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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부패의 환경, 심리, 행위, 결과가 불꽃이
되어 부패의 늪에 빠져 모두에게 크나큰 손상과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조직
(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부패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거나 새롭게 변신을 하는 부패를 막기 위
한 다양한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대중국 관련 분야의 전략 수
립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대중국 교류협력(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적실성 확
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첫째, 중국 (반)부패에 관한 국문, 중문, 영문, 일문의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반부패의 법제화, 한중일 비교,
반부패 운동의 정치 논리, 반부패 기구 및 개혁,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 및 기
제, 청렴정부건설, 국유기업 부패, 반부패 관련 법령, 부패와 경제성장, 부패
와 꽌시, 정치적 반부패의 한계 등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반)부패 개념은 명료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 부패는 청렴, 나쁜 행정,
비위 등의 스펙트럼을 띠며, 중국 역사에서 부패는 ‘곡식이 곰팡이가 피어 썩
는다’는 의미에서, 현대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공공이익, 시장, 조직과
제도, 법률 관점에서 부패를 정의한다. (반)부패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청렴,
염덕, 책임윤리가 있다. 셋째, (반)부패 관련 이론적 논의는 크게 합리적 행위
모형, 구조적 모형, 관계적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관계적 모형이
중국 부패의 설명에 적합성이 높다. 한편, 중국특색의 반부패 이론은 기초이
론과 응용이론, 그리고 도의론, 공리론, 덕성론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중

국에서 부패와 꽌시는 정도의 문제이며, 중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강력한
반부패 운동 추진에도 언론의 자유 등을 지적받아 2017년 41점을 기록하였
다. 이는 싱가포르(84점)의 절반 수준이며, 180개 국가 중에서 77위에 해당
된다. 또한, 부패 무관용(zero tolerance) 관점에서 중국은 3불기제, 즉 ‘감
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不敢腐)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不
能腐)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 함’(不想腐)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패를 부추

기는 왜곡된 문화와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제3장은 중국 (반)부패의 실태를 역사적 맥락, 인식분석, 사례분석으로 분
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역사는 (반)부패의 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와
왕조의 흥망성쇠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졌다. 반부패 운동을 추진한 요(尧)
와 순(舜), 탐관오리를 등용시키지 않은 은 왕조, 서주(西周) 시기의 반부패
기록, 춘추(春秋) 시대의 횡령죄, 진나라의 왕개와 석숭의 부패 경쟁, 엄격한
부패방지법을 실행한 당나라, 주원장의 ‘박피훤초’, 청의 망국적 부패, 국민당
부패 등으로 점철되었다. 신중국 초기의 부패는 주로 미자격 당원과 허술한
당조직, 자산계급의 뇌물에 의한 타락 등이 이어져 정풍운동, 3반운동, 5반운
동 등의 반부패 운동이 추진되었다. 사회주의 전면 건설과정에서도 정풍운동,
농촌3반운동, 5반운동의 도시로의 확대, 간부 특권화 반대, 권력감독 강화 등
이 추진되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계급투쟁의 확대와 좌경사상의 영향으
로 인해, 당정기관의 부정부패는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반부패 투
쟁은 계급투쟁으로 격상되었다. ‘문화대혁명’의 침통한 교훈은 계급투쟁을 통
하여 부패와 정변을 방지하려는 것은 잘못이란 점이다. 문혁 이후 정상화 시
기에는 당시 중국의 특정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국정의 실제 상황과 형세
에 근거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의 반부패 운동을 위한 기초를 가다
듬고, 11기 3중전회는 반부패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반부패 관련 결정들을
통해 반부패는 새로운 발전 시기에 진입하였다. 1982년 12차당대회까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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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반부패 추진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의 중점영역에
서 규장제도 및 조치들을 제정하여 제도, 특히 법치를 통한 반부패를 강조하
였다. 둘째, ⅰ) 부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정부기관의 인맥중심 채용’과 ‘건
전한 사생활’이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ⅱ) 부패의 원인은 ‘법률법규
및 제도의 미비’라고 대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고, ⅲ) 반부패 기관에 대한 인
식에선 기율검사위원회가 96.25%로 나타났다. ⅳ) 반부패의 기본방침으로는
예방과 처벌 병행을 가장 중시하였다. ⅴ) 최근 당과 정부의 당풍렴정(党风廉
政)건설과 반부패 투쟁의 성과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65.19%, ‘아주 만족한다’고 답한 비중이 15.36%, ‘만족하지 못한다’를 선택
한 비율이 19.45%였다. 셋째, 6개 분야별 기율위반 행위로 ⅰ) 정치생활에서
는 주로 당의 노선과 정책, 국정방침 등이, ⅱ) 인사 및 조직에서는 주로 민주
집중제 원칙, 당결정 위배, 허위문서 작성 등이, ⅲ) 청렴결백의 위반행위로는
권력거래, 성접대, 선물수수 등이, ⅳ) 인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는
뇌물수수 등이, ⅴ)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무책임, 부당행위, 근무태만 등이,
ⅵ) 일상생활에서는 사치, 부당한 관계, 미풍양속 위배 등이 발생한다.
제4장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를 기구(조직), 법령, 관련 제도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첫째, 반부패 기구로는 ⅰ) 당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8년
헌법기구로 탄생한 국가감찰위원회, ⅱ) 중국공산당 내부의 반부패 업무를 전
담하는 중국공산당 기율위원회, ⅲ)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기능이 모두 국
가감찰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에 집중된 결과 약화된 검찰원, ⅳ) 주로 정부
기관과 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는 사업단위와 사회단체, 정부투자 관련 건설사
업 등의 재정사용을 감독하는 심계서(审计署)가 있다. 둘째, 중국 반부패 관
련 법령으로 ⅰ) 「헌법」은 주로 권력체계 내부의 분배와 제약 및 권력체계 외
부의 감독 측면에서 반부패를 규정하고 있고, ⅱ) 「형법」은 부패행위가 도덕
적 규범의 범위를 넘어서 법에 저촉되어 범죄가 성립될 때 적용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며, ⅲ)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부패사건 조사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인권보호, 검찰기관의 조사권력, 외국으로 도피한 관료의 자산추징
과 국제공조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ⅳ) 「감찰법」을 통해 중국의 반부패 업
무가 단기적이고 행사적인 특징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를 지향하려는
것임을 분석하였다. ⅴ) 이외에 공산당당정,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중국공
산당순시업무조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ⅰ) 부패행위에 대한 감독제도는 주로
심계서의 회계심사,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감독위원회의 전문 감찰기관의 감
독, 검찰기관의 수사 등을 위주로 운영되고, ⅱ) 재산신고제도는 중국의 당국
가체제로 인해 다른 국가와 구별되고, 지방 공직자도 재산신고 및 공개가 적
용되지만, 여전히 재산신고제도에 대한 간부의 소극적 의지, ‘신고-공개-심사
-감독-문책’으로 이어지는 재산신고제도의 설계가 미흡하며, ⅲ) 중국에서 반
부패 징계제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작게는 조직 내부의 규정이나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기율처분에서부터 크게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ⅳ) 자산추징제도는 범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국
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활동 범위를
좁혀 체포에 유리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제5장은 중국 반부패의 정책을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 중국 반부패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중
국 반부패 정책분석의 접근을 ⅰ) 이해, ⅱ) 분석, ⅲ) 평가와 시사점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즉, 최근 중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비교·대조하여 이해 및 분석을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지도사
상(思想)과 연계하여 진행한 다음, 평가와 시사점은 앞서 진행한 중국 반부패
정책의 이해 및 분석을 기초로 한 소결 형태로 정리하였다. 둘째, 신중국 역
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에 따라 분석하였다. ⅰ) 마오쩌둥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
면, 사람(人)에 주목한 것이다. 마오쩌둥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명성을 부각하
며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 순결한 도덕성뿐이다. 마오쩌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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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비판과 자아비판’과 같은 ‘사상교육’에 중점을 두며, 계속해서 감시하
고, 통제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ⅱ) 덩샤오핑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이 아니라 제도에 주목하였다. 여전히 ‘교육’의 중
요성이 강조되면서도,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달리 ‘군중운동’의 방식의 폐해
를 잘 알기 때문에, 특히 ‘법제’와 ‘제도’의 건설을 통해서 반부패 문제에 접
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ⅲ) 장쩌민의 반부패는 ‘삼개대표’ 중요
사상과 연계되며, 개혁개방 이래 새로운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 문제해
결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과연 당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이어
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반부패의 정책에 접근한 것이다. ⅳ) 후진타오의
반부패 사상은 ‘과학발전관’과 연계되며, 반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예방적
차원과 제도적 해결방안(권력운행의 감독감시체계의 확립 등)을 모색하는 데
에 집중한 것이다. ⅴ)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제5대 당중앙 집단지도체제
는 ‘극약처방’을 한다는 결심을 하고, ‘뼈를 긁어 독을 치료한다’는 용기로,
‘호랑이’(고위관료)든 ‘파리’(하위관료)든 모두 잡겠다는 마음을 견지해서, 반
부패 투쟁에서 압도적인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당 최고지도자들의 당에 대한, 당의 조직과 건설에 대
한 ‘공통된 인식’의 ‘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중국정치의 시스템은 ‘유기적 통일’을 고도로 지향하
는 ‘생명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두드러진 특징은 우선 ‘실사구시’로 정
치 생태계를 파악하고, 생명 활동에 반드시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며,
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왕성
한 생명력 발현을 위한 방법이며, 그 실행의 원칙은 ‘親’이 아니라, ‘公’의 실
천에 있다.
제6장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 및 정책을 거시맥락적 제약, 제도적 제약, 행
위적 제약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으로 ⅰ) 정치체
제의 제약은 주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외부감독의 부재에서 체현되며, 중국

각급 공공기관의 일인자(一把手)들은 공공정책과 간부인사, 공공사업에 관한
사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ⅱ)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자유화, 분
권화, 민영화, 경제 글로벌화 등은 부패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내재되어
있고, ⅲ) 중국에서 반부패를 어렵게 하는 문화적 요인은 주로 가부장문화, 본
위주의문화, 관본위문화, 인정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인 ⅰ) 법적 제약으로는 법률체계의 제약, 당내법규와 국가법률 간의 연
계 문제, 현행 법률의 내용에 존재하는 제약으로 해외도주 부패 범죄자의 추
적과 부패사건에 연루된 해외자산의 성공적인 회수에 제약을 주며, ⅱ) 부패
방지의 주요 제도의 하나인 부패고발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은밀한 보복을 확
인하기 힘들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취약하다. 또한, 간부인사제도는 위
임제 선발방식의 문제점, 간부인사 관련 법규가 미흡하다. 그리고 정부조달감
독제도는 조달 관련 법률의 문제, 정부조달에 관련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감독 주체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 ⅲ) 반부패 기구의 제약으로 동급 당위
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반부패
기구에 관한 감독을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
으로 ⅰ) 정치체제의 특성상 집권당 외부의 압력을 크게 받지 않고 당내 엘리
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중국에서는 국가 최고지도층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
을 하며, ⅱ) 법집행 대상·내용·정도의 선택에서 자의적인 선택적 법집행은
중국 성급 이하 지방정부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ⅲ)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견제 의식이 미흡하여 부패통제에 소극적인 영향을 준다.
제7장은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을 거시맥락적, 제도적, 행위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ⅰ) 중국 반부패 추진은
거시맥락적 환경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면서 추진되어야 인민이 원하는 바를
구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ⅱ)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없이 어떤 개인 혹은 조직이 독점적으로 절대권력을 행사한다
면, 그 자체가 권력남용이며, 권력부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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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 및 청렴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부
패 추진에 대한 당의 독점권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국가기구 간의 적
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구비
되어야 지속가능한 반부패 및 청렴정책이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둘째, 반부
패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ⅰ) 반부패 관련 법치화는 반부
패 입법의 발전 및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고, 종합적 반부패법을 제정하여 반
부패 기본법률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반부패 관련 기구(조직) 간 감독
제약 및 개편으로 합리적 구조, 과학적 배분, 엄밀한 과정, 효과적 제약을 구
비한 권력운행 기제를 구축하며,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부터 권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ⅲ) 정부의 청렴도 지수와 중국 인민이 공무원
에 행하는 효과적인 제어는 정비례 한다. 그러므로 인민의 제어는 공무원들에
게 가장 좋은 부패 예방책이 된다. 반부패 관련 제도개선은 관료의 인사관리
제도의 개혁 그리고 재산신고제도에서 주목된다. 셋째,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인데, 반부패 또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ⅰ) 부패의 주
체이면서 객체인 인간, 즉 부패 및 반부패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 인식, 행위
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ⅱ) 중국의 반부패 및 청렴정치건설
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익과 공익의 충돌, 일인자(一
把手) 부패 문제, 시민사회와 인터넷 반부패 측면에서 행위자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ⅲ) 부패와 관련된 문화적 속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감독 능력을 우선 배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대중에게 부정부패의 위해성을 인식시키고, 공공이익뿐만 아
니라 개인의 이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부패에 대
한 무관용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
안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상대방을 학
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

