽지만 정부의 퇴출은 어려운 일이다. 인터뷰
대상자 B가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회단체 자율
운영은 두 가지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사회단체의 독립적인 운영과 2급
정부(两级政府), 3급 관리(叁级管理), 4급 네트워크(四级网络)에 걸쳐있
는 조직구조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어렵다...”(范明
林, 2016: 130).

2) 사회조직에 대한 일상적 관리 및 지원정책
이중관리제도 외에 정부는 사회조직에 대하여 일상적인 관리와 각종
지원정책을 내린다. 직접등록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사회조직에 대한 관
리제도들 가운데 이중관리제도 외에 사회조직의 일상관리에 대한 제도를
동시에 설계하였다. 이런 관리제도는 진입관리에 대한 보충으로 사회조직
에 대한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부서의 관리에 유리하도록 한 것이다.
사회조직의 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세수, 정
부의 서비스 구매, 벤처기부(Venture Philanthropy) 등 방식으로 사회
조직을 육성하고, 사회조직의 정규화를 시도하였다(陈德权 主编, 2016:
30-31). 사회조직에 대한 일상적 관리 및 지원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조직에 대한 일상적 관리
사회조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일상적 관리는 크게 연도검사, 평가, 감
찰, 사회조직의 당 건설, 사회조직 종사자들에 대한 통일전선 사업이란
내용을 갖는다(陈德权 主编, 2016: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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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사회조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일상적 관리

일상 관리

내용

연도검사

-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의 일상감독 중 가장 주요한 방식이 연도검사임
- 연도검사는 업무주관부서와 등록관리기관이 함께 진행함. 연도검사는 비록 감독역할을 하지만 검사가
간단하고, 전문성이 약하여 감독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
- 「자선법」이 실행된 후 연도검사는 연도보고로 대체됨

평가

- 2007년, 민정부는 「사회조직 평가관리방법」과 「전국사회조직 평가사업에 관한 지도의견」 을 발표함
- 2008년 이후 업종협회, 재단, 민영비기업단위에 대한 평가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됨. 각 지방정부마
다 ‘정부지도, 사회참여, 독립운영’이라는 사회조직의 평가체계를 구축함
- 전문가, 사회조직 책임자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제3의 평가기관에 위탁하여 평가사업을 진행
함. 이는 사회의 감독역량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전문 평가기관의 역할을 발휘하며,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수단을 혁신함

감찰

- 감찰은 사회조직에 대한 중요한 감독수단으로 매년 등록기관에 대한 감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림.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사회조직은 20,000여 개에 달함
- 2012년 8월, 민정부는 「사회조직 등록관리기관의 행정처분 절차규정」을 발표하고, 사회조직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규정함. ‘직접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민정부의 등록관리 업무가 커졌고, 감찰업무도
더욱 중요해지고, 지방정부들은 전문적인 사회조직 감찰기관을 설립함

사회조직의 당
건설

- 1990년대 초부터 중국공산당은 사회조직의 당 건설 사업을 추진함
- 2009년 당의 17기 4중 전회에서 통과한 「새로운 상황 하에서 당의 건설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서는 ‘기층당조직건설 방식을 모색하고, 농촌합작사, 전문협
회, 산업장, 타지에서 일하는 농민공과 상인들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곳에 당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비공유제 경제조직에 당조직을 설립하고, 중개기구, 협회, 학회, 사회조직에 당조직을 설립하
는 사업을 강화함
- “당의 기층조직 건설로 다른 유형의 기층조직 건설을 이끌고 기층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초를 단단히
한다.”고 발표함
- 중앙의 지시에 따라 각급 등록기관에 모두 지도 팀을 설립하여 사회조직에 당조직을 건설하는 사업을
지도하고, 사회조직 구성원들을 동원하여 과학적 발전관을 학습하고, 서로 경쟁하고, 군중노선을 걷도
록 하는 교육 활동을 조직함
- 저쟝성 상하이, 광동성, 안후이 등 지역의 사회조직들은 이미 당조직을 모두 설립함. 사회조직에 설립한
당조직은 이미 당이 사회조직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됨
- 2015년 9월, 중공중앙 판공청은 「사회조직의 당 건설사업 강화에 관한 의견(시행)」을 발표하고 사회조
직에서의 당조직 건설을 다시 한 번 요청함

- 사회조직에 대한 통일전선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사회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도하여 그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조직과 자주 연락하면서 사회조직의 알권리와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당과
정부의 정책을 제때에 전달하고, 그들이 새로운 사회계층에 대한 통일전선 사업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함
- 새로운 사회계층에 대한 정치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사회조직들 가운데 새로운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사회조직
인사들에 대한 정치 사업을 진행하여 당의 지도를 강조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자발적으로 집행하
종사자들에 대한
도록 함
통일전선 사업 - 새로운 사회계층의 대표 인사를 양성·선발하는 사업을 당 외 대표인사 양성계획에 포함시키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고, 젊은 대표 인사들을 발굴함
- 그리고 그들이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그중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비교적 큰 사람들을 인대, 정협에 배치함
- 일부 발전 수준이 높은 사회조직을 정협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위원을
증가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정치 참여의 기회를 마련해줌
주: 陈德权 主编(2016: 31-32)을 근거로 작성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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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조직에 대한 지원정책
일상적 관리와 더불어 중국 정부는 사회조직에 대해 다양한 지원정책
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조직에 지원하는 방식은 직접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구분된다. 직접지원은 비자금성지원(사무장소, 사무시설 및 활
동장소, 세금감면, 전기, 석탄, 가스 등의 비용, 대출지급), 자금성지원(지
출금, 후원, 보조, 장려)로 이루어진다. 간접지원은 구매 서비스 및 제도
적 환경 제공(법률법규, 세수정책)으로 구성된다(黄晓勇 主编, 2011: 52).
陈德权은 사회조직에 대한 지원정책을 서비스 플랫폼, 벤처 기부, 발

전기금 설립, 세수우대정책, 정부의 기능전환, 정부의 서비스 구매를 중
심으로 설명한다(陈德权 主编, 2016: 32-33).

표 4-7

사회조직에 대한 지원정책

지원정책

내용

서비스
플랫폼

- ‘정부지원, 사회참여, 전문적 운영, 프로젝트 협력’의 모델에 따라 사회조직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조직에 자금, 장소, 프로젝트와 기술을 지원하고, 사회조직을 양성함

벤처기부

- 공익서비스에 대한 정부, 기업과 기타 조직의 자금지원과 사회조직의 공익서비스와의 연결을 통해 사회조
직이 사회 공익서비스에 참여하는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사회조직의 자체적인 발전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발전기금

- 공공재정, 복권공익기금, 사회모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조직의 발전기금을 설립함

세수우대
정책

- 정부가 사회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방식 중 제도화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이 세수우대정책임
- 중국에는 아직 사회조직만을 위한 세수제도가 없음. 현재 사회조직의 세수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에는 「중
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2008년),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 기
증법(中华人民共和国公益事业捐赠法)」(1999년), 「예산외 자금관리를 강화하는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
(国务院关于加强预算外资金管理的决定)」, 「비영리조직의 면세자격 인증관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非营利组织免税资格认定管理有关问题的通知)」 등이 있음
- 기업소득세에서 현행 세수법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조직은 소득 항목(영리성 항목 여부)에 따라 세수징수
여부 결정
- 그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회조직은 면세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격을 받으려면 ‘국가의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회조직인지, 공익성 혹은 비영리성 활동을 하는지, 수익에서 조직의 운영과 합리적 지출을
제한 외에 등록할 때 제시한 공익성 혹은 비영리성 사업에 모두 사용하는지’와 같은 9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함
- 기증할 때 세금을 사전에 면제 받으려면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 기증법」에 따라 재해구조, 빈곤구제,
장애인 지원 등 사회취약계층과 개인의 활동이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보호, 사회공공시설
건설, 그리고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기타 사회공공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기증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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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계속

지원정책

내용
- 2008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민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익성 기증의 세전감면 문제에 관한 통지」에
서는 이 통지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자격을 획득한 사회단체와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공익성 사회단체
모두 통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고 발표함
- 이후 민정부는 사회조직의 공익성 기증에 관한 세전감면자격을 심사하여 사회조직에 대한 차별대우도
점차 개선됨

정부의
기능전환

- 세수우대정책 외에 사회조직은 기능전환, 자금, 인력, 물자 등 지원을 받음. 이중관리체계가 형성된 직후
정부와 사회조직을 구분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정부는 정부와 업종협회의 분리를 여러 차례 언급함
- 정부와 업종협회의 분리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함되었는데 그중에서 기능분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으
로 한편으로 정부와 사회조직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사회조직이 담당
해야할 기능을 사회조직에 이전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정부기능을 사회조직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부가 사회조직을 지원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여겨짐.
그중에서도 정부가 업종협회, 상회에 대한 기능이전이 가장 많이 진행됨
- 2007년 「업종협회상회 개혁과 신속한 발전을 위한 국무원 판공청의 약간의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加
快推进行业协会商会改革和发展的若干意见)」에서는 “각급 인민정부와 소속 기관들은 기능을 이전하
고, 업종협회의 집행에 적합한 기능들은 업종협회에 위탁 혹은 이전한다.”고 밝힘. 원저우, 광저우, 상하이,
샤먼 등 지역의 지방정부도 이와 관련된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둠
- 2012년, 당의 1기 3중 전회에서는 사회체제 개혁 가속화를 제기하였는데 정부와 사회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정부와 사회의 분리를 빨리 실행하며, 사회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관리하
고 역할을 발휘하도록 함
- “사회조직이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공서비스와 해결할 사안은 사회조직이 담당하도록 한다.”고 언급함.
이는 정부가 기능전환을 통하여 사회조직에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고, ‘사회가 잘 하는 일은 사회에 맡겨’
사회조직의 발전에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2012년 저쟝성에서는 정부가 정부의 업무와 권한을 줄이는 ‘4단1망’(四单一网) 사업을 진행함. ‘4단1망’
이란, 권력 목록, 권한 목록, 부정적인 목록, 재정특별자금관리 목록과 저쟝성 정무서비스망(정부 홈페이
지)을 말함
- 2013년 이후 원저우와 저쟝성은 정부의 기능을 사회조직에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섯 번째 목록을
추가함

- 2012년부터 중앙재정은 처음으로 2억 위안의 특별자금을 배정하여 사회조직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
를 지원함
- 재정부와 민정부는 또한, 「사회조직의사회서비스 사업 참여에 관한 중앙재정 지원자금 사용관리방법(中
央财政支持社会组织参与社会服务项目资金使用管理办法)」을 발표함
- 재정지원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일부 제도권 내에 있는 사회조직은 사업경비와 인력배치, 정부
가 제공하는 사무공간과 물자 등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정부의
-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업종협회, 상회 등은 시장질서를 지키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
서비스 구매
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대상임
- 최근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정부와 함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익사
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형, 공익자선형, 지역사회 서비스형 사회조직들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대상이 됨
- 그들은 업종협회와 상회와 같은 사회조직들과 마찬가지로 ‘직접등록’할 수 있는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정부의 재정지원과 보조금과 같은 우대혜택을 누리고 있음
주: 陈德权 主编(2016: 32-33)을 근거로 작성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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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사회조직 관리의 현실
사회조직에 대한 이중관리제도 그리고 일상적 관리는 긍정적 기능이
존재하지만, 또한 제도 자체 혹은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난다.
여기서는 사회조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나친 관리권한, 이중관리체계,
사회조직 내부관리의 한계를 검토한다.

1)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의 막강한 관리권한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권한이 상당히 강하다. 중국의
사회조직은 설립에서부터 행정기관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 성
장, 소멸을 거친다. 가령, 비준등록이나 자격정지, 취소 등은 모두 행정기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권한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조직의 자
율성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법이 관련 기관에 과도하게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심사 범위도 너무 넓다. 이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권한, 사회조직의 변
경, 취소 절차 등에서 나타난다. 张清·武艳에 의하면, 「사회단체등록관리
조례」 제32~35조는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가장 가벼운 경고부터 가장 엄
중한 철거 처분에 관한 권한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는 수정명령, 기
한 내 활동 정지, 직접 책임자교체 명령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제33조에
서 위법행위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지만, 각 행위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회단체의 업무주관
기관과 등록관리기관은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을 갖고 있다(张清·武艳,
2015: 37).
또한,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은 사회조직의 변경, 취소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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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매우 큰 권한을 갖고 있다. 张清·武艳에 따르면, 「사회단체등록
관리조례」 제4장은 사회단체의 변경등록과 등록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사회단체의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 업무
주관기관이 심사를 거쳐 동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단체가 내부규정을
수정하면 업무주관기관이 심사를 거쳐 동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
록주관기관에 신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단체
가 자체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여 자체적으로 해산하거나 분리 혹은
합병 등의 이유로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들도 모두 행정기관과 관련이 있다(张清·武艳, 2015: 37-8).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ⅰ) 사회단체가 취소를 신청하기 전 업무주관
기관과 기타 관련 기관의 지도아래 청산을 진행할 조직을 설립하여 청산
을 진행한다. ⅱ) 사회단체의 법적 대리인이나 혹은 책임자가 청산을 완
성한 이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취소를 신청한다. 이때 취소신청
서, 업무주관기관의 심사자료와 청산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관
리등록기관이 취소를 허가하고, 취소증명서를 발급하여 등록증서, 도장
과 재무증서를 거두어들인다. ⅲ) 등록관리기관이 공고를 발표한다(张清·
武艳, 2015: 38).

행정기관의 관리는 사회조직의 출현부터 소멸까지 모두 개입하고 있
다. 张清·武艳에 따르면, ‘사회수요에 부합하는가?’라는 설립조건을 심사
하여 일부 ‘눈에 거슬리는’ 사회단체들을 배제하고, 처벌권을 제한 없이
활용하였다. 1990년 이후 사회조직을 정돈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일
부 없는 ‘죄명’을 씌워서 일부 조직들을 폐쇄하였는데, 이는 법적인 정당
성이 결여된 것이다. 법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회조직을 처벌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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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법적 권한이지만, 만약 중복 설립이나 설립할 필요성이 없다
는 이유로 폐쇄하고, 특히 정돈 기간 중 새로운 사회단체의 설립을 허가
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张清·武艳, 2015: 38).

2) 사회조직의 이중관리체계
앞서 보듯, 사회단체를 설립하려면, 우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동의를
거친 다음 민정부와 현급 이상의 지방 민정기관에 등록한다.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 제27조는 “등록관리기관이 사회단체에 연도별 검사를 실
행할 수 있고, 사회단체가 조례 위반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단체에 대한 업무지도와 관리사업은 주로 업무주관기관이 책임지
는데 이는 등록관리와 업무관리를 별도로 진행하는 관리제도로 계획경제
시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张清·武艳, 2015: 42-43).
陈德权의 견해로 본다면, 이중관리제도는 등록 관리기관이 사회조직

을 통합관리하고, 업무와 관련된 주관부서에 등록하여 심사를 받음으로써
사회조직의 규모와 질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분야의 사회조직에
대한 수요와 사회조직의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주관부서가 사회조직에
대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陈德权 主编, 2016: 23).
그렇지만, 이중관리제도는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王名이 언
급하듯, 이중관리체제는 표면상으로 사회조직의 규범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허가 및 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통제, 경쟁 제한,
분류 통제 등과 같은 관리·통제 조취를 취해 사회조직의 발전을 제한하
고, 정치적 위협을 분산 및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이중관리에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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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국가 정치이념 및 국가전략이었다(王名, 2014; 许芸, 2016: 61에
서 재인용). 이러한 제도설계 때문에 결국 명확한 업무주관 단위가 없던
사회조직은 등기등록을 할 수 없었고, 그중 일부 조직은 공상업 부서에
기업으로 등록하게 되었고, 이 또한 ‘불법’ 형태의 활동에 해당한다(许芸,
2016: 61).
何增科에 의하면, 이중관리 자체는 분산적이며, 책임회피의 제도로서,

업무담당 부서와 등기관리기관 업무의 경계선이 불명확하며,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대다수 업무담당 기관은 기구설치, 인사배치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며, 이는 사회조직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관리와
지도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등기관리기관의 대상과 책임은 많은 반
면, 역량 부족과 불충분한 보장제도로 인해 효과적인 등기, 감독·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행하기가 어렵다(何增科, 2013: 97).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1998)와 「기금회관리방법」(1998)에서 “사회
단체와 재단은 오직 민정기관에 등록해야만 사회단체 법인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임시조례」(1998)는
“민영비기업단위가 민정부에 등록한 후 법인, 협력기관 혹은 개별행위 주
체 자격을 얻는다.”고 규정하였다.
王向民에 의하면, 이런 관리제도들은 ‘특성별 등록, 이중책임, 등급별

관리, 비경쟁성’ 등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높고,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하며, 행정규제가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제도들은
정부가 사회조직에 대한 ‘유형별 관리’를 기초로 하며, 사회조직을 ‘유형
별로 통제’하고, ‘관리에 개입하며’, 행정으로 서비스를 흡수하는’ 거버넌
스 모델이라 한다(王向民, 2014; 胡琦, 2015: 78에서 재인용).
陈德权은 이중관리의 문제점을 통제형 관리방식, 업무주관부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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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려움, 사회조직의 행정화 특성,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 취약, 제도적
미흡이란 관점에서 지적한다(陈德权 主编, 2016: 29-30).

표 4-8

이중관리체제의 단점

단점

내용

통제형 관리방식

- 업무주관부서에서 사회조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부서관리 모델의 연장선으로 절차와 조건 등 내용면
에서 엄격히 통제함
- 경쟁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 요인들을 제거하려고 제한경쟁을 도입함. 그러나 정부는 등급과 업무로
사회조직을 분리하기 때문에 경쟁이 부족하고 사회조직의 발전을 억제함
- 이러한 관리모델은 관리의 초점을 진입절차에 집중하고, 이후의 일상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회
조직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소홀히 함

업무주관부서
확정 어려움

- 사회단체는 등록하는 과정에서 모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련 업무주관부서를 확정하지 못하면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불법 신분이 되기 때문임
- 활동 하고 있는 사회단체들 중에서 합법적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단체가 적지 않음. 예를 들어,
국가정책의 지원을 받는 전문 농협들 중에서 민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매우 적음
- 업무주관부서에서 사회단체의 등록을 허가하는지는 경쟁제한 정책 외에도 부서의 주관적인 심사기
준도 큰 영향을 미침
- 대다수의 업무주관부서는 등록된 사회조직이 많으면 업무 부담만 늘어나고 얻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쉽게 통과시키지 않음. 사회조직에 있어서 관련 업무주관부서를 찾지 못하는 것도
가장 큰 난제임

사회조직의
행정조직 특성
강함

- 이중관리제도는 업무주관부서에 사회조직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력을 주어 사회조직이 점차 자율
능력을 잃고 정부에 의존하게 만듦
- 업무주관부서는 사회조직의 사소한 일까지 간섭하여 사회조직이 스스로 조직·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사회조직에 책임자를 파견하여 사회조직의 운영을
전적으로 장악하게 함
- 이로 인하여 사회조직은 수금하거나, 비자금을 두고, 영리성 활동을 펼치는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혹은 행정부서의 또 하나의 하위조직으로 전락하여 부서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함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 취약

- 이중관리제도는 업무주관부서와 등록관리기관 두 개의 감독기관을 두고 있지만 이후에 제정된 「사회
단체 등기관리조례」(1998), 「민영비기업단위 등기관리 임시조례」(1998), 「기금회 관리조례」(2004)
에서는 이 두 기관의 직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감독절차와 감독책임도 규정하지 않았음
- 예를 들어, 연도검사는 사회조직을 관리하는 주요 수단인데, 연도검사를 등록관리기관에서 책임지
지만 업무주관부서도 초심을 진행함
- 흔히 등록관리기관은 초심을 통과한 연도검사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두 기관
모두 책임짐. 그러나 두 기관 모두 책임진다는 것은 두 기관 모두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큼을 의미함
- 때문에 연도검사를 매년 진행하지만 사회조직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억제되지 않고 있음. 입법과 사
업기관의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제도적 미흡

- 등록 외에 사회조직의 발전과정에서 여전히 정부의 관리가 필요함(예: 사회조직의 육성과 발전, 정책
제안, 협상 등)
- 그러나 ‘이중관리’제도 하에서 이런 사업은 통합적인 배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이는 ‘이중관
리’제도가 ‘통제를 중시하고, 발전을 소홀히’ 하기 때문으로 사회조직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사업에도 불리함

주: 陈德权 主编(2016: 29-30)을 근거로 작성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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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중관리제도의 문제점 외에도 郭树立이 지적하듯, 풀뿌리 사
회단체나 상당수 사회조직이 합법적인 등록을 통해서 자격을 얻는 것은
제한을 받았다. 더 나아가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보다는 통제에 초점을 두
어서 사회조직의 인사임명이나 자체 발전에 관한 결정도 상급기관이 관
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반면, 일부 조직들은 설립 이후 재무와 관련된
연도검사를 형식적으로 받을 뿐 다른 일상적인 평가와 감독을 받지 않았
다. 또한, 사회조직의 활동 분야가 넓음에도 이를 관리할 민정부의 민간
조직관리국은 감독 임무를 수행하기가 역부족이다(郭树立, 1996; 张清·
武艳, 2015: 43에서 재인용).

3) 사회조직 내부관리의 한계
중국 사회조직의 태생부터 당과 정부 관계에서 비롯되면서 설립되기
때문에 사회조직 자체의 내부관리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 자율적이라기보
다 수동적인 측면이 내재화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조직의 목적이나 과정
그리고 운영과 관리 모두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사회조직의 한 유형인 지역사회의 경우, 지역사회(社区) 관리는 복잡
한 체계를 가진 사회 프로젝트다. 현재 중국의 도시관리체계를 볼 경우,
주로 ‘작은 정부, 큰 사회’라는 관리 틀에서 시(市), 구(区), 가도(街道) 3
급 차원에서 분업이 이루어진다. 행정, 법집행, 작업을 서로 분리하는 원
칙에 따라 ‘정부 추진, 가도 지원, 주민위원회 집행, 각 분야의 참여, 지역
사회 공동 건설’이라는 사회관리 모델을 실행한다(张宝峰, 2006: 55; 魏
奶, 2013: 5에서 재인용).

상당수 주민위원회도 이 체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관리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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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시 - 구 - 가도 - 주민위원회(居委会)’를 포괄하는 4급 관리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 관리는 ‘당위와 정부의
영도, 민정부의 선도, 관련 부위(部门)의 협력, 지역사회 주민위원회의 운
영, 사회 역량의 지원, 군중의 광범위한 참여’라는 기제를 띠고 있다. 그
러나 전체적으로 여전히 중국의 지역사회 관리는 단위제가 쇠퇴한 이후
에 도시 관리의 틈새를 보완하는 활동 수준이다. 본질적으로 정부가 조정
행위를 함으로써 여전히 국가의 보호 아래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자율성
(自治) 색채는 전반적으로 엷다. 지역사회 관리의 성과를 높이려면 반드
시 “중심을 아래로 이동하고, 기층에 발을 딛고, 상급 부위와 동급 부위
가 협력하되 동급 부위를 위주로 해야 한다. 당정이 주도하고, 각계각층
이 참여하며, 관리와 서비스를 결합”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魏奶,
2013: 4-5).
중국 사회조직(제3부문)이 등장한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발전과정
이 순조롭지 못한 점이 있으며, 여러 장애가 존재한다. 주로 법률법규가
불완전하며,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감독 역량이 취약하고, 자금이 부
족하고, 인력자원이 부족하다(张军涛·曹煜玲, 2010: 60-61). 张清·武艳
도 지적하듯, 중국 사회조직의 내부관리는 제도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
다. 중국의 사회조직은 보편적으로 합리적인 관리구조가 부족하고, 조직
내부의 정책결정기구, 집행기구와 감독기구의 권한과 책임 관계가 명확
하지 않아 분권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직 내부와
개인의 부패행위가 발생하고, 직원들의 적극성이 취약하며, 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이 부족
하다(张清·武艳, 2015: 48).
중국 지역사회(社区) 서비스 발전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로는 행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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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심하다는 것이다. 정치와 사회의 미분리(政社不分)로 인한 ‘정부
가 처리하고, 관리하고, 양성하는 관계’(政府办, 政府管, 政府养)라는 점
이다. 따라서 경비가 획일적이고, 서비스 품질의 효율성이 낮고, 시설운
영의 어려움 등이 많다. 또 하나로는 서비스 제공에서 일부 지역사회 서
비스 사업에서 상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영리성은 복지와 공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杨贵华 等, 2010: 63-4).
张清·武艳에 의하면, 사회조직이 수년 간 조직발전을 거치면서 관리구

조가 점차 개선되고, 형식상 권력기관(사회총회), 정책결정기관(이사회),
집행기관(집행장), 감독기관(감사회)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
간에 권한과 책임, 상호제약, 조절운영과 과학적인 정책결정 등 제도화가
‘서면상’으로 형성되고 있다(张清·武艳, 2015: 48).
그렇지만, 실제 운행에 있어서 张清·武艳이 지적하듯, 조직의 중대한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주관기관이 지도(领导)하거나 심지어 개별 지
도자들이 개입하기도 하며, 정책결정에 책임 및 민주 기제가 부족하다.
또한, 재무관리, 인사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설령 규정이 있더라도
무시되며, 관련 회의도 상당 기간 열리지도 않는다. 심지어 일부 사회조
직은 사무공간도, 활동자금과 전문직원도 없으며, 마음대로 규정을 변경
하고, 임의적으로 활동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张清·武艳, 2015: 48).
전반적으로 조직 내부의 각종 일상적인 관리는 합리적인 제약이 부족
하고, 사회참여도 적고, 인재 역시 부족하여 내부관리가 임의적으로 이루
어진다. 흔히 사회조직 리더 개인의 의지에 좌우되기 때문에 조직 리더의
자질이 사회조직 발전의 수준을 결정하곤 한다(张清·武艳, 2015: 48).
관리구조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의 내부관리에 관한 법률도 아직 취약
한 상황이다(张清·武艳, 2015: 48).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는 회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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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원대표대회66)의 권한과 직책에 관한 규정도 없으며,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도 없다. 다만, 조례와 관련된 사회단체들에 관한 규정
에서 회원자격과 권리의무, 민주적인 관리제도, 집행기구의 구성절차에
관한 규정만 마련하고 있다.

3. 중국 사회조직의 관리개혁
1) 사회조직관리 개혁 방향
(1) 사회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시대 변화에 맞게 정부의 기능과 역할, 민간부문의 역할이 바뀌듯이,
사회조직도 그 역할이 변한다. 사회조직 본연의 가치와 미션은 쉽게 변하
지 않더라도 환경이 변하고 인민의 수요와 정부의 기대가 변하면, 사회조
직은 탄력적으로 목표와 수단이 변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사회조직
을 관리하는 당과 정부의 역할도 이러한 변화에 맞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개혁은 어떠한 내용 중심으로 이루
어졌을까? 田剀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정국 정부의 사회조직 관리
체제의 내용을 사회조직 등록제도의 개혁, 분할 발전의 전략, 사회조직으

66) 사회조직에는 3단계 결정 과정이 있다. 첫째, 회원대회 결정, 둘째, 이사회 결정, 셋째, 관리층 결정이다. 첫
단계 결정은 회원제 사회조직에 고유한 것이다. 회원제 사회조직에서 회원대회(会员大会) 혹은 회원대표대
회(会员代表大会)는 조직의 최고 권력기구로서 조직의 중대 사항을 결정한다. 일부 사회조직의 회원대회 혹
은 회원대표대회는 결정권한이 없다. 비회원제 사회조직의 경우, 이사회와 관리층 두 계층이 있는데, 조직
운영에서 최종 결정은 통상 이사회와 관리층이 수행하며, 실제상 이사회와 관리층의 결정 권한이 분리되어
이루어진다(龙宁丽, 2015: 22). 한편, A 자선조직의 2009년 자선조직도를 보면, 회원대회 밑에 한쪽 계선은
이사회 → 이사장 → 비서장 → 부비서장 → 밑에 3개 부서(사업무, 사무실, 기부부)로 편제되고, 다른 한쪽
계선은 감사회 → 주석 순으로 편제된다(赵海林, 201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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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정부기능 이양, 사회조직의 탈행정화 개혁, 사회조직 서비스의 정부
구매, 경쟁 기제 도입, 공개적인 기금모금으로 제시한다(田剀, 2015:
101-105).
田剀는 이들 변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사회변화의

핵심은 사회조직에 대한 정부 태도의 변화로서 억제 및 통제에서 분할 발
전으로의 변화라는 사실이다. 둘째, 이러한 개혁에 대한 요청은 사회발전
의 필요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정부는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셋째, 그러나 사회조직에 대한 개혁은 여전히 정부 주도의 개혁이고, 정
부가 개혁의 방향과 범위, 깊이 등을 모두 조절하고 있다. 넷째, 탈행정
화, 정부기능의 이전, 그리고 정부와 사회의 분리 등의 개혁 조치는 기존
제도적 환경에서 길러진 이익집단의 이익을 해치기 마련이어서 실제 개
혁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시변통의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田剀,
2015: 101-105).
중국 사회조직 관리개혁의 주체는 결국 중국 정부라는 점인데, 그렇지
만, 이러한 정부 주도의 사회조직관리 개혁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
에 없을 것이다. 서구 사회와 달리 중국의 이러한 정부 주도의 사회조직
관리 개혁은 결국 사회조직 자체의 자율 역량이나 혁신의 마인드를 취약
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중심주의를 지향하는 관리 방향이 요구된다. 즉,
정부가 사회조직에 대한 양성과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의 자기조직 능력
과 자기관리 능력을 꾸준히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도 이념을 바꾸어 사회
를 위해 봉사하고,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이념을 갖고 사회에 적절하게
개입하고, 정부와 사회의 양호한 상호작용과 협력을 실현하는 것이다.
王振海 等도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사회관리는 앞으로 거버넌스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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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로 발전해야 하고, 이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가 사회에 대한 관리
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이념임을 지적한다(王振海 等, 2015: 75). 중
국에서 제기된 ‘당위영도, 정부책임, 사회협동, 대중참여’의 다원화 네트
워크 거버넌스 구조는 주로 당과 정부가 사회에 대한 수직적 관리 및 정
부와 사회 간의 수평적인 민주협상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王振海 等,
2015: 77).
이러한 변화를 보면, 1949~1978년 기간에는 수직적인 통합 기제가
사회관리의 주축이었다. 1979~2003년 기간에는 수직적 통합 기제 및 수
평적인 협상제도를 모두 갖추었지만, 수직적 통합 기제가 중시된 반면,
수평적인 협상제도는 여전히 많은 제약을 받아서 두 기제가 균형을 이루
지 못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에는 정책결정자들이 사회관리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중국공산당의 영도아래 수직적인 통합 기제와 수평적
인 협상 기제를 서로 연결시키려는 과정에 있다(王振海 等, 2015: 77).
王振海 等에 따르면, 현재 지방정부는 참여를 통해 사회역량을 강화하

려고 하지만, 이를 다만 행정관리를 보완하는 수준이고, 여전히 통합된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중국의 사회관리을 혁신하는 관건은
수직적 기제와 수평적 기제 간의 연결을 통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역량은 아직 충분히 강하지 못하고,
횡적인 조절 기제도 매우 취약하다(王振海 等, 2015: 77).
결국, 새로운 사회관리 모델을 구축하려면 사회 기제를 중점적으로 양
성하고, 사회조직의 규모와 능력을 확대하고,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
대하는 토대에서 사회의 협상능력을 키워야 한다. 동시에 수직적 질서의
사회적 합법성을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사회조직의 역량이 취약한 이유를 何增科는 사회조직 역량 취약,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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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취약, 조직운영의 비규범성, 정책과정에서의 낮은 참여율로 지적
한다(何增科, 2013: 95-96).

표 4-9

중국 사회조직의 역량 수준

사회조직 역량
취약

- 사회조직은 소규모, 인재의 부족, 적은 조직의 수, 능력 발휘의 부족 등 여전히 미성숙한 단계에 있고,
구조도 비체계적임
- 이는 주로 상호 이익을 취하는 협회나 상인 단체가 비교적 많으며, 공익성, 자선적인 또는 서비스를
갖춘 단체는 비교적 적음. 강력한 힘을 지닌 단체도 비교적 많으며, 약세이거나 어려움에 빠진 단체조
직은 비교적 적음
- 공상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다소 많지만, 농업이나 농촌, 보건 위생, 공공서비스, 문화체
육, 생태나 환경보호 등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는 적음

조직 자율성
취약

- 비교적 낮은 수준의 자율권 행사와 정부와 준정부의 짙은 색채가 강하여 사회조직과 정부 관련 부서는
인사, 예산, 및 업무 등의 대부분의 영역이 여전히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있음
- 몇몇 사회조직은 심지어 정부 산하기구에 속해 있으며, 그 곳의 지도자는 당정기관 지도자가 겸임하
며, 일상 업무에 필요한 인사, 예산 등은 상이한 수준으로 정부에 기대고 있음
- 또한 그들의 업무는 정부로부터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어서 사회조직은 스스로 발전, 운영, 관리 및
제약에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발전 동력이 취약함

조직운영의
비규범성

- 사회조직 일부는 규정에 기반을 둔 운영 구조와 기제가 부족하며, 조직과 내부규정의 불완전함. 민주
적이지 않은 관리방식, 재무관리의 불투명성, 낮은 전문성 등의 문제를 낳음
- 소수 사회조직의 활동은 규범에 어긋나며, 심지어 규율 위반을 서슴지 않음. 이는 만약 효율적인 내부
운영의 규범이 없다면, 효력을 잃은 시장과 정부에 대응하는 사회조직 역시 효력을 잃게 될 것이며,
마땅히 해야 할 사회조직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됨

정책과정에서의
낮은 참여율

- 정책과정에 사회조직의 낮은 참여도와 단기적, 불확실성, 우연성 등의 특징을 가지며, 대부분 형식적
이고, 실질적 효과는 미비함
- 교육 공익조직과 교육부 간의 제도적 연계가 부족하여 민영교육기업가, 학자와 공익단체는 상호협력
에 기반을 둔 ‘각자 능력을 발휘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 지도자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직접
적으로 알리거나, 신문이나 매체에서의 여론 조성을 통한 대중과 관련 지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
는 등 비제도적인 참여만으로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침
- 이러한 참여방법, 불명확한 효과나 영향력 등은 불확실성을 높임

주: 何增科(2013: 95-96)를 근거로 작성함

사회조직의 이러한 낮은 역량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王振海 等은 사회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사회조
직 관리구조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 민주적인
정책결정, 민주적인 감독, 민주적인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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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봉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 수준의 향상, 우수
인재 개발, 독자적인 서비스 사업의 설계와 운영 등이다. 셋째는 사회의
지지를 얻는 능력이다. 정부의 서비스 구매, 시장자원의 획득, 다양한 사
회조직들 간에 자원공유, 대중들이 사회조직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
여, 법에 근거한 면세 자격의 획득 등이 요구된다(王振海 等, 2015: 95).

(2) 법치화
사회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물론, 서구 사회에는 이러한 개혁이 불
필요하겠지만, 중국의 특수한 맥락으로 사회조직의 순기능을 제대로 발
휘토록 하기 위해서는 법치화 및 관련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조직은 국가 거버넌스 체계 및 능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핵심 역량
이다(马庆钰, 2015: 35-36; 谭玉龙·吴湘玲, 2016: 93에서 재인용). 사회
조직에 대한 관리개혁은 양호한 사회조직의 거버넌스와 굿거버넌스
(good governance)를 조성할 수 있다. 거버넌스는 공공관리 과정의 한
유형으로 필요한 공공권위와 관리규칙, 거버넌스의 기제와 방식을 필요
로 한다(俞可平, 2002: 20-22; 谭玉龙·吴湘玲, 2016: 90에서 재인용).
법치는 거버넌스와 굿거버넌스의 기본요소와 내적인 수요이다. 법률의
규범화와 거버넌스를 통해, 거버넌스 주체들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
정하고 규범화할 수 있고, 양호한 사회질서를 혁신할 수 있다. 또한 권위,
관리규칙, 거버넌스 기제와 방식을 규범화하여 사회조직을 규제할 수 있
고, 안정성, 합리성, 합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거버넌스의 행
정화, 형식화, 임의성을 예방할 수 있다(谭玉龙·吴湘玲, 2016: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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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탐색, 시범사업 진행, 원칙을 통한 경험과 교훈을 통해서 사회조
직관리의 법치화를 구축할 수 있다(谭玉龙·吴湘玲, 2016: 93). 谭玉龙·
吴湘玲가 지적하듯, 법치화는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개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개혁은 일련의 복잡하고 체계적인 사업으로
권력의 재분배와 이익의 재조정, 관리과정의 조절 등과 관련된다. 개혁은
법치화가 형성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사회조직의 잠재
력을 최대한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발시키는 방향에서 사회
조직 관리개혁의 성과를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谭玉龙·吴湘玲, 2016: 90).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정부체제 개혁은 점점 더 많은 공공
영역과 자유공간을 만들 수 있다. 법치화 방식으로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
를 혁신하는 것은 이런 성과를 공고히 하는 전제조건이다. 이런 공공영역
과 자유공간은 사회조직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谭玉
龙·吴湘玲, 2016: 91). 예를 들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서

비스 구매,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사회민생 등 영역에서 사회조직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조직의 질서 있는 참여를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하면 공공영역과 자유공간이 침해되지 않고, 이런 개혁을 더 심화
하고 공고히 할 수 있을지는 이념, 체제, 기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제
약을 풀어서 해결해야 한다. 법치화의 방식을 통해서 사회조직에 대한 관
리를 혁신하고, 인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참여 경로를 넓히
고, 동기부여 기제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의 공공영역과 자유공간을 확장
할 수 있다(谭玉龙·吴湘玲, 2016: 91).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사회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조직의 최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조직의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조직, 정부 부서, 심지어는 사회조직 법률연구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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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도 원칙, 규정 및 그 틀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는 모두 저마
다의 입장에서 각자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공동규범인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조직은 모순과 갈등이 발생하여 공평·공정하고 합리적
인 법률 준수는 어려울 것이다.
庞承伟도 “사회조직 관련 기본법이 없다면, 사회조직 관련 감독과 관

리를 구현하기가 어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조직분류법, 사회
조직법규와 그 외 법규 간의 충돌과 관련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庞承伟, 2013: 171).

(3) 관리체제 개혁 방안 및 동기부여 기제 수립
사회조직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관리방식을 개혁할 필
요가 있으며, 이에 동시에 동기부여 기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 관리체제 개혁
개혁개방 이후 관리체제의 조정은 경제와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陈德权이 지적하듯, “경제발전은 경제, 업종과 관련된 사회조직이 시장의

규범화와 경제의 자율적인 발전에서 역할을 발휘하고, 사회가 발전하면
서 사회서비스형, 공익자선형 사회조직이 공공서비스 제공과 사회의 조
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陈德权 主编, 2016: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조직의 관리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몇 가
지 방안이 제시된다. 谭玉龙·吴湘玲은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째, 등록심사제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업계의 성격을 기준으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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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등록심사제도를 모색하고, 등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며, 진입조건의
제한을 적당히 조정하며, 진입문턱을 낮춰야 한다. 둘째, 일상적인 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법률의 형식으로 사회조직의 업무지도 부서와 행
정주관 부서의 직책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조직의 내부 거버넌
스 구조를 개선하며, 사회조직의 자율능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독점을
없애고, 사회조직 간 양호한 경쟁 기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
회조직 간의 경쟁제한을 없애고, 사회조직의 성과에 따라 생존과 발전을
결정하여 사회조직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넷째, 신용등급제
도를 수립해야 한다.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사회조직의 기여와 사회
의 평가 등 지표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사회조직
의 기부금 획득과 세수감면 등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사회조직의 합법적
인 생존을 결정한다. 다섯째, 조직의 감독제도를 강화한다. 사회조직의
연도별 감사, 회계심사, 재무, 사회기부금 사용 등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谭玉
龙·吴湘玲, 2016: 92).

나. 동기부여 제도 설계
관리체제의 개혁에 따른 구성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조직의 관리개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 기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谭玉龙·吴湘玲
은 동기부여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기부금
에 대한 세수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세수감면 조건의 제정, 세부규칙의
개선, 세수정책의 규범화를 통해 민중과 사회에 기부, 공익과 공공사무의
가치형성, 사회조직의 발전에 필요한 물질적 보장과 자금 제공이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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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사회복지사 등록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조직의 구성원을
등록하여 사회조직과 사회업무가 더 잘 발전할 수 있게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자원봉사 시간적립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에 대하
여 ‘시간계정’을 만들어 사회서비스에 참가한 시민들의 활동 횟수, 누적
시간을 등록하고, 본인이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시간계정’에서 일
부를 차감하여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사
회조직과 사회복지사들이 존중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넷째, 사회서비스 피드백 제도를 만
들어야 한다. 사회서비스를 받은 시민들을 등록하고, 적당한 시간에 공익
활동에 참가하도록 동원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최저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혜택을 받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상응한 조치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谭玉龙·吴
湘玲, 2016: 92-3).

2) 등록관리제도 및 직접등록제도의 변화
(1) 등록관리제도 변화
중국 사회조직 관리체제의 변화는 정부, 시장, 사회 간의 관계 재구축
과정과 연계된다.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국 사회
조직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렇지만, 사회조직은 다양한 문제, 가령
자체 역량이나 관리 능력 등이 부족한 현실이다. 앞서 검토하듯, 사회조
직 생성에 중국 정부가 관여하듯,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 역시 중국 정부
가 주도하는 특성을 갖는다.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제도는 역사적 전환기에 있다. 陈德权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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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현재 ‘분야별 관리, 이중책임, 등급관리, 경쟁제한, 우선 육성’의
‘이중관리체제’에서 ‘통일 등록, 각자 운영, 조정 및 협력, 등급별 책임,
법에 따른 감독’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직접등록과 이중관리를 병행하는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있다(陈德权 主编, 2016: 23).
그렇지만 여전히 등록관리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何增科는
“분야별 등기는 사회조직의 생성을 가로막고, 인위적으로 등기절차의 벽
을 높이며, 사회에 필요한 많은 조직은 적절한 업무담당 부서를 찾기 힘
들고, 등기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합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적지 않은 사회조직은 변칙적인 방법을 취하거나 심지어는 등
기를 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하여 정부의 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何增科, 2013: 97).
张澧生은 “이중관리제도가 오랫동안 운영되면서 정부, 대중, 사회조직

들 모두 이 제도에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사회조직의 관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중관리제도를 점차적으로 개혁하여 완
충 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다. 관련된 업무주관기관을 찾기 어려운 사회조
직에 대해 조건을 완화하여 사회조직의 취지, 목적, 원칙이 합법적이면
민정기관에 등록하여 관리67)할 필요가 있다(张澧生, 2015: 162).
陈德权에 따르면, 사회조직이 경제와 사회의 발전수요에 적응하지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저우, 광저우, 선전시, 광동성, 상하이,
베이징 등 지역에서는 이중관리체제가 형성된 직후 사회조직의 등록·육

67)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의 직무와 책임을 구분하여 감독을 서로 떠미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 등록관
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유리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통합된 사회조직 감독기
관을 설립하여 해당 기관이 사회조직의 등록과 감독을 모두 책임지게 할 수도 있다. 물론, 통합된 감독기관
은 충분한 능력과 권한을 가져야만 감독기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张澧生, 2015: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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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원, 정부와의 협력, 정책참여 등에서 관리제도를 개혁·혁신하고 있
다(陈德权 主编, 2016: 34).
중앙정부에서 이중관리제도를 혁신하기 시작한 것은 농촌전문경제협
회의 육성과 관련된 개혁에서부터이다. 이로부터 시작된 등록관리제도의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0

중국 정부의 등록관리제도의 변화

시기

내용

- 민정부는 「‘농촌전문경제협회의 육성발전과 등록관리사업 강화를 위한 지도의견’에 관한 통지(关于印发〈关于
加强农村专业经济协会培育发展和登记管理工作的指导意见〉的通知)」를 발표하고, 「사회단체등록관리
조례」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기초에서 등록조건을 적당히 풀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등록 조건은 현(시, 구), 향(진), 촌 구역 내의 농촌전문경제협회의 등록자금이 2,000 위안 이상(2,000 위안
2003.11
포함)이고, 규범적인 명칭과 고정된 장소, 일정 수의 회원과 상응한 조직을 갖추고, 업무 활동과 관련된 전문
직원과 겸직 인원이 있고,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져야함
- 등록절차는 조직의 설립조건을 갖추고, 업무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 직접등록관리기관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향(진), 촌 지역구 내의 협회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2005

- 민정부는 「자선형 민간조직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하고 사회복리, 사회부조와 같은 자선형
민간조직은 민정부가 업무주관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발표함
- 자선조직의 설립과 운영 초기에 조건이 허락되는 지역의 민정부서와 업무주관기관은 사무공간, 초기운영자
금,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자선형 민간조직에 필요한 지원 가능

2007

- 당중앙에서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제도 개혁과 관련된 의견을 발표함. 당의 17대 보고에서는 민생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고 사회조직의 건설과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고 제기함
- 2007년 11월, 민정부는 전국 사회조직 건설과 관리사업 경험 교류회를 열고 다양한 지역과 도시를 사회조직
건설과 관리에 관한 ‘관찰지역’(시범지역)을 선택하라고 언급함
- 2007년 민정부는 윈난성을 외국의 비정부조직 관리사업의 ‘개혁관찰지역’으로 선정함

2008

- 국가민간조직관리국은 상하이, 선전시 두 개 지역을 종합관찰지역으로, 광동, 윈난, 신쟝, 칭다오 네 개 지역에
단일 항목 관찰지역을 지정하여 지방정부에서의 제도혁신을 장려함

2009

- 윈난성은 「경외 비정부조직 활동의 규범화에 관한 임시규정」을 발표하고 외국의 비정부조직에 대한 등록제도
를 실행함
- 이 규정에 따라 외국의 비정부조직을 등록하고, 사업 협력과 관련된 자료를 등록하고, 업무지도 기관이 구체적
으로 지도하는 방식을 통해 정부의 관리대상에 포함시킴
- 이로서 외국의 비정부조직이 윈난성에서 활동할 때 합법화 문제를 해결하고, 윈난성 내부의 사회조직과 비정
부조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보호할 수 있음

2011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계획 요강」에서는 사회관리의 혁신과 사회조직의 발전을 여러 차례 언급
하였고, 39장에서는 사회조직의 건설을 특별히 강조하고,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고, 통합관리, 각자
업무관리, 조절협력, 등급별 책임, 의법감독(统一登记、各司其职、协调配合、分级负责、依法监管)의 사회
조직관리 제도를 수립한다고 제기함
- 또한, 법률감독, 정부감독, 사회감독, 자체감독을 결합한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법규정을 개선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감독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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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시기

계속
내용
- 당의 18대 보고에서는 “정부와 사회의 분리, 명확한 권한과 책임, 의법자치의 현대적인 사회조직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사회조직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이끈다.”고 언급함으로써 정부와 사회조직 간의 관계를 설정함

2012

- 당의 18기 2중 전회에서 「국무원 기구개혁과 기능전환 방안」과 18기 3중 전회에서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이 통과되기 전까지, 중국의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기본 이념임
- 즉, 사회조직의 진입을 엄격히 관리하여 진입문턱을 높이고, 이중관리체제로 사회조직을 관리하여 정부가
관리과정과 사후에 대한 감독을 줄이려는 것임
- 네 가지 사회조직의 직접등록제도가 도입되고, 「사회조직 관리제도의 개혁, 건강하고 질서 있는 사회조직발
전 촉진을 위한 의견」이 발표된 후 진입과정을 느슨히 하고 관리과정과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의 임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 한 것임
- 18기 2중 전회에서 ‘사회조직 관리제도의 개혁’을 확정한 이후 「국무원 기구개혁과 기능전환 방안」에서 ‘사회
조직 관리제도의 개혁’에 관하여 명시함
- 18대 3중 전회에서 또 다시 “사회조직의 활력을 북돋아준다.”고 언급함
- 18대 4중 전회에서는 “사회조직에 관한 입법 강화, 다양한 사회조직의 건강한 발전 추구, 시민단체와 사회조
직이 법치사회 건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고 언급함
- 18기 5중 전회에서는 “양한 기업, 사회조직,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빈곤퇴치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언급함
- 거버넌스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사회조직은 거버넌스의 중요한 주체가 됨. 사회조직의 관리제도들 개혁하고,
사회역량을 통해서 거버넌스와 공공서비스에 참여를 장려·지지하고, 사회 활력을 불어넣고, 당의 집권을 공고
히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2015

- 2016년 8월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사회조직 관리제도의 개혁과 사회조직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이 의견에서는 처음으로 “중국특색의 사회조직 발전의 길로
열심히 가야 한다.”고 언급함. 이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사회단체, 재단과 사회서비스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조직은 중국의 현대화 건설에서 중요한 역량임. 당중
앙과 국무원은 사회조직의 발전을 계속하여 중시하였고, 개혁개방 이후 각급 당위와 정부의 지원 하에 중국의
사회조직은 꾸준히 발전함
-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사업을 발전시키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외교류를 확대하는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함. 또한, 현재 사회조직에 관한 법률 제정이 늦춰지고 있고, 관리체제가 불완전하며, 지원과 지도
력이 부족하며, 자체발전이 느린 등 문제들이 존재함
- 전반적으로 사회조직의 역할 발휘가 충분하지 못하고, 일부 사회조직들의 불법행위도 종종 발생함. 아직 중국
은 전면적으로 샤오캉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이며, 사회조직이 관리제도를 개혁하고 그들의 건강하고 질서 있
는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정부, 시장, 사회의 관계를 정돈하고,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는데 유리함. 또한, 공공
서비스의 공급방식을 개선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의 집권 토대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데 유리함
- 각 지역과 부서는 전략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인식하고, 중요한 기초사업
으로 여기고 관련 정책을 집행하고 관련된 모든 사업을 착실히 이행해야 함
- 「의견」의 기본원칙은 당의 영도, 개혁 혁신, 자체적인 발전과 관리를 모두 중시하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을 견지하는 것임. 「의견」의 전체 목표는 2020녀까지 모든 사회조직을 등록하고, 각자의 직책을 이행하며, 서로
협조하고, 등급에 따라 책임지며, 법에 근거하여 감독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조직 관리체제를 수립한다는 것임
- 사회조직 법률과 정책을 개선하고, 종합적으로 감독하고, 당조직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발전 환경을 최적화함.
정부와 사회를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기본적으로 수립
함. 합리적인 구조, 완전한 기능, 질서 있는 경쟁, 신뢰와 자율, 활력이 넘치는 발전 환경을 기본적으로 형성함
- 「의견」은 또 지역 사회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사회조직에 대한 지원정책을 개선하며, 법에 근거
한 등록심사, 엄격한 관리와 감독, 대외활동의 규범화, 자체 건설, 당의 영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고 언급함

주: 陈德权 主编(2016: 23-24, 25-26, 34-35)을 근거로 작성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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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등록관리제도를 개혁하
는 것이다. 何增科는 사회조직 등기관리체제 개혁은 다음의 원칙을 지켜
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감독·관리와 서비스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조직은 민원 반영, 서비스 제공 및 규범행위를 통해 사회관리와 사회
서비스 측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감독·관리와
서비스는 사회조직발전 촉진, 사회조직 능력의 향상, 사회조직의 적극적
인 기능 수행 등을 위한 수단이다. 감독·관리와 서비스 두 가지를 동시에
중요시할 때, 불균형을 피하고 사회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평등한 협력이 필요하다. 사회조직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의심하거나, 경
계 또는 통제하는 것은 사회조직을 당과 정부에 대립시키는 구조만 형성
될 뿐이다. 당과 정부 그리고 사회조직 간에 신뢰와 평등한 협력을 하는
파트너 관계를 형성할 때만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으며, 사회
관리와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셋째, 사회의 안정적
인 통치가 요구된다. 사회조직의 관리와 관련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
을 근거로 관리하며, 공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가장 기본적인 가
치로 삼을 때, 사회조직의 효율적인 감독·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사회
조직의 번영과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환경에서, 업무의 여러
측면에서 사회조직, 당과 정부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何增科,
2013: 115-6).

(2) 직접등록제도의 변화
18차 3중 전회의 ‘결정’에서 다시 한 번 네 종류의 사회조직 직접등록
을 표명하였다. 이 정책은 국가가 원하는 사회조직의 선택적 발전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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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것인데, 업계협회, 상회류, 과학기술류, 공익자선류, 도농지역
사회서비스류의 사회조직 모두 국가 경제사회의 발전목표에 부합해야 함
을 담고 있다. 许芸은 “이 정책을 공표한 것은 사회조직 등록관리체제 개
혁에 있어 중대한 ‘돌파구’이며, 24년 동안 지속된 ‘이중관리제도’가 깨
졌음을 의미한다.”고 한다(许芸, 2016: 67).
许芸에 의하면, “직접등록제가 실행된 후, 한 편으로는 진입장벽을 낮

추고, 사회조직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는 데 보다 용이해져서, 각종
사회적 사업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기회를 주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조직과 정부 部委를 분리시켜 더 이상 업무주관 단위의 행정 간섭을
받지 않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조직이 더 큰 활동 공간을 가져 ‘의법
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선거,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추
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许芸, 2016: 67).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에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는 직접등록제
도가 중공중앙, 중앙정부인 민정부, 그리고 선전시, 광동성, 광저우시, 베
이징시, 원저우시 등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변화를 겪는지를 陈德权 主编
(2016: 35-37)을 근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1

중국 사회조직의 직접등록제도의 변화

시기

내용

선전시
(2006)

- 선전시는 업종협회를 민정부에 직접 등록하는 관리제도를 실행하고, 2008년에 「선전시의
사회조직의 발전과 규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发展和规范我市社会组织的意见)」을 발표하
여 사회조직의 전반적인 개혁을 시작함
- 이 문건은 사회조직의 관리제도에 혁신을 가져옴. 이 규정에서는 상공경제형, 공익자선형, 사회복지형 사회
조직은 등록관리 기관에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주로 지역사회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조직은 자료
제출 및 등록의 이중제도(双轨制) 실행하고 감독 및 관리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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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계속

시기

내용

광동성
(2009)

- 광동성 민정청은 「공익서비스형 사회조직의 발전 촉진을 위한 약간의 규정(关于进一步促进公益服务类
社会组织发展的若干规定)」을 발표하여 공익서비스형 사회조직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함
- 이 규정은 법규정과 정책문건에서 사전심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회조직 외의 공익서비스형 사회조직은 등록
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2009년 민정부와 선전시는 사회조직이 민정기관에 직접 등록신청 하는 제도를 모색함. 민정부는 이를 관찰
대상으로 정하고 추적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선전시가 재단, 여러 성에 걸쳐 활동하는 업종협회, 상회에
대한 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함
- 2009년 선전시의 각 정부 부서는 284개의 기능과 행정심사 항목을 취소하거나 조정 혹은 이전을 하여 사회
조직이 사회관리에 더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함

광저우시
(2010)

- 광저우시는 시급 과학기술형 민영비기업단위를 민정기관이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함
- 2011년, 광동성 사회공작위원회와 함께 ‘광저우시 사회조직 직접등록’ 프로젝트를 진행함
- 2012년 1월 1일부터 광저우시는 국가의 법규정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회조직을 제외한 업종협
회, 타지 상회, 공익자선, 사회서비스, 경제, 과학기술, 체육, 문화 등 여덟 가지 유형의 사회조직들은 등록관
리기관에 직접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012년 5월 1일부터 광저우시는 사회조직의 직접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함

베이징시
(2010)

- 베이징시는 「중관춘 국가 자율혁신 시범구 조례」를 발표함, 이 조례의 16조는 “시범구에 자율 혁신에 유리
한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의 설립을 신청할 때 법률과 행정법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등록하기
전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직 외에는 신청인이 시 민정기관에 직접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는 지방법규 형태로 사회조직의 직접등록을 규정한 첫 사례임
- 2011년부터 베이징시는 시 범위 내에서 상공경제, 공익자선, 사회복지, 사회서비스형 사회조직의 설립에
대한 심사비준을 민정부에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완화함

광동성
(2012)

- 2012년 4월, 광동성 당위, 성정부는 「사회조직 육성발전과 규범관리에 관한 방안(关于进一步培育发展和
规范管理社会组织的方案)」을 발표함
- 이 문건에서는 법규정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조직 외에 2012년 7월 1일부터 사회조직의 업무주관
기관을 모두 업무지도기관으로 변경함
- 이를 통해 사회조직의 자발적 설립, 자체 선거를 통한 조직의 기관장 선발, 자체적으로 재원과 인력 마련,
자율적인 업무운영과 행정등급, 사업편제, 행정업무주관기관, 현직 국가기관 직원들의 겸직을 없애고, 사회
조직의 민간화, 자율화, 시장화 개혁을 추진함
- 사회조직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며, 신청을 통해 사회조직을 설립하고, 민정부서에
서 직접 심사하여 등록하도록 함
- 이 문건은 또 유형별 감독체계에 대하여 부서연합 감독 기제를 설립하고, 사회조직의 자율감독 기제를 구축
하며, 퇴출 기제, 등급평가 기제와 정보공개 기제 등을 구축한다고 언급함

선전시
(2012)

- 2012년 9월, 선전시 당위, 시정부는 「사회조직 개혁발전 추진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推进社会组织
改革发展的意见)」을 발표하고 직접 등록하는 사회조직의 범위를 상공경제, 사회복지, 공익자선, 사회서비
스, 문화, 과학기술, 체육, 생태환경 등 8개 유형으로 확대함
- 선전시는 또 사회조직 개혁을 꾸준히 모색하면서 사회조직의 서비스의 구매, 기능전환, 타지 상회의 등록,
지역 사회조직의 등록 등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함

원저우시
(2012)

- 2012년 10월, 원저우시는 「사회조직의 육성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推进社会组织培育发展
的意见)」을 발표하여 사전심사를 받는 사회조직과 정치, 종교, 사회과학과 관련된 사회조직 외에 전부 직접
등록을 실행함
- 현재 선전시, 광저우, 원저우는 전국에서 직접등록의 대상이 가장 광범위한 도시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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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계속

시기

내용

중앙정부
(2013)

- 2013년 3월 「국무원 기구개혁과 기능전환 방안」에서는 정부와 사회의 분리, 명확한 권한과 책임, 법에
따라 자율을 실행하는 현대적인 사회조직체계의 형성을 가속화한다고 언급함
- 점차 업종협회와 상회를 행정기관과 분리하고, 업종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견을 반영하며, 행위를 규범화하는 주체가 되도록 함
- 한 개 업종에 여러 개의 협회가 형성되어 경쟁 기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며, 업종협회, 과학기술, 공익자선,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조직들을 중점적으로 유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민정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심사와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짐. 적극적으로 발전을 이끌고
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는 원칙을 통해 사회조직이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케 함
- 관련 법률 법규를 개선하고, 통합등록, 각자 업무관리, 조절협력, 등급별 책임, 법에 따라 감독하는 사회조직
체계를 수립한다고 언급함

중공중앙
(2013)

- 2013년 말, 당의 18기 3중 전회에서 통과된 「개혁의 전면심화에서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에서는 정부의 사회관리를 엄격히 수행하고, 정
부와 사회의 분리를 실행하고, 사회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에 따른 자율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언급함
- 또한, 사회조직이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공서비스와 문제들은 사회조직이 담당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조직
을 지원·발전시키며, 업종협회와 상회를 행정기관으로 분리시키고, 업종협회, 과학기술, 공익자선, 지역사
회 서비스형 사회조직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설립할 때 직접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언급함

- 2014년 2월, 민정부는 원저우 등 70개 도시에서 전국 사회조직 건설혁신시범구 사업을 시작하고, 네 가지
유형의 사회조직들에 대한 직접등록을 시작함
- 민정부는 「국무원의 전국적 사회단체의 지사, 대표기구의 등록행정심사 항목을 취소하는 결정의 집행문제
에 관한 통지(关于贯彻落实国务院取消全国性社会团体分支机构、代表机构登记行政审批项目的决定
有关问题的通知)」를 발표하고 “전국적 사회단체는 본 규정의 취지와 업무 범위에 근거하여 지사와 대표기
중앙정부인
민정부
구의 설립, 변경, 철수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함
(2014)
- 민정부는 사회단체와 재단의 지사 설립에 대한 심사비준을 취소하고, 타지의 상회와 재단의 등록 심사비준
권한을 성급 민정부에서 현급 이상의 민정기관으로 확대함
- 또한, 민정부 영도들은 기타 유형의 사회조직들에 대한 등록관리에서도 불필요한 심사를 취소할 계획이라
고 공개적으로 언급함
- 2014년 4월, 민정부는 전국적으로 네 가지 유형의 사회조직에 대한 등록제도를 간소화함
주: 陈德权 主编(2016: 35-37)을 근거로 작성 함

중국은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 때, 우리나라와 같이 획일적으로 일시에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점→선→면이라 하여 어떤 특정 지역
에 우선적으로 실험을 하고 나서 제도가 바람직하거나 보완할 점이 있는
가를 점검하는 등의 과정을 밟으면서 점차 확산시키는 접근을 취한다. 사
회조직의 직접등록제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선전시, 광동성, 광저우시, 베
이징시 등으로 확산되고, 결국 당과 중앙정부에서 이를 전국적인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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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특징을 갖는다.

3) 사회조직 관리개혁의 사례: 원저우시
앞서 중국 사회조직 관리개혁을 등록관리제도 및 직접등록제도의 변
화를 중심으로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관련 사례를 소개하면서 중국
사회조직 관리개혁의 과정 및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원저우시(温州市)가 수행한 사회조직 관리개혁 사례를 소개한다.