중 교류·경쟁·협상·협업에서 중국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조직·제도·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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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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부패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벌어지고,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부패는 인류가 생존하는 한 태생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낮과
밤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부패는 가정, 사회, 정부, 국가, 국제기구 등 모
든 지역이나 조직에서 발생하고, 또한 발생 할 것이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중국에는 ‘군자애재, 취지유도’(君子爱财, 取之有道)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군자는 재물을 사랑한다. 그것을 취함에는 도가 있다.”는 뜻
으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고관의 대명사로 부를 수 있는 군자의 경우에
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재물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득한 경위와 방법에 있다(燕继荣, 2013: 8).
여기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점으로 중국에선 전통적으로 비록 ‘군자’
라 할지라도, 그 또한 사람인 이상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
라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을 누구나 수긍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점
이다. 여기엔 ‘군자’와 ‘소인’이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소
인’과 구분될 수 있는, 오직 ‘군자’의 특별한 부분은 그가 가진 ‘재물의
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획득한 방법이 ‘공정’했는가에 달려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부패는 악성 종양과 같이 도처에서 번식하며 만연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반부패는 대다수 국가에서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사회주의 중국의 정치체제는 당이 권력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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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의 특징을 갖는다(Kornai, 1992: 39).
중국 역시 반부패를 사회주의 체제 존속과 안정화 수단으로 간주하고 다
양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패를 예방하고 척결하는 것은 공산
당과 국가의 전반적인 정세와 연관되어 있다. 중국의 반부패 정책은 지속
적으로 변해왔으며, 한편으로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시도에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운용된 측
면이 강하다.
종전 지도자와 달리 시진핑 주석이 등장한 2012년 11월부터 반부패의
패턴은 크게 달라졌다. 2017년 10월 18일애 개막된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당헌)에 삽입되었다. 시
진핑 2기에는 포괄적인 국가지도 방향과 이념이 제시되고 새로운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천명된 것이다. 기존 성장방식의 전환을 핵
심으로 하는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반부패, 민생개선, 환경보호를 강조한 것이다. 2012년부터 5년간의 반부
패 성과를 역설(호랑이, 파리, 여우라는 표현을 쓰면서 부패사범 처분의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반부패와 의법치국을 매우 중시한 것이다. 반부
패는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낭비풍조 등 특권을 결연히 반
대하고 반부패를 견지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 2기
를 이끌 신임 상무위원회의 구성은 대부분 반부패 추진에 적극적인 개혁
지향적인 인사로 구성되었다.
중국에서 반부패 투쟁을 줄기차게 활용하는 것은 당과 정부에 대한 충
성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며, 인민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
다. 예를 들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파견하는 기율검사조가 당국가
의 모든 주요 기관이나 부위(departments)에 파견되어 조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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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검사조의 역할은 기관에서 느슨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정치적·이
념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반부패는 시진핑이 구상하는 비전과
정책수립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선도적인 규율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Brown, 2017: 5).
그렇다면, ‘반부패’는 중국의 신시대에서 ‘어떤 방식’(특색)으로, 즉 ‘법
과 제도 그리고 정책적인 차원’(보편)으로 시스템화 될 수 있을까? 이 과
정은 결국 근본적으로 중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전환기적 상황에서, 사회주의체제의 생
명력을 지속시키려는 중국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심도 있게 연구함으
로써 중국이 지향할 변화의 방향을 예측·전망할 수 있다.
중국의 반부패 제도와 정책은 비단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등
모든 분야에 파급력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체계적·종
합적인 연구는 매우 필요하며,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대다수 국가에서는 반부패를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의 당위성과 정당
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중국 역시 반부패를 사
회주의 체제 존속과 안정화 수단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중국 관련 전략수립의 타당성을 제고
하고, 대중국 교류협력(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적실성 확보에 기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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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다.
중국의 부패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고, 반부패 및 청렴정치건설은 중
국의 전반적인 제도와 정책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부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한국의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한중관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타당성과 적실성을 갖는 대
응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상호 내실 있는 교류협력이 절실한 현실적 맥락
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와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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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중국의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이다. 부패, 반부
패, 청렴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내용에 따라 부
패에 초점을 둘 수 있고, 또한 동시에 반부패에 초점을 둘 수 있으며(‘부
패는 밤을 지향, 반부패는 낮을 지향’하는 같은 하루라 할 수 있음), 문맥
에 따라 청렴을 부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결부되는 특성상
(반)부패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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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틀, 그리고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반)부패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중국
반부패에 관한 선행연구를 국문, 중문, 영문, 일문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
한다. 2절에서는 (반)부패의 개념·유사개념·구성요소, 부패의 특성·기능,
부패의 유형·원인을 검토한다. 3절에서는 (반)부패 관련 이론, (반)부패의
주요 쟁점, 반부패의 국제비교, 반부패의 거버넌스를 다룬다.
3장에서는 중국 (반)부패의 실태를 분석한다. 1절에서는 중국 반부패
의 역사적 맥락(역사속 반부패, 신중국 이후 반부패, 최근 반부패의 결과)
의 (반)부패 실태를 분석한다. 2절에서는 반부패 추진에 대한 인식, 지방
정부 반부패에 관한 인식, 민간기업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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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는 반부패의 사례(기율과 규범 위반 행위를 여섯 가지 측면인 정치
생활, 인사조직, 청렴결백, 서비스 전달, 업무이행, 일상생활)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중국 (반)부패 관련 제도를 분석한다. 1절에서는 반부패 기
구(당기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사법기관인 검찰원, 국무원의 심
계서)를 분석하며, 2절에서는 중국 반부패 법령(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감찰법, 관련 규정)을 분석하며, 3절에서는 반부패 제도(감독제도, 재산
신고제도, 문책제도, 자산추징제도)를 분석한다.
5장에서는 중국 반부패의 정책을 분석한다. 1절에서는 중국 반부패 정
책분석의 접근, 2절에서는 신중국 역대 정권(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
민, 후진타오,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분석, 3절에서는 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을 평가를 하고 그 시사점을 얻는다.
6장에서는 중국 반부패의 제도 및 정책의 제약을 분석한다. 1절에서는
중국 반부패의 거시맥락적(정치체제, 경제체제, 문화) 제약분석을, 2절에
서는 제도적(법적, 제도, 반부패 기구) 제약분석을, 3절에서는 행위적(리
더의 의지, 자의적 법집행, 대중 및 여론의 인식) 제약분석을 한다.
7장에서는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 분석을 한다. 1절에서는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개혁 방향 및 방안을, 2절에서는 반부패의 제도적
개혁 방향 및 방안을, 3절에서는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을
논의한다.
8장에서는 중국 반부의 제도와 정책 연구결과의 요약, 중국 반부패 연
구의 함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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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첫째, 중국 (반)부패 관련 문헌연구를 분석한다. 중국 (반)부패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국무, 중문, 영문, 일문 문헌으로 검토·분석한다. 중국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접근에 있다. 이를 다소
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헌연구이며, 관련 문헌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내용을 파악하거나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반)부패 관
련 이론, 사례, 법령 등(법률, 조례, 결정, 통지, 의견, 지침 등), 정책 관련
문건, 관련 서적 등 문헌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그 기초 위에서 비판적
분석을 진행한다.
둘째, 중국 (반)부패에 관한 적실성과 특수성1)을 반영하는 시각에서
접근한다. 중국 (반)부패를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특수성
과 보편성, 즉 사회주의 중국의 고유한 제도적 맥락과 사회과학의 보편
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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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완화하기 위해 (반)부패 관련 각종 문헌이나 인터넷 등에서 얻은 자
료를 추출하고 활용하여 기술통계 수준으로 제시하여 논거를 뒷받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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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락(context of discovery)이란, 경험
적 탐구의 영역으로 사회과학의 실질적 내용에 관한 문제이며, 타당성의 맥락(context of validity)이란, 방법
론 또는 과학적 탐구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따져보는 측면이다(Rudner, 1966: 5-7; 김윤권 외, 2013: 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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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반)부패 관련 각종 통계치를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 논거로 활
용한다.
넷째, 중국 연구자와 협업적 방식2)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반)부패 관
련 중국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
행함으로써 문헌연구나 자료 접근의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다.
즉, 중국 현실의 맥락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현상과 논리를 제고시켜 본
연구의 타당성(validity)과 적실성(relevance)을 보다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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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협업적 연구를 통해서 첫째, 보편성과 특수성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연구에서 특
수성만을 연구한다면 일반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중국 (반)부패에 관한 자료 접근의 어
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을 연구할 경우에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를 보완하고 보다 적실성과 타당성을 가
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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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본 연구의 접근 틀

중국 (반)부패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중국 (반)부패 관련 선행연구
∙ (반)부패의 이해
∙ (반)부패의 이론적 배경

중국 (반)부패의 실태분석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중국 반부패의 정책분석

∙ (반)부패의 역사적 맥락
∙ (반)부패의 인식분석
∙ (반)부패의 사례분석

∙ 반부패 기구(조직)분석
∙ 반부패 법령분석
∙ 반부패 제도분석

∙ 반부패 정책분석의 접근
∙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
∙ 역대 반부패 정책의 평가

중국 반부패의 제도 및 정책의 제약분석
∙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분석
∙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분석
∙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분석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
∙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개혁 방향 및 방안
∙ 반부패의 제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 연구결과 요약
∙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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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현재 세계 각국의 어느 정부도 단독으로 글로벌 난제(global wicked
issues), 정책문제(policy problems), 행정수요(public administration
needs), 행정서비스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이다. 반부패 역시 각국 정부
가 체제의 존속과 안정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난제에 해당하며, 이러
한 반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들의 제도와 정책의 좋은 사례
(best practices)와 실패 사례(worst practices)를 서로 학습하고 시사점
을 얻을 필요가 있다.
중국의 반부패 관련 제도와 정책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파급력이 상당하다. 우리 앞에 강대국으로 다시 등장한 중국에 대
한 연구, 특히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반부패
제도와 정책의 상호 학습효과 제고, 대중국 전략수립의 타당성 제고, 대
중국 교류협력(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적실성과 실리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로의존적(path dependence)으로 우리 문화와 이질적
인 서구의 제도와 정책을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적
실성이 약한 제도와 정책을 성급하게 도입·확산하여 여러 부작용을 경험
해오고 있다. 그러나 (반)부패는 그 형성 요인이 다양하겠지만, 문화적·심
리적인 요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와 문화적·
심리적인 요인이 유사한 중국의 반부패 제도와 정책을 학습하여 좋은 점
은 벤치마킹하고, 부작용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연구 내용과 결과를 활용하여 반부패 제도설계나 제도개선 차원에서
타당성과 적실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보다 최적화된 반부패 정책의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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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일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
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 법’)으로 엄청
난 사회적 파장과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우리가 중국과 정치, 외교, 경
제, 문화, 기술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에,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연구내용 및 결과는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어 의사결
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이 대중국 무역 활동에서 신중하고 치
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는 유익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얻은 내용과
함의를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과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관계는 분명 사인(sign) 곡선처럼 정치·외교·군사, 경제, 문화, 지
리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안정과 불안정이 교차되면서 이어질 수밖
에 없을 것이다. 현상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응보다는 중국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인 대응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제도나 정책의
흐름과 내용을 꿰뚫어 보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중국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외교부와 관련 기관들, 우리
나라 반부패 및 청렴과 관련된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인
사혁신처, 정부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외 중국과 교류협력을 수행하는 각 부·처·청·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그리고 민간부문(기업, 관련 전문가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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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반)부패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중국 (반)부패에 관한 선행연구
제2절 (반)부패에 관한 이해
제3절 (반)부패 관련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 (반)부패에 관한 선행연구
중국 반부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이루어진 중국 반
부패에 관한 선행연구(literature review)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
면, 선행연구를 통해 그동안 중국 반부패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어떠한 주
제와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정보는 무엇인가를 파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연구 주제나 내용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고, 반부패 관련 정책이나 제도의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탐색
하는데 유용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반부패에 관한 선행연구를 국문, 중문, 영문, 일문
문헌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선행연구는 연대, 주제, 대상, 방법 등에 따
라 유형화를 하여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선 중국 반부패에 관한 제도
와 정책이 중국 정치나 경제의 시대적 맥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한
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연도 시차에 따른 검토를 하여 의미를 찾도록 한
다. 연도순으로 검토한다면, 해당 시기에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의
배경, 의도, 쟁점, 발전, 한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중국 (반)부패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중국 (반)부패에 관한 연구는 대중국 연구의 다른 주제
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38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표 2-1

저자(연도)

중국 (반)부패에 관한 국문 선행연구 정리
연구 주요 내용

라창계
(1986)

(제목) 중공의 개방화와 부정부패 문제
(연구 목적) 1980~1984년에 중공 언론에 보도된 부조리 사례 275 건을 분석
(주요 내용) 부조리의 현상학(대상과 인물), 부조리의 정치적 동태성, 부조리의 근원과 허실

전병곤
(2004)

(제목) 중국공산당 반부패의 법제화와 체제안정
(연구 목적) 1993년 중국공산당이 반부패 투쟁을 선포한 이후 채택한 반부패의 법제화 조치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여, 중국의 정치체제 안정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함
(주요 내용) 당 지도부의 부패 인식과 반부패 방식의 전환, 반부패의 법제화 조치, 반부패의 법제화와 체제
안정, 반부패가 체제안정에 주는 함의

김영문
(2004)

(제목) 중국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패 원인에 관한 연구
(연구 목적) 부패 원인을 수평적인 차원과 수직적 차원에서 접근
(주요 내용) 부패의 내용과 성격, 범위와 정도, 공산당 독재체제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 부패와 경제 현대화
와의 상관관계 분석, 꽌시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와 이념적 변화

박동균
(2006)

(제목) 중국 반부패 정책의 특징과 함의: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 중국의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조직의 반부패 정책을 평가
(주요 내용) 중국 경찰의 특징과 부패 현황, 중국 반부패 정책의 이념과 방향, 그리고 성과와 정책적 제언

이상환
(2006)