원저우시는 중국의 민영경제의 발원지이자 사회조직이 가장 일찍이
발전한 지역이고, 정부조직, 시장조직, 사회조직이 공동으로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원저우시는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
제도 개혁에서 꾸준히 혁신을 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2011
년 이후 원저우시 당위와 시정부는 일련의 정책을 제정하여 사회조직
의 개혁을 추진하였다(陈德权 主编, 2016: 37).
2012년 10월, 원저우시는 「사회조직의 육성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견」을 제정하여 상급기관 영도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2013
년 1월, 원저우시 민정부와 저쟝성 인민정부는 「원저우시 민정종합개
혁 시험구의 공동건설 협력협의서(共建温州市民政综合改革试验区合
作协议)」를 체결하였다. 이 협의서에 사회조직의 관리체계에 관한 개

혁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원저우시에 사회조직 건설혁신 시
범구를 설립한다고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2015년 원저우시 당위의 전
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사회조직의 개혁 혁신사업을 시 당위의 2015
년도 ‘10+1 중점개혁사업’에 포함시켰다(陈德权 主编, 2016: 37).
원저우시는 사회조직들이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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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비교적 완전한 사회조직체계를 형성하였다. 2016년 6월 말
까지 시, 현급 민정부에 등록된 사회조직은 8,112개에 달하였다. 그중
에서 지역사회 문화체육, 지역사회 사무서비스, 지역사회 공익자선,
세 가지 유형이 주를 이루어 기층의 ‘거버넌스, 사회안정, 참여자율’에
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陈德权 主编, 2016: 37). 원저우시
사회조직 개혁의 초점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2

원저우시 사회조직 관리개혁 내용

개혁 초점

내용

당의 영도
강화와
정확한 발전
방향 확보

- 원저우시 민정국은 사회조직 연합 당위(党委)를 설립하여 당위 영도자들을 구성하고, 사무공간과 10만
위안의 활동비를 배정하여 운영함
- 사회조직에서의 당 건설과 관리사업에 관한 연동 기제의 수립을 모색하였는데 당 건설 사업을 사회조직
의 등록, 평가 등 사업과 연결시켜 사회조직의 당 건설을 재촉함
- 관련 업무는 당조직을 설립한 이후에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와 당 건설 사업을 동시
에 추진함
- 동일한 분야에 속하는 사회조직들은 연합하여 당조직을 설립하는 방식을 취하고, 정부 부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사회조직은 정부조직의 당위에 속하는 방식을 취함

과감한 혁신 및
등록관리제도
개혁 추진

진입규제 낮춤

- 원저우시는 직접등록제도를 가장 먼저 시작한 지역으로 사전등록 조직과 정치, 종교,
사회과학에 속하는 사회조직 외에 전부 직접등록을 실행함(다른 지역들은 업종협회,
과학기술, 공익자선, 지역 서비스형 사회조직만 적용)
- 이를 통해 공익자선,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지역 사회조직에 대한 설립자본 규제를
없애고, 비슷한 분야에 여러 개의 사회조직의 설립을 허용하여 경쟁시킴

전문요원
심사비준제도
도입

- 원저우시 사회조직 행정허가사항 심사비준 전원 사업규칙(시행)을 제정하여 전문요
원이 사회조직의 설립, 변경, 철회에 대한 신청을 접수, 심사, 비준함
- 권한에 따라 행정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전문요원에 대한 감독
관리제도를 강화함

재단등록
관리사업 추진

- 2013년 저쟝성 민정청의 권한이양에 따라 원저우시는 지급시(地级市) 가운데 처음
으로 비모금재단에 대한 등록관리 사업을 담당하게 됨
- 2014년부터는 모금재단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었음. 10년 동안 시 전체에 비모금재
단이 20여 개에 불과하였지만 현재는 40여 개의 재단이 설립됨

-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사회조직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체임. 그들
이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민영비기업단위인 민영학교, 민영의료
기관, 민영요양기관으로 등록하는 조직에 대하여 그들의 재산권을 출자인 소유로 규
민영기업단위의
정하고, 일정한 조건으로 양도·승계·증여가 가능하게 하고, 출자인이 합리적인 이득
재산권과
을 얻게 함
이윤획득제도 - 이 개혁은 민영자금이 적극적으로 학교, 병원, 요양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이런 분야가
개혁 성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음
- 현재 원저우시에 있는 민영교육기관, 의료기관, 요양기관의 민영자금은 145억 위안
에 달함. 이 제도는 사회역량을 동원하고,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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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계속

개혁 초점

내용

플랫폼 구축

- 원저우시와 현에서는 사회조직 서비스 플랫폼 18개를 만들었는데 누적 투자금
2,000여만 위안이 투입되었고, 공간은 10,000㎡에 달함
- 원저우시와 루청(鹿城), 어우하이(瓯海) 등 지역의 서비스 플랫폼은 이미 사회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다양한 사회조직들을 대상으로 유형별 양성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다른 부서와의 참
여를 중시하여 시노령위원회, 부녀회(妇联会), 시공청단위원회, 주택건설위원회와
함께 요양, 여성, 청소년, 주택건설 등 분야의 사회조직 양성기지를 마련함
- 러칭(乐清)시는 업종협회 양성기지를 만들고, 룽완구(龙湾区)는 노인과 관련된 사회
조직 양성기지를 건설함. 어우하이구와 루이안시는 공익 사회조직 양성기지를 만들
었음
- 원저우시는 성에서 처음으로 「사회조직 서비스 플랫폼 건설과 운영표준」을 만들고
서비스 플랫폼의 기본조건, 조직관리, 기능과 역할, 당 건설 네 개 방면의 21개 하위
지표를 만들고,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사회조직의 목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규범
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조직 발전재단을 만들었는데 설립자본은 3,500만 위안임. 러칭시가 성 전체에
서 첫 현급 사회조직발전재단을 만든 이후에 다른 지역들도 만들기 시작하여 시와
현급에서 모두 사회조직 발전재단을 만들었음

공익성
창업투자 추진

- 원저우시 사회조직 발전재단은 자금사용 지침을 제정하고, 사업이 끝난 후 성과평가
를 진행함
- 루청구는 공익성 창업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만들고 창업투자에 참가한 사회
조직들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진행함
- 러칭시는 처음으로 공익성 창업투자 사업에 대한 공개심사를 진행하여 사업의 투명
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함

플랫폼 건설과
서비스체계
개선

- 2008년 원저우시는 업종협회와 행정기관 간에 인력, 재정, 물자 측면에서 완전히 연
결을 끊음
업종협회
- 업종협회는 원저우시 사회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시정부의 중점사업에 참
내실화, 구조의
여하고, 정부기능 이행, 산업발전의 촉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최적화와
- 원저우시는 회원들의 구조를 조정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협회의 합리적인 구조와
합리적인 분포
자원의 통합을 도모함
중시
- 현재 원저우시에는 570여 개의 다양한 업종협회가 있으며, 거의 모든 경제 분야를
포괄하여 경제발전을 이끌고 있음
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
및 중점 육성
공익성
사회조직
육성하여
자선공익
브랜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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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사회역량에 의존하여 자선 활동을 한다는 취
지하에 공익자선형 사회조직의 양성을 가속화함
- 등록수속을 간소화하고, 분야별 지도를 강화하며, 관리모델을 혁신하고, 서비스 질
을 높이는 등 조치를 통해 공익자선형 사회조직의 발전과 혁신 환경을 마련해주고,
새로운 공익자선 서비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함
- 또한, 공익서비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목적이 뚜렷하고, 조직과 사회자원의 동원
능력을 높이고 브랜드화를 지원
- 공익자선단체인 ‘훙일정’(红日亭: 1972년 원저우시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이 설립
한 자선단체), ‘녹색눈’(绿眼睛: 1999년 원저우시에서 17세에 설립한 법인대표가
활동하는 야생동물과 자연보호를 위주로 하는 환경단체), ‘하나 더하기 하나’(壹加
壹: 배우 이연걸이 설립한 The One Foundation으로 빈곤층에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단체) 등은 전문 분야에서의 공익 활동으로 주목받고, 전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함

표 4-12

계속

개혁 초점

내용
- 원저우시는 지역 사회조직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는데 ‘지역사회를 위한 서
비스, 자율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협동과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음
-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자선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에서 ‘3사 연동(叁社
联动)’으로 민정사무를 개혁함
기층사회조직 - 원저우시는 민정사무 개혁을 계기로 사회조직이 요양, 부조, 장례 등 민정사무 기능을
이전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함
촉진 및 3사 연동
활동 중시
- 핑양현(平阳县)은 사회조직이나 전문단체들이 지역사회의 자택요양 시범사업에 참
여할 수 있게 하여 자택요양 사업의 다양화를 추진함
- 룽완구(龙湾区)는 지역사회의 노인협회가 장례개혁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장례서비
스의 제공과 유골에 대한 추적관리를 실현함
- 다른 현(시, 구)들도 ‘사회조직의 공익성 혁신 투자’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새로
운 사회부조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함

역량을
통합하여
정부기능
이전

적극적인 지도
및 사회조직의
과학적인 발전
촉진

조직 리더십
강화

- 원저우시 정부는 정부기능을 사회조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중시함. 2013년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1년 내에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2년 내에 점차 추진하고,
3년 내에 기제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세움
- 원저우시 당위와 정부는 사회조직으로의 기능이전 시범사업 영도소조를 설립하고,
시정부의 영도들이 영도소조의 주요 직책을 맡고, 편제위원회에서 기능이전 사업을,
시재정국에서 서비스 구매를, 민정국에서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기타
기관에서도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함
- 「원저우시 정부의 기능을 사회조직으로 이전하는 사업 추진 전체 방안(温州市推进
政府向社会组织转移职能工作总体方案)」을 발표함

제도설계
최적화

- 「전체 방안」에 따라 기능이전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기능이전과
서비스 구매제도를 꾸준히 개선함
- 원저우시 정부는 「사회역량으로부터 서비스 구매에 관한 정부의 실행 의견(关于政
府向社会力量购买服务的实施意见)」, 「정부기능을 사회조직으로 이전하는 임시
방법(温州市政府职能向社会组织转移暂行办法)」 등을 발표하고, 「서비스구매 지
도 목록」, 「기능이전 목록」, 「조건을 구비한 사회조직 목록」 등 세 가지 리스트를 발표함
- 정부는 167가지 기능과 699개의 사회조직을 선발하여 정부의 기능을 이전함

업무추진

- 기능전환 사업안이 비준 통과한 이후 ‘사업공고, 경쟁선발, 선발된 조직 명단공개,
협의체결, 사업전달, 협의이행, 감독강화’ 7개 절차에 따라 진행됨
- 현재까지 29개 기관의 137개 기능에 대한 공고가 발표되었고, 79개 기능이 사회조직
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조직이 집행하고 있음

평가 기제
개선

- 원저우시는 ‘일반 지표’와 ‘유형별 지표’를 만들어 사회조직의 유형별 평가체계를 구
축함
- 등급별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사회조직의 발전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인센티브를 통
해 5A, 4A 등급을 받은 시급 사회조직에 각각 8,000 위안과 5,000 위안을 장려하고,
현급 사회조직은 5,000 위안과 3,000 위안을 장려함
- 평가결과와 기능이전, 자금지원 등과 결부시키고 평가사업을 현에 대한 매년 중점
평가지표로 사용함

내부발전
규범형성

- 2015년 6월, 사회조직의 유형별 특성에 근거하여 「사회단체 내부건설 규범(社会团
体内部建设规范)」과 「민영비기업단위 내부건설 규범(民办非企业单位内部建设
规范)」을 제정하여 사회조직이 내부규정을 만들고, 내부구조와 운영 기제를 만들어
연도평가에 반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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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계속

개혁 초점

내용

신용체계 구축
모색

- 사회조직의 신용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신용정보를 기록함으로써 기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민정부는 각 부서에서 보낸 성과평가 결과와 처벌 내용을 종합하는 방안을
모색함
- 「사회조직의 신용기록을 위한 사회조직 신용상실 블랙리스트 관리방법(시행)(社会
组织失信黑名单管理办法(试行))」을 발표하고, 불법행위, 이견처리, 처벌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

우수 조직 장려 - 원저우시 당위와 정부는 매년 사회조직의 육성발전을 잘한 지역, 우수 사회조직 등을
장려하여 사회조직들이 자체 발전을 강화하도록 장려함
기제
주: 陈德权 主编(2016: 37-41)을 근거로 작성 함

<표 4-12>에서 보듯, 원저우시는 사회조직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당의 방침 준수, 과감한 혁신, 등록관리제도 개혁(진입규제 완화, 전문요
원 심사비준제도 도입, 재단등록관리사업 추진, 민영기업 단위의 재산권
과 이윤획득제도 개혁), 플랫폼 건설과 서비스체계 개선(공익성 창업투자
추진), 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 및 중점 육성(업종협회 내실화, 구조
의 최적화 및 합리적인 분포, 공익성 사회조직의 육성 및 자선공익 브랜
드 구축, 기층사회조직 촉진 및 3사연동 활동 중시), 역량을 제고할 정부
기능 이전(조직 리더십 강화, 제도설계 최적화), 적극적인 지도 및 사회조
직의 과학적인 발전 촉진(평가 기제 개선, 내부발전 규범 형성, 신용체계
구축, 우수 조직 장려 기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리개혁의 동인, 과정, 성과 등에는 여전히 다양한 한계와 문
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조직과 외부 이해관계자 간에
투명성, 자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
조직 내부 운영과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조직 본연의 목적
인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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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분석

제1절 G2 시대의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제2절 신창타이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제3절 일대일로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제1절 G2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1. G2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
개혁개방 이후 근 40여 년 간의 성장을 거쳐 중국의 부상은 이미 자타
가 인정하는 현실로 되었다. 2010년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동시에 세계 1위의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자동차 판매시장, 세계 최대 무
역국으로 등장하였고, 2017년 2월 기준으로 3조 달러($)를 넘는 세계 최
대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다.
중국이 경제발전의 급성장에 힘입어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자
기존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질서, 기후변화, 핵확산 등
주요 이슈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라는 것을 의미로 G2라는 용어68)가
대두된 것이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함에도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고, 동시에 경제의 블록화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글로벌 환경에서 무엇보다도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호
혜적 혹은 대립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륙굴기, 더 나아가 해양굴기를 통해 이미 글로벌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은 글
로벌 사회와 정보, 자원, 물자, 서비스 등에서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확대

68) G2 또는 G-2(Group of Two)란, 미국과 중국 간에 비공식적인 특별한 관계(경제적, 정치적)로 지칭된다.
2005년 처음으로 사용된 이 용어는 Bergsten이 미국과 중국을 ‘최대 경제행위자’, ‘최대 무역국가’, ‘최대
오염제공자’, ‘최대 부채와 외채 보유자’ 등으로 불리면서 사용된 것이다(Retrieved from https://
en.wikipedia.org/wiki/Group_of_Two)(검색일, 2017.8.15). 그렇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G2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G2에 걸맞은 국제규범 준수와 UN 분담금 등 G2의 역할을 부담스
러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G2라는 용어 사용에 신중하려는 입장은 중국
이 G2에 걸맞은 국제규범이나 역할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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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기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사회조직은 더욱 적극적으로 글로벌 거버너스 행위자로서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경제 행위나 공익적 행위
를 추구할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이러니하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인 한국과는 달리 경제 민
주화가 아니라 경제 자유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 경제 글로벌화, 특
히 시장경제의 글로벌화는 민주, 자유, 인권, 안전, 평화 등의 서구적 가
치들이 중국 사회주의에 전파되고, 접목될 가능성을 일부라도 높여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중국 사회조직에서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난제가 쏟아지는 현대에 책임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행위자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젠 어떠한 국가이든, 더 이상 정부 단독
으로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Government)만의 행
정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2000년 초부터 전 세계에 퍼진 거버넌
스(Governance) 관점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물론, 중국은 여전히 ‘강
한 국가, 약한 사회’의 특성을 띠고,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하면서도, 경제
자유화(물론, 진정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아니지만)의 폭을 더욱 넓
히면서, 인민의 정치의식이 보다 성숙해진다면, ‘강한 사회’ 수준을 높일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 바로 중국의 사회조직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사회에서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은 대외원조의 일환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가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 단독으로 수행
할 수 없는 영역이나 사각지대에서 사회조직은 전문성 등의 일정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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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8항 원칙’69)에 토대를 둔다. 대외원조 8항 원칙의
제기는 중국의 대외원조 사업에 기본 원칙이 되었고, 이후의 대외원조 경
험은 8항 원칙에 더 풍부한 시대적 함의와 민족 특색을 부여한 것이다(高
宁·刘佳, 2015: 215).

1980년대, 덩샤오핑의 대외개방 전략에 따라 중국은 장기간의 대외원
조 경험을 종합하여 새로운 시기의 대외원조 사업전략을 구상하였다. 즉,
평등호혜, 업무효율 강조, 다양한 방식, 공동발전이다. 1996년 쟝쩌민은
아프리카 연합 본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에
관한 다섯 가지 원칙70)을 발표하였다. 2006년 11월, 후진타오는 베이징
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서 다시 한 번 중국과 아프리카 간
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ⅰ) 진실하고 우호적인 것은 중국과 아프리카의
우의를 계속해서 강화할 수 있는 기초이고, ⅱ) 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중
국과 아프리카의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중요한 보장이며, ⅲ) 상호 지지
는 중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이 장기간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며, ⅳ) 공동

69) 1964년 1월 16일, 국무원 총리인 저우언라이가 가나를 방문했을 때 양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대외경제기
술원조 8항 원칙」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8항 원칙의 기본정신은 다음과 같다. ⅰ) 평등호혜, ⅱ) 수
혜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어떠한 조건도 추가하지 않으며, 어떠한 특권도 요구하지 않는 것, ⅲ) 중국은 무이
자 혹은 저이자 대출방식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ⅳ) 수혜국의 자력갱생과 경제적인 독립발전의 길을 돕는
것, ⅴ) 투자가 적고 효과가 빠른 사업을 추구하는 것, ⅵ) 중국의 가장 좋은 설비와 물자를 제공하는 것, ⅶ)
수혜국의 기술 장악을 돕는 것, ⅶ) 전문가 대우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 이 8항 원칙의 지도하에서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였고, 양자 경제무역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1963년 말 이전
까지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국가는 12개에 불과하였으나 1975년에는 38개로 증가하였다(「1964年对外
援助八项原则」. Retrieved from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09-01/16/content_10623970.htm)
(高宁·刘佳, 2015: 215에서 재인용).
70) 즉, ⅰ) 진실하고 우호적이며, 서로가 신뢰할만한 친구가 되는 것, ⅱ) 평등하게 대하고, 서로 주권을 존중하
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 ⅲ) 서로 이익과 혜택을 주어 공동으로 발전하는 것, ⅳ) 협상을 강화하여 국제
사무에서 밀접히 협력하는 것, ⅴ) 미래를 지향하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黄梅波, 2007:
5-12; 高宁·刘佳, 2015: 2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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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은 중국과 아프리카 인민들이 바라는 공동의 목표이다(胡锦涛,
2006; 高宁·刘佳, 2015: 215-6에서 재인용).
8항 원칙의 적극적인 추진 하에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중요한 발
전과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빈곤퇴치기금회가 아프리카 사
업에 대한 원조의 경우, 주로 세 개 사업인 ‘아프리카 빈곤산모와 아기원
조계획’, ‘수단 여성아동보건체계 시범 프로젝트’, ‘아프리카의 뿔 원조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그중에서 아프리카 빈곤산모와 아기원조계획은
빈곤한 산모와 아기의 생명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다. 2007년,
이 프로젝트가 제기된 이후 러산싱(乐善行)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2011년 6월, 러산싱은 300만 위안을, 기금회가 50만 위안을 기부하여
의료설비를 구매하여 영부인재단에 기부하였다. 수단 여성아동보건센터
시범사업은 2009년 10월에 시작하여, 2010년 3월에 수단 민간조직에
38.8만 위안 상당의 의료물자를 기증하였고, 같은 4월, 중국국제빈곤퇴
치센터와 함께 ‘수단 민간조직 능력발전 교육반’을 운영하였다(赖钰麟,
2013: 36-43; 高宁·刘佳, 2015: 216에서 재인용).
중국의 사회조직의 국제화의 또 다른 사례는 민간단체인 중국 글로벌환
경연구소가 2005년부터 스리랑카, 라오스 등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농
촌지역 유기농업프로젝트, 중국빈곤퇴치기금회(中国扶贫基金会)가 2008년
에 아프리카의 수단에서 시작한 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중국청소년발전기
금회(中国青少年发展基金会)가 2010년부터 탄자니아,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희망초등학교’ 프로젝트 등이다(王逸舟·张硕,
2017).
아울러, 2011년 4월, PetroChina가 기금회에 ‘중국석유 원조 비공익
기금 프로젝트’(中国石油援非公益基金项目)를 설립하고, 60만 달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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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였다. 아프리카의 뿔 원조 프로젝트는 모두 31.6억 위안을 모금하였
는데 그중에서 70%가 대중들의 기부금이었다(高宁·刘佳, 2015: 217).
이러한 과정을 보면 중국 정부와 사회조직들이 대외원조 활동에서 점
차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邓国胜 等은 중국 NGO가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조, 교육, 위생, 빈곤구제, 농촌사회
발전, 식수 안전, 환경보호, 정부 거버넌스, 정책제언, 청년 창업, 청년 인
재개발 등을 제시한다(邓国胜 等, 2013: 213). 高宁·刘佳은 중국 사회조
직은 수혜국의 식품, 의료, 위생, 안전, 기초시설건설 등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며, 앞으로도 이들 국가들의 자율적인 발전능력을 키
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高宁·刘佳, 2015: 218).
그렇다면 중국의 사회조직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국제적 책임을 이행
해야 할까? 중국의 사회조직들은 중국 정부의 대외원조라는 전체적인 외
교행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高宁·刘佳(2015)은 이를 다음과 같
이 주장한다.
첫째, 중국의 사회조직들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원조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글로
벌 거버넌스란 국제사회의 다원적인 행위주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
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글로벌 차원의 각 영역에서 공식적이
거나 비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글
로벌한 다원적인 행위 주체들이 참가하는 다차원적인 거버넌스 네트워크
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글로벌 발전의 수요로 새
로운 여러 주체들 간의 협력과정을 형성한다(刘清才·张农寿, 2006:
48-52; 高宁·刘佳, 2015: 218에서 재인용). 국제관계에서의 새로운 행
위 주체로서의 중국의 사회조직들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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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회조직들은 국제사무의 협상, 국제무역, 국제인도주의 원조, 국
제문화교류 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高宁·刘佳,
2015: 219).
邓国胜에 의하면, 중국의 사회조직은 반드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무에 참여하고, 중국의 목소리를 내고, 인류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국의 책임을 보여주어야 하며, 세계의 정치경제
질서가 더 공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중국
의 사회조직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책임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타인
과 자신을 돕고, 천하의 대동을 실현하는 등 전통적인 문화의 관점에서
든, 아니면 중국의 NGO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역할이든, 모두 실사
구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헤아려서 진행하는 원칙하에 국제적인 시각과
능력을 갖춘 소수의 사회조직들이 대외활동을 하고, 개도국에서 인도주
의 원조와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모두 역사적 사명과 국제적 책임을 진다
는 것이다(邓国胜, 2014: 17; 高宁·刘佳, 2015: 219에서 재인용).
둘째, 중국의 사회조직과 중국 정부는 대외원조 사업에서 ‘협력’관계
를 형성하고, 정부의 대외원조에 활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을 것
이다. 신중국이 설립되고 특히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정부와 중국의 사회
조직은 국제원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중국의 대외원조 사업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71) 대외원조의 질과 효과를 더

71) 「중국의 대외원조(2014)백서」는 ‘민생개선추진’, ‘경제사회발전추진’, ‘지역협력 기제 하의 대외원조’, ‘국
제교류협력참여’ 등에서 최근 중국의 대외원조 사업의 최근 발전을 설명하였다. 2009년 말까지 중국은 이
미 120여 개의 개도국에 경제기술을 지원하고, 30여 개의 국제조직과 지역조직에 기부금을 제공하였는데
누적 대외원조 금액은 2,562.9억 위안에 달한다. 그중에서 무상원조는 1,062억 위안, 무이자 대출은 765.4
억 위안, 우대이자 대출은 735.5억 위안을 차지하였다. 60여 년 동안의 대외원조는 중국의 외교와 협력하여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고, 국제적 지위를 높였다. 또한, 국가주권과 영토안전을 수호하였으며, 수혜
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중국과 수혜국의 경제적인 상호 공영을 실현한 것으로 평가된다(胡再勇,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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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정부의 단일원조 주체가 대외원조 사업에서 갖는 한계를 보완하
기 위하여 지원국과 수혜국이 정부, 사회조직 간의 상호작용을 실현하고,
중국도 사회조직이 대원원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이다(高宁·刘佳, 2015: 220).
사실, 대외원조는 어느 정부이든 정부 단독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
이며, 서구 사회는 주로 준정부조직이나 NGO 등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
도 대외원조 사업에서 정부가 이를 단독으로 추진하긴 어렵기 때문에 국
유기업뿐만 아니라 민영기업들이 나서 지원할 것이며, 앞서 보듯 사회조
직들의 역할과 기여가 커지고 있다. 사회조직의 참여는 결국 조직역량(김
윤권, 2010)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부, 국유기업, 민영기업 등과 협업함으로써
사회조직은 경험, 역량, 기여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2. G2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국제화 발전 전망
비정부조직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할 대 비정부 혹은 민간조직을 통해
대외원조를 하는 것은 선진국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
어, 미국정부의 대외원조 자금은 비정부조직에서 24%를 집행하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16%, 영국은 19%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0.1%에
불과하다(夏函, 2017: 45).
글로벌 지구촌 사회에서 점차 그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는 중국의 사회
조직은, 아직은 다소 미약하지만 G2시대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사회조
직의 활성화와 국제화에 좋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 필요
50-57; 高宁·刘佳, 2015: 2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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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서 邓国胜 等은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국내 사회조직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
의 국제적인 책임이고, 중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여 기타 국가와
의 외교관계를 개선하며, 세계적 범위의 공정한 경제사회 질서를 수립하
고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21세기에 들어
선 후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외원조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 금
액은 연평균 29.4%의 증가를 이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자금투입, 기술
지식과 선진적인 관리방법의 전수, 인적자원개발, 정책건의 등이 포함된
다. 이러한 대외원조는 주로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회조직의 참
여는 소프트적인 것, 예를 들면 이미지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사회
조직의 국제적인 진출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중국 사
회조직의 해외진출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중요한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1만여 개 기업이 세계 174개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기업이 해외에서 발을 붙이려면 국제적인 규칙(rule)을 지켜야
하는데 그중 매우 중요한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사회조직의 해외진출이 중국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
하고, 해외투자에 따른 문제점들을 완화하며, 중국 기업들의 국제화 수준
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邓国胜 等, 2013: 13-25).
중국이 G2의 일원으로서 국제 거버넌스 활동을 더욱 확대함에 따라,
중국 내부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시민사회와 민간부문 등 다양한 거버
넌스 행위자들 간의 관계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
사회조직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하고 활동함으로
써, 국제규범을 학습·준수할 기회가 높아질 것이다. 이는 중국 사회조직
의 역할과 책임성 수준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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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점진적이겠지만 중국 인민의 의식과 행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高宁·刘佳도 중국 인민의 민주의식과 권리의식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

으며, 동시에 중국과 세계의 관계, 인민과 국가의 관계, 사회조직과 정부
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이런 변화는 중국 정
부와 중국의 사회조직이 세계적 무대에서 점차 공연자, 재판관, 의견표현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
기 이후 중국은 국제 거버넌스 체계에서 발언권과 결정권이 대폭 늘어났
고, 동시에 중국 개혁개방 40여 년 동안의 경험과 괄목할만한 성과는 중
국 발전의 길이 세계적으로 의미 있고,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高宁·刘佳, 2015: 224).
국제 거버넌스에의 참여는 다름 아닌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高宁·刘佳이 언급하듯, 세계에서 가장 큰 개도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행위와 국가책임을 이행
한다는 측면에서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역사
적 발전에서 필연적인 것이고, 중국이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길을 굳
건히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高宁·刘佳, 2015: 224).
G2 시대 중국 사회조직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가하여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당과 정부에의 종속적 관계에서
보다 더 개방적이고 인류공동의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高宁·刘佳은 중국 사회조직이 적극적인 자세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

여하여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여 중국 사회조직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한다.
첫째, 중국의 사회조직은 자발적으로 국제 활동을 진행하고,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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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야 할 것이다(高宁·刘佳, 2015: 226-7). 세계는 하나의 큰 무대이며,
세계화라는 배경아래 중국의 사회조직은 낡은 행위규칙에서 벗어나 자발
적으로 활동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대외로 나가야 한다. 대외활동은
중국의 사회조직이 자신들의 국제적 수준을 높이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
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72)
현재 중국의 발전 추세는 샤오캉 사회(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의 전면건설, 개혁 전면심화, 전면 의법치국으로 국
가의 거버넌스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건설하여 각 분야에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진
입하고,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인재는 사회조직의 세계화
건설에서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써 거대한 가치를 갖고 있다. 중국의 사
회조직은 더 많은 우수한 글로벌 인재와 유학인재를 유치해야 하고, 중국
사회는 사회조직의 해외 운영·관리 비용이 높은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현재 사회조직의 인적자원 보수(payment)에 대한 정책적 제약
을 없애야 한다(高宁·刘佳, 2015: 227).
같은 맥락에서 중국 사회조직은 보다 선진화된 서구의 사회조직의
좋은 사례(best practices)를 벤치마킹하여 더 나은 사회조직 역할과
모습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사회조직은 대외원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외원조에

72) 중국의 사회조직은 인재양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는 인재집단을 양성하고, 유학한 인재들을 유치
하고, 높은 대우를 하고, 플랫폼으로 인재들을 확보해야 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4년에 열린 전국 유학사
업회의에서 “유학사업은 국가의 발전 추세와 당과 정부의 사업전략과 맞아야 하고, 중국인들의 해외유학과
유학생 유치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국제 및 국내 두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우수인재들을 양
성하고, 유학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习近平, 2014; 高宁·刘佳, 2015: 22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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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국제협력과 다자협의를 강화하고, 중국 정부와 함께 대외원조 사업
에서 중국의 전체 외교정책과 함께 협력·조절할 것이다(高宁·刘佳,
2015: 229). 사회조직은 중국의 대외원조의 중요한 역량이다. 대외원조
사업에서 사회조직의 인적자원, 지원비용, 전문기술, 시민참여의 장점을
발휘하는 것은 대외원조의 질과 효과를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 사회조직
은 대외원조의 중요한 주체로 조직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대외원조 활동
의 가능성이 결정된다. 대외원조 영역에서 비정부조직의 활동은 정부의
직접원조에 완충작용을 한다.
高宁·刘佳가 제시하듯, 중국은 대외원조 자원을 활용하여 비정부조직

이 대외원조의 직접적인 집행자가 되도록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비정부조
직을 통해 대외원조 활동의 효율을 높이고, 비정부조직이 발표하는 중국
의 대외원조 보고서를 통해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다른 한편으
로 비정부조직을 중국의 대외원조체계에 포함시켜 더 많은 사회자원과
사회자금을 동원하여 국제원조에 투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외원조 자
원의 다원화를 실현할 수 있고, 대외원조의 규모를 확대하며, 대외원조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대외원조에서 중국의 사회조직은 다국간 원조를 하
는 국제조직과의 협력을 중시해야 한다(高宁·刘佳, 2015: 229).
셋째, 중국기업과 사회조직 간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高宁·刘佳, 2015: 231). 중국의 사회조직이 대외활동을 하려
면 중국 정부의 외교업무와 협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조직들과도 밀
접히 협력해야 하며, 해외에 있는 중국기업들이 대외교류에서의 긍정적
인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해외에 있는 중국기업들
은 중국의 사회조직이 대외활동을 할 때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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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토대가 된다. 한편으로 사회조직의 글로벌한 발전에서 해외에 있는
중국기업의 자금지원과 기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의 중국 기업의
직원들도 사회조직이 해외에서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중요한 자원봉사자
가 될 수 있다. 2000년부터 중국이 대외활동 전략을 실행한 이후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G2 시대에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기여가 확대되면서 동시에
해외에 있는 중국 기업과 중국의 유능한 공익자선조직들이 전략적 동반
자 관계를 맺고, 전문적인 공익자선 방식을 통해 공익사업의 효율과 사회
적 영향력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기회에 사회조직 스스로 공익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더 나은 혁신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이런 맥락에서 해외에 있는 중국 기업들, 역시 중국 내부에 있는 사
회조직들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이를 계
기로 민간기업의 조직운영의 방식, 인적자원관리 방식을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과 협업을 통해서 중국 사회조직은 해외에서 수혜국에 부합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중국 G2의 이미지와 역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된다.

제2절 신창타이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
뉴노멀(New Normal)은 2007~2008년 금융위기 및 2008~2012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금융 상황과 관련된 경영 및 경제 용어이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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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는 종전 비정상적(abnormal)인 것이 일상화(commonplace)로 전
환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중국도 2012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7%로 내려옴으로써 New Normal을 신창타이(新常态)로
표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신창타이를 조절(moderate) 의미로 사용하
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73)
신창타이라는 용어는 시진핑이 2014년 5월 허난(河南)을 시찰할 때
처음 제기하였고, 2014년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현재 경제의 새로운 상
황을 아홉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신창타이의 의미는 개혁을 통해 전
통적이고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아이디어와 모델을 없애고, 규칙에 부합
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새로운 발전 추세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신창
타이는 발전규칙의 추세와 정상적인 상태에 부합되는 발전경로이다(张再
生·白彬, 2015: 38-42; 谭玉龙·吴湘玲, 2016: 89에서 재인용).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귀납한 신창타이의 특징을 田俊荣·
吴秋余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과거 연 10% 내외에 이르렀던 경

제 성장률이 7~8% 안팎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즉, 고속성장으로부터
중고속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세계적인 범위
에서 보아도 일정기간 고속성장을 하다가 좀 더 느린 속도로 떨어지는 것
이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1950년부터 1972년까지 연평
균 9.7%였던 일본의 경제성장율은 1973년부터 1990년까지는 4.26%로,

73)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New_Normal_(business) (검색일, 2017.9.5). 중국의
신창타이와 미국의 뉴노멀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의 뉴노멀
(New Normal)은 2008년 이후 성장에 대해 부정적 측면을 나타낸다. 반면, 중국의 신창타이는 성장률에 집
착하기 보다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성장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신창타이의 3가지
특징으로 초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의 중국 경제 전환, 중국 경제구조의 고도화, 중국 경제성장 동
력의 전환 등을 내세우며 주어진 상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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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61~1996년의 8.02%에서 1997~2012년까지의 4.07%로, 대
만은 1952~1994년의 8.62%에서 1995~2013년까지의 4.15%로 느려졌
다. 그렇다면, 기타 지역은 일반적으로 4%대로 떨어지는데 중국은 왜
7~8%의 중고속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 중국내 전문가들은
이는 중국이 내부적으로 발전이 불균형한 대국이기에 가능하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동부지역에서 퇴출된 제조업은 국내에서 아예 사라
지는 것이 아니라 서부지역으로 전이되어 계속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田俊荣·吴秋余, 2014).
둘째, 구조의 변화이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업이 점차적으로 산
업의 주체로 되고 있다. 2013년 중국 서비스업의 비중이 GDP의 46.1%
를 차지해 처음으로 제조업을 초월하였다. 수요 구조는 투자 중심에서 소
비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 비율을 보면 2012년
부터 소비가 투자를 초월하였다. 도시와 농촌 구조 측면에서 2011년에
도시인구가 51.27%로 농촌인구를 초월하기 시작하였다. 소득배분 구조
에서는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
가율은 GDP 성장률을 앞서고 있다(田俊荣·吴秋余, 2014).
셋째, 성장 동력의 전환이다. 노동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
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이 새로운 성
장 동력으로 등장한다. 조사에 의하면, 2013년에 이르러 중국의 인력공
급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인건비가 이미 태국의 1.7배, 필리
핀의 2.6배, 인도네시아의 3.6배로 상승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중국 상
품에 대한 수입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
법은 바로 혁신을 통한 발전인데, 현재 베이징, 상하이, 선전시 등 일선
도시뿐만 아니라 우한 등 2선 도시까지도 앞다퉈 인재, 자금, 환경 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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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제도개혁을 통하여 혁신형 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다(田俊荣·吴秋
余, 2014).

넷째, 경제발전이 느려짐에 따라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잠재적인 리스
크가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더딘 경제발전은 사람들의
투자 마인드를 잃게 하며, 이는 그동안 누적된 부동산 거품이 여러 문제
를 초래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기간 원래 토지재정으로 버티던 지
방정부는 지방채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경기가
시작되면 은행의 대출로 인한 금융 리스크가 문제된다. 이는 중국 정부가
대응해야 할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田俊荣·吴秋余, 2014).
결국, 신창타이는 성장률 목표는 낮게 잡더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
침할 수 있도록 성장의 접근을 달리한다는 의도이다. 일대일로 전략과 아
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설립은 신창타이 시대의 미래 성장전략의 핵
심축이라 할 수 있다. 신창타이는 성장의 속도를 다소 낮게 하여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장의 질에 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고속 경제성장과 발전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
이면에는 다양한 문제, 격차,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14억 여 인구에
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나 정책문제를 중국 정부 혼
자서 감당하기에는 거의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행정수요 및 정책문제는 2017년 양회(两
会)에서 제기된 10대 이슈 전망에서 엿볼 수 있다. 人民网(2017.3.2)에

따르면, 2017년 양회에서 제기된 10대 이슈로는 전면적인 개혁심화, 빈
곤탈출공략, 공급측 개혁, 행정 간소화와 권력이양, 소득분배, 환경정비,
반부패투쟁, 부동산 조정, 사회요구를 반영한 민법총칙, 퇴직연령 연기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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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슈는 중국 정부가 주도하면서 해결하려 할 것이지만, 정부
단독으로 이를 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 정부도 개혁개방 이후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2013년부터 대부제 행정개혁
을 추진하면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창타이 시대
에 정부가 개입·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재조정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서 민영기업이나 사회조직의 역할에 주목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 학자들도 인식하고 있다. 程哲이 언급하듯, “현재
중국의 풀뿌리 사회조직은 이미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각 영역으로 들어
갔고, 특히 환경거버넌스, 빈곤집단에 초점을 둔 빈곤퇴치, 지역사회 서
비스 등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풀뿌리 사회조직은 공
익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공익자선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며,
사회 형평성을 촉진하는 등 여러 면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한다”(程哲, 2017: 39).
그림 5-1

장애인 단체 사업 삼위일체 기본체계
자선 자원
charity
비공모
donation
사업지원
project support

비영리
commonweal

기금회
foundation

사회조직
social organization

공익
public interests

절대주식 보유
share holding

사회기업
social enterprise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

영리
profit
상업
business

자료: 陈德权 主编(291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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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残友)의 경우, 기금회가 장애인 공익자원의 플랫폼 조성을
주도하며, 관련 법률은 사회기업의 사회적 속성을 유지하게 한다. <그림
5-1>에서 보듯, 기금회는 장애인 사회기업 집단을 지배하고, 장애인단체
의 모든 재산권 성격을 확립한다. 기금회는 장애인 사회조직에게 사업자
금을 제공하고, 장애인 사회조직은 장애인 사회기업을 위하여 무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상업적 수단으로 사회 목적의 근본을 실현하고,
장애인단체는 자선기금회, 사회조직, 사회기업 삼위일체의 방식에 근거
하여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사회의 각종 자원을 통합·조정하며, 장애인
등 취약 집단의 생존과 권익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陈德权 主编, 2916:
73-74).
이처럼 정부가 모든 분야에 직접 나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
우에, 장애인단체의 사례와 같이 기금회, 관련 사회조직, 사회기업 간의
거버넌스를 통한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적 방식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창타이 시대에 진입하면서 중국도 정책 내용이나 제도 운영에서 종
전과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등에 거버넌스 방식의 접근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비정부성, 비영리성, 자발성, 자율성, 공익성 등의 특성
을 갖는 사회조직이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한다면, 중국의 사회 거버넌스
는 발전할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사회조직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
는 역량과 책임성이 여전히 미흡하다. 앞선 논의에서 보듯, 중국 사회조
직은 당과 정부의 감독과 관리에 심하게 제약을 받고 있어서 서구 사회에
서의 사회조직과는 달리 자율성과 책임성이 여전히 취약하다. 신창타이
시대에 사회조직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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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중국 사회조직은 발전과정에서 합법적 지위의 부재, 자율권의 부족,
관련 법규정의 불완전, 자금 및 인재 부족, 낮은 사회신뢰도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杨丽 等, 2015: 81). 중국 사회조직의 능력의 문제점을 程
哲는 자금획득 능력의 문제, 전문 서비스 능력의 문제, 낮은 조직 거버넌

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程哲, 2017: 39).

표 5-1

중국 사회조직의 능력 문제점

능력 문제점

내용

- 자금은 각종 기업과 조직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기본 요건으로 자금이 부족하면 사회조직은 활동을 순조
롭게 진행하기 어렵고, 심지어 정상적인 운영도 어려움
- 자금 문제는 사회조직이 발전과정에서 직면하는 보편적인 문제로 일부 재정지원이 있는 사회조직들도
자금부족 상황에 처할 수 있음. 풀뿌리 사회조직은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자체적인 자금모금 능력도
약함
- ⅰ) 풀뿌리 사회조직의 외부환경 문제임. 주로 정부의 정책과 자금지원이 부족함. 정부는 제한된 자원을
정부와 관련된 사회조직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풀뿌리 사회조직은 정부의 재정지원 혜택을
자금획득 능력
받기 어려움
부족
- ⅱ) 설립자의 자금모금 인식이 강하지 못함. 이는 주로 발기인의 자금모금 능력과 관련이 있는데 풀뿌리
사회조직은 설립 초기에 주로 발기인이 주로 투자하고, 풀뿌리 사회조직의 융자능력과 발기인의 융자능
력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짐. 조직이 커지면서 발기인의 융자 인식과 수단은 조직의 발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함
- ⅲ) 자금 운영능력이 부족함. 풀뿌리 사회조직은 발전 과정에서 조직의 자금모금 능력과 관련이 있는
대외협력 능력, 공익홍보 능력을 중시하지 않음.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사업을 따내고, 관련된 사업
비용을 얻으려면 조직의 홍보를 통해 사회 이미지를 높여야만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모금할 수 있음

전문 서비스
능력 부족

- 전문 서비스 능력의 부족은 풀뿌리 사회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 중국 정부의 기능전환과
기구축소가 가속화되면서 정부는 풀뿌리 사회조직의 전문서비스 능력을 이용하여 더 많은 공공서비스
를 제공하고, 사회조직이 더 많은 정부기능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만 현재 풀뿌리 사회조직은 전문서비
스 능력이 약함.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남
- ⅰ) 전문 인재 그룹이 부족함. 비록 풀뿌리 조직이 일정한 숫자의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들은 충분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일부 사회조직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령대가 높은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이들의 지식체계는 이미 조직의 발전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움
- ⅱ) 전문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부족함. 풀뿌리 사회조직의 관리인들은 전문지식과 능력이 제한되어 있
고, 정부가 구매하는 일부 공공서비스는 풀뿌리 사회조직으로 하여금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필요로 하며,
관리인들도 사업관리 경험과 종사 자격을 요구함. 그러나 대부분의 풀뿌리 사회조직은 정책 환경의 영향
과 관리인들의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함
- ⅲ)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함. 직원들의 능력과 사업 진행 경험의 부족은 객관적인 문제지만 풀뿌리 사회
조직에서 전문성 교육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주관적인 문제임. 일부 조직에서 내부 인원의 지식과 기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때에 교육하지 않고, 일부 조직에서 전문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
히 관련 업종의 전문가의 지도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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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능력 문제점

내용

- 사회조직의 숫자와 규모가 커지고, 사회자원이 제한적인 전제 하에서 다양한 풀뿌리 사회조직 간에 자
금, 사업, 인재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음. 따라서 사회조직의 거버넌스 수준을 높여야 함. 현재
중국의 대부분의 풀뿌리 사회조직은 거버넌스 수준이 높지 못함
- ⅰ) 내부 거버넌스 기제가 완전하지 않음. 이는 풀뿌리 사회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제약하고, 대다수 조직
내부에 완전한 정책결정 기제와 관리체계가 부족하며, 내부의 관리규정들도 불완전함. 일부 사회조직은
심지어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조도 형성되지 않았고, 일부는 이사회제도를 만들었지만
형식에 불과함
조직 거버넌스 - ⅱ) 조직구조가 불합리함. 풀뿌리 사회조직의 대부분은 공익사업에 관심이 있는 몇 명의 엘리트들이
설립한 것으로 설립 초기에 규모가 비교적 작고, 조직구조도 간단하며, 조직관리가 느슨함. 대부분 수평
수준이 낮음
적이고 기능위주의 조직구조를 갖고 있음. 주로 조직 책임자와 기능관리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비록,
이런 간단한 기능제 조직구조가 운영에서 효율적이지만 조직규모가 커지면서 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
지 못함
- ⅲ) 민주적인 정책결정 기제를 갖추지 못함. 대부분의 풀뿌리 조직들은 ‘독재’ 문제가 존재함. 한편으로
풀뿌리 조직의 설립자가 조직의 책임자가 되고, 조직 내부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대부분의 정책결
정 권력을 갖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 조직 내부에 완전한 정책결정제도가 없고, 민주적인 정책결정 절차
가 없음
주: 程哲(2017: 39)을 근거로 작성함

신창타이 시대에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거버넌스에 참
여하여 본연의 사회조직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중국 사회조직
이 직면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능력 부족은 다양한 요
인이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
지만, 중국 정부, 국유기업, 민영기업 등의 역할이 변하면 사회조직의 역
할도 변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읽고 조직의 자율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2. 신창타이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전망
경제발전은 사회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신창타이 시대의
특징은 사회조직의 발전에 새로운 도전이면서 기회의 창을 제공하기도
한다. 우선, 과거보다 낮은 경제성장율은 경제 분야 사회조직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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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동업종협회, 상회 등 사회조직이 조정기
능과 서비스 역할에 대해 보완과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
째, 재정수입 증가율의 감소는 정부의 사회조직에 대한 지원규모와 지원
방식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게 되지만, 폭증하게 될 공공서비스 수요는 사
회조직이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할 것이
다. 셋째,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역시 사회조직 발전에
새로운 모순과 불확실성을 제공하지만, 사회적 갈등해결 및 조화로운 공
동체 형성에서 사회조직의 역할 역시 사회 거버넌스의 중요한 구성 내용
으로 될 것이다.
신창타이 시대의 사회조직 발전에 대해서는 여러 변화가 예상될 수 있
다. 孔德富의 견해에 따르면, 첫째, 사회조직 수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
사회조직 관리체제 개혁이 점점 심화되어, 사회조직 발전계획이 확정되
고, 전 단계에서 정부기능 변화와 제도개혁의 효과, 특히 동업종협회, 공
익자선단체, 과학기술단체,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회조직들의 진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사회조직이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둘째,
사회조직의 구성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조직 유형으로 보면, 공익성이
강한 기금회와 사회서비스기구가, 활동 영역을 보면 자선단체, 취미단체
등 규제완화 대상들이 비중이 커질 것이다. 지역으로 보면, 동부지역과
대도시의 사회조직의 발전은 안정된 상황에 접어들고, 중서부지역 특히
미발달지역의 사회조직 발전이 비약적일 것이다. 셋째, 사회조직은 다원
적 동력에 의해 발전될 것이다.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과거 정부에 의지
하고, 특정 지도자와의 관계에 의존하던 사회조직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대중창업, 만인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 정책의 추진으로 새로운 유형
의 혁신형 사회조직이 형성되고 성장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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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적인 발전은 사회조직의 발전에 더욱 강력한 발전 동력을 제공할 것이
다(孔德富, 2016).
신창타이 시대에 중국 사회조직의 자생능력을 키우고 정부와의 관계,
기업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조직의 미
션, 비전, 전략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 인력, 자원
등의 확보와 대내외 네트워크 역량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程哲는 중국 사회조직의 능력 향상을 위해 <표 5-2>와 같이 자금모금

경로를 다원화시켜, 자금획득 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전문능력을 향상시
키며 조직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고 거버넌스 능
력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程哲, 2017).

표 5-2

중국 사회조직의 역량제고 방안

역량 방안

내용

- ⅰ) 정부 자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함. 현재 풀뿌리 사회조직은 정부의 신뢰가 부족한데 주요 원인
은 풀뿌리 사회조직의 자체 능력과 신뢰가 낮기 때문임. 풀뿌리 사회조직은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범사례와 공익 활동을 통해 정부에 자신들을 홍보하여 신뢰를 높이고, 정부
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함
- ⅱ)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현재 풀뿌리 사회조직의 자금은 주로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이며,
자금모금 경로를
이는 조직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움. 정부의 지원을 얻는 동시에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
늘리고, 자금획득
여 기업의 공익후원을 받아야 함. 그래야만 풀뿌리 사회조직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업
능력 향상
도 양호한 이미지를 구축하여 제품과 서비스 판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ⅲ) 사회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함.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쟁취하는 동시에 사회의 기부를 받는
것도 효과적인 자금 확보 방법임. 양호한 사회적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공익 활동을 광범위하게 진행하
고, 공익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공익문화를 형성하고 대중의 자선기부 열풍을 일으켜 사회공익
사업의 발전에 더 많은 민간역량을 축적할 수 있음

전문능력 향상을
강화하고,
조직경쟁력을
높여야 함

- 풀뿌리 사회조직은 정부,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대중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
야만 사회의 인정을 받고, 생존과 발전공간을 얻을 수 있음. 그러려면 인재, 사업, 교육 등 전문서비스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ⅰ) 인재집단 양성을 강화해야 함. 풀뿌리 사회조직은 ‘인재 중심’의 효과적인 인적자원 동기부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 내부 직원들의 사명과 가치관을 핵심으로 하는 정신적 차원의 장려를 중시
하며, 민간 공익사업을 위해 일 하는 전문 인재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야 함
- ⅱ) 전문사업 능력을 향상해야 함. 풀뿌리 사회조직은 사물의 점진적인 발전규칙을 따라 초기 단계에
는 규모가 작고,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봉사영역과 관련된 공익 활동을 자주 수행해야 함.
조직이 발전하여 일정한 실력을 갖추면 정부의 공공서비스 사업과 기업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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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역량 방안

내용
- ⅲ) 직원과 사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함. 조직의 전문 봉사능력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
고 점차 경험을 쌓으면서 형성됨. 따라서 조직의 관리인들이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외에도 전문봉
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원교육과 사업경험 교육을 진행해야 함. 교육 과정에서 교육내용은 조직의
전문분야와 맞아야 하고, 능력이 되는 조직은 사업 경험이 있는 관리인들을 초청하여 지도할 수도
있음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고,
거버넌스 능력을
제고해야 함

- 풀뿌리 사회조직의 내부 거버넌스는 대부분 엘리트 모델을 채용하여 강력한 개인주의 스타일의 설립
자가 조직 내에서 전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조직 내부의 ‘크고 작은’ 것에 과도하게 개입함. 향후
이런 접근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해야 함
- ⅰ) 거버넌스 기제를 개선해야 함. 규정과 관리제도는 조직의 건강한 발전에서 매우 중요함. 제도는
사람의 행위를 규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임. 그러나 현재 풀뿌리 사회조직에서 개인주도의 현상이 심
한데 조직 내부의 관리제도와 규정들을 강화하고, 이사회를 핵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
고, 이사회 모델을 운영해야 함
- ⅱ) 조직구조를 최적화해야 함. 합리적인 조직구조는 거버넌스 구조를 결정하는 관건임. 풀뿌리 사회
조직은 자신들의 비전에 근거하여 완전하고, 규범적·합리적인 조직구조를 형성해야 함. 여기에는
분업이 명확한 기능부서의 설립과 과학적·합리적인 권한과 책임 체계의 수립이 요구됨
- ⅲ)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조직문화는 한 조직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줌. 공익의 실현은
조직문화의 핵심인데 풀뿌리 사회조직에 있어서 조직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공익 가치를 담은
조직문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조직구성원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형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직
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정책결정 수준을 높이는 데도 유리함

주: 程哲(2017: 39-40)을 근거로 작성함

신창타이 시대에 맞추어 중국 사회조직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위와
같은 노력은 무엇보다도 당과 정부와의 관계,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 등
과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물론 쉽
지 않지만, 사회조직은 신창타이 시대에 사회 거버넌스의 형성에 논리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王诗宗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사회조직은 정부와 기업에 비하여

독특한 기능구조와 조직형태를 갖고 있다. 만약, 사회조직이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두 가지 기본 전제, 즉 독립성과 자
율성(自治性)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기본 내용
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다(王诗宗, 2013; 胡琦, 2015: 78에서 재인용).
첫째, 독립성이란, 사회조직이 사회 거버넌스의 권력구조에서 독립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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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자격과 권리를 가짐을 의미한다. 독립성은 사회조직 외부의 물적 자
원 및 제도 조건이 서로 밀접히 연관된다. 국가나 정부가 사회조직에 대
한 권력이 전통적인 각 部委 간의 경계를 넘어섰는지는 사회조직의 독립
성과 관계된다. 둘째, 사회조직의 자율성은 사회조직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스스로 관
리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다(胡琦, 2015: 78).
신창타이 시대에 부합하는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서
는 앞서 제기된 방안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치화가 뒷받
침되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인치 성격이 강한 중국 사회에서 사회조직이
신창타이 시대에 제 역할을 담보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법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전통적인 규제형·행정형 사회조직의 관리는 더 이상 법치가 중시될 수
밖에 없는 신창타이 시대의 발전에 적합하지 못하며, 반드시 법치화의 수
단으로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를 혁신해야 한다(谭玉龙·吴湘玲, 2016: 93).
谭玉龙·吴湘玲(2016: 91)도 같은 지적을 하듯,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에서 나타나는 관리문제는 법치화의 방식으로 개혁 및 혁신을 해야 한다.
사회의 발전과 개혁은 전통적인 규제, 단일화, 일방향, 폐쇄적, 독점, 행
정적인 관리방식으로는 더 이상 신창타이 시대의 발전에 적응하지 못한
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사회조직
의 자체 능력의 향상 부족, 과학적·합리적인 내부 거버넌스 구조의 부족,
낮은 사회 신뢰도, 자금 운영의 낮은 투명성, 재무제도의 불완전, 사회조
직 운영의 행정화·관료화 등이다. 사회조직의 관리문제는 법치화 수단으
로 이념, 관리체제, 거버넌스 기제 등에서 개혁·혁신을 해야 한다.
胡琦도 “중국 사회조직이 신창타이 시대에 사회 거버넌스의 구축에 참

280 ❙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여하여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치화 및 자율성(自治)이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법치의 본질74)은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여 사회조직이 독립성과 합법적 지위를 얻게 하며, 특히 정치적 독
립성을 얻게 한다. 법치의 권한 부여와 기능의 규범화는 사회조직의 자율
성과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자율성은 사회조직이 자율권과 자율 능력
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거버넌스에서의 능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胡琦, 2015: 81).
결국, 신창타이 시대, 종전과 다른 사회조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과 정부와의 관계,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과의 관계, 인민이나 언론매
체와의 관계의 변화에서 계속해서 사회조직의 가치와 미션을 인식하고,
사회조직의 내부 역량을 강화시키는 자율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리고 이러한 사회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을 중국 정부는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3절 일대일로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
1. 일대일로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
현재 중국은 경제력에 힘입어 대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적극 담당하는 방향으로 대외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시진핑 시대에 들어
선 후, ‘운명공동체’(命运共同体)75), ‘일대일로’(一带一路), ‘아시아인프라

74) 법치화는 사회 거버넌스의 권력구조를 조절하고, 자율은 사회조직의 주체적 능동성을 높일 수 있다. 법치가
실현되어야만 정부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 사회조직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법치와 자율은
권력과 권리의 관계를 공동으로 조절한다. 법치가 불가능하면, 합법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자율이 실현되지
못하면, 효율적 집행이 불가능하다(胡琦, 2015: 81).
75) ‘운명공동체’는 중국공산당 18대 전당대회보고에 적혀있는 중국 정부 대외관계의 이념이다. 운명공동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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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76) 등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글로벌 거
버넌스에 참여하고,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전략적 선택의 대표적 사
례로 볼 수 있다.
그림 5-2

일대일로 지형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훠얼궈쓰

독일

카자흐스탄
우즈벡
터키
이탈리아

우루무치

실크로드 경제벨트

키르기스스탄

그리스

시안

중국

이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취안저우

미얀마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예멘
탄자니아

몰디브

태국
스리랑카

자료: 한국경제(2015.3.26)

세계의 운명은 세계 각 나라가 공동으로 장악하고, 국제적인 규칙은 각 나라가 공동으로 제정하며, 글로벌
사무는 각 나라가 공동거버넌스로 처리하고, 발전성과는 각 나라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이다(王义桅,
2016). 운명공동체 전략에 따라 중국은 주변 국가에서 부터 시작하여, 개발도상국가 그리고 전체 인류를 대
상으로 각 영역에서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운명공동체로서의 책임
은 다양한 분야에서 체현되는데 그중 하나가 국제적 지원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2015년 예멘 내전기
간 중국은 13개 국가의 교민 철수를 도와줌으로써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으며, 태평양 섬들에서 지진이 발
생했을 때도 중국은 적극적으로 자국 내 위성을 이용하여 지진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였다. 같은 해, 유엔
발전회의에서 중국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대량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최빈국가, 소국, 섬나라 등의 정부
간 채무를 상당부분 감면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王义桅, 2016).
76)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영문 약칭 AIIB)은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창설을 제안하였고, 2016년 1월에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AIIB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지원을 위해 중국 주도로 설
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창립회원국은 57개국이며, 자본금은 1,000억 $이다. AIIB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교통, 통신, 에너지, 농촌개발, 수자원 등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 국제적으로 AIIB를 중국이 미국
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금융기구의 일정한 경쟁은 세계발전에 도움이 되고, AIIB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금융체계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AIIB외에 중국은 ‘BRIC국가개발은행’,
‘상하이합작조직은행’, ‘실크로드기금’ 등의 설립을 제안하거나 추진하고 있다(王义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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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는 시진핑 정부가 제시한 중국의 대외전략으로, 일대(一带)는
중국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는 육상실크로드 경제 벨트
이고, 일로(一路)는 동남아를 경유해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양
실크로드를 말한다. 일대일로가 구축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
륙에서부터 아프리카 해안에 이르기까지 60여개 국가가 연결되고, 대규
모 물류허브 건설, 에너지 기반시설 연결, 참여국 간의 금융일체화를 목
표로 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일대일로 구축을 통해 중국은 안정적 자원 운송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경제성장까지 이어져 중국의 과잉 생산을 해소하는 효과가 생
길 것이고, 건설수요 급증으로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
다.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매일경제(2016.8.9)에 따르면,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할 경우, 그 경제
효과는 1조4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한다. 이는 미국이 2차 대전 후 서
유럽 재건을 위해 실시한 마셜플랜의 총가치 130억 달러보다도 100배
이상 크다는 것이다. 일대일로 연계 지역은 64개국, 44억 명의 인구에
세계 경제의 40%, 에너지 자원의 75%를 포괄하고 있다.
중국 사회조직의 해외진출은 주로 일대일로 지역, 즉 동남쪽으로는 동
남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 포함되고,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구 동유럽지역을 중점으로 우선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출 영역은
교육, 보건, 빈곤퇴치, 농촌지역 발전, 안전한 물공급, 환경보호, 정부의
관리능력 제고, 청년창업, 미래의 리더 육성 등이다.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행위자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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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일대일로 추진 행위자의 역할과 관련 내용

행위자(역할)

관련 문건 및 주요 내용

당의 18기 3중 전회
결정

- 사회조직의 발전과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중요한 지시를 함
- 사회조직의 발전에 새로운 요구를 제시함과 동시에 「전면 심화 개혁의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에서 일대일로 사업을 추
진하고 전방위적으로 개방하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한다고 제기

국가의
‘13.5’발전계획

- 일대일로 협력 기제를 완비하고, “교육, 과학기술, 문화, 체육, 관광, 환경보호, 위생과 중의약
등 영역의 협력을 광범위하게 진행한다.”
- “관민이 함께 추진하고,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하는 인문교류 기제 등을 구축한다.”고 제시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
발표

- 「사회조직 관리제도를 개혁하고 사회조직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촉진을 위한 의견(关于改
革社会组织管理制度促进社会组织健康有序发展的意见)」에서는 “새로운 글로벌 사회조직
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사회조직의 설립을 지원하고, 개방형 경제 신체제의 수립
을 위해 봉사한다.”고 언급함
- 또한, 사회조직의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사회조직이 질서 있게 대외교류를 진행하도록 인도하고,
비정부간국제기구(INGO)에 참가하고, 국제기준과 규칙제정에 참가하며, 사회조직이 대외경제,
문화, 과학기술, 체육, 환경보호 등 교류에서 보조적 협력역할을 발휘하고, 민간이 대외교류에서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함

- 「실크로드 경제대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을 추진하는 비전과 행동(推动共建丝绸之
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이하 「비전과 행동」으로 칭함)에서는 사회
조직이 ‘일대일로’ 전략의 참여에 분야와 방향을 더 선명하게 제시함
- 「비전과 행동」은 ‘생태문명 이념을 강조하고, 생태환경, 생물다양성과 환경 변화 대응에서의 협
력을 강화하며, 사회책임을 자발적으로 짊어지고,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을 엄격히 보호해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한다.’고 언급함
외교부, 상무부가
- 또한, “실크로드의 우호협력 정신을 계승·고취하고, 문화교류, 학술교류, 인재교류협력, 매체협
연합하여 발표
력, 청년과 여성 교류, 자원봉사자 서비스 등을 광범위하게 진행함으로써 국제협력 심화에 건실한
민심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언급함
- 뿐만 아리라 “실크로드 연안의 국가와 지역의 민간조직들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중점적으로
기층 민중들을 대상으로 교육의료, 빈곤부축과 개발,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보호 등 다양한 공익
자선 활동을 진행하여 연안 빈곤지역의 생산생활 조건을 개선한다.”고 언급함

상무부 발표

- 국가(지역)별 투자 지침에는 일대일로 연안의 국가와 지역의 지리, 경제, 인문 등 발전환경에 대한
연구와 판단이 중요
- 특히, 연안 국가와 지역의 화교상회, 사회단체를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조직이 연안 국가
에서의 활동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임

환경보호부 발표

- 「일대일로 생태환경보호 협력계획("一带一路"生态环境保护合作规划)」를 제정하고, ‘환경보
호 사회조직과 연안 국가와 지역의 관련 기관들이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연합하
여 공익서비스, 협력연구, 교류탐방, 과학기술협력, 포럼 전시회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교류를
함께 진행한다.’고 언급함

국가중의약관리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가
연합하여 발표

- 「중의약 일대일로 발전계획(2016-2020)(中医药‘一带一路’发展规划(2016-2020年))」에서
는 “중의약 고등교육원, 사회단체 등 기관들과 연안 국가의 저명한 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의
약 학과를 연안 국가의 고등교육체계에 수립토록 장려한다.”고 언급함

중국보험감독위원회
지도의견

- 보험업계가 「일대일로 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데 관한 지도의견(关于保险业服务"一带一路"建
设的指导意见)」에서 “업종 전략연맹을 조직하고, 협회, 포럼 등 플랫폼을 통해 일대일로 건설을
지원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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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계속

행위자(역할)

관련 문건 및 주요 내용

전국의 각 성급
행정기관 실행방안

- 「비전과 행동」이 발표된 이후 전국의 각 성급 행정기관은 모두 국가의 전략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
함. 대부분의 성급 행정구역에서 구체적인 일대일로 실행방안을 발표함. 일부 성에서는 일대일로
건설의 연도별 행동계획도 발표함
- 각 성은 심지어 일부 지급시가 자체 지역의 경제, 산업, 인문 등 역사자원과 기초자원을 통합하여
계획하고, 자체 지역에 맞춰 전략을 구상하고, 일대일로 건설 과정에서 대외개방과 대외협력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기 시작함
- 그중에서 공익자선조직, 업종협회상회연맹, 과학기술사회단체, 사회싱크탱크 등 사회조직의 참
여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시키고 있음

UN의 결의

- 일대일로에 대한 유엔의 제안은 사회조직이 일대일로 건설의 참여에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어줌
- 2016년 3월, 유엔안보리의 제2274호 결의에서는 처음으로 일대일로 제안 내용을 포함함

UNDP와 중국 정부 간
양해각서

- 2016년 11월, UNDP와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함께 협력하여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하여 연안 국가들의 정책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 자금유통, 민심상통을 추진하며
연안 국가들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언급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결의문(CSocD)

- 2017년 2월, 유엔 사회개발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는 제55기 회의에서
통과된 결의문에서 “국제사회가 협력공존과 인류의 운명공동체 구축의 정신에 기초하여 아프리
카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결의문은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하고, 일대일로의 추진 등 지역의 상호 연결과
거래에 유리한 조치들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일대일로 연안 국가와
지역에서의 실행은 사회조직이 일대일로 건설의 참여에 새로운 논리와 경로를 마련함
- 일대일로 건설의 취지는 연안 국가들에서 중국의 발전기회를 함께 누리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것임
-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는 전 세계의 발전과 협력에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고, 일대일로 건설
에 협력 플랫폼과 발전전략 목표를 제공하며, 사회조직이 명확한 인식을 갖고 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주: 董俊林(2017: 10-11)을 근거로 작성함

<표 5-3>에서 보듯,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당중앙
이 의견과 결정을 내리고, 국무원 판공청과 部委(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
원회 등)들이 정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는 실행계획을 추진하는 등 각
행위자들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를 순조롭
게 추진하기 위해서 UN 관련 기구 및 연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일대일로 전략추진에서 중국내 사회조직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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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王逸舟·张硕에 따르면, 정책소통 면에서 중국남해연구협동
혁신센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조화로운 바다’라는
이념을 전파하고 있고, 시설건설 분야에서 중국대외공정상회 등은 대형
국유기업이 교통, 에너지, 통시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유엔에
서 제기한 17개의 글로벌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실현을 도와주고 있
다. 무역과 자금 분야에서 중국국제상회 등의 사회조직들은 적극적으로
무역마찰 해결과 각종 경제합작규칙을 제정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민심교류 면에서 중화환경보호연합회, 녹색발전기금회, 국제생태경제협
회 등은 공익 프로젝트들을 실행하여 해당 국가의 사회조직 및 인민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王逸舟·张硕, 2017).
일대일로에서 중국의 사회조직의 참여가 늘고 역할이 부각되고 있
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夏函는 “최근 중국의 사회조
직은 일대일로에 참여하려는 의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일부 경험
과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회조직들이 국제협력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부적응 현상이 발생한
다.”(夏函, 2017: 45)고 지적한다.
黄浩明은 소프트 파워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중국 사회조직이 일대일로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표 5-4>과 같은 문제에 직면함을 지적
하고 있다(黄浩明, 2017: 18).
표 5-4

일대일로에서 중국 사회조직의 문제점

사회조직 문제

내용

정책적 근거와
정책지원 부족

-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사회서비스기구)와 재단 세 가지 관리조례는 아직 사회조직의 해외 사무
실 설립이나 지사 설립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심사 절차와 방법도 불완전하며, 국가의 거시적인 정책
지원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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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계속

사회조직 문제

내용

발언권과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사회조직이
비교적 적음

- 2016년 9월 3일까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비정부조직 의논 지위를 갖고 있는 4,360개 기관들
중에서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사회조직은 56개로 1.1%에 불과
- 이는 중국이 경제와 외교대국의 지위와 어울리지 않음. 미국의 경우 951개로 중국의 약 19배임

사회조직이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는
자금부족

- 중국 민간조직의 국제교류와 관련된 통계를 보면 대다수 사회조직이 참가하는 국제사무는 대부분
국제회의와 지역 활동에 국한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실체적인 해외사무소나 집행기구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대만의 ‘츠지’(慈济)와 비교하면 20년이 뒤처짐. 일본의 경우 국제협력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
이 354개에 달함

사회조직은
전문인재
부족

- 사회조직이 국제사무에 참가하려면 종합 자질이 비교적 높은 인재가 필요하고, 이런 인재들은 넓고 국제
적인 시야와 광범위한 지식체계, 양호한 정치적 자질, 전문지식과 우수한 다국어 실력을 갖추어야 함
- 또한, 직원들도 국제사무에 참여한 경험과 원활한 소통 능력, 협력정신과 양호한 인간관계 네트워크
를 갖고 있어야 함. 그러나 중국의 사회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가 많음

정부 部委의
재정지원
부족

- 북미와 유럽은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중에서 상당부분의 정부지원은 사회조직
의 대외활동을 통해서 지원됨
- 협력 모델은 정부와 본국의 사회조직이 협력하여 자금을 사회조직으로 이전하는데 이를 국가재정
예산에 포함시킴. 사회조직은 개도국의 사회조직과 협력하여 활동함
- 현재 중국의 정부 지원자금은 주로 정부 部委가 집행하고, 대외원조에서 민간의 참여가 부족함.
현재 중국의 사회조직은 아직 능력이 부족하고, 대외원조에서 참여가 적으며. 대외원조에서 역할도
매우 제한적임

정부의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 문제

- 역사적 발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중국의 상당부분의 사회조직과 정부 部委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부는 관리 모델이 정부의 관리방식과 같음. 예를 들어, 사회조직의 직원들은 출국심사 절차
가 매우 복잡함

주: 黄浩明(2017: 18)을 근거로 작성함

이외에도 일대일로 전략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관련 주변국가의
협력을 추진할 경우에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 국가들
마다 법령체계가 다르고, 다양한 쟁점이나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
서 중국이 강국이라는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교류협력을 하게 되면, 문제
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rule)이 필요하고 이를 준수
하려는 역할과 책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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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대일로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전망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서 사회조직의 역할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과
연계되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대일로 전략은 관련 국가들과 다
양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경쟁보다는 상생(win-win)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조직은 글로벌화 된 마인드와 인식, 참여와
협업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요구된다.
시진핑은 중공중앙 정치국 제31차 집단학습에서 “더 많은 사회역량이
일대일로 건설에 투입하도록 지도하고, 정부, 시장, 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력모델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주도, 기업참여, 민간
이 촉진하는 국면을 형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董俊林, 2017).
이러한 언급은 사회조직이 일대일로 건설의 참여에서의 기초와 방향
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당중앙, 국무원,
각 부위, 전국의 각 성급 행정기관, 관련 법률, 일대일로 관련 국제기구나
연안 국가들과의 협약 등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黄浩明도 언급하듯, 전체적으로 중국과 일대일로 연안 국가의 양자 관

계는 중국과 관련 각국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의 상호관계, 교
류, 협력에 비교적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과 개별국가 간의 영토분쟁, 영
해분쟁, 무역마찰 등은 중국의 사회조직이 일대일로 사업에서의 활동과
계획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중국과 필리핀 관계, 중국과 베트남과의
남중국해 분쟁과 미국의 개입은 양자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불확
실성이 커지게 한다. 중국과 인도 사이의 영토분쟁도 두 나라 간의 불확
실성을 초래한다. 일대일로 연안 국가와 미국, 일본, 유럽연합, 러시아 등
국가의 전략으로 인하여 중국과 각국의 양자 관계의 불확실성과 가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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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한다(黄浩明, 2017: 18).
따라서 각국과의 양자 관계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정치 상황의 변
화를 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정책소통(政策沟通), 도로상통(道路相
通), 무역교류(贸易畅通), 화폐유통(货币流通)과 민심상통(民心相通) 다섯

개 방면(5통)에서 사회조직은 ‘민심상통’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黄浩
明, 2017: 18).
王兴彬도 국가 간의 교류는 민간에서의 친목에 있으며, 민간의 친목은

민심상통에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대일로 사업에서의 ‘다섯 가지
통’(五通) 가운데 하나로 ‘민심상통77)’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
회조직은 자체적인 비영리성과 비정부성, 전문성으로 인하여 ‘민심상통’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王兴彬, 2017: 8).
40여 년이 되어가는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사회조직은 양적인 성
장을 발판으로 점차 사회조직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있으며, 초보 단
계이지만, G2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에서
중시되는 민심상통 분야에서 중국 사회조직들의 역할에 기대를 걸 수 있
다. 이는 일대일로와 관련된 주변 국가 간의 민심상통에서 정부가 수행할
수 없거나, 정부보다 더 잘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 차원에서 사회

77) 2017년 5월 14일 오후에 열린 ‘민심상통 증진’ 세션에서는 일대일로 연안의 60여 개 국가와 지역의 정부, 정
당, 기업, 민간사회조직의 400여 명 대표들이 참석하여 사회조직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세션은 중공중앙대
외연락부가 주최하고, 주제는 “민심의 다리를 함께 건설하고, 번영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한다.”이다. 국내외
역량을 응집하고, 민간의 특색과 장점을 발휘하며, 민심상통을 증진하며, 일대일로 국제협력의 민심과 사회
적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해 포럼에서는 중국의 최근 몇 년 동안 연안 국가들과 지역들, 관련 국제조직들과
함께 문화, 교육, 과학기술, 관광, 위생, 언론 등 분야에서 진행한 교류협력의 성과들을 전시하였다. 또한,
「중국 사회조직 ‘일대일로’ 민심상통 행동계획 추진(2017~2020)(中国社会组织推动‘一带一路’民心相同行
动计划(2017~2020))」, ‘실크로드 연안 민간조직 협력 네트워크’, ‘일대일로 민심상통 증진 국제싱크탱크
협력프로젝트’의 시작을 발표하였다(王兴彬, 2017: 8). 이는 중국의 사회조직이 일대일로 국제전략에 참여
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단체로 활동하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는 이미 중국 사회조직들이 대외활동을 수
행하고, 일대일로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 준다(王兴彬,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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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역할은 더욱 중시될 것이다.
중국의 사회조직이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는 과
정에서는 어려운 도전과 제약에 직면할 것이지만, 중국 사회조직은 일대
일로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즉,
G2인 중국 정부라는 든든한 배경에서 사회조직은 글로벌 거버넌스 행위
자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관련 국가들의 사회조직과
공동으로 활동함으로써 중국의 사회조직은 더 많은 역량과 전문성을 확
보할 가능성이 높다.
黄浩明은 중국의 사회조직이 대외활동에 참가함에 있어서 전략, 공익

사업, 전문인력, 조직체계, 사업성과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일대일로 사업에서 한 단계 비약할 것으로 전망한다(黄浩明,
2017: 19).