(제목) 국제적 반부패 논의에 대한 고찰: 한중일의 시각 비교
(연구 목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보편적 부패의 기준 설정 가능성 여부, 국제적 혹은 지역적 반부패 레짐의
형성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
(연구 내용) 부패의 개념과 측정에 대한 국제적 이해, 국제적 부패 상황에 대한 현황 분석, 동북아 국가들의
부패에 대한 이해, 국제적 반부패 관련 동북아 협력

유일선
(2008)

(제목)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의 부패 현상 분석
(연구 목적) 국유기업개혁 과정에서 사회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치가와 경제적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경영
자가 각자 목표를 추구할 때 경영권 배분 문제와 관련하여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제 모형을
통해 제시
(주요 내용) 중국 국유기업개혁의 특징을 정리하여 경제 모형의 기본 전제 규명, 국유기업개혁과정에서
발생한 부패를 설명할 경제적 모형 제시, 국유기업개혁의 정책적 함의

이서행
(2009)

(제목) 중국의 공직부패 현황과 해결 과제
(연구 목적) 중국의 만연된 부패 현상의 원인과 그들의 반부패 의지 및 결과를 파악
(주요 내용) 부패의 개념과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중국의 부패 현황, 중국의 반부패 해결 전략

정명기·田娜
(2010)

(제목) 중국의 부패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연구 목적) 중국 부패의 유형과 발생원인, 중국의 부패와 경제변수 간의 관련성 분석
(주요 내용) 중국 부패의 구조적 특징은 부패가 중국 공산당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 부패의 주요
행위자가 반부패를 해결하려는 정책결정자

조병지
(2011)

(제목) 중국 반부패 형사법치 분야의 국제협력
(연구 목적) 중국 반부패 형사법치 분야의 국제협력을 보완하기 위한 건의
(주요 내용) 중국 반부패 형사법치 분야 국제협력의 배경, 국제협력이 갖는 문제점, 국제협의 강화를 위한
건의

박형중 외
(2011)

(제목)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연구 목적) 북한의 부패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일차적 예비연구
(주요 내용) 부패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한 이론적·개념적 고찰, 그리고 유사 사례 연구로 중국 부패 현상의
특징, 원인 그리고 치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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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이준태·김정현 (제목) 중국 关係(Guanxi) 문화의 사회적 영향: 부패문화와의 연관성에 대한 계량적 고찰
(2011)
(연구 목적) 급격한 경제성장과 같은 사회 현상에서 전통의 단면인 꽌시에 대한 현재 중국인들의 인식 규명
(주요 내용) 꽌시에 대한 개념과 특성, 부정부패와의 관계, 꽌시 문화를 중요한 삶의 도구로 인식하는 중국
인들은 정부기관이나 관료를 부패한 집단으로 인식함
최지영
(2013)

(제목) 중국의 반부패 정책 및 조직 연구: 반부패공작조율소조를 중심으로
(연구 목적) 중앙기율검사위가 주축이 되어 조직하는 ‘반부패공작조율소조’와 주요 구성기관에 대한 고찰
을 통해 중국 반부패 정책 및 조직에 대한 기본체제를 규명
(주요 내용) 중국의 반부패 업무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책 검토, 동소조의 구성기관 중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와
국무원 감찰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그리고 공안의 역할분담을 상호 관계 속에서 고찰하여 함의를 살핌

이주형
(2013)

(제목) 시진핑 시대 중국 공무원 부패방지정책 연구
(연구 목적) 중국 부패에서 가장 심각한 공무원 부패 이해
(주요 내용) 중국 공무원 부패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기존의 부패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부패의 원인을
고찰하고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중국 공무원 부패 원인을 정치·체제적, 제도적, 사회·문화적인 5가지
유형을 분석

김윤권
(2014)

(제목) 반부패 기구 및 그 개혁 방향
(연구 목적) 중국의 반부패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여러 기구나 조직을 검토하고, 기구개혁 방향을 이해
(주요 내용) 반부패 기구인 사법부의 검찰원, 당의 기율검사위원회, 정부의 감찰부 분석, 그리고 반부패
기구의 개혁 논의

윤상윤
(2014)

(제목) 중국의 공직자 개인정보 및 재산 신고제도에 관한 고찰
(연구 목적) 2010년의 개인정보신고 규정과 2001년의 재산신고 규정의 내용을 검토하고 한계 및 지방에
서 제도운영을 검토
(주요 내용) 중국 공무원 개인정보·재산신고 관련 법령과 문건의 주요 내용 분석, 개인정보·재산신고제도
의 지방실시 사례연구

이희옥
(2015)

(제목) 시진핑 시기 반부패 운동의 정치 논리: 시장, 법치, 거버넌스의 관계
(연구 목적) 중국의 반부패 운동이 시진핑 시기 국가전략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고, 이를 특히 국가와
시장, 본격화되기 시작한 중국 담론, 중국식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분석
(주요 내용) 중국의 제도부패, 반부패·법치·시장화의 전개, 개혁 기반의 강화와 반부패 운동, 반부패 운동
의 법치 및 거버넌스 차원의 제도화

김준영·유현정 (제목) 중국 반부패 관련 제도의 현황과 과제: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2016)
(연구 목적)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정책을 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향후 추진 방향을 파악
(주요 내용) 중국 반부패의 전개, 중국의 반부패 관련 국가기구와 그 업무, 시진핑 시기 반부패 운동의 성과
와 전망

접근 가능한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면, 개혁개방
이전의 문헌은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개혁개방 이
후 중국의 (반)부패 관련 문헌을 시계열적으로 본다면, 개혁개방과 부정
부패(라창계, 1986),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의 법제화와 체제안정(전병곤,

40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2004), 현대화 과정에서의 부패 원인(김영문, 2004), 중국 경찰조직의 반
부패 정책의 특징과 함의(박동균, 2006), 반부패의 한중일 시각 비교(이
상환, 2006), 국유기업 개혁과정의 부패 현상 분석(유일선, 2008), 중국
공직부패의 현황과 해결과제(이서행, 2009)를 다루고 있다.
한편, 2010년대 이후 중국의 반부패 연구 흐름은 중국 부패결정 요인
(정명기·田娜, 2010), 반부패 형사법치 분야의 국제협력(조병지, 2011),
부패의 개념과 반부패 개혁(박형중 외, 2011), 중국 꽌시 문화와 부정부
패 관련성(이준태·김정현, 2011), 반부패 정책 및 조직 연구(최지영,
2013), 시진핑 시대의 중국 공무원 부패방지정책(이주형, 2013), 반부패
기구 및 그 개혁 방향(김윤권, 2014), 중국의 공직자 개인정보 및 재산신
고제도(윤상윤, 2014), 시진핑 시대 반부패 운동의 정치논리(이희옥,
2015), 반부패 관련 제도의 현황과 과제(김준영·유현정, 2016) 등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반부패에 대한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2010년 전까
지는 주로 체제 전환기에 따른 부패의 현황, 반부패에 대한 당의 대응,
분야별 반부패 연구 및 국제비교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2010년 이후는 주로 반부패에 대한 제도, 정책, 조직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반부패가 초기 현상 분석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2010년대 이후는 주로 반부패에 대한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내 연구자의 관심이 주로 중
국의 반부패에 대한 통제·관리에 주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을 통해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고려
하고, 빈 공간을 메우고, 과거-현재-미래의 통시적(diachronic)인 중국
반부패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과 이해를 하고 제언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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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반)부패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중국에서 반부패에 관한 연구를 접근 가능한 문헌을 기준으로 검토한
다면, 다른 연구 주제에 비교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3) 이 중에서
본 연구에 유의미한 중국 (반)부패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중국 (반)부패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정리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王崇文

(제목) 关于反腐败理论与实践反差的思考
(연구 목적) 반부패 투쟁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반부패 이론 및 실천 간의 괴리 분석
(주요 내용) 반부패 이론이 계속 발전되면서, 이론과 실천 간에 괴리 문제가 발생하며, 양자간의 괴리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능력과 부패처벌을 강화하고, 매체를 통해 여론감독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부패의 책임
제도를 수립하고, 기율감찰업무 수준을 높임

(2008)

李怀录

(2010)

廖晓明·
罗文剑

(2012)

(제목) 我国腐败的非制度性原因分析
(연구 목적) 중국의 상황에서 반부패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제도적인 부패 원인 파악 필요
(주요 내용) 기존 제도 차원의 부패 문제 분석의 한계를 벗어나서 중국에서 부패가 발생하고 만연하는 원인을
문화, 인성, 심리, 원가, 사회, 교육 등 비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함
(제목) ‘零容忍’反腐败: 内涵,特征与进路
(연구 목적) 반부패의 무관용(zero tolerance)의 의미, 특징과 방향을 이해하기 위함
(주요 내용) 반부패의 무관용도 이행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법률제도가 필요하며, 강력한 집행 그룹과 집행
권위가 요구되며, 공민참여, 인터넷 반부패, 반부패 교육을 통한 공민의 반부패 의식과 공무원 청렴봉사
정신 제고가 요구됨

刘杰
(2012)

(제목) 中国廉政建设的路经分析
(연구 목적) 중국 청렴건설의 현상, 문제, 전망을 함
(주요 내용) 청렴의 가치, 당정, 제도, 사법, 사회, 심리,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청렴건설

田湘波

(제목) 论我国廉政制度变迁方式的缺陷及影响
(연구 목적) 중국 청렴제도 변천에서 나타나는 결함 및 그 영향을 분석
(주요 내용) 청렴제도는 청렴제도의 반부패 효과에 영향을 주며, 청렴제도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5가지
문제로는 청렴제도 변천 방식의 원인, 청렴제도 변천자의 주관적 원인, 반부패 기구의 원인, 관념적 원인
및 제도 환경의 원인

(2012)

3) 중국 中国知网(www.cnki.net)에서 관련 핵심어(부패, 반부패, 청렴)를 입력한 결과 ‘부패’는 총 24,182건,
‘반부패’는 총 5,755건, ‘청렴’은 1,016건의 논문(CAJ 파일 기준)이 검색되었다(2018.6.25 기준). 필자는
2018년 3월에 베이징 쭝관춘 도서성과 시단 도서성에서 (반)부패 관련 도서 75권을 구입하였고, 중국 中国知
网 사이트에서 약 400여 편의 논문을 확보하였다.

42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표 2-2

계속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过勇
(2013)

(제목) 当前我国腐败与反腐败的六个发展趋势
(연구 목적) 현재 중국의 부패와 반부패 추진의 추세를 분석함
(주요 내용) 부패가 횡령유용에서 뇌물수수 및 이익충돌로, 공공부패에서 개인부패 및 사회부패로, 개인부
패에서 단위부패 및 집단부패로, 정책시행 부패에서 정책결정 부패까지, 흑색 반부패에서 회색 반부패까
지, 수요자 처벌에서 공급자 처벌까지 추세가 변함

陈宏彩

(제목) 反腐机构绩效制约因素与互动模式: 一种解释性分析框架
(연구 목적) 반부패 기구의 성과를 제약하는 요소 및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현상과 결정적 요인을 분석함
(주요 내용) 반부패기관 중에 문제 및 원인은 분석 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개혁 틀과 정책도구는 반부패
기구의 전환과 발전을 향상시키는데 도움

(2013)

徐喜林

(2013)

燕继荣

(2013)
商红日·
张惠康

(2017)
李斌雄·
姜向红

(2015)

过勇·宋伟

(2015)

(제목) 中国特色反腐败倡廉: 基础理论硏究
(연구 목적) 중국특색의 반부패청렴 이론의 기초적 문제를 체계화하고 규범화
(주요 내용) 중국특색 반부패청렴 이론의 개념 및 완전한 반부패 체계, 중국 반부패 체계의 주요 내용은 도덕
론·명칭론·체제기제론·경로론·반응론·가치론 등, 중국 반부패 기원·역사·육성·추세 등
(제목) 中国腐败治理的制度选择
(연구 목적) 제도적 반부패의 효과에 대한 규명
(주요 내용) 반부패 거버넌스의 모형, 반부패 거버넌스의 효과, 반부패의 취약성, 반부패 거버넌스의 선택
(제목) 反腐败与中国廉洁政治建设硏究报告(Ⅳ)
(연구 목적) 전면적인 당의 엄격관리에서 중요한 사상, 조직, 풍조, 부패청렴, 제도 등에 관한 자문 건의
(주요 내용) 전면적인 당의 사상건설, 조직건설, 당의 문화건설, 당의 반부패청렴건설, 당의 제도건설 등의
이론·실천·논의·건의, 반부패 민의 파악 등
(제목) 中共如何在改革进程中推进反腐廉政建设—关于改革与腐败治理关系的理论思考
(연구 목적) 개혁과정에서 반부패 및 청렴정치건설 방안 제시
(주요 내용) 개혁 추진과 반부패의 관계 명확화가 필요하고, 전면적인 개혁 심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부패예
방을 개혁의 각항 정책과 조치에 포함시켜야 하며, 법치의 사유와 방식을 개혁을 추진하며, 잠재적인
이익충돌이 현실적인 부패행위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제목) 腐败测量
(연구 목적) 중국 반부패청렴 추진에 정책제언
(주요 내용) 부패측정 의의 및 한계, 이론적 틀, 부패 조사방법, 부패 측정지표, 부패구조의 변화와 추세,
반부패 정책건의

袁峰
(2015)

(제목) 当前中国腐败治理机制
(연구 목적) 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실현가능한 기제를 제시하고 모든 체계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는 반부패 기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중시해야 함
(주요 내용) 반부패 처벌 기제, 대응 기제, 보장 기제 등의 다양한 반부패 제어 내용을 제시함