표 5-5

중국 사회조직의 일대일로 참여 원칙

참여 원칙

내용

전략적
이념

- 일대일로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사회조직의 전략설계가 해당 국가의 민간조직과 같은 이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임
- 구체적으로 사회조직의 법인은 거버넌스 구조를 규범화하고, 일대일로 건설에서의 정책을 깊이 있게 연구해
야함
- 사회조직의 법인은 거버넌스 구조를 규범화하여 국제적 시야와 경험을 갖춘 전문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해야
함. 사회조직이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사회조직의 전체 전략에 포함시켜야 함

공익사업

- 정부의 서비스 구매자금을 활용하여 일대일로 사업에서 사회조직의 공익사업을 진행함. 우수한 사회조직을
선발하여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 공익기관의 브랜드 사업을 만듦
- 정부와 민간협력 기금을 활용하여 우수한 사회조직들이 국제교류와 인도주의 원조, 인재개발 사업을 진행하
도록 장려하고, 점차 규모와 경험을 확대함
- 새로 설립된 비모금형 재단들이 국제교류와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장려하는 동시에 정부재정을 배정하
여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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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계속

참여 원칙

내용

전문인력

- 사회조직이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려면 인적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함. 여기에는 사회조직의 자체 능력과
협력 대상으로서 해당 국가의 민간조직 전문인력의 종합 자질도 포함됨
- 또한, 일대일로 공익사업에서 직원들의 대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봉사정신과 국제적
인 시각, 국제경험이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여 기관의 국제화 능력을 높여야 함
- 가까운 시기에 청년자원봉사자들의 해외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미래의 전체적인 발전에
기초를 마련해야 함

조직체계

- 일대일로 연안 국가와 지역에 중국이 주도하는 민간조직을 설립하고 등록하고, 유엔 등 다자경로를 활용하여
중국의 사회조직들이 국제적인 사회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유명한 국제 사회조직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선진국 및 개도국 사회조직들과의 교류시스템을 형성함
- 조건이 되는 사회조직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 지위 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함

사업성과

- 싱크탱크를 수립하여 사회조직의 일대일로 참여를 위한 정책결정에 의견을 제시함
- 효율적인 집행 팀을 꾸려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고,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 수혜자와 현지 정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게끔 노력함
- 현실을 보고 사회조직이 국제협력에서의 문화 차이와 다양한 문제를 연구하며,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아내
고, 다른 의견을 보류할 필요

주: 黄浩明(2017: 19)을 근거로 작성함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 사회조직은 자체적으로는
사회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고, 중국 정부의 대외원조나 대외정책
을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더 많은 공헌을 할 것이다. 중국의
사회조직이 일대일로에서 제대로 된 참여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동시
에 제도와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黄浩明이 제기하듯,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는 사회조직은 중국의 소

프트 파워(soft power)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될 것이며, 국제원조 사업
에 참여하는 장기적인 전략과 부합할 것으로 본다. 보다 적극적이고 사회
조직의 역할과 기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전략적인 정책수립, 입법,
활동 계획, 연구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黄浩明(2017:
18-19)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사회조직이 국가의 대외원조
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을 현재 작성중인 「대외원조관리조례(对外援助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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条例)」에 포함시켜 사회조직의 대외원조 활동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남협력 플랫폼을 만들고, 상무부 내부에 대외원조
에서 전문적으로 사회조직에 연락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연락부서를 둘
것을 건의한다. 또한, 중국 정부가 사회조직의 대외원조의 참여를 장려하
는 규정제도를 만들고, 사회조직이 대외원조에 참여하는 남남협력 기제
와 교류, 소통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사회조직의 대외송금절차
와 외환관리 등의 업무에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외환관리국에 제안한다. 넷째, 완전한 임금체계를 만들고,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일대일로 건설 사업에서의 사회조직 직원들의 임
금기준을 제정하여 사회조직의 이사회에 전달할 것을 건의한다. 다섯째,
우대정책을 제정하고, 국가세무총국이 일대일로 사업에서 사회조직 직원
들의 해외 임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국가 외교관들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며, 세금이중징수를 줄일 것을 제안한다(黄浩明. 2017:
18-19).
사회조직이 일대일로에서 추구할 전략적 이념, 공익사업, 전문인력,
조직체계, 사업성과라는 참여 원칙을 준수하고, 미래전략적인 정책수립,
입법, 활동 계획, 연구 등이 뒷받침된다면, 중국 사회조직은 향후 국제사
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조직이 일대일로에
서의 공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도 이를 뒷받침
할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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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중국 사회조직의
시사점과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3절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어느 국가이든 정부가 핵심
행위자의 위치에서 사회문제와 정책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또한 대부
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느 국가이든 정부
단독으로 수많은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
다. 더욱이 글로벌 난제(global wicked issues)가 쏟아지는 현대에 다양
한 행위자들과 거버넌스와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서 행정수요와 정
책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강한 국가, 약한 사회’라는 당국가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중
국은 여전히 당과 정부가 핵심 행위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
벌 난제가 빈발하고, 14억 여 인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갈등, 정책
문제, 행정수요를 중국 정부, 역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심해
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정부 역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
하면서 민간부문이나 사회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다.
개혁개방 이전에도 중국의 사회조직은 다양한 형태로 생성·유지·발전
을 이루어왔지만, 무엇보다도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 간의 경제성장에
따라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중국 사회조직도 성장과 발전을 거
듭하고 있다. G2 시대, 신창타이 시대, 일대일로 전략에서는 더욱 그 역
량과 전문성을 확대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사회조직의 성장과 제약 및 전망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전략수립과 정책집
행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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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조직에 대한 이론적 검토,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과 발전의
제약 분석,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와 통제 및 관리개혁 분석, 중국 사회
조직의 역할과 전망 분석,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담
았다.
우선, 제2장은 사회조직 관련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2장 1절에서
는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선행연구를 다루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연구
는 주로 사회조직 및 유사 조직들과 당이나 정부와의 관계, 통제 등에 초
점을 두고 있다. 또한, 특정 시대에 연구가 한정되어 있고, 주제도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최근에는 사회조직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는 비록 명칭은 다양하지
만, 포괄성과 배타성이라는 분류 기준에서 본다면 사회조직에 내포될 수
있다. 중문 선행연구들은 주로 국가와 사회, 당과 정부의 통제나 관리, 그
리고 이들 조직의 발전과 한계 등에 초점을 둔다.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역시 연구 주제나 내용이 매우 유사하며, 최근에 중국 사
회조직의 발전과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국문, 중문, 영문으로 된 선행연구는
주로 당과 정부와의 관계나 통제에 초점을 두었고, 사회조직의 기능, 역
할, 전문성, 대내외 네트워크 등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2장 2절은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이해를 다루었다. 사회조직은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시민
사회 이론, 신권위주의 이론, 국가가 사회 속에 있다는 이론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렇지만, ‘강한 국가, 약한 사회’에서 사회조직의 형성은
이러한 이론들과 다소 거리가 있는 당과 정부의 양보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다. 한편, 사회조직이란 명칭은 국가마다, 학자마다, 법규정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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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조직과 관련된 용어를 검토하고
사회조직에 대한 정의를 도출하였다. 서구에서는 제3섹터, NGO, NPO,
자선단체, 민간자원봉사기구 등으로 사용된다. 중국의 특수성과 보편성
이란 관점에서 이들 용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 역시
비정부조직, 민간조직, 비영리조직, 중개조직, 제3부문, 공익조직, 자선조
직, 풀뿌리조직, 지역사회, 준정부조직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
구는 중국 정치와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학술이론, 사회문화심리 등
을 고려하고, 정부와 기업 이외의 비영리, 비정부 등의 특성을 지닌 다양
한 조직들을 총칭할 수 있는 ‘사회조직’이란 용어를 선정하여 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사회조직을 “공공부문(당과 정부 등) 및
민간부문(기업, 인민) 간의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문제를 공익적
관점에서 참여·조정·해결하여 정부의 역할을 지원하고, 인민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정의하였다. 중국의 사회조직은 조직성, 비정부
성, 비영리성, 자발적 공익성을 특성으로 한다.
2장 3절은 중국 사회조직의 분류와 기능을 검토하였다. 사회조직 관련
용어들이 다양하듯이, 사회조직에 대한 분류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국
제 사회조직은 UN국제표준산업분류체계, 미국의 면세단체분류체계, 존
스 홉킨스대의 사회조직국제분류, Franklin 분류, Hansmann 분류로 구
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 김준기(2006)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공
익법인,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관변단체 등으로 구분한
다. 중국의 사회조직은 법적 지위(법인단체, 비법인단체), 활동 취지(공익
단체, 비공익단체), 관리 필요성(군중단체, 업종단체, 지역사회단체, 사회
단체, 공익재단), 정부관리(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체, 각종 공익재단, 외
국재단 대표기구), 조직의 본질적 특성(업종조직, 자선단체, 학술단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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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 지역사회조직, 사회서비스조직, 상호협력조직, 동호회, 자문조
직), 국가행정학원(사회조직 특성, 미등록 조직, 합리적 분류), 칭화대
NGO연구소(회원제 조직, 비회원제 조직, 사회조직이 아닌 것) 등의 기준
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러한 중국의 사회조직은 정부와의 관계 조
절, 시장과의 관계 조절, 사회조직 간의 관계 조절, 개인의 수요와 공공수
요 간의 관계 조절, 사회조직 내부기관 간의 관계 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
한다. 한편, 중국 사회조직은 선구자, 개혁과 창도자, 가격 수호자, 서비스
제공자, 사회교육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조직은 사회자원 동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조절과 거버넌스, 정책의 홍보에 영향을 미친다.
제3장은 중국 사회조직의 성장 동인과 발전 제약을 분석하였다. 3장 1절
에서는 중국 사회조직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선, 중국 사회조직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사회조직 형성기(1949~1976년), 사회조직 성장기
(1977~2011년), 사회조직 발전기(2012~현재)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실태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사회조직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66.2만 개에 달하였다. 증가율을 본다
면 2000년대 중반에 10% 대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9년에 3.5%로 하
락하다가 다시 2014년에는 10.8%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U자형을 보여
주었다. 이는 사회조직이 점차 상당한 규모를 갖추었고, 질적인 발전과
규범화된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단체의 경우, 농업과
농촌발전형 사회단체가 18.84%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서 사회서비
스형 사회단체가 14%, 그리고 상공서비스형 사회단체가 11%를 차지한
다. 민영비기업단위는 사회서비스기구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교육이
56%, 사회서비스 15%, 보건 7% 순을 보여주고 있다. 자선법의 실시로
재단을 대표로 하는 공익자산 조직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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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인구수에 비해 사회조직
수는 매우 적다. 한편, 사회조직의 가치(소득, 지출, 고정자산 등) 및 사회
조직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하였지만, 사회조직의 내부관리 문제(제도 불
완전, 운영비 취약, 활동 역량 부족, 자율성 취약, 정보 불투명 등)가 여전
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중국 거버넌스에서 정부, 기업, 사업단위 등과
비교하여 사회조직의 지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민영기업재
단의 자금은 다른 재단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지만, 대형 재단에 집중되어
있고 자금의 분포도 불균형하다.
3장 2절에서는 중국 사회조직 성장의 동인을 분석하였다. 중국에서 사
회조직이 성장한 배경이나 동인은 수없이 많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크게
구조적, 제도적, 행위적 동인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중국에서 사회조직
이 형성·발전하게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구조적 동인은 거시적
인 체계, 국제 비정부조직,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
환, ICT의 활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ⅰ) 거시적 체계에서 계획경제와 집
권통치의 실패 산물, 사회공간의 확대 등은 사회조직의 확장에 도움이 된
배경으로 작용한다. ⅱ) 국제 비정부조직, 역시 중국 사회조직 발전에 시
대적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ⅲ)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사회조직의 경제
적 기반을 제공한 계기로 작용한다. ⅳ) ICT의 발전은 사회조직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둘째, 중국 사회조직 발전
에 기여한 제도적 동인으로는 단위제도의 해체, 정부개혁 추진, 정부기능
의 재조정을 통해서 사회조직의 발전을 엿볼 수 있다. ⅰ) 단위제도의 해
체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사회화를 촉진한 동기가 된다. ⅱ) 정부개혁
은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사회의 자유공간이 확대된 계기가
된다. ⅲ) 정부기능을 재조정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기능 중에서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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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직의 기능으로 전환된 계기가 된다. 셋째, 중국 사회조직의 형성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행위적 동인으로는 당정 및 경제 엘리트의 참여, 인민
의 인식과 역할의 변화를 논거로 설명하였다. ⅰ) 당정기관의 고위관료들
이 사회조직의 관리층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조직의 역할과 인지도를 강화
시킨 계기가 된다. ⅱ) 경제 엘리트들은 공익기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
익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조직 발전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
할을 한다. ⅲ) 인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조직을 결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3장 3절에서는 중국 사회조직 발전의 제약을 구조적, 제도적, 행위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구조적 차원에서는 중국의 정치체제 및 전통
문화가 사회조직의 발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ⅰ) 사회적 안정이란
신성불가침으로 인해 사회조직은 언제든지 당과 정부의 통제와 감독의
대상이 된다. 중국 정부는 1960년대 발생한 문화대혁명, 1980년대 말의
천안문사태, 1990년 말의 법륜공사건, 그리고 21세기 이후의 수많은 사
회적 충돌과 갈등을 겪으면서 사회조직은 언제든지 국가의 권력에 도전
하고 사회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사회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ⅱ) 중추형 사회조직 모델이 사회조직을 발전시키기보
다는 수직적인 관리와 통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ⅲ) 부권, 군권, 가
장제 등의 전통문화로 인한 강권과 윤리가 중국인의 행위에 대한 준거로
작용하여 자율성을 상실하고 자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의부형 순종문
화를 형성하며, 이는 사회조직의 형성에 무관심을 갖게 한다. 둘째, 제도
적 차원에서는 법적 제약(법체계 미흡, 비합리적 법규 내용), 정책적 제
약, 관리체제의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ⅰ) 사회조직에 관한 기본법이
없으며, 자선사업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본법이 없다. ⅱ) 민법총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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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회와 민영비기업단위의 신분확인이 안되어 자선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ⅲ) 관련 법 내용의 합리성이 결여되고 진입규제의 기준이 매
우 높아서, 사회조직의 합법적인 권한과 자선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ⅳ)
정책적 제약으로 인해 세금혜택, 공공서비스의 아웃소싱, 사회조직 발전
특별기금 조성, 공익입찰, 운영자금 지원 등에서 여전히 정책적 미비를
드러낸다. ⅴ) 사회조직의 정책과정에 참여가 필요한데,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ⅵ) 관리체제에서 관리 기능이 여러 기구에 분산되
어서 통합적인 조정이 어렵고, 설령 진입규제가 완화되어도 민정부서의
연대책임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회조직 등기가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셋
째, 행위적 차원에서는 ⅰ) 정부관료의 사회조직에 대안 인식이 낮다(평
가에 따른 개인의 실적에 치중 등). ⅱ) 시민의 봉사정신 결여에 따른 사
회조직의 인지도 저하 및 사회조직 취업 기피 등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ⅲ) 사회조직의 당초 취지에 위배되는 조직구성원의 부패나 일탈된 행태
가 사회조직 스스로 족쇄로 옭아매어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을 제약한다.
제4장은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와 통제 및 관리개혁을 분석하였다. 4장
1절에서는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를
다루는 목적은 중국 사회조직의 성장과 제약 및 발전에서,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다양한 형태와 규모
의 사회조직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당과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과 어떠한
관계로 상호 작용하며, 영향을 주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즉, 순수한 이론적 차원의 정의에서, ‘자발적 결사체’로서 ‘자율성’을 본
질적 속성으로 삼고 있는 사회조직의 개념이 현존하는 중국의 정치적·사
회적·문화적 환경 속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실제 작동을 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지에 대하여 입체적인 탐구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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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조직과 당, 정부, 기업, 시민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이(孩
子)가 하나의 ‘자율적’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이 때, 중국 사회조직과 당, 정부, 기업 및 시민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근본적인 의문, 즉 ‘자율성’의 문제가 비
로소 해명된다. 아이로 비유할 수 있는 중국 사회조직은 어른이 되어 ‘자
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부모로 비유할 수 있는 ‘당정’(党政)
과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관계의 역설’(Paradox of Relation)
이라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해결해야 할 사회 과제를 주고, 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제 자체가 당정이며, 사회조직의 입장에서
기업과의 관계는 물론 심지어는 시민과의 관계에서 또한 당정과의 관계
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같은 사회조직의 경우,
시민은 정부의 배경이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가운데 이왕이면 누굴
더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겠는가? 즉, 중국 사회조직은 자신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독립성을 확보
하는 일련의 관계 형성과 구축의 과정 속에서, 당정과의 협력과 그들로부
터 제공받을 수 있는 막대한 유무형의 자원은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된다.
이처럼, 특히 초기에는 사회조직의 당정에 대한 의존적 관계를 배척하거
나 대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으로 그들과의 ‘역설적 관계
강화’를 통하여 사회조직 자신의 ‘합법성’은 물론 ‘전문성’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과 관련 자원을 최대한 확보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조
직은 자신의 조직을 육성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영역에서 독보
적인 존재감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한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성인’(成
人)이 되는 일이다. 이것이 촘촘한 ‘관계망’의 중국 사회 속에서 명실상부

하게 사회조직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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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다. 요컨대, 중국 사회조직의 ‘자율성’은 ‘관계의 역설’의 기제
속에서 조직의 생존력을 확대하며, 전문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축된
다.
4장 2절은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을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조직
은 사회의 공공사업을 책임지고,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을 인
민을 위해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성이 있다. 반면에, 사회
조직의 구성원들도 경제적 자원과 여러 우대정책을 통해서 사회조직의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중국 사회조직의 자율성이나 공공성 그리고 책임성이 취약한 상황
에서 중국 정부의 감독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 사회
조직의 일탈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은 필
요성과 당위성이 있지만, 사회조직에 대한 당이나 정부의 감독은 여러 가
지 문제를 낳고 있다. ⅰ) 정부감독이 과잉 상태인데, 특히 인사임명권과
재정권을 주도하여 사회조직의 행정화를 낳아 사회조직의 자율성과 독립
성이 매우 취약하다. ⅱ) 등록관리기관의 감독능력과 수단이 부족하다.
등록관리기관의 업무는 주로 등록, 연도검사 등이어서 재무, 회계심사,
세수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관리 경험이 부족하고, 상응한 전문관리인도
매우 부족하다. 이중관리제도는 ‘예방제’이지만 실제로 ‘심사비준을 엄격
히 하되, 감독을 소홀히 하는’ 관리 상태라 할 수 있다. ⅲ) 감독 주체간
기능과 책임이 모호하다. 이중관리제도는 명확한 분업과 책임을 확보하
려는 것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업무주관기관과 등록관리기관의 분업이
매우 불명확하고, 감독 주체 간의 기능과 책임이 모호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이 발생한다. ⅳ) 정부감독에 대한 불완전한 법률규정의 문
제가 있다. ‘3대 조례’는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의 감독과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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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였지만, 사회조직의 불법행위 유형, 처벌 방법과 절차, 감독기관의
책임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한, 사회조직에 대한 법률의 권위
가 약하고, 법률 내용이 실제 운영 및 관리와 맞지 않고, 법률의 집행력
이 취약하다. ⅴ) 사회조직 감독을 위한 평가체계가 미흡하다. 2011년
「사회조직 평가관리 방법」을 시행하였지만, 평가 주체가 각급 인민정부
민정기관에서 맡고 있어 평가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문
적인 평가자와 전문지식이 부족하며, 평가결과의 피드백이나 정보교류
시스템이 없어 평가결과의 활용이 어렵다. 셋째,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감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ⅰ) 정부와 사회조직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
다. 즉, 사회조직에 대한 인사임명과 재무에 관한 규제를 풀고, 직접관리
에서 간접관리로 전환해야 하고, 정부와 사회조직 간에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ⅱ) 진입감독에서 과정감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
부는 진입제한과 사회조직에 대한 등록규제를 풀어야 하며, 정부는 과정
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ⅲ) 사회조직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된 「사회조직법」을 제정해야 하며, 사회조직
에 대한 정부 감독에 대한 법규정을 개선해야 하며, 법률의 집행력을 강
화해야 한다. ⅳ) 사회조직에 대한 평가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사회조직에 대한 평가 분위기를 형성해야 하며, 제3자 평가(주로 개
인, 사회단체, 여론기관, 중개평가기관 등이 일정한 절차와 경로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사회조직의 성과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평
가)를 도입해야 하며, 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평가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야 한다.
4장 3절에선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개혁을 분석하였다. 사회조직
이 성장하고, 이들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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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각국 정부는 이들 사회조직들과의 관계, 통제나 감독, 그리고 관리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종전 government 시대에서 governance 시
대로 전환되면서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
호 관계, 통제나 감독, 관리는 사회조직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이다.
이는 결국, 정부이든 사회조직이든 여러 행위자들 각자 본연의 기능과 역
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사회조직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리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중관리체계를 갖는다. 즉, 진입관
리를 엄격히 하고, 일상적인 감독을 소홀히 하는 특징을 갖는다. 중국 사
회조직에 대한 관리제도의 핵심은 바로 이중관리제도라 할 수 있다. 중국
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사회조직의 역할도 더 부각되면서 정부,
시장, 사회의 관계는 변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시장, 정부와 사회조직,
시장과 사회조직 등의 관계가 변하면서 중국 정부의 사회조직에 대한 관
리 방식은 변할 것이다. 이중관리제도 외에 정부는 사회조직에 대하여 일
상적인 관리와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직접등록제도를 도입하기 이
전,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제도들 가운데 이중관리제도 외에 사회조직의
일상관리에 대한 제도를 동시에 설계한 것이다. 이런 관리제도는 진입관
리에 대한 보충으로 사회조직에 대한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부서의 관
리에 유리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사회조직의 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진
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세수, 정부의 서비스 구매, 벤처기부 등 방식으로
사회조직을 육성하고, 사회조직 관리의 정규화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사회조직에 대한 이중관리제도 그리고 일상적 관리는 긍정적 기능이 존
재하지만, 또한 제도 자체 혹은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난다. 주
로 사회조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나친 관리권한, 이중관리체계(통제형
관리방식, 업무주관부서 확정의 어려움, 사회조직의 행정화, 사회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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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독 취약, 제도적 미흡), 사회조직 내부관리의 한계를 드러낸다. 또
한, 중국의 사회조직은 보편적으로 합리적인 관리구조가 부족하고, 조직
내부의 정책결정기구, 집행기구와 감독기구의 권한과 책임 관계가 명확
하지 않아 분권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조직 내부와
개인의 부패행위가 발생하고, 직원들의 적극성을 동원하지 못하며, 환경
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능
력이 부족하다. 셋째,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개혁의 한계
를 인식하고 이제 사회조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
리개혁이 필요하다. 중국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제도는 역사적 전환기에
있다고 한다. 현재는 ‘분야별 관리, 이중책임, 등급관리, 경쟁제한, 우선
육성’의 ‘이중관리체제’에서 ‘통일 등록, 각자 운영, 조정 및 협력, 등급별
책임, 법에 따른 감독’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직접등록과 이중관리를 병
행하는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원저우시의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개
혁의 내용은 중국에서 선도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즉, 원저우시는 사회조
직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당의 방침 준수, 과감한 혁신, 등록관리제도
개혁(진입규제 완화, 전문요원 심사비준제도 도입, 재단등록관리사업 추
진, 민영기업단위의 재산권과 이윤획득제도 개혁), 플랫폼 건설과 서비스
체계 개선(공익성 창업투자 추진), 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 및 중점
육성(업종협회 내실화, 구조의 최적화 및 합리적인 분포, 공익성 사회조
직의 육성 및 자선공익 브랜드 구축, 기층사회조직 촉진 및 3사 연계의
활동 중시), 역량을 제고할 정부기능 이전(조직 리더십 강화, 제도설계 최
적화, 적극적인 지도), 사회조직의 과학적인 발전 촉진(평가 기제 개선,
내부발전의 규범 형성, 신용체계 구축 모색, 우수 조직 장려 기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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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리개혁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사회조직이 외부 관계 및 활동
에서 투명성, 자율성,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조
직 내부 운영과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조직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5장 1절
에서는 G2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을 분석하였다. 첫째, 역할
측면에서 본다면, G2 시대에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중
국이 경제발전의 급성장에 힘입어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자 기존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더불어 세계경제 질서, 기후변화, 핵확산 등 주요 이
슈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라는 것을 의미로 G2라는 용어가 대두된 것
이다. 글로벌 사회에서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은 중국의 대외원조의 일환
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가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 단독
으로 수행할 수 없는 영역이나 사각지대에서 사회조직은 전문성 등의 일
정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ⅰ) 중국의 사회조직들은 글로벌 거
버넌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원
조 목표를 실현할 것이다. ⅱ) 중국의 사회조직과 중국 정부는 대외원조
사업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정부의 대외원조에 활력과 새로운 아이
디어를 불어넣을 것이다. 둘째, 전망을 한다면, G2 시대 중국 사회조직은
국제화 수준의 발전이 요구된다. 중국이 G2의 일원으로서 국제 거버넌스
활동이 점차 확대됨으로 인해, 중국 내부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시민사
회와 민간부문 등 다양한 거버넌스 행위자들 간의 관계 변화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 사회조직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하고 활동함으로써, 국제규범을 학습하고 준수할 기회가
높아질 것이다. 이는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책임성 수준을 높여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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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 사회 내부에 점진적이겠지만 중국 인민의
의식과 행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사회조직이 G2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회조직은 ⅰ) 자발적으로 국제 활동을 진행
하고, 경험을 쌓을 것이며, ⅱ) 중국의 대외원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외교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대외원조 사업에서 국제협력과 다자
협의를 확대할 것이며, ⅲ) 중국의 기업과 사회조직 간에 전략적 협력 동
반자 관계를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5장 2절에서는 신창타이 시대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을 분석하
였다. 뉴노멀(New Normal)은 2007~2008년 금융위기 및 2008~2012
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금융 상황과 관련된 경영 및 경제 관련 용어이
다. 이후 이 용어는 종전과 비정상적인 것이 일상화로 전환된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중국도 2012년 이후 경제 성장률
이 7%로 내려옴으로써 New Normal을 신창타이(新常态)로 표현하고 있
다. 중국 정부는 신창타이를 조절 의미로 사용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첫째, 역할 측면에서 본
다면, 신창타이 시대 중국 사회조직은 다양한 제약을 극복하고 역할을 수
행할 것이다. 신창타이 시대에 사회조직은 다양한 제약(자금획득 능력 부
족, 전문 서비스 능력 부족, 조직 거버넌스 부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역
량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신창타이 시
대 중국 사회조직은 대폭 증가할 것이며, 사회조직 구성에 변화가 생길
것이며, 사회조직은 다원적인 동력에 의해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조직은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는 역량과 책임성이 여전히 미흡하다.
앞선 논의에서 보듯, 중국 사회조직은 당과 정부의 감독과 관리에 심하게
제약을 받고 있어서 서구 사회에서의 사회조직과는 달리 자율성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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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여전히 취약하다. 둘째, 전망을 한다면, 신창타이 시대에 사회조직
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
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중국 사회조직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ⅰ) 자금모금 경로를 다원화시키고, 자금획득 능력을 높여야 하
며, ⅱ) 전문능력 향상을 강화하고, 조직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ⅲ) 거버
넌스 구조를 개선하고, 거버넌스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5장 3절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에서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과 전망을 분
석하였다. 중국 사회조직의 해외진출은 주로 일대일로 지역, 즉 동남쪽으
로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 포함되고, 서쪽으로는 중앙아
시아와 구 동유럽지역을 중점으로 우선 활성화될 것으로 추측된다. 진출
영역은 교육, 보건, 빈곤퇴치, 농촌지역 발전, 안전한 물공급, 환경보호,
정부의 관리능력 제고, 청년창업, 미래의 리더 육성 등이다. 첫째,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 측면에서 본다면, 일대일로 전략에서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일대일로에서 중국의 사회조직의 참여가
늘고 역할이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ⅰ)
정책적 근거와 정책지원이 부족하고, ⅱ) 발언권과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사회조직이 비교적 적고, ⅲ) 사회조직이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는 자금
이 부족하고, ⅳ) 사회조직은 전문 인재가 부족하고, ⅴ) 정부 部委의 재
정지원이 부족하고, ⅵ) 정부의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 문제가 드러난다.
일대일로에 중국 사회조직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서 사회조직의 역할은 정
부의 역할 및 기능과 연계되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대일로 전략
은 관련 국가들과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경쟁보다는 상생
(win-win)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조직은 글로벌화 된 마

308 ❙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인드와 인식, 참여와 협업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중국 사
회조직을 전망하면, 중국의 사회조직이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여 일정
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도전과 제약에 직면할 것이지만, 일대일
로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즉, G2
인 중국 정부라는 든든한 배경에서 사회조직은 글로벌 거버넌스 행위자
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관련 국가들의 사회조직들과
협업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사회조직은 더 많은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다. 중국의 사회조직이 대외활동에 참가함에 있어서 전략, 공익사업,
전문인력, 조직체계, 사업성과에서 다섯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일대일로
사업에서 한 단계 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대일로에서 중국 사회조직
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ⅰ) 사회조직이 국가의 대외원조 사
업에 참여하는 내용을 현재 작성중인 「대외원조관리조례(对外援助管理条
例)」에 포함시켜 사회조직의 대외원조 활동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

요가 있다. ⅱ) 남남협력 플랫폼을 만들고, 상무부 내부에 대외원조에서
전문적으로 사회조직에 연락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연락부서를 둘 것을
건의하며, 중국 정부가 사회조직의 대외원조의 참여를 장려하는 규정제
도를 만들고, 사회조직이 대외원조에 참여하는 남남협력 기제와 교류, 소
통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ⅲ) 사회조직의 대외송금절차와 외환관리 등
업무에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외
환관리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ⅳ) 완전한 임금체계를 만들고, 인적자원사
회보장부가 일대일로 건설 사업에서의 사회조직 직원들의 임금기준을 제
정하여 사회조직 이사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ⅴ) 우대정책을 제정하
고, 국가세무총국이 일대일로 사업에서 사회조직 직원들의 해외 임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국가 외교관들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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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세금이중징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학자들의 이러한 제안들은 일대일
로 전략에서 중국 사회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국정운영은 국가기구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국가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가기능
을 수행한다. 국가기능 중에서 입법기능과 사법기능을 뺀 나머지를 정부
기능 혹은 행정기능이라 한다.
정부기능은 정부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하
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재조
정되어야 한다.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제2차 산업혁명은 19~20세기 초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제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 제
4차 산업혁명은 2015년 이후 Iot, AI 등 기반의 사람, 사물, 공간을 연결
하는 지능정보기술 혁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글로벌 환경이 변하면서 각국 정부의 기능도 끊임없이 재조정되어야
하며, 여기에 맞게 정부 역할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존재한
다. 사실, 1980년대 이전 정부운영은 전통행정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즉, 합법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편제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행
정에서 정부는 거의 유일한 행정행위의 주체이다.
그러나 1980년대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신자유주의가
공공부문에 적용되면서 시작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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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미권, 우리나라 등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에 퍼져 각국 정부운영에
스며들었다. 신공공관리는 세분화, 경쟁, 인센티브를 핵심 가치로 기업적
운영 수단을 공공부문에 적용한 것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처럼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민간기업처럼 경쟁이 조직관리의 핵심이
되어 성과평가, 법인화, 민영화, 규제완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관리
수단들이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 방식의 정부운영 패러다
임은 경쟁(competition)과 칸막이(silos)를 심화시키고 특수 고객에게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의 본연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에 많은 손상
을 주었다. 신공공관리 방식의 정부운영으로 인해 다수부처 관련 행정수
요나 글로벌 난제들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
정부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행정서비
스를 제공할 당위성과 책임성이 있다. 그런데 경쟁과 칸막이로 가로 막힌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면, 정부기능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기능 재조정의 방안의 하나가 바로 민간부문에 넘기거나 사회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서 난제나 행정수요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NPM 시대를 넘어서 최근 post-NPM 시대에서는 각국
정부는

네트워크

정부(Network

government),

열린정부(Open

Government), 공동정부(Joined-up Government), 범정부(Whole-of
Government), 연계정부(Connected Government), 협업적 정부
(Collaborative Government), Digital era Governance 등을 운영하
고 있다.
이들 정부운영의 방식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정보공개, 참여, 협업, 문
제해결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참여와 협업은 post-NPM 시대에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즉, 정부운영에서 참여와 협업은 글로벌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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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고, 국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관
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참여와 협업은 각국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
하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인 서구 국가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중국 역시 협업적 정부운영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경쟁이나 칸막이 방식으로 정부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각국 정부는 난제나 행정수요 그리고 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리고 거버
넌스 수준을 넘어서서 정책집행과 시너지 결과를 중시하는 협업적 접근
이 이 시대 정부운영의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비록 당국가체제로 운영되지만, 광활한 영토와 14억 여 인구가
쏟아내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성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보듯 경쟁과 칸막이로 이러한 난제나 행정수요를 해
결하기는 벅찰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강한 국가, 약한 사회’라는 특
징을 갖는 중국에서는 당과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행정
행위를 통해 난제와 행정수요를 해결할 것이지만, 이제 당과 정부 단독으
로 이러한 난제나 행정수요를 해결하기에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 점
에서 중국 사회조직은 앞으로 중국 정부의 기능을 보완 혹은 뒷받침하거
나 인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자의 하나가
될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심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중국 연구는 정치학 분야에는 주로 당과 정부,
경제학 분야는 주로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
행하였지만, 중간 영역인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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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간 영역
에 해당하는 중국의 사회조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본 연
구는 사회조직에 대한 이론적 검토, 중국 사회조직의 성장 동인과 발전
제약 분석, 중국 사회조직의 관계와 통제 및 관리개혁 분석, 중국 사회조
직의 역할과 전망 분석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사회조직은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 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양적
성장을 이룩하여 2015년에는 66.2만 개에 달하였다. 사회조직 증가율
역시 U자형을 보여주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단체의 경우, 농업
과 농촌발전형 사회단체가 18.8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서비스형
사회단체가 14%, 그리고 상공서비스형 사회단체가 11%를 차지한다. 민
영비기업단위는 사회서비스기구로 전환되었는데, 교육이 56%, 사회서비
스 15%, 보건 7% 순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치 지형의 특성상 사회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주로 농
업, 사회서비스, 성공서비스, 교육, 보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에서는 사회조직의 활동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사회조직의
활동 공간이 꾸준히 증가하고, 그 역할과 기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
화 이후 시민단체 등이 주로 역사, 정치, 경제, 여성, 복지 환경 등 정치
적으로 민감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조직 역량을 키워왔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실전 경험을 토대로 제도권 진입 과정을 거친, 현재 우리나라
시민단체(NGO 등)는 정부의 정책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제6장 중국 사회조직의 시사점과 제언 ❙ 313

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려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시민사회단
체들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면, 정부는 부득이 하게 이를 제도화시키
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수준
의 참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나 중국의 사회조직이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고 기여
하는 가는 보편적이라기보다는 매우 특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것
이 더 ‘옳다, 그르다’ 혹은 ‘낫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사회조직이든, 시민사회이든 정부와 민간기업 등과의 거버넌스에
서 각자의 존립 가치와 목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발
전하고 성숙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중국의 사회조직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상당히 성장하고 발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요인(정부의 인사권, 재정지원, 감독 및 관리
등)에 의해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앞서 사회조직과
당과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규명하였듯이, 사회조직은 당과 정부에 종속
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78) 당과 정부의 감독 및 통제, 그리고 관리로 인
해 중국의 사회조직의 자율성은 매우 취약하며, 결과적으로 책임성도 약
하다. 사회조직 자체의 형성 요건이라 할 수 있는 등록절차, 그리고 운영
과정에 대한 감독과 관리,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 제약이 자리 잡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회
조직에 대한 관리개혁을 통해서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은 더욱 활성화될

78) 중국 사회조직이 당과 정부에 종속적인 관계라는 현실은, 문헌연구에서 규명될 뿐만 아니라 상하이 복단대
학의 슝이한(熊易寒) 교수와의 인터뷰(2017.6.6), 그리고 중국 인민대학 쟝캉즈(张康之) 교수와의 인터뷰
(2017.6.8)에서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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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정부로서도 글로벌 난제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및 정책문제를 모두 끌어안고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5년마다 행정개혁을 통해서 정부기능을 재조정하고, 행정권한을
지방정부에 이관(简政放权)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
부기능에서 굳이 정부가 맡지 않아도 될 기능은 민간기업이나 사회조직
에 넘길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중국 내외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14억 여 인구가 탄 마차를 이끌어
갈 천리마 역할을 해야 하는 중국 정치가 개혁에 소극적이고 최후 보루로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 내외 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민영기업이나 사회조직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
을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사회조
직의 역할도 결국은 당과 정부에 의해 기획·감독·통제·관리된다는 점에
서 중국 사회조직이 시대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
는 것도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0.579)에 이르고, 노동자 파업이나 시위 건수는
2016년의 경우 2,663건(Chosunbiz, 2017.2.6)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중국 사회는 극단적 사회혼란이나 국론분열 등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
다. 张宗林이 언급하듯, 중국은 사회충돌(집단들의 지속적인 충돌은 엄중
한 사회문제를 낳고), 사회모순(집단간 충돌의 강도가 높아서 강렬한 사

79) 중국 지니계수는 2000년 이후 0.4의 경계선을 지나서 2005년 0.485, 2006년 0.487 등으로 계속 높아지다가
2008년 0.491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0년 0.481, 2012년 0.474, 2014년 0.469, 2015년 0.462를 기록했다.
최근 수년간 지수 상승이 다소 주춤했으나 0.4~0.5 사이에 고착화된 것이다. 이 기준에서 중국의 빈부격차
는 2000년대 들어서 꾸준히 커졌으며, 2008년 이후 다소 좁혀졌으나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실제로
중국 인구 13억7천만 명 중 소득수준 하위 20%가 총소득에서 가져가는 비율은 4.7%에 불과하지만, 소득 상
위 20%가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달한다. 현재 도시-농촌 간 주민소득 격차가 크고, 동부·중부·서부 간 소
득격차도 매우 크다. 결국,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로 지니계수가 크게 상승했다(연합뉴스, 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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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모순을 낳고), 사회문제(광범위하고 엄청난 사회모순을 형성)가 결합되
어 중대한 사회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张宗林 主编, 2017: 33).
이런 현실에서 중국 사회조직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행정서비스 사각
지대에서 섬세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불만이나 정서를 해
소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다. 사회조직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
된 계층에 대한 배려와 도움을 통해 이들의 아픔과 불만을 치유하고, 사
회화합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가령, 빈곤지역의 교
육, 환경보존, 에이즈병 간염자 구조 등의 분야에서 사회조직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제한적이지만 중국 사회조직의 역할은 더
욱 확대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율성과 책임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사회조직의 현실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NGO나
시민단체들은 회비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등80)을 통해 상당히 성장하였
으며,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정부 정책결정의 한 핵심 행위자로 역할을
할 정도로 많은 정치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시민사
회단체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에서 순수한 자원봉사에 이르기까지
활동 분야나 활동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엄밀히 본다면, 우리나라의 비영리 섹터는 시장이나 국가의 재
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후원 구조나 문화가 취약하
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재원구조가 근원적으로 취약하다. 이러다보니 정부

80) 우리나라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는 정부와 NPO와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
부-NPO 관계는 보완적 관계, 협조적 관계, 대립적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조흥식 외, 2011: 5). 정부의 비영
리단체지원제도로서 세법에 의한 다양한 세제혜택 이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우편요금의 지원, 행정지원 및 협력, 시민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아울러 「기부금품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모금에 대한 정부의 제도를 완화하여 간접적 지원을 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조
흥식 외, 20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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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나 기업의 후원에 의존하거나 밀착하여 이익상충적인 부조리가 발
생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조직의 정체성, 도덕성, 자율성, 투명성에 취약
한 구조를 갖게 한다.
셋째, 중국 사회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조직 형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당과 정부의 간섭이 강한 결과
라 할 수 있다. 사회조직의 양적 성장과 달리 사회조직에 대한 인민의 인
식이 낮고, 우수한 인재가 당과 정부로 진출하고, 보수가 낮고 신분이 불
안한 사회조직에 우수한 인재가 진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사회조
직의 전문성과 역량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许芸이 지적하듯, 중국
사회조직은 향후 사회조직 발전의 자기규율과 특정한 역사적 발전 시기
에서 사회발전 규율의 제한을 받을 것이다. ‘협력적 거버넌스, 법치화, 통
제속 적정한 개방’이 중국 사회조직의 육성과 발전의 특징을 이룰 것이다
(许芸, 2016: 69).
반면, 한국의 민주화 시대에 시민단체들은 시민참여의 전문성과 역량
을 높일 기회와 시험무대(test bed)가 있었다. 비록, 정부의 교체에 따른
재정지원의 변화가 있지만, 우리나라 시민단체 등은 정부 정책을 비평이
나 견제를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의 어느 정도 전문성과 역량
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을 보완하고 견제하고 기여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민사회가 본연의
괘도에서 이탈하여 헌신과 사명을 소홀히 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시민
이 없는 시민단체’, 정치 무대에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용되
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특정 이
념과 관념적인 활동에 얽매여서는 시민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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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것이다. 이념과 관념에서 탈피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션과 비전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된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는, 우선 조직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
체의 문제점으로는 소통부재, 경직적인 조직문화, 지나친 모금 압박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완화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조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조직구조를 토대로 상향적인 의사소통
을 통해 핵심 가치와 미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고, 미션과 비전을 구현
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적자원을 배치하고, 조직구성원 간의 집합적 이
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토대로 합리적인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고,
증거기반(evidence-based) 의사결정을 통해서 최적화된 가치와 목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 사회조직은 당과 정부, 사회조직과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
사회조직과 인민과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관계가 중
국 사회조직의 발전을 발목 잡을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조직의 발전에 디딤돌을 제공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정부의 평가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사회조직을 육성하고, 그 성과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사회조직의 활동과 발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예를 들면, 환경, 교육 등 관련 전문 영역에
서의 사회조직과 정부가 계약관계를 맺고 입찰의 방식으로 사회조직의
업무나 프로그램을 정부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사회조직이 자금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 기업들과 중국 사회조직과의 관계는 초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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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이지만, 기업이 기부금을 내고, 사회조직은 공익적 자선 활동의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조직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다. 중
국 인민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회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회조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중국 사회조직은 현제의 다양한 제약을
완화시키고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의 40여 년 간의 고
속 성장 시기에 중국의 국유 및 민영 기업 등이 급성장하였으며, 이들과
중국의 사회조직 간에 종전 재화와 서비스 중심의 계약관계를 중시하는
경제적 계약관계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기업은 물리적 환경의 오염과 훼
손, 사회 특정집단의 피해와 위험, 불평등 분배와 상대적 빈곤, 도시의 범
죄와 부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까지 고려하는 제도와 정책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기본적인 존재 목적이다. 그렇지만, 이윤추구 자체
를 위한 기업행위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업은 정
부, 사회, 국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기업
활동을 보다 더 지속가능하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라도 사회 발전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杜兰英 等이 언급하듯, 기업이 기부를 하는 동기는 경쟁우위, 기부의

이익추구행위(rent-seeking), 명성 제고, 사회책임성 구현, 관리 효율성
제고, 세수감면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특성(소유제 성격, 시장
유형,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기부 선호(기부 차등과 정도)가 결정된다(杜
兰英 等, 2016: 36).

현재의 기업은 사회가 발전하는 가운데 사회에 환원할 책임을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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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81) 따라서 기업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업과 사회발전
의 시각에서 공익 기부에 앞장서야 하며,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는 사회조직의 활동 능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과 국가 간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에 힘을
더할 수 있다(李永忠, 2012: 138).

그림 6-1

중국 미래 공민사회의 기본 구조
정부 부문
시장 부문

비영리 부문

공민 개인(公民私人) 영역

자료: 唐兴霖(2013: 330)

<그림 6-1>에서 보듯, 중국의 사회조직(비영리조직)은 정부를 지원하
고, 사회와 호응하고, 군중의 인정을 통해 사회발전을 조율할 것이다. 정
부, 기업, 공민이 협력하면, 사회조직(중개조직)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唐
兴霖, 2013: 330).

사회조직과 기부자 및 수혜자 간의 역학 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일방적
인 관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즉, 기업 등 기부자가 사

81) 사회영역에서 나타난 모순과 관련하여 기업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기업 노동
자, 대중들에 대해 반드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공공시설, 자원에 대해 사회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사회자선사업과 공익사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와 관련하여 정부는 법률법규,
행정간섭, 사회감독관리 등의 방식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독촉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분은 기업이 자선
사업과 공익사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주로 사회조직의 공익 기부로 나타난다.
사회조직의 시각에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볼 경우, 기업의 공익 기부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李永
忠, 2012: 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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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조직에 대해 책임, 기부자의 참여 및 체험을 요구할 수 있고, 사회조직
은 기부자를 만족시켜주어 더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사회조
직은 수혜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문제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수혜자는 사회조직에 대한 인정도와 공신력으로 반응할 수
있다(韩俊魁·赵小平, 2016: 180).
중국 시민사회가 그들의 공익적 역할과 색채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
다(이장원·전가림, 2014: 104). 이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진출 기업들
이 중국 기업과 사회조직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책임에 이르는
기제82)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목적과 교류·협
력을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국 경제정책을 설계할 때 정책부서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대중국 정책설계 환경이 유동적
이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정책에 대한 중국의 수용자 입장을
고려하는 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설계자들이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중국 경제정책 설계에 정부와 인민
을 연결하는 중국 사회조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중국 경제정
책 설계에서 CSR 등 기업의 역할을 한층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중국의 사
회조직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
락에서 본 연구가 미력이나마 뒷받침되길 기대한다.

82) 2011년 말, 중국 국무원 산하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활동 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진출 한국 기업의 CSR 지수는 평균 8.4점으로, 중국 국유기업
(31.7점)과 외국 기업(12.5점)보다 낮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
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Retrieved from http://news.chosun.com/site/
data/html_dir/2013/03/11/2013031101591.html (검색일, 20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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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중국 정부가 G2 시대, 신창타이 시대, 일대일로 전략 등을 추
진하면서 중국의 사회조직도 점차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기회와
경험이 많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사회조직이 대외원조나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마인드와 인식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이 축
적되면서 그동안 취약했던 개인 및 조직 역량을 제고시킬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G2라는 대국 중국이 글로벌 사회에 대한 중국의 대외원조(중국빈곤퇴
치기금회의 인도주의 원조,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의 국제원조, 중국야생
동물보호협회의 국제원조 등)나 다양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 참여함
으로써 그동안 규칙 추종자(rule-follower)에서 규칙 설정자(rule-maker)
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사회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당과 정부
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지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 범주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책임 있는 역할이나 활동을 계속한다면, 우리나라 시
민단체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중국 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이 바로 우리나라 정부나 민간기업, 그리고 NGO 등 시민단체가
가장 주목해야 할 상황이라 판단된다. 냉정히 말해, 우리나라의 NGO나
시민단체들은 지나치게 국내 정치의 이슈에 함몰되어 있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보다는 국내 정치, 경제 등 민감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중국 사회조직과 비
교하여 글로벌 수준의 경험, 인식, 역량 등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글로벌 지구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사회조직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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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시민사회나 준정부조직 또는 준
비정부조직 모두 우물 안의 개구리로 머물 가능성이 높아져 국제사회의
흐름도 놓치고,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나 신임도도 약화될 가능성도 있고 기업 활동에
도 어려움을 초래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현재와 같이 기업의 후원이나 정부의 기금에 의존하면서 지원기관의
사업이나 영수증 처리에 급급하고, 시민사회단체 본연의 가치와 미션과
비전을 소홀히 하여 조직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역할과
책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
리나라 정부와 시민사회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강성권력 분야보다는 연성
권력 분야에서 글로벌 차원의 경험, 역량, 역할, 기여에 보다 관심과 주목
을 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조직 본연의 가치와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구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
성을 제기한다.

제3절 정책적 제언
중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열강에 무참히 무너졌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사회주의 실험 등 여러 방안을 도입하고 실험했다.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 승리하면서 1949년 중국에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사
회주의 중국은 ‘당 → 군’ 및 ‘당 → 정’이란 특유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
며, 강한 국가와 약한 사회를 유지해왔다.
중국은 계획경제 및 이념 중심의 정치 회오리, 특히 문화대혁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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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
제체제를 적용하면서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어느새 소
위 G2라는 위치(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UN 분담금 등 국제사회의 책
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 용어를 소극적이고 회피하려
는 경향도 있음)에 오르게 된다. 앞으로 미국과 맞먹을 수 있는 거의 유
일한 국가인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더욱 적극
적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그 역할을 강화한다면, 연성권력이라 할 수 있는
문화, 가치, 정책 등에서 중국 사회조직의 참여와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
이다.
지리상 인접 국가로 인해 수천 년간 수많은 전쟁과 갈등을 겪어온 한
중관계는 오늘날도 비슷한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다. 1992년 8월 수교
이래, 경제적·문화적 관계가 상당히 발전하였지만, 민감한 정치·외교·군
사 문제가 대립되면서 다시 양국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본질
적으로 내재된 역사(고구려, 발해), 영토(간도와 국경선), 해양(이어도 및
서해), 외교, 군사 등에서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잠재적·현실적 위험
과 갈등이 존재하는 한 한중관계는 아슬아슬한 관계라 할 수 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
고 양국 간의 상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안전·안정·성장·발전·복지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우리 정부나 민간기업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최대 관
심사라 판단된다. 본 연구도 이러한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이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중국 연구가 주로 중국 정치나 정부, 민간기업 등의 연구에
편중된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양자의 중간에 위치한 중국 사회조직에 관
한 연구를 시도한 것이다.83) 이를 통해 얻은 지식, 정보, 논리를 연성권
력 관점에서 접근하여 한중관계 발전에 일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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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중국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중국 사회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역량과 전문성은 아직은 취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G2 시대, 신창타이 시대, 일대일로 전략에서 중국 사회
조직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더욱 참여할 개연성이 크
며, 더 많은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다. 글로벌 사회
에서의 역할과 역량은 중국 사회조직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이며, 중국
정부와의 관계, 민간기업과의 관계, 중국 인민과의 관계 등에도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중국은 ‘강한 정부, 약한 사회’에서, 물론 여
전히 당분간은 쉽지는 않겠지만 ‘강한 정부, 강한 사회’로 변모하려 할 가
능성도 있다. 만일, 중국이 ‘강한 사회’가 될 경우에, 중국 사회는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혁개방 이전이나 이후에도 마찬
가지로 사회가 맡아도 될 일을 중국 정부가 끌어안고 있는 현실에서 탈피
하여, 사회가 수행해야 할(더 잘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사회에 돌려주
고, 사회가 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중
국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사회부문에서 어느 정도 맡는다고 하여 중국 정
부의 기능과 역할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할 일을
선택과 집중하여 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강한 정부가 될 것이다.

83) 아슬아슬한 한중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상생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중 전략
수립에서 중국에 관한 종합적인 차원의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대중국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분야에 편중된 연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인문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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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구, 역시 비교연구이기 때문에 보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
책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어느 정부이든 국
내외 난제나 행정서비스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은 모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부의 역할이며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영미권에서 형성되고 확산된 NPM의 핵심 가치와 수단이 중
국 정부의 행정개혁에도 적용·활용(가령, 성과평가, 인센티브 등)되었고,
정부를 포함한 거버넌스 행위자가 공동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중국에서도 중요시되는 정부운영 방식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의 사회조직과 자유주의체제인 우리나
라의 시민사회와는 가치, 관점, 관계, 제도, 행위 등에서 특수성이 존재한
다. 중국 사회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분석과 이해를 전제로 하는 중국
사회조직과의 교류·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중국이 2017년부터 시행하는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은 중국 사회조직의 국내외 활동에 상당한 제약
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성민의 연구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해외비정부
조직관리법」은 일차적으로 중국 내 해외비정부조직에 대한 감독과 규제
를 하고, 해외비정부조직의 로컬 비정부조직에 대한 영향력과 재정지원
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을 한다. 아울러 동법의 시행으로 중국 내 해외비
정부조직의 운영과 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의 로컬 비정부
조직과 시민사회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김성민, 2017: 50).
이와 같이 중국 정부가 「해외비정부조직관리법」을 제정함에 따라 우리
나라나 서구의 시민사회와 중국 사회조직 간의 자유로운 교류협력에 상
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국 정부이든, 사회조직이
든, 민영기업이든, 중국과의 교류협력은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를 견지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교류협력은 서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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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는 다른 신중한 접근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중국 사회조직, 역시 중국인 특유의 꽌시(关係) 문화가 배
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명확한 목적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접근이 요구된
다. 우선, 소프트84)한 분야에 초점을 두어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중 교류협력에서도 국제규범을
고려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양국 간의 교류협력은 상호 존
중과 상생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류행위자 상호 간에 서로 예측
가능한 규칙(rule of game), 더 나아가 제도와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토대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규범이나 예측가능한
규칙도 없고, 일방에 의존하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교류협력은 지속될 수
없다.
글로벌 난제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부도 단독으로
모든 것을 도맡아서 해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이다. 따라서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행위자로 구성되는
거버넌스는 참여·협의·조정에는 유용하지만, 정책집행과 시너지 도출에
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요 선진 국가들이 추구하는 협업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협업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난제를 해결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84) 사회 거버넌스는 법률의 규범화, 기율의 제약, 권력 통제 등 ‘경성’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도덕적 기준,
여론의 유도, 대화협상, 믿음에 대한 교육 등 ‘연성’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사회조직의 발전은 거버넌스
주체들 간의 전통적인 강제와 억제, 봉사와 봉사대상의 관계를 없애고, 평등, 포용, 양방향의 관계가 점차 형
성되게 된다. 또한, 사회조직은 사회의 구조로 다원화된 주체들 간의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익을 위해 조정, 소통, 표현, 이해의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이해분쟁을 조절하고, 파편화된 문화와
가치를 통합하며,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여 연성 거버넌스에 문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胡琦, 2015: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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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정운영과 정부운영에서 요구되는 시
민사회를 포함한 협업 참여자들이 공익성에 기반을 둔 전문성과 책임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관리와 인적자원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사회조직의 성장, 발전, 제약, 관계, 통제·관리,
역할, 전망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중국 사회조직들과의 교류·
협력에 있어 상대방을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중 교류·경쟁·협상·협업에서 요구되는 다양
하고 복잡한 개인·조직·제도·정부 역량이 총합적으로 시너지를 높여야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생할 것이며, 지리상 우리나라
와 가장 가까운 G2의 한 축인 중국과 공생·공영의 시대를 지혜롭게 만들
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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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부록 2. 중화인민공화국자선법
부록 3. 사회조직 관리제도의 개혁과 사회조직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부록 1>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1998년 9월 25일, 국무원 제8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실행
2016년 1월 13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수정에 관한 결정이 제119
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월 6일에 발표 및 실행

<총칙>
제1조 공민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
하며, 사회단체에 대한 등록관리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 정신
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칭하는 사회단체란, 중국 공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하고, 회원들의 공동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규정과 절차에 따라 활동
을 진행하는 비영리성 사회조직을 말한다. 국가기관 외의 조직은 단위
회원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 사회단체를 설립하려면 업무주관단위의 심사·동의를 받고, 본 조
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사회단체는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아래의 단체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등록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하는 인민단체,
(2) 국무원 기구편제관리기관에서 심사결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
쳐 등록을 면제받는 단체,
(3)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내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하고, 해당 기
관의 내부에서 활동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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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회단체는 헌법, 법률, 법규와 국가정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해서는 안 되며, 국가의 통일, 안전과
민족의 단결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국가의 이익, 사회의 공공이익
과 기타 조직과 공민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사회
의 도덕적 기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국가는 사회단체가 법률, 법규와 규정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보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 불법적으로 간섭하지 못한다.
제6조 국무원 민정부와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민정기관은
해당 등급 인민정부의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이하 등록관리기관으로
약칭)이다. 국무원 유관 부위와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유관
기관, 국무원 혹은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조
직은 관련 업종, 학계 혹은 업무범위 내의 사회단체의 업무주관단위(이
하 업무주관단위로 약칭)이다. 법률, 행정법규는 사회단체에 대한 감
독·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
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조 전국적인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국무원의 등록관리기관이 등록관
리를 책임지고, 지방 수준의 사회단체는 소재지 인민정부의 등록관리
기관에서 등록관리를 책임진다. 여러 행정구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
는 관련 행정구역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상위 일급 인민정부의 등록관
리기관에서 등록관리를 책임진다.
제8조 등록관리기관, 업무주관단위와 관할 대상인 사회단체의 주소가 같
은 지역이 아닐 경우, 사회단체 주소지의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단
위에 위탁하여 위탁범위 내에서의 감독·관리 사업을 책임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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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록>
제9조 사회단체의 설립을 신청하려면 업무주관단위의 심사·동의를 거쳐
발기인이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016년 개정) (발기
인이 등록관리기관에 준비를 신청한다(1998년)).
준비 기간에는 준비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2016년 개정 시 추가).
제10조 사회단체 설립에 필요한 조건:
(1) 50명 이상의 개인회원 혹은 30개 이상의 기관회원이 있어야 하고,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이 혼합되어 구성될 경우, 전체 회원 수는 50
명 혹은 이상이어야 한다.
(2) 규범적인 명칭과 상응한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고정된 사무공간이 있어야 한다.
(4) 업무 활동에 적합한 전문직원이 있어야 한다.
(5) 합법적인 자산과 경비 출처가 있어야 하는데, 전국적인 사회단체
는 10만 위안 이상의 활동 자금이 있어야 하고, 지방 수준의 사회
단체와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는 3만 위안 이상의 활동
자금이 있어야 한다.
(6)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회단체의 명칭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사회의 도덕
기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사회단체의 명칭은 업무범위, 구성원의 분
포, 활동지역과 일치해야 하고, 조직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
야 한다. 전국적인 사회단체의 명칭에 ‘중국’, ‘전국’, ‘중화’ 등 용어를
사용하려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방 수준의
사회단체의 명칭에는 ‘중국’, ‘전국’, ‘중화’ 등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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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을 신청하는 사회단체는 (2016년 개정판) (사회단체의 설립
준비를 신청하려면 (1998년 판)) 발기인이 등록관리기관에 다음과 같
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016년 개정판) (준비 신청서 (1998년 판))
(2) 업무주관단위의 비준문서
(3) 자산증명서, 장소사용권증명
(4) 발기인과 임용예정 책임자의 기본 상황, 신분증명
(5) 내부규정 초안
제12조 등록관리기관은 본 조례의 제11조에서 열거한 모든 유효한 서류
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혹은 등록불허 결정을 해야 한
다. 등록을 허가할 경우 「사회단체법인등록증서」를 발급하고, 등록을
불허할 경우, 발기인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2016년 개정판).
사회단체 등록 사항에는 명칭, 주소지, 취지, 업무범위, 활동 지역, 법
적대리인, 활동 자금, 업무주관단위가 포함된다(2016년 개정판).
사회단체의 법적대리인은 다른 사회단체의 법적대리인을 동시에 담당
할 수 없다(2016년 개정판).
(등록관리기관은 본 조례의 제11조에서 열거한 모든 유효한 문서를 접
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준비 허가 혹은 불허 결정을 해야 하며, 불
허할 경우 발기인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1998년 판)).
제13조 아래의 상황에서 등록관리기관은 등록을 불허한다. (준비를 불허
한다. 1998년 판)
(1) 등록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취지, 업무범위가 본 조례 제4조의 규
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2)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업무범위가 같거나 혹은 비슷한 사회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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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존재하여 설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3) 발기인, 임용예정 책임자가 정치권력을 박탈당한 형사처벌을 받았
거나 받고 있을 경우, 혹은 완전한 민사행정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4) 신청 시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상황의 경우이다.
제14조 (2016년 개정판에서는 본 조항을 삭제함. 1998년 판에서는
‘제14조’)
설립을 준비하는 사회단체는 등록관리기관이 준비를 허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원대회 혹은 회원대표대회를 열어 내부규정에 따라 집
행기구, 책임자와 법적대리인을 정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설립을 등록
한다. 준비기간에는 준비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사회단체의 법적
대리인은 동시에 다른 사회단체의 법적대리인을 역임할 수 없다.
제14조 (1998년 판 ‘제15조’)
사회단체의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주소지
(2) 취지, 업무범위와 활동 지역
(4) 회원자격, 권리, 의무
(4) 민주적인 조직관리제도, 집행기구의 탄생 절차
(5) 책임자의 조건과 탄생, 파면의 절차
(6) 자산관리와 사용 원칙
(7) 규정의 수정절차
(8) 종료절차와 종료 후 자산의 처리
(9)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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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2016년 개정판에서는 본 조항을 삭제함. 1998년 판에서는
‘제16조’)
등록관리기관은 사업 준비를 마친 사회단체의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
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본 조례의 제
13조에서 열거한 상황에 속하지 않고, 준비사업이 요구에 부합되고,
내부규정을 완비한 사회단체에 대하여 등록을 허가하고, 「사회단체법
인등록증서」를 발급한다. 등록 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1) 명칭
(2) 주소지
(3) 취지, 업무범위, 활동 지역
(4) 법적대표자
(5) 활동 자금
(6) 업무주관단위
등록을 불허한 경우 등록불허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15조 (1998년 판 ‘제17조’)
법률규정에 따라 설립을 허가받은 날로부터 법인자격을 갖춘 사회단체
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허가문서를 제
출하고, 「사회단체법인등록증서」를 받아야 한다. 등록관리기관은 문서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단체법인등록증서」를 발급한다
(2016년 개정판).
(법률규정에 따라 설립을 허가받은 날로부터 법인자격을 갖춘 사회단
체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등록관리기관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
단체법인등록증서」를 발급한다(1998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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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본 조례의 제16조에서 열거한 서류
외에 업무주관단위가 법에 따라 발급한 허가문서도 포함한다(1998년
판) (2016년 개정판에서는 삭제)).
제16조 (1998년 판 ‘제18조’)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법인등록증서」를 갖고 기관의 도장을 만들고, 은
행계좌를 개설한다. 사회단체는 기관의 도장과 은행계좌 번호를 등록
관리기관에 등록한다.
제17조 (1998년 판 ‘제19조’)
(사회단체가 설립된 이후에 지사, 대표기구를 설립하려면, 업무주관단
위의 심사·동의를 얻어야 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지사, 대표기구의 명
칭, 업무범위, 장소와 주요 책임자 등 상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등
록을 신청해야 한다(1998년 판)(2016년 개정판에서 삭제).
사회단체의 지사, 대표기구는 사회단체의 구성부분으로 법인자격을 갖
지 못하며, 소속 사회단체의 규정에서 정한 취지와 업무범위에 따라 해
당 사회단체가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회원을 발전시킨다.
사회단체의 지사는 하위 지사를 설립할 수 없다.
사회단체는 지역성 지사를 설립할 수 없다.