邱学强 等

(제목) 国家命运反腐攻坚战
(연구 목적) 26명의 저명 학자들의 반부패 대책의 주장 및 미래 정치발전 탐색
(주요 내용) 부패 무관용, 엄격한 치당, 권력의 제도화, 법치 방식의 반부패, 청렴문화 건설, 해외 반부패
귀감 제도

(2015)

伍洪杏

(2016)

(제목) 廉政行为正当性的伦理分析: 兼论赫斯特豪斯的行为正当性
(연구 목적) 행위 정당성을 논증한 논리적 이치에 따라 도의론, 공리론, 덕성론의 시각에서 청렴정치 행위의
윤리적 정당성을 논의
(주요 내용) Hursthouse의 행위 정당성에 대한 윤리 논증이 청렴정치 행위의 이론 정당성 해명에 논리를
제공. 도의론으로 보면 청렴은 전통 유가 관덕의 중요 범주이며 공무원의 직업도덕 규범의 중요한 내용이
며, 보편적인 이성이 인정하는 규칙임. 공리론으로 보면 청렴결백 정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부패의
악영향을 예방할 수 있음. 덕성론으로 보면, 행정도덕은 좋은 도덕수양을 가진 사람의 행위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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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王平
(2017)

(제목) 大国反腐
(연구 목적) 제도 차원, 역사 및 국제 시각에서 권력제약, 체제개혁, 법치건설의 반부패 제시
(주요 내용) 전환기 중국 부패 및 반부패, 반부패의 곤경, 감찰체제개혁, 역사적 그리고 해외 반부패 경험
및 시사점

祁一平

(제목) 国家治理现代化与腐败治理
(연구 목적) 국가의 현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패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함
(주요 내용) 국가 거버넌스와 부패 거버넌스 논리, 중국 부패 거버넌스 흐름, 부패 거버넌스에 놓인 문제와
도전, 특징과 기능, 현대화 과정에서 당의 청렴건설

(2016)

赵秉志 等

(2016)

张英伟 主编

(2017)

刘艶红

(2017)

(제목) 中国反腐败新观察
(연구 목적) 중국 반부패청렴 촉진에 기여
(주요 내용) 부패와 반부패, 중국특색 반부패 경로, 부패 엄정 처벌, 과학적이고 유효한 부패 예방, 지속적인
반부패 추진, 반부패 국제협력, 반부패 전문가 강화
(제목) 中国反腐倡廉建设报告
(연구 목적) 청렴건설 및 반부패 업무 추진 및 현황에서 분석
(주요 내용) 반부패 역사적 변혁, 18대 이후 반부패 국제추세 연구, 기율검사혁신, 8항정신 실천·정신, 책임
추궁, 반부패 투명화 등, 광둥성, 허베이성, 산시성 등 지방 사례
(제목) 中国反腐败立法硏究
(연구 목적) 부패를 감히 저지르지 못하고, 저지를 수 없게 하고, 원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입법체계 설계의
이론가치와 실천 방안 모색
(주요 내용) 국가 현대화 과정에서의 부패 문제, 부패 거버넌스 모형, 부패 거버넌스 난점, 부패 범죄처벌
입법운영의 효과적 실행 분석, 반부패 입법전략 선택, 반부패 입법실시 방안

金波
(2017)

(제목) 新中国廉政建设史纲
(연구 목적) 실사구시 입장에서 역사학, 유형학, 정치학 방법을 통해 반부패 투쟁을 분석
(주요 내용) 신중국 수립 이후 60년간 반부패 투쟁의 여정, 성과, 경험, 문제, 곤란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

周宇豪

(제목) 网络与论反腐: 理论与实践
(연구 목적) 인터넷 반부패 기제가 유리하게 작동할 이론 및 실천 모색
(주요 내용) 인터넷 반부패 개념 및 이론, 인터넷 반부패 운영 방식, 정부·매체·대중에 대한 인터넷 반부패
영향의 방식 및 특징, 인터넷 여론 반부패의 현상 및 문제, 인터넷 여론 반부패 및 공민참여, 인터넷 여론
반부패 및 민주정치제도 건설

(2017)

黎晓宏·
董宏

(2017)

何增科

(2017)

刘宪权

(2017)

(제목) 金融反腐论
(연구 목적) 금융 부패행위에 관한 이론 및 실천방안 제시
(주요 내용) 부패의 일반이론, 금융부패의 정의 및 표현 형식, 중국 금융업 인가기구 및 금융시장 청렴위험
분석, 중국 금융부패의 새로운 추세 및 위해, 해외 금융부패 및 반부패 시사점, 중국 금융 반부패의 전략
및 방법, 금융 반부패의 순시감독제도
(제목) 廉洁政治与国家治理
(연구 목적) 국가거버넌스 및 청렴정치의 이론적 틀을 탐색
(주요 내용) 국가거버넌스, 제도화 부패, 청렴정치건설, 역사적 시각에서 중국 반부패, 사례연구(지방정부
부패 및 거버넌스 진단)
(제목) 法治中国与防腐,反腐: 以我国工程建设領域的腐败问题为例
(연구 목적) 직무범죄 예방 및 청렴 업무보장 기제를 건설할 제언
(주요 내용) 법치중국 및 반부의 기본 문제, 분야별(건설, 입찰, 계약, 탐사설계, 자금관리, 하도급, 물자구매,
현장감리, 진도감시, 배상, 준공, 예산 등) 부분의 직무범죄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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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田坤
(2017)

(제목) 国际反腐新趋势: 2016年全球腐败治理报告
(연구 목적) 전 세계적인 반부패 추세에 대한 이해
(주요 내용) 여전히 엄중한 부패 추세 분석, 반부패입법 추세, 반부패 법집행력 증가, 반부패 예방 중요성,
반부패 협력 발전

刘夏
(2017)

(제목) 论我国反腐败机构的整合与完善: 以检察体制改革视角
(연구 목적) 반부패 감찰체제개혁 시각에서 반부패 기구간의 정합성 및 개선을 위함
(주요 내용) 개혁배경(중국 반부패개혁 기구 현황, 기능 중복, 기구 결함, 기구의 기능, 감독 제약), 개혁 방향
(기능 중복의 정합성 필요, 감찰기관의 특수성 확보), 개혁 제언(조직구조, 관리방식, 인사안배, 직무범
위, 감독제약 등)

선행연구에서 보듯, 개혁개방과 더불어 (반)부패에 관한 연구가 활발
하다. 어느 나라이든 (반)부패는 국정운영, 정부운영, 조직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핵심 의제이며,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중국 정부는, 특히
공산당의 존립 근거를 반부패에 두고 청렴정치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
다. 이러한 현실적 맥락에서 (반)부패 연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
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연구의 특성상, 사회주의 중국수립 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반)
부패 관련 1차 자료를 접근·확보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다만, 개혁개방
이후의 (반)부패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서 개혁개방 이전의 (반)부패 관련
내용을 유추하여 분석할 수 있다.
우선, 반부패 투쟁의 이론과 실천 간의 괴리(王崇文, 2008), 부패 발생
의 비제도적 요인(李怀录, 2010), 반부패의 무관용(廖晓明·罗文剑,
2012), 중국 청렴건설의 과정(刘杰, 2012), 중국 청렴제도건설의 결함(田
湘波, 2012), 반부패 추진 흐름(过勇, 2013), 반부패 기구의 성과 제약

요인(陈宏彩, 2013), 중국특색의 반부패 청렴의 이론(徐喜林, 2013), 중
국 부패 거버넌스의 제도선택(燕继荣, 2013), 반부패 및 중국 청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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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红日·张惠康, 2017), 개혁과정에서 반부패 및 청렴정치건설(李斌雄·
姜向红, 2015), 반부패 측정(过勇·宋伪, 2015), 중국 부패의 거버넌스 기

제(袁峰, 2015), 국가 운명인 반부패 추진(邱学强 等, 2015), 청렴정치
행위의 윤리적 정당성(伍洪杏, 2016), 대국의 부패(王平, 2017), 부패 거
버넌스(祁一平, 2016), 중국 반부패의 새로운 관찰(赵秉志 等, 2016), 반
부패 청렴건설 백서(张英伪 主编, 2017), 중국 반부패 입법연구(刘艳红,
2017), 중국 청렴건설의 역사학·정치학·유형학적 분석(金波, 2017), 인
터넷 반부패 기제(周宇豪, 2017), 금융 반부패(黎晓宏·董宏, 2017), 청렴
정치 및 거버넌스(何增科, 2017), 법치화 및 반부패 예방(刘宪权, 2017),
세계적인 반부패 추세 이해(田坤, 2017), 반부패 기구 간의 정합성 확보
(刘夏, 2017)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신중국 이후 중국에서의 반부패 관련 연구 중 접근 가능한
(available)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면, 반부패 및 청렴건설에 관한 연구
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반부패 및 청렴건설, 부패 거버넌
스, 반부패 입법화 등이 주를 이루며, 반부패의 무관용, 반부패 기구 간의
정합성 등이 연구되었다. 최근에는 인터넷 반부패 기제나 분야별 반부패
(금융 등)가 연구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중국 (반)부패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영문 문헌은 주로 중국계 학자들이 수행하였
지만, 서구 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반)부패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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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저자(연도)
Li
(2001)

중국 (반)부패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정리
연구 주요 내용
(제목) Corruption during the Economic Transition in China
(연구 목적) 개혁개방 초기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이중체제(dual-track system)에서의 부패 분석
(연구 내용) 중국 부패제도 변화, 자원배분에서 부패의 영향을 측정하고 검증

Schramm &
Taube
(2003)

(제목) The Institution Economics of legal institutions, Guanxi, and Corruption in the PR China
(연구 목적) 당과 관련된 기회주의적 행태를 막으려는 목적을 가진 중국의 부패 거래의 제도적 틀을 분석하
고, 부패와 꽌시 간 관계를 검증하고 어떻게 꽌시가 기능적 법률체계의 존재로 영향을 받는지 규명
(연구 내용) 부패와 경제이론, 부패 현상, 꽌시 네트워크의 제도, 꽌시 네트워크 맥락에서 부패, 경쟁적인
명령체계로서 꽌시 네트워크와 입법화

Chow
(2005)

(제목) Corruption and China's Economic Reform in the Early 21st Century
(연구 목적) 중국 경제개혁에서 부패의 역할
(연구 내용) 과거 개혁 조치 및 현재 문제, 기업개혁에 관한 관료행태 제약, 부패로 제약된 은행·금융 개혁,
동서 소득불평등 및 부패로 인한 서구발전 저해, 법률체계 개혁, 관료행태 및 부패 설명 이론

Bergsten et al. (제목) China's Ris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008)
(연구 목적) 중국 발전을 직접적으로 미국 및 글로벌 이해와 연계시킴으로서 일련의 가능한 정책 대응을
제공
(연구 내용) 부패는 경제성장의 부산물이며, 부패의 이득은 관료에게 인센티브가 됨. 그러나 중국 경제의
장기 이익은 부패 근절을 통해서 가능
Yang
(2009)

(제목) Institutional Congruence, Ideas, and Anti-corruption Policy: The Case of China and United
States.
(연구 목적) 정치 리더가 어떻게 부패 이슈를 구성하고, 어떻게 반부패 정책이 다른 제도들과 상호 작용하며,
어떻게 이념과 제도가 진화하는지에 관한 비교를 위한 일반적 제도 틀을 구축하기 위함
(연구 내용) 제도변화의 정합성과 이념을 강조하는 제도적 틀을 통해, 반부패 제도변화는 경로의존적이며,
이는 정치구조와 메타 묘사(meta-narratives)에 안착되어 있음

Wedeman
(2012)

(제목) Double Paradox: Rapid Growth and Rising Corruption in China.
(연구 목적) 중국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수준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성장이 높은지를 분석
(주요 내용) 중국의 부패 심화와 경제성장이 공존하고, 또한 중국의 부패가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이 보기
드문 발전성 부패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제의 쇠락 혹은 침체를 일으킬 수 있는 수탈 형태의 부패임.
중국의 이중 패러닥스는 부패와 경제성장이 역상관 관계라는 의미

Hua
(2013)

(제목)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연구 목적) 실질 경제성장에 대한 부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
(연구 내용) 부패는 GDP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대신에 제도가 GDP 정장에 직접 영향을 줌. 고도
경제적 자유는 실질적 GDP 성장에 촉진하며, 고도성장을 얻으려면 정부는 효율성을 위해 더 중앙집권
화 되어야 함

Quah
(2013)

(제목) Minimizing corruption in China: Is this an impossible dream?
(연구 목적) 중국의 정책 맥락, 중국 부패의 인지된 범위, 중국 부패의 주요 원인, 반부패 대책과 영향 평가
를 분석하기 위함
(연구 내용) 중국의 정책 맥락, 부패 인지 범위, 부패 원인, 반부패 대책, 반부패 대책 평가, 부패 축소 가능성

Stafford
(2014)

(제목) Deception, Corruption and the Chinese Ritual Economy
(연구 목적) 부패와 사기는 최근 경제 및 정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검증
(연구 내용) 부패와 사기의 밀접한 관계는 친족 개념으로 되며, 이를 중국의 의식적 경제라 할 수 있음.
의식경제는 결국 법적·제도적 기제를 제약하고, 부분적으로 중국의 행정권을 약화시키고 시민사회
및 사회조직 형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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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Harding
(2014)

(제목) Corruption or Guanxi? Differentiating between the legitimate, unethical, and corrupt
activities of Chinese government officials
(연구 목적) 중국 부패의 원인이 정당한 꽌시가 아니라 제도적·구조적 결함이란 점을 규명
(연구 내용) 중국 부패의 원인을 꽌시에서 찾는 것은 오해이며, 중국 부패의 원인은 꽌시 문화와 무관하게
부패의 기회와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적·구조적 결함에서 찾음. 따라서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적·구조적·절차적 결함에 초점을 두어야 함

Qian & Wen
(2015)

(제목) The Impact of Xi Jinping Anti-Corruption Campaign on Luxury Imports in China
(연구 목적) 2013년 하반기의 반부패 정책 강화의 효과성을 검증
(연구 내용) 정부 관료의 뇌물 및 사치품 소비 감소에 초점을 둔 반부패 정책의 효과를 보면, 사치품은
55% 감소

D'Amico
(2015)

(제목)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An Empirical Analysis
(연구 목적) 중국에서 부패의 다양한 효과를 검토하고 글로벌 수퍼 파워로서 중국의 방향을 모색
(연구 내용) 경제성장에 대한 부패의 효과, 중국의 부패 상황,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에 미친 부패효과측
정 모형, 21세기 중국 방향의 정책적 함의

Szto
(2016)

(제목) Chinese Gift-Giving, Anti-Corruption Law, and the Rule of Law and Virtue
(연구 목적) 좋은 의도의 선물이 반부패에 사용될 수 있는지 규명
(연구 내용) 중국 반부패 법, 중국 선물의 기원, 오늘날의 선물. 중국 사업에서 팽배한 선물 해결은 그 기원
과 긍정적 관행을 이해할 필요. 미덕의 규칙이 법치와 반부패 대책에 보완이 될 수 있음

Fungáčová
(2016)

(제목) What shapes social attitudes toward corruption in China? Micro-level evidence
(연구 목적) 개인 및 지방 요인에 의해서 중국 부패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형성 조사
(주요 내용) 28개 성급에서 6,000명을 대상으로 부패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사.
공산당원과 낮은 계층 응답자들이 부패를 인식하고 거절함. 농촌지역 응답자는 부패를 덜 인식하지만
부패에 대한 태도는 차이가 없음

Griffin et al.
(2016)

(제목) Is the Chinese anti-corruption campaign effective?
(연구 목적) 반부패가 기업 부패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규명
(연구 내용) 반부패 추진은 부패 관리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전히
중국 기업문화를 변화시켜야 함

Li et al.
(2017)

(제목) China’s Anti-Corruption Campaign and Credit Reallocation to non-SOEs
(연구 목적) 최근 기업에 대한 중국 반부패 조사에서 중시하는 신용재배정 방식을 검증하기 위함
(주요 내용) 반부패 운동이 저생산 국유기업으로부터 관련 산업 내에서 경쟁이 지배하는 보다 생산적인
비국유기업으로 옮겨짐. 반부패 운동이 효율적인 신용재조정을 통해서 경제에 더 편익을 가져옴

Yin
(2017)

(제목) An analysis of corruption in China: the guanxi network of Chinese high level officials and
governors
(연구 목적) 꽌시와 부패와의 관계
(연구 내용) 꽌시는 도덕적 규범이며 중국 문화에 적합한 사회적 행태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
며, 꽌시는 관계와 연계의 수립·지속·활용의 기준 및 규칙을 제공하며, 정부이든 경영이든 거의 모든
사회의 상호 작용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며, 규범적 꽌시 관계와 부패 관행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부패를 중국 사회나 중국 정부의 본질적 성격으로 만듦

Chen
(2017)

(제목) Who enforces China’s anti-corruption laws? Recent reforms of China’s criminal
prosecution agencies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quest for control
(연구 목적) 중국 반부패 법집행은 실질적으로 누가 실행하는지를 분석
(주요 내용) 중국 반부패는 인민검찰원, 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 등이 맡음. 특히, 인민검찰원이 당내 반부
패 감독을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당은 반부패 조사에서 형사소추 주도에 제한을 두는 개혁안을
승인하여 당에 대한 반부패 기소를 약화시킴. 이러한 개혁은 법률체계를 형식화시키고, 당이 계속해서
법치를 초월하는 것을 강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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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부패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역시 개혁개방 이전의 자료를 확
보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다만, 개혁개방 이후에 이루어진 문헌
을 검토하면, 사회주의 중국 전반에 걸친 (반)부패 연구의 주된 흐름을 유
추하여 이해할 수 있다.
연구의 주제로는 개혁개방 초기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전환기에서의
부패(Li, 2001), 부패와 꽌시 간의 관계(Schramm & Taube, 2003), 경
제개혁에서 부패의 기능(Chow, 2005), 부패 근절과 중국 경제이익
(Bergsten et al., 2008), 반부패의 제도화(Yang, 2009), 부패와 경제성
장의 이중적 역설(Wedeman, 2012), 부패의 실질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Hua, 2013), 부패 축소의 가능성(Quah, 2013), 중국 반부패와 사기의
의식경제(ritual economy)(Stafford, 2014), 부패의 원인은 꽌시가 아닌
제도적·구조적 결함(Harding, 2014), 반부패로 인한 사치품 감소(Qian
& Wen, 2015), 부패와 경제성장의 경험적 분석(D'Amico, 2015), 선물과
반부패(Szto, 2016), 사회계층에 따른 부패의 인식과 태도(Fungáčová,
2016), 반부패의 기업 부패억제 효과(Griffin et al., 2016), 국유기업의
신용 재할당과 반부패(Li et al., 2017), 꽌시와 부패와의 관계(Yin, 2017),
중국 반부패 법집행 조직(Chen, 2017) 등이 있다.
영문 선행연구에서 주로 관심을 둔 것은 반부패와 경제성장, 부패와
꽌시에 관한 연구 등이다. 이는 개혁개방을 통해 고속 경제성장을 추구한
중국에 대해서 부패와 경제성장의 역관계라는 통념이 중국에서는 적용되
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측면에서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부
패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접근으로 사회문화적인 관
점에서 꽌시와 부패의 연계성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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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반)부패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일본에서도 중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 NHK와 주요 신
문, 경제 전문지 등은 중국의 반부패 운동 관련 움직임을 수시로 보도하
고 있다. 보수적인 신문과 주간지, 월간지 등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정
략적으로 반부패 운동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반부패 운동을 분석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가 추진하는 반부패 운동은 ‘투쟁’, ‘캠페인’, ‘전쟁’ 등
으로 묘사된다. 일부 전문가는 거급물 인사가 부패혐의로 축출되는 실태
와 배경을 분석한다(中澤克二, 2015; 角崎信也, 2017; 毛利和子, 2016;
林望, 2017). 우선, 반부패 운동의 정치적 측면에 주목한다. 즉, 중국의

반부패 운동이 부패방지라는 본연의 목적 이외에 시진핑 체제의 권력기
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중국공산당에 만연한 부패를 방치할 경우, 인민의 신뢰를 잃어
당과 국가의 존립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에
호랑이(고위직)와 파리(하급직)를 동시에 잡기 위한 대규모 반부패 투쟁
에 나섰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카야하라 이쿠오(茅原郁生, 2015)는 군
내부의 부패를 소개하면서 반부패 대책을 논의한다. 코로기 이치로(興梠
一郎, 2013)는 반부패 운동을 권력투쟁으로 본다. 아마코 사토시(天児慧,

2015)도 시진핑이 주석에 취임한 이후 반부패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중국공산당의 패권투쟁으로 본다. 스즈키 타카시(鈴木隆)는 공산당
의 조례와 강령 등에 주목해 반부패 캠페인이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추진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공산당에 의한 지배의 제도화라고 지적한다.
한편, 반부패 운동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제적 측면을 주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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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치적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대대적인
반부패 대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카토 히로유키(加藤
弘之, 2014)는 중국은 ‘전략형 부패’에 가깝다면서 부패가 경제성장과 맞

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부패척결은 정치경제의 제도개혁이 전제된
다며 제도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카도자키 신야(角崎信也, 2017)도 반부
패 투쟁의 중요한 배경은 경제발전 형태의 전환에 있다고 지적한다. 중앙
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고착된 정경유착이 부패의 만연을 불렀고, 고도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이에 주석에 취임하자마자 시진핑이 당의
노선과 정책이 지방에까지 전달되도록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반
부패에 나섰다고 분석한다. 타무라 아키히코(田村暁彦, 2015)는 2015년
이후 반부패 운동의 표적이 국영기업으로 옮겨졌다며 이는 경제체제개혁
을 의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반부패 운동의 최종목표는 통치시스
템의 개혁,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있다고 본다. 히시다 마사하루(菱田雅
晴)와 스즈키 타카시(鈴木隆)(2016)는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은 지속가능한 지배를 위해 반부패로 대표되는 거버넌스 개혁
에 나섰다고 분석한다.
최근에는 반부패 운동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논문과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가 추진하는 반부
패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해외 합작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카지타 유키오(梶田幸雄)와 Tian Hanzhe(田漢哲)(2014)는 중국의 경제
형법과 상업수뢰관계법을 개관하고, 해외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
업관리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를 논의하였다. 카지타 유키오(梶田幸雄,
2018)는 중국에서 상업뇌물수수 규제의 새로운 동향을 분석하고 외국기
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했다. 상업뇌물수수과 관련된 법제와 벌칙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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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사례를 분석했다. 에하라 노리요시(江原規由, 2014)는 2013년 8
월 공포된 부패척결 5개년 계획을 소개하면서 대외에 미치는 영향으로
상업뇌물수수 관련 사례를 고찰했다. 에하라는 고위직 공무원의 해외도
피가 급증하고, 우아한 뇌물 ‘야후이’(雅賄)도 늘어나는 등 부패행위도 교
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日本貿易振興機構(2017), 경제연구소, 법률사무소 등을 중심
으로 중국의 부패방지법 등 상업뇌물수수 관련법의 최신 동향과 일본기
업의 대책 등을 논의하는 연구보고서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日本貿易
振興機構는 중국에서 형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현황을 소개하면서 일

본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반부패 운동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도 그럴
것이 반부패 캠페인이 인민의 지지, 즉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사사키 노리히로(佐々木智弘, 2016)는
신창타이(新常態)에 추진된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 운동은 권력의 측면뿐
만 아니라 인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도 숨어 있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기반은 강화되고 단기간의 대량 적발
을 통해 부패적발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향후 경제문제와 사회
보장이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내다본다.
야마모토 츠네토(山本恒人, 2016)는 시진핑 지도부의 반부패 운동이 서
민의 신뢰를 회복시켰다면서 반부패 운동의 원동력은 서민의 지지에 있
다고 지적한다. 특히, 권력의 남용을 제한하는 제도, 당과 인민의 소통,
전문가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일본의 연구자들 중에는 반부패 운동이 실패로 끌날 수도 있다
는 지적도 없지 않다. 야마모토(山本恒人, 2016)는 ‘당치’(党治)가 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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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반부패 운동은 실
패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둔화되는 경제성장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부패 운동이 대중의 지지를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
었지만, 대중의 관심이 반부패에서 경제문제로 바뀌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加藤弘之, 2014; 菱田雅晴·鈴木隆, 2016; 角崎信也,
2017).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시진핑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대중으로부
터 다시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 반부패 운동도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즉, 반부패 운동의 고삐를 조
이지 않으면 시진핑의 권력기반은 약해지고, 반부패 운동도 약화될 수 있
다는 것이다(佐々木智弘, 2016).

5. 선행연구의 함의
부패는 언제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반)부패
에 관한 연구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현실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항상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중국, 역시 정권 내내 반부패로 시작하여
반부패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반)부패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한
상황이다.
중국 (반)부패에 관한 국문, 중문, 영문, 일문 선행연구들은 주로 반부
패의 법제화, 한중일 비교, 반부패 운동의 정치논리, 반부패 기구 및 개
혁,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 청렴정부건설, 부패 거버넌스 기제, 국유기업
신용 재할당, 반부패법 실행, 부패와 경제성장, 부패와 꽌시, 정치적 목적
의 반부패 등의 내용을 가지고 개별적인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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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부패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반)부패에 관한 제도와 정책
의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이해하고 함의를 도출할 수 있고, 앞으로의 방
향을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기여와 한계를 인식하고, 학술적 관점
에서 중국 (반)부패에 관한 연구의 빈 공간을 메우거나 이론적 엄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제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는
반부패에 관한 새로운 쟁점, 제도, 정책, 제약, 개혁 등에 초점을 두고 종
합적·유기적·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을 보다 입체적이고 심층적
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즉, (반)
부패의 이론적 배경, (반)부패의 실태분석, 반부패의 제도분석, 반부패의
정책분석, 중국 반부패의 제도 및 정책의 제약 분석,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 진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제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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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반)부패에 관한 이해
중국 (반)부패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부패의 개념, 유사 용어, 그리고
부패의 구성요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반)부패의 개념
1) (반)부패의 개념 정의
(1) (반)부패 개념의 난맥
부패란 무엇일까? 부패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인류
가 존재하는 한 언제 어디서나 부패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발생하고 변모
를 하기 때문에 부패는 ‘A다, B다, C다’라고 개념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
우며, 다만 속성이나 요소 혹은 유형을 통해서 그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부패 개념이 필요하지만, 부패가 무엇인지, 부패 유발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설정할지, 부패행위가 어느 수준이어야 부패로 간주될 수 있는지,
부패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부패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정립을 하기가 쉽지 않다.
“반부패를 논의할 때, 부패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논쟁이 전혀
그치지 않은 문제가 없다. 또한, 부패의 정의처럼 중요한 토론에서 우선
순위를 두는 문제도 없다.”라며 “부패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널리 적용되
는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아직 없다.”고 주장한다(Johnston, 2005; 徐喜
林, 2013: 13에서 재인용).