<변경 취소>
사회단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업무주관단위의 심사·동의를 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단체의 등록사항, 자료보관 사항이 변경되면, 1998년 판) (2016
년 개정판에서는 ‘자료보관 사항’을 삭제), (등록관리기관에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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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관 변경을 신청, 1998년 판), (2016년 개정판에서는 ‘자료보관
변경’을 삭제).
사회단체가 내부규정을 수정하면 업무주관단위의 심사·동의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1998년 판 ‘제21조’)
사회단체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무주관단위의 심사 동
의를 받은 이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취소를 신청해야 한다(등록관리기
관에 등록취소, 자료보관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1998년 판) (2016년
개정판에서는 ‘자료등록 취소’를 삭제).
(1) 사회단체 규정에서 명시한 취지를 완성한 경우
(2) 자체적으로 해산할 경우
(3) 분리, 합병할 경우
(4) 기타 원인으로 종료될 경우
제20조 (1998년 판 ‘제22조’)
사회단체는 등록취소를 하기 전에 업무주관단위와 관련 기관의 지도하
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고 청산을 완성한다. 청산 기간 동안 사회단체는
청산 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1조 (1998판 ‘제23조’)
사회단체는 청산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취소를 해야 한다. 등록취소를 할 때 법적대리인이 사인한 등록취소 신
청서, 업무주관단위의 심사문서와 청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관리기관이 등록취소를 허가하면 취소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사회단
체의 등록증서, 도장과 재무서류를 납입한다.
제24조 (2016년 개정판에서는 본 조항을 삭제, 1998년 판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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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는 소속 지사, 대표기구를 철거하고, 업무주관단위의 심사·동
의를 거쳐 취소업무를 진행한다. 사회단체가 취소되면 소속 지사, 대표
기구도 동시에 취소된다.
제22조 (1998년 판 ‘제25조’)
사회단체를 취소한 이후의 남은 자산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한다.
제23조 (1998년 판 ‘제26조’)
사회단체의 설립, 취소 혹은 명칭, 주소지, 법적대리인의 변경은 등록
관리기관에서 공표한다.

<감독·관리>
제24조 (1998년 판 ‘제27조’)
등록관리기관은 아래와 같은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한다.
(1) 사회단체의 설립, 변경, 취소와 관련된 등록(사회단체의 설립, 변
경, 취소와 관련된 등록 혹은 자료보관, 1998년 판) (2016년 개정
판에서 ‘혹은 자료등록’을 삭제)
(2) 사회단체에 대하여 연도별 검사를 실행
(3) 사회단체가 본 조례를 위반하였는지를 조사·감독하고, 사회단체의
본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내린다.
제25조 (1998년 판 ‘제28조’)
업무주관단위는 아래와 같은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한다.
(1) 사회단체의 설립등록, 변경등록, 취소등록을 하기 전의 심사를 책
임진다. (사회단체의 준비신청, 설립등록, 변경등록, 취소등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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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사를 책임진다. 1998년 판), (2016년 개정판에서는 ‘준비신
청’을 삭제)
(2) 사회단체가 헌법, 법률, 법규와 국가의 정책을 준수하는지, 내부규
정에 따라 활동하는지를 감독·지도한다.
(3) 사회단체의 연도검사의 초안을 책임진다.
(4) 등록관리기관과 기타 관련 부위와 협조하여 사회단체의 불법행위
를 조사·처벌한다.
(5) 관련 기관과 함께 사회단체의 청산 업무를 지도한다.
업무주관단위가 위에서 규정한 직책을 이행할 때 사회단체로부터 비용
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26조 (1998년 판 ‘제29조’)
사회단체의 자산 출처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고, 어떠한 기관과 개
인이든 점유하고, 사적으로 배분하거나 사회단체의 자산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단체의 경비와 내부규정에 따라 활동할 때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획득한 합법적인 수익은 반드시 내부규정에서 정한 업무
활동에 사용해야 하고, 회원들이 배분해서는 안 된다. 사회단체가 기
부, 자금지원을 받을 때 반드시 내부규정에서 명시한 취지와 업무범위
에 부합되어야 하고, 반드시 기부자, 자금지원자가 약속한 기간, 방식
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사회단체는 업무주관단
위에 기부금의 접수, 사용, 자금지원과 관련된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상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사회단체의 전문직원
의 임금, 보험과 같은 복지혜택은 국가가 사업단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27조 (1998년 판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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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재무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 출처는 국가의 재정지원 혹은 사회기부, 자
금지원에 속하기 때문에 회계심사기관의 감독도 받아야 한다. 사회단
체가 임원 교체 혹은 법적대리인을 교체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업무
주관단위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 재무회계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28조 (1998년 ‘제31조’)
사회단체는 매년 3월 31일 전에 업무주관단위에 전년도 사업보고를
제출해야 하고, 업무주관단위의 초심을 거쳐 동의를 얻은 이후 5월 31
일 전까지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연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보
고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다. 사회단체가 법률법규
와 국가정책의 준수 상황, 본 조례에 따라 등록수속을 진행한 상황, 내
부규정에 따라 활동한 상황, 인원과 기관변동 상황 및 재무관리 상황이
다. 본 조례의 제17조에 따라 「사회단체법인등록증서」를 발급받은 사
회단체는 등록관리기관에서 연도검사 내용을 간소화해야 한다.
제29조 (1998년 판 ‘제32조’)
사회단체가 등록할 때 허위로 등록할 경우, 혹은 「사회단체법인등록증
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관리기
관에서 등록을 취소한다.
제30조 (1998년 판 ‘제33조’)
사회단체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등록관리기관은 경고, 수정명령을
하고, 활동을 정지하도록 하며, 직접 책임자를 교체할 것을 명령한다.
사안이 심각하면 등록을 취소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
임을 추궁한다.
(1) 「사회단체법인등록증서」를 수정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혹은 빌려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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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혹은 사회단체 도장을 임대해주거나 혹은 빌려줄 경우
(2) 내부규정에서 정한 취지와 업무범위를 벗어나 활동할 경우
(3) 감독조사를 거절하거나 혹은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감독조사를 받을
경우
(4) 규정에 따라 등록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5) 규정을 위반하여 지사,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사, 대표기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1998년 판에
서는 지사, 대표기구를 무단으로 설립할 경우로 규정)
(6) 영리성 경영 활동에 종사할 경우
(7) 사회단체 자산이나 기부금, 지원받은 자금을 점유, 사적 배분, 남
용할 경우
(8)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납 혹은 모금하거나 기부
금, 지원받은 자금을 사용할 경우
이상의 행위를 통하여 불법으로 얻은 수익이나 소득은 몰수하고, 얻은
수익의 1배 이상 혹은 3배 이하 혹은 불법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의 벌금을 매긴다.
제31조 (1998년 판 ‘제34조’)
사회단체의 활동이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면 관련 국가기관에서 법
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국가기관에서 등록취소를 결정하면, 등록관리
기관에서 등록을 취소한다.
제32조 (1998년 판 ‘제35조’)
준비 기간에 준비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혹은 등록을 하지 않고 사회단
체의 명의로 무단으로 활동하고, 등록이 취소된 사회단체계가 계속해
서 사회단체의 명의로 활동하면 등록관리기관에서 자격을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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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산을 몰수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
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받는다. (1998
년 판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회단체 준비 활동을 할 경우
가 포함)
제33조 (1998년 판 ‘제36조’)
사회단체가 활동 정지를 명령받으면 등록관리기관에서 「사회단체법인
등록증서」, 도장, 재무서류를 봉인하여 보관한다. 사회단체가 등록을 취
소당하면 등록관리기관은 「사회단체법인등록증서」와 도장을 납입한다.
제34조 (1998년 판 ‘제37조’)
등록관리기관, 업무주관단위의 직원들의 직권남용, 사익추구, 직무유
기가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가 성립되
지 않으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칙>
제35조 (1998년 판 ‘제38조’)
「사회단체법인등록증서」의 양식은 국무원 민정부에서 제정한다. 사회
단체에 대한 연도검사는 비용을 받지 않는다.
제36조 (1998년 판 ‘제39조’)
본 조례의 실행 전에 설립한 사회단체는 본 조례를 실행한 날로부터 1
년 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37조 (1998년 판 ‘제40조’)
본 조례는 발표한 날로부터 실행한다. 1989년 10월 25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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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화인민공화국자선법」

(2016년 3월 16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통과)

제1장 총칙
제1조 자선사업의 발전, 자선문화의 전파, 자선 활동의 규범화와 자선조
직, 기부자, 자원봉사자, 수혜자 등의 자선 활동 참여자의 합법적 권익
을 지키고, 사회의 진보를 촉진하고, 발전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이 자선 활동과 자선 활동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본 법을 적용한다. 기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할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본 법에서 말하는 자선 활동이란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이 재산
기부 혹은 서비스 제공 등 방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공익 활동
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1) 가난한 가정(지역) 구제(扶贫, 济困)
(2) 노인, 고아, 환자, 장애인, 군인들에 대한 지원
(3) 자연재해, 사고재난과 공공위생 사건 등 돌발 사건으로 인한 손해
를 보상하기 위한 구제
(4)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등 사업의 발전을 촉진
(5) 오염과 기타 공해 예방, 생태환경 보호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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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공익 활동
제4조 공익 활동을 할 때 합법적이고 자발적이며, 신용을 지키고 비영리
적인 원칙을 지키고, 사회의 공중도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5조 국가는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할
것을 장려·지지하며,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을 전파하고, 법에 따라 자선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6조 국무원 민정부85)가 전국적인 자선사업을 주관하고,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민정부서가 해당 행정구역 내의 자선사업을 주
관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완성한다.
제7조 매년 9월 5일은 ‘중화자선일’이다.

제2장 자선조직
제8조 본 법에서 말하는 자선조직이란, 법에 의하여 설립하고,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며, 사회에서 자선 활동을 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자선조직은 기금회, 사회단체, 사회봉사기구 등 조직 형태를
가진다.

85) 민정부는 중앙정부인 국무원의 부위(部委: 우리나라의 부처에 해당)에 속한다. 국무원 소속 부위를 총칭하
여 部门이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와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중앙정부인 국무원에
해당할 경우는 부위(部委)라 하며, 부위에는 2017년 현재 25개가 있으며, 민정부는 그중의 하나이다. 또한
중앙정부인 국무원 이하 지방 각급 정부에서의 부문을 본 연구에서는 부서로 표시하기로 한다. 가령 성급 정
부의 민정부문은 민정부서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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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선조직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자선 활동을 취지로 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 자체 명칭과 주소지가 있다.
(4) 조직규정을 갖고 있다.
(5) 필요한 자산이 있다.
(6) 조건에 부합되는 조직기구와 책임자가 있다.
(7) 법률, 행정규범에서 정한 기타 조건이다.
제10조 자선조직의 설립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민정부서에 등록을 신
청하고, 민정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
다. 본 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면 등록을 허가하고 사회에 공표한
다. 본 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등록을 허가하지 않으
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본 법이 발표되기 전에 설립한
기금회, 사회단체, 사회서비스기구 등 비영리조직은 등록한 민정부에
자선조직으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정부는 신청을 접수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자선조직의 조건에 부합되면
인정하고 사회에 공표하고, 자선조직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인정
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등
록을 연장하거나 혹은 인정기간이 연장될 경우, 국무원 민정부에 보고
하여 허가를 받고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한 기간은 60일을 초
과하지 못한다.
제11조 자선조직의 규정은 법률규범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아래의
사항들을 명시해야 한다.
(1) 명칭과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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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형태
(3) 취지와 활동 범위
(4) 재산 출처와 구성
(5) 정책결정, 집행기구의 구성과 직책
(6) 내부 감독 기제
(7) 재산관리 사용제도
(8) 사업관리제도
(9) 종결 상황 및 종결 이후 청산 방법
(10) 기타 중요 사항
제12조 자선조직은 법률규범과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내부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고, 정책결정, 집행, 감독 등에서 기능 권한을 명확히 하
고, 자선 활동을 진행한다. 자선조직은 국가의 통일적인 회계제도를 집
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결산을 진행하고, 회계감독제도를 수립·개선하
며, 정부 관련 부위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자선조직은 매년 등록한 민정부에 연도사업보고와 재무회계보고
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에는 1년 동안의 모금 상황과 기부금 접수 상
황, 자선재산의 관리사용 상황, 자선사업 실행 상황과 자선조직 직원들
의 임금복지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자선조직의 발기인, 주요 기부자 및 관리인원은 관계를 이용하여
자선조직, 수혜자의 이익과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선조직
의 발기인, 주요 기부자와 관리인원이 자선조직과 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자선조직의 관련 거래행위의 정책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관련
거래 상황은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제15조 자선조직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공익에 위해한 활동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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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지원하지 못하고, 법률 위반과 사회의 덕목에 위반되는 기부를 받
아서는 안 되며, 수혜자들에게도 법률 위반과 사회덕목에 위반되는 조
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자선조직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제한적인 민사행위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2) 고의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형사처벌 집행이 종료된 날
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3) 등록증서를 박탈당하거나 취소한 조직에서 책임자를 담당하면 해
당 조직에서 등록적을 박탈당하거나 혹은 취소당한 날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4) 법률, 행정규범에서 정한 기타 상황
제17조 자선조직은 다음 중 한 가지 상황일 때 종결한다.
(1) 내부규정에서 정한 종결 상황인 경우
(2) 분립, 합병으로 인하여 종결할 경우
(3) 2년 연속 자선 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4) 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당하거나 등록증서를 박탈당할 경우
(5) 법률, 행정규범에서 정한 기타 종결 상황
제18조 자선조직은 종결할 때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선조직
의 정책결정 기구는 본 법의 제17조에서 규정한 종결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팀을 구성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사회
에 공표해야 한다. 청산팀을 구성하지 않거나 청산팀이 직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민정부는 인민법원에 관련 인원으로 구성된 청산팀을 지
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선조직이 청산된 후
의 잉여자산은 자선조직의 내부규정에서 정한대로 취지가 같거나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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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선조직에 이전하고, 내부규정에서 정하지 않았을 경우 민정부가
주최하여 취지가 같거나 비슷한 자선조직에 이전하고, 사회에 공표한
다. 자선조직의 청산절차가 끝나면 등록한 민정부에서 등록취소를 신
청하고, 민정부에서 사회에 공표한다.
제19조 자선조직은 법에 따라 업종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자선 업종조
직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업계의 교류를 추진하며, 자선업계의 공
신력을 제고하고, 자선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20조 자선조직의 조직형태, 등록관리를 하는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에
서 제정한다.

제3장 자선모금
제21조 본 법에서 자선모금이란 자선조직이 자선 취지에 기초하여 재산
을 모금하는 활동을 말한다. 자선모금에는 사회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
는 공개모금과 특정 대상들을 향한 지정모금이 있다.
제22조 자선조직이 모금 활동을 진행하려면 공개모금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법에 따라 등록한지 2년이 되는 자선조직은 등록한 민정부에 공
개모금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민정부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에 결정해야 한다. 자선조직이 내부 거버넌스 구조가 완전하고, 운영이
규범적이면 공개모금 자격증을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공개
모금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률,
행정규범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공개모금을 진행하는 기금회와 사회
단체는 민정부에서 직접 공개모금 자격증서를 발급한다.
제23조 공개모금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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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장소에 모금함을 설치하는 방법
(2) 사회 대중들을 대상으로 자선공연, 자선경기, 자선판매, 자선전시,
자선경매, 자선파티 등의 진행
(3)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모금정보 발표
(4) 기타 공개모금 방식
자선조직은 앞 조항의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공개 모금할
경우, 등록한 민정부의 관할구역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등록한 민정부
의 관할구역 밖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모금 활동을 할 지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민정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기부자의 기부행위
는 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선조직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모금 할
경우, 국무원 민정부에서 통일적으로 혹은 지정한 자선정보 플랫폼을
통해 모금정보를 발표하고, 동시에 온라인 사이트에서 모금 상황을 발
표해야 한다.
제24조 공개모금을 진행할 때 모금 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모금 방안에
는 모금 목적, 시작일과 종결일, 장소, 활동 책임자 명과 사무주소, 모
금 방식, 은행계좌, 수혜자, 모금액의 용도, 모금 비용, 잉여자산의 처
리 등이 포함된다. 모금 방안은 모금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자선조직이
등록한 민정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5조 공개모금을 진행하면 모금 활동 장소나 모금 방식을 눈에 띄는
위치에 모금 조직의 명칭, 공개모금 자격증서, 모금 방식, 연락처, 모금
정보문의 방법 등을 표기해야 한다.
제26조 공개모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나 개인이 자선의 목적을 위
하여 공개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조직과 협력하여 자격을 갖춘 자선조
직이 공개모금을 진행하고 기부금과 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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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 운영
자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공개모금을 하려는 자선조직의 등록증서, 공
개모금 자격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28조 자선조직은 등록한 날로부터 지정모금을 할 수 있다. 자선조직이
지정모금을 진행하려면 발기인, 이사회 구성원과 회원 등 특정대상 범
위 내에서 진행해야 하고, 기부 대상들에게 모금 목적, 모금액과 물품
의 용도 등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제29조 지정모금을 진행할 때 본 법의 제23조에서 정한 방식이나 유사한
방식을 취할 수 없다.
제30조 중대한 자연재해, 재난사고, 공공위생 사건 등 돌발 사건들이 발
생하여 신속히 구조 활동을 펼쳐야 할 경우, 관련 인민정부는 협조 기
제를 만들어 수요정보를 제공하고, 제때에 질서 있게 모금 활동과 구조
활동을 진행한다.
제31조 모금 활동을 진행할 때 모금 대상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지
켜야 하며 모금 대상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고, 허위사실 등 방식으로 모
금 대상을 기만하거나 유인하여 모금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모금 활동을 진행할 때 기부금을 나누어서는 안 되고, 공공질서,
기업의 생산경영과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 자선의 명의를 남용하거나 혹은 가짜
자선조직의 이름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것을 금
지한다.

제4장 자선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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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본 법에서 자선기부란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이 자선 목적으
로 자발적이고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5조 기부자는 자선조직을 통해 기부할 수도 있고, 직접 수혜자에게
기부할 수도 있다.
제36조 기부자가 기부하는 재산은 권한을 갖고 처분하는 합법적인 재산
이어야 한다. 재산기부에는 화폐, 실물, 부동산, 유가증권, 주식권, 지
식재산권 등 유형과 무형의 재산이 포함된다. 기부자가 기부하는 실물
은 사용가치가 있어야 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환경보호 등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기부자가 자체 기업의 상품을 기부할 때에는 법에 따
라 상품 품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제37조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이 연출, 경연, 판매, 경매 등 경영 활동
을 하면서 전부 혹은 일부 소득을 자선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약속한 경
우 활동 시작 전에 자선조직이나 기타 기부를 받는 사람과 기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활동이 끝난 이후에 계약 내용에 따라 기부 의무를 이
행해야 하며, 기부 상황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38조 자선조직이 기부를 받을 때 기부자에게 재정부(财政部门)의 도장
이 찍힌 기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부 영수증에는 기부자, 기부
재산의 종류와 수량, 자선조직의 명칭과 경영인 성명, 영수증 발급일
등을 기록해야 한다. 기부자가 익명 혹은 기부 영수증 접수를 포기하면
자선조직은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39조 자선조직이 기부를 받을 때 기부자가 서면 기부계약을 작성할 것
을 요구하면 자선조직은 기부자와 서면으로 기부계약을 체결해야 한
다. 서면 기부계약에는 기부자와 자선조직의 명칭, 기부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 용도, 교부시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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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부자와 자선조직이 기부재산의 용도와 수혜자를 계약할 경우
지정 기부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수혜자로 지정해야 한다. 어떠
한 조직과 개인이든 자선기부를 이용하여 법률을 어기고 담배 제품을
홍보해서는 안 되고, 자선기부를 이용하여 임의의 방식으로 법적으로
홍보를 금지하는 제품과 사건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제41조 기부자는 기부협약에 따라 기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부자가
협의를 어기고 제때에 기부재산을 교부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상황
에서 자선조직 혹은 기타 기부를 받는 사람은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기부자가 교부를 거부하면 자선조직과 기타 기부를 받는 자는 법에 따
라 인민법원에 교부령을 신청하거나 혹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기부자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공개적
으로 기부를 약속한 경우
(2) 재산기부가 본 법의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자선
활동에 사용되고, 서면으로 기부협의를 작성한 경우
기부자가 기부를 공개적으로 약속하거나 서면으로 기부협의를 작성한
이후에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생산경영이나 가정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 공개적으로 기부를 약속한 지역 혹은 서면으로 기부협의를
작성한 지역의 민정부서에 보고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상황을 설명한
이후에 기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조 기부자는 기부한 재산을 관리 사용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가 있으며, 자선조직은 기부자에게 제때에 자발적으로 관련 상황
을 반영해야 한다. 자선조직이 기부협의에서 약속한 용도를 어기고 기
부재산을 남용할 경우 기부자는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수정을 거
부하면 기부자는 민정부서에 신고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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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43조 국유기업이 자선기부를 할 경우, 국유자산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고, 자료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5장 자선신탁
제44조 본 법에서 자선신탁이란 공익신탁을 의미하고, 위탁인이 자선 목
적을 위하여 법에 따라 재산을 수탁인에게 위탁하고, 수탁인이 위탁인
의 염원에 따라 수탁인의 명의로 관리·처분하며, 자선 활동을 하는 행
위를 말한다.
제45조 자선신탁의 설립, 수탁인과 감찰인의 확정은 서면의 형태로 작성
한다. 수탁은 자선신탁 문서에 계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문서
를 수탁인이 속한 지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신고한다. 앞
의 규정에 따라 관련 문서를 민정부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46조 자선신탁의 수탁인은 위탁인이 자신이 신뢰하는 자선조직이나
신탁회사를 지정하여 담당하도록 한다.
제47조 자선신탁의 수탁인이 신탁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위탁인은 수탁인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후의 수탁인은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상황을 이전에 신고하였던 민정부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제48조 자선신탁의 수탁인이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 할 때 신탁 목적
에 따라 성실하고 신중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선신탁의 수탁인
은 신탁문서와 위탁인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위탁인에게 신탁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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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상황과 신탁재산 관리사용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자선신탁의 수
탁인은 매년 최소 한 차례 신탁사무의 처리 상황과 재무 상황을 신고한
민정부에 보고하고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49조 자선신탁의 위탁인은 수요에 따라 신탁 감찰인을 확정할 수 있
다. 신탁 감찰인은 수탁인이 행위를 감독하고, 법에 따라 위탁자와 수
탁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신탁 감찰자는 수탁인이 신탁의무를 어기거
나 직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발견하면 위탁인에게 보고해야 하
고, 자신의 명의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50조 자선신탁의 설립, 신탁자산의 관리, 신탁 당사자, 신탁의 종결과
청산 등의 사항을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본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규정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신탁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자선재산
제51조 자선조직의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1) 발기인이 기부, 지원한 설립자본(创始财产)
(2) 모금한 자산
(3) 기타 합법 자산
제52조 자선조직의 재산은 내부규정과 기부협의의 규정에 따라 전부 자
선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발기인, 기부자와 자선조직의 구성원이
분배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 자선재산을 사적으로
배분하거나 횡령(挪用), 압류(截留) 혹은 강점(侵占)해서는 안 된다.
제53조 자선조직은 모금한 자산을 등록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전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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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기부자가 기부한 물품이 저장, 운송 혹은 직접
자선 목적에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선조직은 법에 따라 경매하거나
판매하여 얻은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뺀 후 전부 자선 목적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제54조 자선조직은 재산의 가치 유지와 증가를 위하여 투자할 경우 합법
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 투자수익은 전부 자
선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자선조직의 중대한 투자 방안은 정책결정
기구의 구성원 2/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한 자산과 기부
협약에 따라 투자하지 못하는 자산은 투자에 사용할 수 없다. 자선조직
의 책임자와 직원은 자선조직이 투자한 기업에서 겸직하거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앞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민
정부에서 제정한다.
제55조 자선조직이 진행하는 자선 활동은 법률규범과 내부규정에 따라
모금 안이나 모금 협의에 따라 기부재산을 사용해야 한다. 자선조직이
모금 방안에서 규정한 자선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민정
부에 신고해야 한다. 기부협약에서 정한 기부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때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6조 자선조직은 자선사업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진행과정을 최적화
하며, 운영비용을 낮추고, 자선재산의 사용 수익(效益)을 높여야 한다.
자선조직은 사업관리제도를 만들어 사업진행의 상황에 대하여 추적 감
독을 진행해야 한다.
제57조 자선사업이 종결된 이후 기부재산이 남았을 경우, 모금 방안이나
기부협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모금 방안에서 규정하지 않았거나 기
부협의에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자선조직은 잉여자산을 사용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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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거나 비슷한 다른 자선사업에 사용하고,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58조 자선조직은 자선 수혜자를 정할 때 공개·공평·공정의 원칙에 따
라 자선조직의 관리인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수혜자로 지정하지
못한다.
제59조 자선조직은 수요에 따라 수혜자와 협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쌍
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자선재산의 용도, 금액, 사용방식 등의
내용을 약정할 수 있다. 수혜자는 자선지원을 소중히 여기고, 협의에
따라 자선재산을 사용해야 한다. 수혜자가 협의를 따르지 않고 자선재
산을 사용하거나 혹은 기타 협의를 심각히 위반할 경우, 자선조직은 수
정을 요구한 권리가 있다. 수혜자가 수정을 거부하면 자선조직은 협의
를 해지하고 수혜자로부터 재산을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60조 자선조직은 자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자선재산을 충분
히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가장 필요한 관리비용만 사용할 수 있다
는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자선조직들 가운데서 공
개모금 자격을 갖춘 기금회가 자선 활동을 진행한 연도 지출은 전년도
전체 수익의 70% 혹은 이전 3년 동안의 평균수익의 70% 이하여서는
안 된다. 연도관리 비용은 당해 연도 전체 지출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특수 상황에서 연도관리 비용이 앞의 규정에 부합되기 어려울
경우, 등록한 민정부에 보고하고 사회에 상황을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공개모금 자격을 갖춘 기금회 이회의 자선조직이 자선 활동을 할
때 연도 지출과 관리비용의 표준은 국무원 민정부에서 국무원 재정, 세
무 등 부위들과 함께 앞의 규정한 원칙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기부협
의가 단일 기부재산의 재산 활동 지출과 관리비용에 관하여 규정할 경
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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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자선봉사
제61조 본 법에서 말하는 자선봉사(慈善服务)란, 자선조직과 기타 조직,
개인이 자선 목적을 위하여 사회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무상자원봉사
(志愿无偿服务)와 기타 비영리봉사를 의미한다. 자선조직이 진행하는
자선봉사는 자체적으로 제공하거나 자원봉사를 모집하여 제공할 수 있
으며, 서비스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기타 조직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제62조 자선봉사를 진행할 대 수혜자, 자원봉사자의 인격과 존엄을 존중
하고, 수혜자와 자원봉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63조 의료요양, 교육훈련 등 자선봉사를 진행할 때 전문기능이 필요하
면 국가나 업종별 조직에서 제정한 표준과 규정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자선조직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경우, 전문기능이 필요하면 자
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제64조 자선조직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선봉사를 진행할 경우, 자
선봉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알려주어야 한다. 자선조직은 수요에 따라 자원봉사자와 협의
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봉사 내용, 방식과 시간
등을 약정할 수 있다.
제65조 자선조직은 자원봉사자들을 실명으로 등록하고, 봉사자들의 봉사
시간, 내용, 평가 등의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요구에 따
라 자선조직은 무상으로 사실대로 자원봉사 기록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제66조 자선조직이 자원봉사자들을 자선봉사에 배정할 때 봉사자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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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문화 수준, 기능과 신체 상황에 맞게 배정해야 한다.
제67조 자원봉사자가 자선조직이 조직한 자선봉사 활동에 참여할 때 관
리에 복종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8조 자선조직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자선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봉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자선조직은 자원봉사자를 인신 위험이 있는 자선봉사에 배정하기 전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상응한 인신상해보험을 구매해야 한다.

제8장 정보공개
제6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선정보통계 및 발표제도를 만들어야 한
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민정부서는 통합적인 정보 플랫폼을 통해 사
회에 자선정보를 제때에 공개하고, 자선정보 공개 서비스를 무료로 제
공해야 한다. 자선조직과 자선신탁의 수탁인은 위의 조항에서 규정한
플랫폼에 자선정보를 발표하고, 정보의 진실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7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민정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사회에 다음
과 같은 자선정보를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1) 자선조직 등록사항
(2) 자선신탁 신고사항
(3) 공개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조직 명단
(4) 공익성 기부의 세전 감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선조직의 명단
(5) 자선 활동에 대한 세수우대 혜택, 자금지원 등 촉진 조치
(6) 자선조직으로부터 구매한 서비스의 정보

374 ❙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7) 자선조직, 자선신탁에 대한 조사, 평가 결과
(8) 자선조직과 기타 조직, 개인에 대한 표창, 처벌 결과
(9) 법률규범에서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한 기타 정보
제71조 자선조직 및 자선신탁의 수탁인은 법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를 이
행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진실하고, 완전하며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제72조 자선조직은 사회에 조직의 규정과 정책결정, 집행, 감독기구 구
성원의 정보 및 국무원 민정부에서 공개하도록 요구한 기타 정보를 공
개해야 한다. 이상의 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자선조직은 사회
에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자선조직은 매년 연도사업보고와 재무회계
보고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조직의 재무
회계보고는 반드시 회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73조 공개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조직은 모금 상황과 자선사업의 실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모금 주기가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적어도 매 3개월마다 모금 상황을 공개하고, 공개모금 활
동이 끝난 후 3개월 내에 모금 상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자선사업의
실행주기가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적어도 매 3개월마다 사업의 실행 상
황을 공개하고, 사업이 끝난 이후 3개월 내에 사업의 실행 상황과 모금
금액과 물품의 사용 상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제74조 자선조직이 지정모금을 진행할 경우 기부자에게 모금 상황, 모금
액과 물품의 관리·사용 상황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75조 자선조직 및 자선신탁의 수탁인은 수혜자에게 지원표준, 사업절
차와 사업규범 등 정보를 알려야 한다.
제76조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사생활과 기부자, 자선신탁의 위탁자가
성명, 명칭, 주소, 연락처를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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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제9장 촉진조치
제7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제사회의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자선사
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과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는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자선조직, 자선신탁 수탁
인 등에 자선수요 정보를 제공하고, 자선 활동을 지도·지원한다.
제7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민정부서는 기타 부서 간의 자선정보 공유
기제를 수립해야 한다.
제79조 자선조직과 획득한 수익은 법에 따라 세수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80조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이 기부한 재산을 자선 활동에 사용할 때
법에 따라 세수우대 혜택을 받는다. 기업의 자선기부 지출이 법률에서
기업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당해 연도에 감면할 부분을 초과할 경우,
이후 3년 이내에 납세 소득액에서 감면하도록 보류한다. 해외에서의
기부가 자선 활동에 사용될 경우, 법에 따라 수입세와 수입부가가치세
를 적게 납부하거나(进口环节增值税) 혹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81조 수혜자가 기부금을 받을 때 법에 따라 세수우대 혜택을 받는다.
제82조 자선조직, 기부자, 수혜자가 법에 따라 세수우대 혜택을 받을 경
우 관련 부위는 관련 수속을 제때에 진행해야 한다.
제83조 기부자가 자선조직에 물품, 유가증권, 주식권과 지식재산권을 기
부할 경우, 법에 따라 권리이전과 관련된 행정사업 비용을 면제한다.
제84조 국가는 빈곤구제(扶贫济困)에 대한 자선 활동에 대하여 특별 우
대정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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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자선조직이 본 법의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선 활
동을 진행할 때 자선봉사 시설과 용지가 필요할 경우, 법에 따라 국유
지나 농촌의 집단건설용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선봉사 시설
용지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도를 바꿀 수 없다.
제86조 국가는 자선사업을 위하여 금융정책을 제공하고, 금융기구들이
자선조직, 자선신탁을 위하여 융자와 결산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장려한다.
제87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들은 법에 따라 봉사를 구매하는 방식
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자선조직이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
지하고, 정부구매와 관련된 법률규정에 따라 관련 상황을 사회에 공개
한다.
제88조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자선문화를 전파하고, 공민의 자선의식을
양성한다. 국가 등 교육기관은 자선문화를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
다. 국가는 고등학교가 자선 전문인재를 양성토록 장려하고, 고등학교
와 과학연구기관에서 자선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지원한다. 라디오, 텔
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매체들은 자선공익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자선지식을 보급하고, 자선문화를 전파한다.
제89조 국가는 기업과 사업단위, 기타 조직들이 자선 활동을 위하여 장
소와 기타 편의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90조 수혜자의 동의를 거쳐 기부자는 기부한 자선사업에 이름을 붙여
기념할 수 있으며, 법률규정에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할 경우 규정을 따
른다.
제91조 국가는 자선표창제도를 만들고 자선사업의 발전 과정에서 특별
공헌을 한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에 대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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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에서 표창한다.