사오징쥔(邵景均, 2009)도 같은 맥락에서 “청렴한 정치와 부패는 매우
복잡한 사회적·역사적인 현상이다. 물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현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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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부분 알고 있지만 학술적 측면에서든, 정치 문제와 시회 문제라는
측면에서든 아직 국내외에서 널리 받아들이는 정의가 없다.”고 한다(徐喜
林, 2013: 13-14에서 재인용).

그러나 우리가 부패의 개념 정의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론적인 측면뿐
만 아니라 부패를 막는 반부패의 제도를 설계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즉, 부패의 개념이나 본질, 속성을 제대로 이해한
다면 반부패를 추진하는 가치, 맥락, 방향, 제도, 정책, 업무 등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부패는 확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 조건에서 변화되는 불확정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Wu(2016)에 따르면, “부패는 청렴(integrity), 나
쁜 행정(maladministration), 비위(misconduct), 부패(corruption)로
전이되는 과정을 갖는다.”고 한다.

표 2-4

부패로의 전이
→
청렴

나쁜 행정

· 취약한 관리
· 정직과 투명성에 따른 행위
· 나쁜 의사결정
· 자원 적합성 관리
· 잘못된 판단
· 책임 있는 권한 행사
· 총체적 무능

비위

부패

· 규칙을 어기려는 의도적 결정
· 일반 절차를 규칙에 동조하지 · 사익을 위한 의식적 위배
않게 적용

주: Wu(2016)를 근거로 작성

이처럼 부패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나
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부패란 개념은 가변적이고 수많은 형태를 띨 수
밖에 없으며, 부패 관련된 유사 용어들과 스펙트럼 상에서 정도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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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구 및 한국의 (반)부패 개념
정부의 규제가 만연하고, 정부관료가 이를 적용하는 데 자의성을 발휘
할 수 있는 곳에서 규칙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들은 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자 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료들은 때때로 이러한 뇌물을 받고자하는 유혹
에 빠진다(Mauro, 1997: 4; 박형중 외, 2011: 11에서 재인용). Shleifer
& Vishny(1993)는 보다 좁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부패를 ‘정부 부패’로
개념화한다. 정부 부패란 정부관료가 개인적 이득을 위해 정부 재산을 판
매하는 것이다(박형중 외, 2011: 11에서 재인용). 부패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며 서로 관련된다. 광의로는 모든 형태의 도덕적 타락으로 설명된다.
부패는 도덕적 타락, 감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청렴과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Euben, 1989: 222; Teachout, 2009: 374에서 재인용).
협의로는 정치적 맥락에서의 활동과 습성의 구체적 영역이다(Teachout,
2009: 374).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행위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남용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부패는 부패가 발생하는 영역이나 금전 손
실의 양에 따라 거대 부패, 작은 부패, 정치적 부패로 분류될 수 있다.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에서는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5) 「부패방지 및

4) Transparency International. How do you define corruption? Retrieved fromhttps://www.transparency.
org/what-is-corruption (검색일, 2018.3.26).
5)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
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 이하 동일)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 관련자로
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
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
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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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6)에서는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길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
하였던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패 개념을 유추할 수 있다.
부패가 지대-추구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패의 개념
에 지대를 포함하여 거론하는 시도가 있다. Jain의 경우를 보면, 부패란,
“공직의 권력이 게임의 규칙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개인적 이득을 위해
활용되는 행위”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서 보면, 부패가 발생하고 지속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Jain, 2011: 2; 박형중 외,
2011: 22에서 재인용). 즉, ⅰ) 자의적 권력이다. 해당 공직자는 자의적
방식으로 규제와 정책을 수립하거나 행정을 해야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
어야 한다. ⅱ) 경제적 지대이다. 자의적 권력은 (기존하는) 지대 추출 또는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
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
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
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
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18.3.25).
6)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① 법 제82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
관”이란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
한다. 1.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2.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바목에서 “안전감독 업무, 인·허가규제 업무 또는 조
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1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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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될 수 있는 지대의 창출을 허락해야 한다. ⅲ) 취약한 제도이다. 정치
적, 행정적 그리고 법적 제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공직자가 자의적
권력을 활용하여 지대를 추출하거나 창조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뇌물(bribe), 갈취(extortion), 횡령(embezzlement),
그리고 사기(fraud)는 부패 행위의 다른 형태들로서 대리인이 규칙을 따
라야 하는 행동에서 ‘떠나는 것’이 된다7)(심양섭 옮김, 2017: 44).
그림 2-1

주인-대리인-고객 모형에서의 부패
주인
(P)

횡령하다
(embezzlement)

규칙
을
만들
고
봉급
을
지급
함
대리인
(A)

계
약
을
이
행
함

속여 빼앗다
(defrauds)

뇌물을 제공하다(play a bribe)
세금, 관세를 지불함

고객
(C)

서비스, 인허가를 제공하고 계약을 줌
갈취하다(extorts)
출처: 심양섭 옮김(2017: 45)

7) 뇌물의 경우 고객은 뇌물 제공자로서 대리인에게 뇌물(리베이트, 사례금, 감미료, 가욋돈, 급행료 또는 윤활
유로도 불림)을 주며, 뇌물을 받은 대리인은 수뢰자로 불린다. 뇌물 제공의 대가로 고객은 자신이 획득할 자격이
없는 서비스나 허가와 같은 이점을 취하는데 예를 들면 세금 환급이나 정부 계약이다. 갈취의 경우, 대리인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돈이나 다른 이익을 뽑아낸다. 고객은 그와 같은 것을 주지 않고도 합법적
으로 어떤 서비스를 획득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의 값을 치리지 않으면 안 된다. 대리인은 이와
같은 뇌물을 획득하기 위해 강압, 폭력, 또는 위협을 사용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횡령은 대리인이 공공자원을
그냥 도둑질하는 것이다. 고객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성스럽지 아니한 대리인이 주인의 것을 훔친다.
뇌물, 갈취, 횡령은 주인의 규칙이 위반되고 주인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인은 보통 자기 일과
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에 관하여 더 자세히, 더 잘 안다. 이것은 대리인이 정보의 이점을 활용
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인은 협잡, 사기, 기만, 정보의 조작이나 왜곡을 통하여 주인
에게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기도 한다. 이럴 경우에 사기라는 용어가 사용된다(심양섭 옮김, 2017: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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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후견-피후견 관계는 특정 후견자와 그 피후견자 사이에 반복되
는 교환관계이다. 후견-피후견 교환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Khan & Jomo, 2000: 12; 박형중 외, 2011: 24에서 재인용). ⅰ) 교환
관계는 보통 인간 관계화 되어 있다. 이들 관계에서 후견자가 누구고, 피
후견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다. ⅱ) 교환은 두 종류의 구별되는 주체
사이에 발생한다. 그 구별은 지위, 권력 또는 다른 특징이다. 전형적으로,
우세한 멤버는 후견자라 불리며, 열세한 멤버는 피후견자라 불린다. 후견
-피후견 교환은 지대-추구 또는 부패와 겹칠 수 있다. 순수 민간인이 자
신의 자산을 활용하여 후견-피후견 망을 구축한다면, 이는 부패와 관련
이 없다. 그런데 공직자가 사적인 목적에서 자신이 행사하고 관장하는 공
적 권위와 공적 자산을 활용하여 피후견자에게 이득을 준다면, 이는 곧
부패에 해당한다.
Nye는 “공직의 규범적 의무에서 일탈하여 사적 위주의 행위로 되는
것을 부패”라 한다. 즉, 정부 자산의 사적 이용, 뇌물수수와 리베이트, 친
족 등을 위한 정실주의, 공금횡령 등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행위를 부패라
한다(Nye, 1967: 416). 부패는 유익한 규칙과 유해한 규칙이 반영된 것
이다. 부패의 본질은 뇌물, 로비, 뇌물공여, 지대추구와도 상관관계가 있
다(Svensson, 2005).
UNDP(1999: 7)는 부패란, 뇌물, 강탈, 독직, 정실, 사기, 급행료, 횡
령을 통해 사익을 위해 공권력, 직무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Quah, 2013: 5에서 재인용).
Hsu(1996: 7)는 ‘타락하고, 낡고, 진부하고, 무용지물의’ 그리고 ‘썩고
망쳐버린’ 같은 표현으로 부패를 정의한다. 반면에 불결 혹은 오염을 의
미하는 tanwu(贪污)는 탐욕(avarice, covetousness, greed)으로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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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Quah, 2013: 6에서 재인용). 그런데 1994년 발간된 중국 사전은
tanwu(贪污)를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 권한과 직위를 오용하고 남용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Hsu, 1996: 8; Quah, 2013: 6에서 재인용).

(3) 중국의 (반)부패 개념
「한서·식화지(汉书·食货志)」에서는 부패에 관해서 “천하가 태평한 데
다 해마다 풍년이 들어 나라의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도 쌓여 모두 묵어
있었다. 창고 밖에 넘쳤을 정도로 많은 곡식이 결국 곰팡이가 펴서 먹을
수 없게 된다.”(太倉之粟, 陈陈相因, 充溢露积于外, 至腐败不可食)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부패는 (곡식이) 곰팡이가 피어 썩는다는 것을 말한다.
「사원(辞源)」에서는 부패를 “썩어 문드러지다, 진부하다, 낡아빠지다.”로
해석한다. 「사해(辞海)」와 「법학사해(法学辞海)」에서 부패를 ‘부란(腐烂,
썩어 문드러지다), 문란(紊乱), 타락’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현대한어사
전(現代汉语詞典)」에서 부패에 대해 “‘썩어 문드러지다’, ‘타락하다’, ‘제
도, 조직, 기관의 질서가 혼란스럽다 혹은 통치가 참혹하다.’”라고 구체적
으로 설명한다(徐喜林, 2013: 13에서 재인용).
최근 중국에서 부패8)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부패를 암에 비유하

8) 전세계와 중국에서 부패는 마치 길을 건너는 쥐처럼(老鼠过街, 人人喊打 속담: 쥐가 길을 건너면 모든 사람들
이 때려잡으라고 소리침) 많은 사람들의 원성과 지탄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근 14억여 인구가 반부패를 하
고 있고 전세계에서는 65억 인구가 반부패를 하고 있다. 부패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론가’가 될
수 있을 정도이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 꽃을 선물해 주는 행위는 부패의 저령화
(低齡化) 현상이라고 한다. 길거리를 청소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 앞길을 조금 더 깨끗하게 청소하는 행위는 길
거리 청소의 부패라고 하며 이는 부패의 일반화 현상이다. 어떤 간부의 배가 나온 것을 보고 ‘부패의 배’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부패의 희극화 현상이다. 이처럼 우리는 마치 부패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인류가 곧 멸망할 것처럼 느껴진다. 부패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국에서든 세계적으로든 공산당에서
든 아직 공식적인 명확한 정의가 없다. 따라서 부패 문제의 일반화(泛化), 저속화(庸俗化), 공리화(功利化) 심
지어 희극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반부패의 주안점을 형성하는 데 저해가 되며, 부패척결에 방해가 된다
(徐喜林, 2013: 6).

제2장 (반)부패의 이론적 배경 ❙ 61

는 학자도 있다. 암이 현재 인류에게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면 부
패가 인류 사회에서 가장 치료하기 힘든 ‘정치 암 덩어리’라고 표현한다
(王明高, 2015; 伍洪杏, 2016: 19에서 재인용).
중국에서 부패는 관료적 자본주의의 중개 형태로 체계화된 것이다
(Root, 1996: 749). Gong(1994: 9)은 중국 신문사설과 보도를 분석하여
부패행위를 모두 열여덟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ⅰ) 국가 기금 및 재산의
뇌물 혹은 횡령, ⅱ) 채용, 입학, 직업배치, 간부지위, 출국허용, 입당의
경우에 의존관계·친척·친구를 위한 편익추구, ⅲ) 직무유기 및 경제에 심
각한 훼손, ⅳ) 추종자를 위한 공직 제공, ⅴ) 업무 비효율성, 책임회피,
책임전가, ⅵ) 자의적 행동, 보복, 소송남발, ⅶ) 허위보고, 허장성쇠, ⅷ)
연회나 선물을 위한 공금유용, ⅸ) 사업이나 이윤추구, ⅹ) 직위를 이용한
점유 혹은 건축, ⅺ) 사치생활, ⅻ) 불륜, xiii) 사익추구를 위한 패거리
형성, xiv) 도박과 매음, xv) 결혼 및 장래절차를 위한 탕진, xvi) 미신 탐
닉, xvii) 밀수, xviii) 국가정보 거래이다(Quah, 2013: 6에서 재인용).
이처럼 부패에 대한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되고 분류될 수
있다. 徐喜林(2013)은 중국의 부패에 대해 정치학, 즉 권력 관점, 경제학
적 관점, 사회 관점, 공공이익 관점, 시장 관점, 조직과 제도 관점, 법률과
사회 관점에서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

중국의 부패에 대한 개념 분류

관점

내용

정치학(권력)
관점

- (王沪宁) 공공권력의 비공공적인 운용, 가령 횡령, 직권남용, 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챙기고 돈으로 부정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또한, 협의의 부패행위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개인목표를 실현하는 행위이며,
광의의 부패행위는 정부 거버넌스의 실패를 반영
- (樊刚) 부패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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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관점