제10장 감독·관리
제92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고,
자선 활동의 진행을 감독·조사하며, 자선업종의 조직에 대하여 지도한다.
제93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선조
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자선조직의 주소지와 자선 활동의 발생 장소에 대하여 현장조사의
진행
(2) 자선조직으로 하여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
(3) 자선 활동과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 대하여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감독 관리
(4) 본급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고 자선조직의 금융계좌 조사
(5) 법률, 행정규범에서 규정한 기타 조치
제94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자선조직, 관련 기관과 개인을
조사하거나 혹은 조사 시 조사인원은 2명 혹은 그 이상이아야 하며, 합
법적인 신분증과 조사 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95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자선조직과 그 책임자의 신용
기록제도를 구축하고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민정부서는 자선조직에
대한 평가제도를 수립하고, 제3의 기관이 자선조직에 대하여 평가하
고,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96조 자선업종 조직은 업계의 규범을 건전히 하고,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97조 어떠한 단위와 개인이든 자선조직과 자선신탁의 불법행위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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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면 민정부서, 기타 관련 부위나 자선업종 조직에 신고할 수 있다.
민정부, 기타 관련 부위나 자선업종 조직은 신고를 접수하면 제때에 조
사 처리해야 한다. 국가는 대중과 매체가 자선 활동을 감독토록 장려하
고, 허위로 자선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혹은 자선조직의 명의로 재산을
갈취하고, 자선조직 및 자선신탁의 불법행위를 폭로하고, 여론과 사회
의 감독 역할을 발휘토록 한다.

제11장 법률 책임
제98조 자선조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경우, 민정부는 제한
시간 내에 수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정하지 않을 경우, 등록증서를
박탈하고 사회에 공표한다.
(1) 자선의 취지에 따르지 않고 활동할 경우
(2) 자선재산을 사적으로 배분하거나 횡령, 압류, 강점할 경우
(3) 불법 기부를 받거나 혹은 사회의 덕목을 위반한 기부를 받으며, 수
혜자에게 불법 조건이나 사회의 덕목에 위반되는 조건을 추가할
경우
제99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민정부는 자선조직에 대해 경고, 제한 시간
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활동을 중지하고 정돈할
것을 명령한다.
(1) 본 법의 제14조를 위반하여 자선재산이 손실될 경우
(2) 투자에 사용될 수 없는 재산을 투자할 경우
(3) 기부재산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할 경우
(4) 자선 활동을 진행한 연도지출이나 관리비용의 표준이 본 법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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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법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법에 따라 연도사업보고, 재무회계보고나 모금 방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7) 기부자, 자원봉사자, 수혜자 개인의 사생활과 기부자, 자선신탁의
위탁자의 동의를 거치이지 않고 성명,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의 정
보를 누설한 경우
자선조직이 본법의 규정을 어기고 국가기밀, 상업비밀을 누설하면 관
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자선조직이 위의 두 규정을 위반하
면, 법에 따라 처벌하고, 1년 이내에 또 다시 앞의 규정을 위반한 상황
이 발생하거나 혹은 기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민정부에서 등록증
서를 박탈하고 공표한다.
제100조 자선조직이 본 법의 98조, 99조에서 규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민정부는 이를 몰수하고,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01조 모금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민정부는 경고, 정
지명령을 하고, 불법 모금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반환하며, 반환
이 어려우면 민정부가 거두어 기타 자선조직에 이전하여 자선 목적에
사용되도록 한다. 관련 조직이나 개인에 대하여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1) 공개모금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개인이 공개모금을 했을 경우
(2) 허위사실 등 방식으로 기부자들을 유인하여 모금한 경우
(3) 기관이나 개인이 기부금을 나눈 경우
(4) 공공질서, 기업의 생산경영이나 주민의 생활을 방해한 경우

380 ❙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제공자, 정보통신망 운영상이 본 법의
27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주관부서에서 경고하
고, 기한 내 수정할 것을 명령한다. 수정하지 않으면 통보·비판한다.
제102조 자선조직이 법에 따라 기부자에게 기부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
거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 기록증명을 발급하지 않고, 기부자
들에게 제때에 자발적으로 상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민정부는 경고
하고, 기한 내 수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 내 수정하지 않으면 활동을
정지할 것을 명령한다.
제103조 자선조직이 허위 증거로 세수우대 혜택을 받을 경우, 세무기관
은 법에 따라 조사·처벌한다. 상황이 심각하면 민정부는 등록증서를
박탈하고, 공표한다.
제104조 자선조직이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공익에 위해가 되는 활동에 종
사하거나 지원할 경우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하고, 민정부는 등록
증서를 박탈하고 공표한다.
제105조 자선신탁의 수탁인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게 되면, 민정부는
경고하고, 기한 내에 수정할 것을 명령한다. 불법소득이 있으면 민정부
는 이를 몰수한다. 직접 책임진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는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신탁재산과 그 수익을 비자선 목적에 사용할 경우
(2) 규정에 따라 신탁사무의 처리 상황과 재무 상황을 민정부에 보고
하지 않았거나 사회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제106조 자선봉사 과정에서 자선조직이나 봉사자의 과실로 수혜자, 제3
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자선조직은 배상책임을 진다. 손해가 자원봉사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자선조직은 이를 배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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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원봉사자가 자선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선조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자선조직에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손
해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자선조직은 적절한 보
상을 해야 한다.
제107조 자연인,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자선의 명의나 가짜 자선조직의
이름으로 재산을 편취할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처벌한다.
제108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민정부서와 관련 부서, 해당 조직의 직원
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급 기관이나 감찰기관에서 수정명령을 한다.
법에 따라 처벌해야 될 경우, 임명기관이나 감찰기관에서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를 처벌한다.
(1) 법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기부임무를 배분하고, 강제로 자원봉사자와 자선조직을 강제로 지
정하여 봉사하도록 한 경우
(3)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행정강제 조치와 행정처벌을 불법으로 실행한 경우
(5) 자선재산을 사적으로 배분하거나 횡령, 압류 혹은 강점할 경우
(6) 기타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익추구행위
제109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
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
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2조 부칙
제110조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 조직 및 기관은 자체 지역사회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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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군중성 상호 부조(互助)와 상호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1조 자선조직 이외의 기타 조직은 능력 범위 내에서 자선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2조 본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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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사회조직 관리제도의 개혁과 사회조직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당의 18대와 18기 2중, 3중, 4중, 5중 전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
하고, 사회조직의 건설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
하여 사회조직의 관리제도를 개혁하고, 사회조직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한다.

1. 중요성과 긴박성
사회단체, 재단과 사회서비스 기구를 주요 구성으로 하는 사회조직은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의 중요한 역량이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역사적으로 사회조직의 사업을 중요시 하였고, 개혁개방 이후 각급 당위
와 정부의 중시와 지원 하에 중국의 사회조직은 꾸준히 발전하여 경제발
전을 촉진하고, 사회사업을 번영하게 하였다. 사회 거버넌스를 혁신하고,
대외교류를 확대하는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동시에 현재
사회조직의 사업에서 여전히 법규정이 뒤처지고, 관리체제가 불완전하
며, 지원과 지도 역량이 부족하며, 자체 사회조직 건설이 부족한 문제 등
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샤오캉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마지막(决胜) 단계에 있고, 사회조직의 관리제도를 개혁하고,
사회조직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 시장,
사회 간의 관계를 정비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는 데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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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을 개선하고,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혁신
하는 데 유리하며,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의 집권 토대를 공고히 하
고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 각 지역 각 부서는 전략적이고 전체적인 관점
에서 이번 사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완성해야 하며, 이
를 중요한 기초적인 사업으로 추진한다.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임무에 자
발적으로 적응하며, 관련된 정책조치를 전면적으로 실행하며, 각종 사업
을 착실하게 완성해야 한다.

2. 지도사상, 기본원칙과 전체 목표
(1) 지도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로 하고,
시진핑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한 강화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네 가
지 전면’ 전략의 요구에 따라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발전 이념을 관
철해야 한다. 한편으로 발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법에
의한 관리를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사회조직이 국가, 사회, 군중, 업종
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중국 특색의 사
회조직 발전의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기본원칙
- 당의 영도를 견지한다. 사회조직에 관해 당 중앙이 명시한 당조직의
기능과 위치에 따라 당조직의 정치적 핵심 역할을 발휘하고, 사회조
직에서의 당 건설을 강화한다. 사회조직에 대한 정치적 영도와 솔선
수범(师范带动)을 강화하며, 군중성 단체조직이 충분히 역할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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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군중을 위해 봉사할 역량을 연계하여
사회조직의 발전에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확보하도록 한다.
- 개혁과 혁신을 견지한다. 사회조직의 관리제도를 개혁하고, 정부, 시
장, 사회 3자 간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며, 사회조직의 발전을 제약
하는 체제와 기제를 개혁함으로써 사회조직에 내적 활력과 발전의
동력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조직이 진정으로 서비스 제공, 의견 반영,
행위규범 준수,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량이 되도록 한다.
- 방임과 관리를 모두 중시·견지한다. ‘방임’과 ‘관리’의 관계를 잘 처
리하고, 정부조직을 축소하고 권한을 이양하며,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며, 사업의 중간 및 이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조직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
을 촉진한다.
-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을 견지한다. 여러 업무를 통합적
으로 계획하고, 유형별로 지도하며,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
며, 개혁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과도기를 넘고, 질서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3) 전체 목표
2020년까지 통합적으로 등록을 하고, 각자의 업무를 관리·조정·협력
하고, 등급별 책임을 지며,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하는 중국 특색의 사
회조직 관리체제를 수립한다. 사회조직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감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당조직의 역할이 더욱 뚜렷
하게 하며, 발전 환경을 더욱 최적화시킨다. 정부와 사회를 분리하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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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자율성(自治)을 갖는 사회조직 제도
를 기본적으로 수립한다. 합리적인 구조, 완전한 기능, 질서 있는 경쟁,
신뢰를 쌓고 자율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사회조직 발전 구조를 기본적으
로 형성한다.

3. 지역사회의 사회조직을 대대적으로 육성·발전시킨다.
(1) 진입 문턱을 낮춘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에서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요양서비스를 제
공하며, 공익자선 활동을 하며, 조화로운 사회의 발전을 촉진한다. 문화
와 체육, 여가 활동, 농촌에 생산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 사회조직에 대하여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법으로 발전을 지원·
장려한다. 등록 조건을 갖춘 지역사회의 사회조직에 대하여 업무를 최적
화함으로써 심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등록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사회의 사회조직에 대하여 다양한 규모, 업무범
위, 구성원의 특성과 서비스 대상에 따라 동사무소(街道办事处), 소도시
정부(乡镇政府)에서 관리하고, 유형별 지도와 업무지도를 강화한다. 街道
(乡镇)에서 지역사회 사회조직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을 장려하고, 관리와
서비스의 조정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2)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街道(乡镇) 종합서비스센터와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 서비스센터 등

의 설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조직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
역사회 사회조직의 조직운영, 활동 장소, 활동 경비, 인적자원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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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업기금을 설립하며, 활동 경비를 지
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실업자, 농민공, 수감자의 미성년 자녀, 빈곤가
정, 심각한 정신장애 환자, 불량청소년, 지역사회 교정인원 등 특수집단
들을 위해 봉사하는 지역사회 사회조직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조건이
허락되는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사회조직의 육성 기제를 구축하여 육성자
금을 조성하고, 육성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 사회역량이 사회조직의 발전
을 지원하는 것을 장려한다.

(3)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사회의 사회조직들이 사회 거버넌스 혁신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다원적 주체들이 참가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 형성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사회조직들이 이웃 간 상호 공조, 주민들 간 융합, 분
쟁조정, 쾌적한 지역사회의 환경 조성 등의 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장려한
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
게 조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의 사회조직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사무와 기층정부가 위탁한 사업을 담당
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도록 한다. 지역사회의
사회조직과 지역사회의 건설, 사회사업 간의 연동 기제를 구축하여 자원
을 공유하고, 장점을 서로 보완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조직들이 지역사회
의 자율성과 봉사기능을 증가하고, 사회의 인재를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으로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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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조직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조치를 개선한다.
(1) 사회조직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정부기능 전환과 행정심사 개혁을 결부하여 정부 부위가 행사하기 어
렵지만 시장과 사회가 제공하기 편한 관리업무와 공공서비스를 경쟁 방
식으로 사회조직에 이전한다. 정부가 사회조직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
는 범위와 규모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민생, 사회거버넌스, 업종관리 등
공공서비스 항목들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사회조직으로부터 우선 구매해
야 한다.

(2) 재정세수 지원정책을 개선한다.
중앙재정은 계속하여 전문자금을 배정하고, 조건이 허락되는 지방정부
는 전문자금을 배정하여 사회조직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조직의 능력을 강화하고, 일련의 자체 브랜드를 형성한 사
회조직을 계획적·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사회조직에 대한 국가의 각종 세
수우대정책을 집행하고, 조건이 허락되는 사회조직들은 관련 법률에 따
라 세수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정, 세무부서는 종합감독체제
를 구축하고, 사회조직에 대한 세수정책체계와 영수증관리 제도의 개선
방법을 모색하고, 공익자선 사업에서 기부금에 대한 세수우대 제도를 개
선한다.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조건이 되는 사회조직에 금융지원을 강화
하도록 장려한다.

(3) 인재정책을 개선한다.
사회조직의 인재 사업을 국가인재 사업체계에 포함시키고, 사회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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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 인력에 대하여 관련 업종의 직업자격, 등록시험, 자격평가 정책
을 집행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사회조직 전문 인재들에게 관련 지원금을
제공하며, 사회조직 인재들을 국가의 전문기술 인재 지식갱신 프로젝트
에 포함시킨다. 사회조직의 책임자들에 대한 교육제도를 만들고, 자발적
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도록 인도하며, 사회책임 의식과 신
뢰 의식을 제고한다. 국제적 능력을 갖춘 사회조직 인재를 국제조직에 적
극적으로 추천한다. 관련 부위와 군중단체들은 사회조직과 종사자들을
관련 장려포상 추천 범위에 포함시킨다. 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관련 부위들과 함께 사회조직 인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연구·
제정한다.

(4) 사회조직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사회조직이 경제발전, 사회사무의 관리,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적
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사회조직, 특히 업종협회 상회는 기업의
발전, 시장질서의 규범화, 업종 자율성 강화, 단체표준 제정, 회원권익 수
호, 무역 분쟁 조정 등에서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원하여 경제발전에서 중
요한 추진력이 되게 한다. 사회조직이 사회 거버넌스 혁신, 사회모순 해
결, 사회질서 수호,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등에서 역할을 발회하도
록 지원하여 사회건설에서 중요한 주체가 되게 한다. 사회조직이 공익자
선사업의 발전, 과학문화의 번영, 취업경로 확대 등에서 역할을 발휘하도
록 지원하여 인민군중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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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조직의 등록심사를 법에 따라 시행한다.
(1) 직접등록을 안정적이고 적절하게 추진한다.
업종협회상회형, 과학기술형, 공익자선형, 도농지역사회 서비스형 사
회조직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우선 발전시킨다. 업종협회상회의 설립은
「업종협회상회와 행정기관 간 전체 분리 방안(行业协会商会与行政机关
脱钩总体方案)」의 취지로 법에 따라 민정부에 직접등록을 신청한다. 자

연과학과 공정기술 분야에서 학술연구와 교류 활동을 진행하는 과학기술
형 사회조직과 빈곤, 노인, 고아, 환자, 장애인, 이재민에 대한 구제와 의
료, 교육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공익자선형 사회조직은 법에 따라 직접 민
정부에 등록을 신청한다. 민정부는 직접등록을 심사할 때 의견을 광범위
하게 청취하고, 필요에 따라서 관련 부위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등 행
정규범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민정부는 관련 부위들과 함께 직
접등록을 하는 사회조직들에 대한 분류표준과 구체적 방법을 신속히 제
정해야 한다.

(2) 업무주관단위의 사전심사를 개선한다.
직접등록 범위 외의 기타 사회조직에 대하여 계속해서 등록관리기관
과 업무주관단위의 이중책임 관리체제를 실행한다. 업무주관단위는 사업
의 절차를 개선하고, 심사표준을 개선하여 사회조직의 명칭, 취지, 업무
범위, 발기인과 임용예정 책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조건이 부합되
는 사회조직들이 법에 따라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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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정부는 등록을 엄격히 심사한다.
민정부는 업종관리 부위와 관련 당 건설 사업기관과 함께 사회조직의
발기인과 임용예정 책임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한다. 여러 분야에 걸
치거나 혹은 업무범위가 광범위하여 특정 분야를 규정짓기 어려운 사회
조직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주요 업무 분야에 따라 결정하는 원칙
으로 명칭 심사와 업무범위 심사를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 관리부서의
의견을 청취한다. 사회조직 간 수직적 관계나 혹은 유사한 관계로 설립하
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사회조직에서 지역성 지사 설립을 엄격히 금지
한다. 전국적인 사회단체에 대하여 설립의 필요성, 발기인의 대표성, 회
원의 광범위성 등에서 자세히 심사하고, 업무범위가 비슷할 경우 충분한
논증을 거치도록 한다. 활동 지역이 여러 성에서 진행되는 사회조직은 전
국적인 사회조직의 기준에 맞추어 엄격하게 심사한다.

(4) 사회조직 발기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민정부와 함께 사회조직 발기인의 자격, 인원
수, 행위, 책임 등의 사항을 관련 행정규범에 포함시켜 규범화해야 한다.
발기인은 사회조직의 등록자료의 합법성, 진실성, 정확성, 유효성, 완정
성에 대하여 책임지고, 사회조직을 등록하기 전의 활동에 대하여 책임져
야 하며, 주요 발기인이 초대 책임자를 역임해야 한다. 발기인의 불량행
위를 자료로 등록해야 한다. 발기인은 설립하게 될 사회조직의 명의로 사
회조직의 설립과 관련 없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비특정 대상에게 준
비와 자금모금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는 것을 금지한다. 당정 지도간부들
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조직을 설립하지 못한다. 허가를 받은 발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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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기관에서 엄격하게 문책한다.

6. 엄격한 관리와 감독
(1) 사회조직 책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민정부는 관련 부위들과 함께 사회조직의 책임자에 대한 임용, 상담,
경고, 교체명령, 종사금지 등 관리 제도를 만들고, 법적대리인의 이임 시
회계심사 제도를 실행한다. 책임자의 불량행위를 문서로 기록하고, 사회
조직의 책임자의 과실책임 추궁을 강화하며, 심각한 법규정 위반에 대해
서는 교체명령을 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사회조직 책임자의
이임 전 공시제도, 법적대리인의 업무사항보고 제도를 추진한다.

(2) 사회조직의 자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민정부가 책임지고 재정, 세무, 회계심사, 금융, 공안 등 부위들이 참
가하는 자금감독 기제를 만들고, 집행정보를 공유하며, 위험평가와 사전
경고를 강화한다. 민정부, 재정부는 사회조직들이 내부통제 관리 기제를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국가의 재무회계제도와 영수증관리사용 제도를 엄
격하게 집행하도록 하며, 사회조직의 재무정보 공개와 공인회계사의 회
계심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재정부는 사회조직의 재정, 재무, 회계
등 정책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처벌하고, 적시에 민정부에 통보한다. 세무부서는 사회조직들이 법
에 따라 세무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세무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사회조
직에 대하여 본 의견이 발표된 이후 반년 내에 등록절차를 마무리해야 한
다. 사회조직의 비영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비영리조직이 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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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우대정책의 조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며, 비영리성 소득에 대하여 면
세신청을 하고, 경영소득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납세한다. 사회조직에 대
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영리성 경영 활동을 하는 행위
에 대하여 법에 따라 세수우대 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해당 사회조직과 주요 책임자를 처벌한다. 회계심사기관은 사
회조직에 대한 재무수지 상황, 국유자산 관리 및 사용 상황에 대하여 회
계심사를 진행한다. 금융관리 부서는 사회조직의 계좌에 대한 감독을 강
화하고, 자금출처, 특히 거액의 현금지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자
금세탁과 테러 활동에 대한 융자 등 불법 범죄 활동을 예방한다. 중국인
민은행은 민정부와 함께 사회조직을 자금세탁감독체계에 포함시킨다.

(3) 사회조직의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각급 정부와 관련 부서는 기능 분업에 따라 사회조직의 내부관리, 업
무 활동, 대외교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민정부는 조사, 평가 등 수단
으로 법에 따라 사회조직의 책임자, 자금, 활동, 정보공개, 규정이행 등
상황을 감독하고, 사회조직의 ‘블랙리스트’와 ‘이상 명단’을 관리한다. 관
련 부위와의 연합을 강화하여 사회조직이 실제 상황과 사회조직이 누리
는 세수혜택,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기능과 서비스 구매 등을 연결시킨다.
민정부는 관련 부위들과 함께 연합하여 법집행제도를 만들고, 불법행위
를 엄격하게 조사하며, 법에 따라 미등록한 각종 불법 사회조직을 단속한
다. 법에 따라 자격을 취소한 이후 여전히 불법 사회조직의 명의로 활동
하면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업종관리 부서는 사회조
직을 업종관리에 포함시키고, 업무지도와 업종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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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건강한 발전을 인도한다. 등록관리기관과 함께 해당 영역의 사회조
직에 대한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등록관리기관 및 관련 부위들과 협조하
여 해당 영역의 사회조직들의 불법 활동과 불법 사회조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외교, 공안, 물가, 인력자원사회보장 등의 부위들은 사회조직
의 해당 영역에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법에 따라 불
법행위를 조사하고, 적시에 민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중관리를 받는 사
회조직의 업무주관단위는 관할 대상 사회조직의 사상정치공작, 당의 건
설, 재무와 인사관리, 연구토론 활동, 대외교류, 외국 기부 접수, 내부규
정에 따라 활동하는 등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며, 매년 전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위와 협조하여 사회조직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며, 내부
관리가 혼란한 사회조직을 정비하도록 재촉·지도하며, 사회조직의 청산
업무를 지도한다.

(4) 직접등록을 하는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한다.
직접등록하는 업종협회상회형, 과학기술형, 공익자선형, 도농지역사회
봉사형 사회조직에 대한 종합감독과 당 건설, 대외업무, 인력자원 서비스
등의 사항은 「업종협회상회와 행정기관 간 전체 분리 방안」과 관련 정책
들을 참고하여 집행하며, ‘주관하는 자가 책임지는’ 원칙을 실행하여 사
업의 과정과 이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미 설립된 과학기술형, 공
익자선형, 도농지역사회 서비스형 사회조직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안정적
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원칙(稳步过渡的塬则)을 따르며, 사회조직
에 관해 시범사업을 통해 직접등록을 하는 관리방식으로 전환을 한다. 민
정부는 관련 부위들과 함께 전국적인 사회조직에 대한 시범 방안을 제정
하고, 구체적인 조직과 집행을 책임진다. 지방 사회조직의 시범사업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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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치구, 직할시) 당위와 정부가 함께 영도하고, 민정부에서 구체적인
집행을 책임지며, 시범 방안은 현지 상황에 근거하여 연구하여 제정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은 한 개 업종에 여러 협회를 설립하는 대안을 모색한
다. 이미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역은 본 의견의 취지에 근거하여 시범사업
을 더욱 개선한다.

(5) 사회의 감독을 강화한다.
사회조직에 대한 신문매체, 사회 대중들의 감독을 장려한다. 민정부는
관련 부위와 함께 각종 사회조직의 정보공개 방식을 제정·집행하며, 사
회조직의 연차보고 제도를 모색하고, 공개 내용, 기제와 방식을 규범화하
고, 투명성을 제고한다. 전문적·사회적인 제3자 감독 기제의 수립을 모색
하고, 사회조직의 제3자 평가 기제를 개선하여 평가정보의 공개, 절차적
형평성, 결과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조직의 불법행위와 불법 사
회조직에 대한 신고접수와 장려제도를 만들고, 법에 따라 사회대중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벌과 취소 상황을 공개한다.

(6) 사회조직의 퇴출 기제를 개선한다.
국가의 관련 법률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회조직에 대하여 법에
따라 등록증서를 몰수하고, 허위로 등록한 사회조직은 등록을 취소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조직의 명의로 무단으로 활동한 불법 사회조직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벌한다. 사회조직의 청산, 취소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조직의 자산이 침범을 받거나, 사적으로 배분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보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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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조직의 대외활동을 규범화한다.
사회조직이 질서 있게 대외교류를 진행하고, 비정부 간 국제조직에 참
가하며, 국제표준과 규칙의 제정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며, 사회조직이 대
외경제, 문화, 과학기술, 체육, 환경보호 등의 교류에서 지원협력 역할을
발휘하며, 민간의 대외교류에서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인도한다.
관련된 등록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새로 설립한 국제 수준의 사회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제 수준의 사회조직 설립을 지원하며, 개방형 경
제 신체제의 구축을 위해 봉사한다. 사업의 수요로 인하여 해외에 지사
(대표처)를 설립할 경우, 업무주관단위나 외사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기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정 영도간부가 개인의 신분으로 해외의 전문적
인 학술조직에 가입하거나, 혹은 해당 조직의 관련 직무를 역임할 경우,
간부관리 권한과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사회조직의 자체 건설을 강화한다.
(1) 사회조직의 법인 거버넌스 구조를 설립하고 개선한다.
다양한 유형의 사회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내부규정에 관한 시범 문건
을 작성한다. 사회조직은 법률 정책과 내부규정에 따라 법인 거버넌스 구
조와 운영 기제, 그리고 당조직이 참여하는 사회조직 중대 문제에 관한
정책결정 등의 제도를 수립하고, 회원대회(회원대표대회), 이사회, 감사
회제도를 개선하고, 민주적인 선서, 민주적인 정책결정과 관리를 진행한
다. 내부감독 기제를 개선하여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고, 조화롭게 운영되
고, 균형적·효율적인 법인 주체로 성장하여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사회조직이 내부갈등 해결 기제를 수립하도록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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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직에 관한 인민 조정제도를 실행하며, 당사자들이 사법 경로를 통
해 법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도록 인도한다.

(2) 당조직의 핵심 기지(战斗堡垒) 역할과 당원의 솔선수범(先锋模范)
역할을 충분히 발휘케 한다.
사회조직의 당조직은 당장에서 부여한 기층조직으로서의 기본임무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군중을 단결하고, 사회조직의 정확한 정치 방
향을 보장한다. 사회조직의 중대 사무에 대한 정책결정, 중요 업무 활동,
거액경비의 접수와 지출, 대외활동 수행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조직의 지사에 당조직을 건설하는 것을 지도하고, 조건을 갖춘 지사
에 대하여 제때에 당조직을 설립하도록 재촉한다. 주소지가 북경에 있지
않거나 지사를 설립한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 걸쳐서 활동하는 사회조
직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직속기관 공위(工委), 중앙국가기관
공위, 국무원 국유자산위원회 당위(党委)에서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 외에
도 주소지 및 지사를 설립한 주소지의 당위에서 ‘횡적 종적 결합’(条块结
合)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회조직과 지사의 당조직에 대한 일상지도와 감

독을 강화한다. 사회조직의 당조직 서기는 일반적으로 사회조직 내부에
서 선발하고, 당원인 사회조직 책임자가 당조직의 서기직을 맡는 것을 제
창한다. 규모가 비교적 크고, 회원이 비교적 많거나 혹은 당조직 서기직
을 맡을 적합한 사람이 없는 사회조직은 상급 당조직에서 규정에 따라 당
조직 서기를 선발하여 파견할 수 있다. 당원의 모범일터(先锋岗), 당원의
책임구역, 당원의 공개 승낙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사회조직의
책임자, 관리층과 업무 간부들 중에서 당원을 양성·발전시키는 것을 중
시한다. 당 건설과 군중조직의 설립을 견지하고, 조건이 되는 사회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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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 공청단, 부녀회(妇联) 등 군중조직의 설립을 추진한다. 공회가 직원
들을 대표하여 사회조직의 법률과 정책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지지한다.

9. 사회조직 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한다.
(1) 영도체제를 개선한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사회조직의 관리사업의 강화와 개선을 중요한 의
사일정에 포함시키고, 지방 당위와 정부의 성과평가 내용과 사회치안 종
합관리 평가체계에 포함시킨다. 지방 당위와 정부는 사회조직 사업의 중
대 사업과 제도의 수립과 개선을 연구·결정하고, 당위 상무위원회는 정
기적으로 사회조직의 사업보고를 받아야 한다. 각 부위의 당조직(당위)는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사업을 영도하고, 당 건설 사업의 책임제를 실행하
며, 해당 부위의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관리역량을 배치․강화하며,
집행을 강화한다. 중앙은 사회조직 사업의 조정 기제를 수립하고, 지방
각급 정부는 상응한 기제를 수립하여 통합적․계획적으로 사회조직 사업
을 조정하고, 지도함으로써 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적시에 연구·해결
한다. 사회조직의 당 기풍 및 청렴(党风廉政) 확립과 반부패 사업을 중시
하고 강화하여 사회조직의 부패 처벌과 예방 기제를 개선한다.

(2) 사회조직의 당조직과 사업의 효과적인 도입을 추진한다.
조건을 갖춘 조직은 당조직을 최대한 설립하는 원칙에 따라 사회조직
의 당조직 설립을 강화하고, 당의 조직과 사업이 모두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아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회조직은 당 건설업무 지도원(党建工作
指导员), 연락원을 선발·파견하거나 혹은 공회, 공청단 조직 등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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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당의 사업을 진행하고,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당조직을 제때에 설
립한다. 새로 설립된 사회조직이 조건을 구비하면 설립과 동시에 당조직
을 설립한다. 전국적으로 중요한 사회조직은 당중앙의 허가를 받고 당조
직을 설립한다. 각 관련 부위는 사회조직의 등록, 조사, 평가, 일상감독
등 사업과 결부하여 사회조직이 제때에 당조직을 설립하고, 당의 사업을
진행하도록 재촉한다.

(3) 사회조직의 당 건설 업무의 기초보장을 강화한다.
다원적이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투입으로 당 건설 업무의 기초보장을
추진한다. 기업과 사업단위, 기관과 가도 지역사회(机关和街道社区), 향
진, 촌 당조직과 사회조직의 당조직은 자원공유와 공동발전을 제창한다.
당조직의 활동과 역할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 실제 상황에 근
거하여 사회조직의 당조직 서기와 전문 당무직 근무자에게 적당한 업무
보조금을 제공한다. 사회조직의 책임자에 대한 사상정치 교육을 강화하
고, 그들로 하여금 당 건설 업무를 자발적으로 지지하도록 한다. 당의 건
설을 사회조직 내부규정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한다.

10. 바람직한 조직운영(抓好组织实施)
(1) 법제도 건설을 가속화한다.
사회단체, 기금회와 민영비기업단위에 관한 등록관리 조례를 조속히
수정한다. 자원봉사와 업종협회 상회 등의 분야에서 단일 법률규범도 연
구·제정한다. 연구를 조속히 진행하여 적시에 사회조직법의 초안 작업을
시작한다. 조건이 되는 지역은 본 의견의 취지에 따라 지방성 행정규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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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규정을 제정할 것을 장려한다.

(2) 서비스 관리능력 발전을 강화한다.
관련 부위와 각급 지방정부는 관리 과정에서 사회조직을 위해 봉사하
고,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 서비스 인력을 강화하고, 업무능력을 제고한
다. 각급 민정부서, 특히 현급 민정부서는 전문기구와 인원이 사회조직의
등록관리에 관한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법 집행 인력을 중점적으로 강화
하고, 사업경비를 보장하고, 수요에 맞는 봉사, 강력한 법집행과 효율적
인 감독을 보장한다. 전국 사회조직의 관리정보 시스템과 사회조직의 신
용정보관리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조직의 법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감독 수준과 봉사 능력을 제고한다.

(3) 홍보와 지침(宣传引导)을 강화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
회조직이 사회건설과 거버넌스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광범위하게 홍보
하고, 사회조직의 모범 사례를 제때에 종합, 홍보, 확산한다. 사회조직의
이론연구와 문화발전을 강화하고, 사회조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
하며, 사회조직 개혁의 발전을 위하여 유리한(良好) 사회적 분위기를 조
성한다.

(4) 사업을 재촉하여 집행한다.
각성(자치구, 직할시) 당위와 정부는 실제 상황에 맞추어 해당 지역의
사회조직 관리제도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의견을 제정·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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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관련 부위는 본 의견에 따라 직책의 분리를 통해 관련 정책조치와 구
체적인 관리 방법을 조속히 제정·집행하며, 해당 분야의 사회조직의 개
혁과제를 추진한다. 민정부는 관련 부위와 함께 본 의견의 집행 상황을
감독·조사하며, 각종 임무의 완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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