내용

정치학(권력)
관점

- (杨春洗) 부패는 집권당 조직과 국가기관 및 공직자가 사용을 만족시키고 사익 또는 부분 이익을 추구하
기 위하여 기율과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인민 이익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치적 영향을 끼치는 타락하고
부패한 행위
- (刘春) 행위규범 측면에서 부패는 구체적인 권력 행위와 특정한 행위규칙이 상충하는 것이며, 일반적으
로 부패는 공직자가 법적 혹은 도덕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
- (汪志芳, 1991) 부패는 정당, 정권기관 및 공직자의 생각과 행위가 타락한 것이고, 조직, 기관, 조치
등에서 암흑과 혼란이 있는 것임
- (詹复亮, 1996) 국가공직자와 집권당의 당원이 사상적으로 퇴폐하고 진부하여 정치와 행위가 타락하
게 되는 것임
- (徐彦科) 국가의 공직자나 국유기업의 관리자가 직권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횡령, 뇌물수수,
퇴폐·타락한 것으로 국가나 공공이익에 엄중하게 해를 끼쳐 사회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경제학 관점

- 부패는 지대추구의 관점이며, 지대추구는 소수의 사람이 적법하거나 불법한 수단을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가령, 법 집행자가 먹고, 챙기고, 각종 카드나 상품권을 쓰고, 요구하는 행위,
토지 등의 관련 부서가 권력과 돈거래를 하는 행위, 인사권을 가진 부서가 관직을 파는 행위)
- 지대추구행위는 ⅰ) 적은 뇌물을 통해 많은 이익을 챙기거나 과도한 이윤을 추구(胡鞍钢·康晓光,
1994), ⅱ) 조직체제(정부, 기업 등)의 행위 주체가 자신의 행위(합법, 불법)을 통하여 인민 이익을 자신
에게 전환하는 행위(朱锡平, 1997), ⅲ) 권력이든 돈이든 공권력을 가진자로 공권력이
없는 지대추구행위는 부패가 아님
- 즉, 부패행위자가 공권력을 장악하여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여 부패 가치(물적, 비물적)의 목적
을 실현

사회 관점

- 현재 중국 사회에 “나이는 보배이고, 학력은 필수이고, 능력은 참고사항이고, 꽌시는 가장 중요하다.”라
는 풍조가 있음
- 다양한 사회관계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여 사익을 챙기고 돈과 권력의 거래를 하는 등 부패행위를 하며,
얽히고설키는 사회관계망을 형성
- 관계학이 형성될 정도로 진학, 간부선정, 인사이동, 병원진료, 소송, 공사입찰, 공무원선발과 승진 등에
서 만연됨
- 관행형 부패(潜规则型腐败)로 특정 분야에서 구성원이 묵인된 일종의 행위방식으로 이를 처리하는
규칙을 말하며, 은밀성, 잠재성, 묵약 등의 특성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인정됨

공공이익 관점

- 당과 정부의 공직자가 공공이익을 대가로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즉, 결과 측면의 부패로 공직의
특수이익(개인, 가정, 소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공이익이나 공동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胡鞍钢, 2010: 27) 각종 부패가 초래하는 손실은 국내총생산의 13~16%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횡령과 뇌물뿐만 아니라 권력남용으로 국가의 세금과 소비자 복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도 부패임(가령, 국가독점인 전력회사, 통신회사, 항공사의 높은 가격책정, 탈세, 불법수출 등)

시장 관점

-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간의 경쟁과 가치교환 이론의 영향. 시장 상품교환 원칙을 공무 활동에 적용한
것으로, 부패한 공직자는 상인으로 볼 수 있고, 직권을 사익을 추구할 자본으로 간부하며, 권력으로
돈을 교환하는 것이 시장화에 맞는 것으로 간주
- 시장에 제품자원(돈)이 있고 자신이 권력자원이 있고, 권력만 있으면 돈은 물론이고, 사치스러운 생활
도 가능
- 관료가 가지는 권력으로 경영 활동을 하고, 권력이 가져오는 수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대
추구행위

조직과 제도
관점

- 집권당의 조직이 마비·혼란하며, 제도가 형식적으로 작동하여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며, 관직을 팔아
부패가 성행하며, 정치와 사회에 암흑과 쇠퇴의 상황이 나타남
- 조직 마비, 기관 혼란, 정치 암흑은 조직과 제도의 부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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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관점

내용

조직과 제도
관점

- 사상의 부패와 타락은 소수자의 범위에서만 있으나 조직적인 부패와 제도적인 부패는 근절하기 어렵고
국가를 파멸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寻民利) 부패의 역사 및 변천 과정을 토대로 연구하면 부패는 조직구조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능
성 악화(功能性病变)이고, 병적인 조직적인 메커니즘임(组织机制病)
- 조직 의미의 부패는 비정상적인 증상으로 조직이라는 생체가 부패·변질되는 것임
- 최근 지방정부와 기관, 국유기업의 횡령과 뇌물 등 경제범죄 뿐만 아니라 당의 취지에 어긋나고 정책,
조직의 원칙, 법과 기강을 위반하는 행위가 빈발

법률과 사회
관점

- (詹复亮) 법률 현상으로 부패, 즉 국가 법률상 금지하는 권력남용 행위와 사회 현상으로서의 부패로
구분됨. 사회 현상으로서의 부패는 법규범에서 금지된 행위 외에 주로 기율규범과 도덕적 규범을 위반
하는 행위, 기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정적 행위를 포함
- 두 가지 공통점은 부당한 권력 사용과 연관되고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점. 반면 차이점은 법률 부패는
적용 범위가 작고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인데, 사회 부패는 법률 부패 뿐만 아니라 기율규범, 윤리규범
을 위반하는 행위를 포함
- 법률 부패는 공공이익과 타인의 이익에 초래하는 위해가 크며 이를 가름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성질
판단 및 처리가 용이함. 반면에 사회 부패는 위해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성질
판단도 비교적 어려움

주: 徐喜林(2013: 26-31)을 근거로 작성함

반부패를 주도하는 중국공산당의 부패에 관한 인식과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徐喜林(2013)은 중국공산당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개
념을 신중국 성립 이전, 신중국 성립 초기, 개혁개방 이후로 구분하고 각
각의 시기에 부패와 관련된 인식과 개념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표 2-6

부패에 대한 당의 인식과 개념 변화

시기

내용

신중국
성립 이전

제1차대혁명 시기 부패 개념: ‘불렴’(不廉), ‘부패’(腐败), ‘부화’(腐化)
(1925.7)

- 중공홍콩파업위원회(中共香港罢工委员会)가 성립되어 11월에 발표한 ‘회심처(위원회 심
사처) 사건처리 조례’(会审处办案条例)에서 법 규범을 어기고 불렴한 행위(舞弊不廉, 부정
부패 행위)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

(1926)

- 중공중앙의 「횡령·부화자를 철저히 청산한다(坚决清洗贪污腐化分子)」의 통고문에 “1년
동안 공산당이 혁명의 물결을 타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이와 동시에 투기 부패한 자가 혼입한 것도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 “필히 이런 투기 부패한 자를 걸러내야 하며, 당내에 남겨두고 당을 부화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요구
- 이것이 중국 공산당 역사상 반포한 첫 번째 횡령·부화를 처벌하기 위한 문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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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계속

시기
신중국
성립 이전

내용
토지혁명 전쟁 시기 개념: ‘부화’(腐化), ‘타락’(堕落)
(1927.2)

- 중공중앙은 제21호 통고문을 발표하여 “생활비 지출이 과다하면 부화하기 매우 쉽다.”는
내용을 언급

(1929.8.24)

- 중앙정치국(中国共产党中央政治局)이 통과한 악서당(鄂西党, 후베이성 서부의 공산당
지부) 「현재의 정치임무 및 업무에 관한 중앙의 결의안(中央关于鄂西党目前的政治任务
及工作决议案)」에서 “적색 지역에서 가장 발생하기 쉬운 위험을 막기 위해 부화와 타락의
경향을 엄격하게 방지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언급

(1929.9.28)

- 저우언라이(周恩来)는 중공중앙을 위해 홍군 제4군 전선위원회(前委,前敌委员会)에 보낼
지시서한(指示信) 초본을 작성함
- 이 서한에 “제반 경비의 지출은 주로 인민을 위한 업무에 사용해야 하며, 절반 이상을 당비
지출로 쓰여 당의 부화를 초래하면 안 된다.”는 내용 담김

(1930.10.24) - 중공중앙정치국은 「소비에트 지역 현재 공작 계획에 관하여(关于苏维埃区域目前工作计
划)」에서 “정부기관 내부에 일을 소극적으로 하고 부작위의 부화한 자, 특히 관료주의자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 제시
(1931.8.27)

- 중공중앙은 「간부 문제에 관한 결의(关于干部问题的决议)」에서 “간부의 업무 과정에서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지적했고 부화한 자에 대한 관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엄정히 비판함

(1932.6)

-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임시중앙정부 인민위원회(中华苏维埃共和国临时中央政府人民委
员会) 주석인 마오쩌둥, 부주석인 임항영(任项英)과 장국도(张国焘)가 「중앙정부가 후난
성 및 장쑤성 공농대표대회에 보내는 전보(中央政府给湘赣省工农代表大会电)」에서 “공
작검사제도를 실행하여 관료주의, 횡령 및 부화, 부작위(消极怠工)를 없애야 한다.”라고
지시

(1934.1.28)

- 중국공산당 제6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현재의 정세 및 당의 임무 결의
(目前的形势与党的任务决议)」에서 “소비에트 기관 내에 공금을 횡령·낭비하고 부화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관료주의자와 싸워야 한다.”는 내용 제시

중일전쟁 시기: 대부분 ‘부화’(腐化) 개념 사용, 처음으로 ‘부패’(腐败) 개념 사용
(1938.5.14)

- 산시성·차하얼성·허베이성(晋察冀, 진찰기)의 중공 성 위원회(省委)가 「중공 진찰기 성 위
원회의 정권기관에서 일하는 당원이 준수해야 하는 조례(中共晋察冀省委关于在政权机
关中工作的党员必须遵守的条例)」를 발표함
- 그 중에서 “최근에 각급 정권기관에서 일부 업무직원이 인민이익의 위배, 회령·부화 하는
현상이 여전히 종종 발견되고, 심지어 일부 당원이 계급과 민족을 배신하는 몰염치한 죄악을
저지른 지경으로 타락하였다. 성 위원회는 전 당의 동지가 모든 항일동지를 이끌고 당 내외
에 반횡령·반부화 등과 싸움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며, 정권기관에서 일하는 당원이 준수해
야 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내용 담음

(1938.10.4)

- 마오쩌둥은 제6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정치보고를 하면서 “이기주의, 부작위,
횡령·부화, 과시주의 등은 가장 비열한 것이며, 대공무사, 유소작위, 멸사봉공, 몰두하여
열심히 일하는 정신이야 말로 존경 받을 만한 것이다.”라고 강조함

(1939.7)

- 류샤오치(刘少奇)는 연안의 마르크스레닌 학원(马克思列宁学院)에서 「공산당원의 함양
을 논하다(论共产党员的修养)」를 발표하면서 “일부 당원은 성공과 승리에 도취되어 판단
력이 흐려지고, 방자하고 교만하며 관료화되어 신념이 흔들리고, 부화·타락하여 원래의 혁
명정신을 완전히 잃었다.”고 지적하고, “당내와 국가기관에서 이미 부화되고 타락한 사람을
끊임없이 걸러내야 한다.”라고 호소함

제2장 (반)부패의 이론적 배경 ❙ 65

표 2-6

계속

시기
신중국
성립 이전

내용
(1941.4.19)

- 마오쩌둥은 농촌조사를 위해 쓴 「발(跋)」에서 “이 시기에 일부 공산당원이 자산계급에 의해
부화되었다. 당원 중에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당내의 부화사상과 싸워야 한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함

(1945.4.24)

-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 제7차 전국대표대회의 정치보고서인 「연합정부를 논하다(论联合
政府)」에서 국민당의 반동 통치에 대해 “국민당 통치자 앞에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놓여있
는 것이 누굴 탓할 수 있을까요? 남을 탓할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할까요? 외국의
원조가 부족하다고 탓할까요? 아니면 국민당 정부의 독재 통치와 부패 무능을 탓해야 할까
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라고 하면서 첨예하게 지적함
- 국민당의 부패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부패라는 개념을 맨 처음
사용함
해방전쟁(解放战争) 시기: ‘부화’(腐化) 개념 사용

(1947.1.1)

- 주덕(朱德)은 새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나치게 겉치레하여 돈을 낭비하는
것, 횡령·부화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에 어긋난 사람은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라
는 내용 밝힘

(1948.12.20) - 중공중앙은 「도시 공공주택 문제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여 “많은 간부가 도시의 공공주택에
서 개인주택(公馆)을 사적으로 짓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간부 생활의 부화를 초래한다.”라
고 언급함
신중국
성립 초기

(1950.10.10) - 인민일보가 ‘공신을 자처하는 교만과 자만 감정을 극복’(克服以功臣自居的骄傲自满情绪)
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공산당의 일부 당원 간부가 “개인의 향락을 탐닉하고 부패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지적함
- 이는 신중국 성립 이후 처음으로 부패의 개념을 제시한 것임
(1951.11.30) - 마오쩌둥이 텐진지역 당위원회(张子善와 刘青山)의 중대 횡령낭비 보고서에 대해 회시했
을 때 “자치통감을 다시 읽길 바란다.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관리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지적함
- 또한 “예, 의, 렴, 치는 나라의 네 가지 기본적인 기강이며, 이 네 가지 기강이 바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임(礼义廉耻, 国之四维. 四维不张, 国之不国)(주: 나라의 멸망을 의
미함. 관중이 제환공에게 한 간언이다. 관중은 ‘예의렴치, 국지사유, 사유불장, 국지불국’이
라고 말한 바 있음)
- 만약 “사람마다 모두 청렴하지 못하고 수치지심이 없으며, 지나친 탐욕에 사로잡히고 못된
짓을 하면 천하가 필히 혼란에 빠질 것이다……국민당도 그렇고, 공산당 역시 마찬가지다.”
라는 내용 담음

개혁개방
이후

(1980.1.16)

- 덩샤오핑은 중앙이 소집한 간부회의에서 “법을 위반한 범죄자에게 너그러워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인민의 이익과 현대화 건설의 대국(大局)만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
고 언급함. 이때에 사용했던 개념은 ‘법을 위반한 범죄자’임
- 공산당의 제8차 전국대표대회부터 제11회 전국대표대회까지의 보고서에 부패에 대한 언급
은 없었음

(1982.4.10)

- 덩샤오핑은 중앙정치국이 「경제 분야의 엄중한 범죄활동을 단속하는 것에 관한 결정(关于
打击经济领域中严重犯罪活动的决定)」에서 토론할 때 “우리가 대외 개방과 대내 경제 활
성화 이 두 측면의 정책을 실행한 이래 불과 1~2년 사이에 많은 간부가 부식되었으며 이
바람이 매우 맹렬하게 불어오고 있다.”라고 지적함
- ‘간부가 부식되었다.’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부패’를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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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계속

시기
개혁개방
이후

내용
(1982)

- 당의 제12차 전국대표대회보고서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하에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주
의 정신문명 구축이라는 이 위대한 임무를 소홀히 하면 사회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단편적이게 될 것이며, 사람들의 집중력은 물질문명의 구축에만 국한될 것이고, 심지어 물
적 이익에 대한 추구에만 국한될 것임
- 그렇게 되면 “우리의 현대화 건설은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가는 보장이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사회주의 사회는 이상과 목표를 잃게 되고 정신적인 동력과 싸움의 의지가 상실하게 될 것으
로, 각종 부화(腐化) 요인의 침입을 막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기형 발전과 변질의 잘못된
길(邪路)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 “우리는 이러한 이론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구축하는 의미와 역할
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주의 사업은 혁명의 활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구축할 결심을 내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김
- 또한 “현재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의 엄중한 범죄활동을 단속하는 싸움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러한 범죄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법을 위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 군대
내에 극소수의 자본주의 사상에 의해 부식된 부화변질자(腐化变质分子)도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며, “개별 당원과 간부들은 심지어 횡령하고 부화하며 사리를 추구하고 부정행
위를 저지를(营私舞弊) 정도로 심각한 경제 범죄 활동을 한다.”라는 내용이 담김
- 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는 ‘부화변질 현상’(腐化变质现象)과 ‘부화변질자’
(腐化变质分子)라는 표현이 사용됨

(1983)

- 덩샤오핑은 공안부 책임자에게 “이미 몇 년 지났는데 이 분위기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발전되었다. 범죄자에 대한 단속이 부족한 것이 주 원인이다.”라고 강조함

(1986.1.17)

- 덩샤오핑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의 발표에서 “일부 당원과 간부의 기풍과 사회 분위
기가 정말 나쁘다. 분위기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에 대하여 당적을 박탈하여 깨끗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함
- ‘간부 기풍’(干部作风)과 ‘사회 분위기’(社会风气)는 반부패를 의미함

(1987)

- 당의 제13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는 “자산계급의 자유화와 시장, 경직된 생각이 일부
동지를 속박하고 있다. 특히, 많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존재하는 관료주의와 부패 현상에
대하여 당 전원과 인민들은 불만을 품고 있다.” 여기서 신중국 성립 후 공산당 대표대회에서
부패의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됨
- “당이 가혹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고 각종 부정한 부패 현상과 싸울 힘이 있다.”, “하지만
소수의 당원이 시련에 의해 걸러지게 될 것도 역시 예상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탈세(偷税
漏税), 불법수출(走私贩私), 뇌물(行贿受贿), 불법법집행(执法犯法), 협박하여 재물을 갈
취하거나(敲诈勒索), 횡령하고(贪污盗窃), 국가 기밀과 경제 정보를 유출하거나, 대외 업무
기율위반(违反外事纪律), 측근임용(任人唯亲), 보복(打击报复), 도덕적 해이 등의 현상이
일부 공산당 당원에게서 발견되었다. 우리는 반부식(反腐蚀) 건설과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 “개혁개방 과정에서 당내 부패 투쟁을 피할 수 없다. 부패행위자가 당내에 남아 있는 것을
허용하면 당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시련을 이기지 못하는 당원에 대하여 우선 열정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
- 하지만 경험상 교육만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엄격하게 당을 다스려
야 하고(从严治党) 당의 기율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발견하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관
용을 베풀어 나쁜 일을 더 하지 않도록 발견된 모든 사람을 걸러내야 한다.” “당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데에 있어 소수 부패 행위자의 당적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절대다수의 당원을 대상
으로 자주 교육을 시켜 소양을 쌓아야한다.” “자주 교육을 진행하고 감독을 강화하며 비판과
자아비판을 하고, 기율을 바로잡으며 부패행위자를 걸러내고 불합격된 사람을 적절히 처리
하고, 우수한 사람을 영입하고 바른 기풍을 발양하고 사풍을 없애야 한다. 당원의 모범 역할
을 통하여 인민과 당을 긴밀히 단결시키고 인민을 당의 보루로 만들어야 한다.”
- 제13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는 처음으로 “당내에 불가피하게 반부패 투쟁을 해야 한다.”
라고 제시하였고, ‘부패 현상’, ‘부패행위자’(腐败分子) 등의 개념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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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계속

시기
개혁개방
이후

내용
(1989.5.31)

- 덩샤오핑은 중앙에 있는 2명 동지와 대화 중에 “부패는 한번 잡히면 중요한 사건도 나올
텐데 우리가 항상 손을 못 대고 있을 뿐이다.” “이 난관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인민의 신뢰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 반부패 문제는 ‘천안문 사건’(64风波) 이후부터 주목을 받게 된 것임. 당시 일부 사람의 구호
는 ‘관도 타도, 부패 타도’(打倒官倒, 打倒腐败)였음(官倒: 국가기관, 단체, 기업이 공상관
리법규를 위반하여 투기를 하는 행위)(朱旭东, 2010)

(1992)

- 제 14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 “반부패 투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당과 인민을
단결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다.”라고 제시함

(1997)

- 제15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 5년 동안의 성과를 언급되면서 “당의 기풍 확립, 청렴정치
추구, 반부패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내용이 있음
- 또한 “반부패는 당과 국가의 생존에 관한 심각한 정치적 싸움이다.” “부패행위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당이 인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을 것이다.” “개혁개방의 전 과정에서 반부패를
지속해야 하며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개혁 심화를 통하여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토양
을 끊임없이 없애야 한다.” “당위원회가 지도를 하고, 당과 정부기관에서 관리하며, 기율검
사위원회에서 조직·조율하고, 각 부서가 맡은 책임을 다하며, 인민의 지지와 참여를 토대로
부패 현상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 “간부, 특히 고위간부가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
- “법 규칙을 지키고 자발적으로 감독을 받으며 부패 사상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또한 각고분
투, 멸사봉공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인민을 이끌고 부패 현상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 반부패
투쟁을 순결한 당 조직과 결합시켜 당 내부에 부패행위자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2002)

- 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 5년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청렴정치와 반부패가
깊이 있게 진행되어 새로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언급함
- “일부 부패 현상이 여전히 뚜렷하다.”, “반부패와의 싸움을 끝까지 진행하고 당과 인민의
연결을 유지하며, 당의 선진성, 순결성과 단결통일을 유지해야 한다.”, “당의 기풍을 강화하
고 개선하며, 반부패 투쟁을 깊이 있게 전개해야 한다.”
- “당의 기풍 확립에 있어 당과 인민 간의 연결을 긴밀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패에 철저히
반대하고 방지하는 것은 당의 중대한 정치적 임무이다. 부패를 철저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당의 인민과의 연결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며, 당은 집권 지위를 잃을 위험에 빠질 가능
성이 있다. 당이 자멸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
- “각급 당위원회가 반부패 투쟁의 긴박성과 장기성을 잘 알아야 하고 마음을 단단히 잡고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반부패 투쟁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진행해
야 한다.”
- “교육강화, 민주발전, 법제도 완비, 감독강화, 체제혁신을 통해 반부패를 각 주요정책과 조
치와 결합하여 부패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반부패 지도체제와 업무
기제를 개선하고 유지하며, 당기풍 확립과 청렴정치를 위한 책임제를 실천하여 부패를 방지
하고 처벌하는 힘을 형성하여야 한다. 간부 특히, 고위 간부들은 솔선수범을 하여 손에 있는
권력을 바르게 행사하고 청렴한 정치를 해야 하며, 각종 부패 현상과 철저히 싸우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그 어떠한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2007)

- 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 “중국 공산당의 성질과 취지는 당이 각종 부정·부패 현상
을 타파한다는 것을 결정했다. 부패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며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인민의 신뢰와 당의 존폐가 달려 있다. 이 또한 당의 시종일관한 중대한 정치적 임무다.”

(2011)

- 후진타오 총서기는 당 건립 90주년 경축대회에서 “정신적 태만의 위험, 능력 부족의 위험,
인민을 이탈하는 위험, 부정·부패의 위험이 더 첨예하게 당의 앞에 놓여 있다. 당이 당을
다스리고 엄격하게 당을 다스려야 하는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하다.”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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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계속

시기
개혁개방
이후

내용
(2011)

- “새로운 역사 상황에서 당 건설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어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려야 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하며, 예방과 처벌을 병행하고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또한, 당 기풍확립, 청렴정치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마르크스주의 정당으로서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시종일관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또한 “90년 동안의 발전 역사를 통하여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철저하게 처벌하는
것에 인민의 지지와 당의 존폐가 달려 있고 이는 당의 시종일관한 중대한 정치적 임무다.”
- “우리 당은 오랫동안 집권 과정에서 자라난 부패의 심각성과 위험성, 그리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전 과정에서 부패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우리 당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부패를 시종일관 반대함으로써 지속적인 반부패를 통해서
새로운 가시적인 진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중요
한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반부패 투쟁은 여전히 험난한 길이며,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만약 부패를 철저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당은 인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 따라서 “당은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반부패 투쟁의 장기성, 복잡성, 막중함을 잘 알아야
한다. 반부패를 최우선시하고 보다 더 굳건한 마음, 더 단호한 태도, 더 강력한 조치로 부패의
처벌과 예방 체제 건설을 추진하며, 반부패 투쟁을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

(2012.11)

-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 “반부패와 청렴정치건설은 당의 시종
일관 명확한 정치적 입장이고 인민이 관심을 가지는 중대한 정치 문제이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당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며, 심지어 당과 국가가 망하
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함

(2012.11.17) - 시진핑 총서기는 제18기 중공중앙정치국 제1차 집단학습에서 발표하길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국가는 오랫동안 축적된 갈등으로 인해 인민들의 불만이 쌓여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정권이 무너졌는데, 횡령과 부패가 바로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다. 많은 사례에서 보듯,
부패가 심각해지면 당과 국가가 망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달아야만
한다.”고 강조함
주: 徐喜林(2013: 32-41)을 근거로 작성함

2) (반)부패의 유사개념
(1) 청렴(廉政)
반부패와 유사한 개념의 하나가 바로 청렴이다. 한자 ‘염’(廉)은 고대
중국에서 집의 모서리를 의미한다. 「의례·향음주례(仪礼·乡饮酒礼)」에
“동쪽 염에 연회를 마련하다.”(设席于唐廉东上)는 표현이 있는데, “품행
이 올바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염’9)은 중국 관료의 전통 덕목에서
하나의 기본 규범이다. 관직에 있는 사람이 청렴결백하다는 것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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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인생의 거대한 목표, 벼슬하는 자의 덕목이란 의미이다. 거대한 이
익의 유혹 앞에서도 도의와 원칙을 버리지 않는 것을 청렴이라고 본 것이
다. ‘염’과 ‘탐’(贪)은 상반되는 개념이다. 「사해(辞海)」에서 ‘염’을 해석할
때 사회적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정직, 품행이 바르다.”
또 하나는 “저렴, (값이)싸다.”의 의미이다. ‘청렴정치’에 대해서는 “부패
를 척결하여 정치를 청렴결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대한
어사전(现代汉语词典)」에서는 청렴정치를 “정치를 청렴하게 하다.”라고
해석한다. 이는 ‘청렴정치’를 동사로 해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염정조
치’, ‘염정건설을 잘하다.’에서 ‘염정’(廉政)은 정부, 정치의 청렴결백을
의미하며 공무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徐喜林, 2013: 76).
청렴정치는 공정하고 청렴하고 결백하여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정치
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패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것이다. 그 본질
은 인민을 위해 권력을 장악하고 사용하는 것이며, 권력을 이용하여 사익
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청렴정치는 청렴하고 공정한 간부, 청렴한 정
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내포한다(傅思明. 2017: 34).
우리는 ‘청렴’이라는 도덕 규칙을 ‘보편적인 이성이 받아들이는 수요’
의 규칙이라고 본다. 옛말에 “청렴한 사람은 정치의 근본이고 국민의 본
보기이다. 탐욕스러운 자는 정치의 화근이고 국민의 도둑이다.”라는 말이
있다(王明高, 2015; 伍洪杏, 2016: 19에서 재인용).

9) 중국 고대 사상가들은 ‘염’자의 의미에 대해 풍부하게 해석해왔다. 「주례(周礼」에서 ‘염’을 염선(廉善), 염능
(廉能), 염경(廉敬), 염정(廉正), 염법(廉法), 염변(廉辨)으로 풀이 했다. 염선은 처세에 능하여 국민들의 호평
을 얻는 것을 말하고, 염능은 정치 법령에 따라 법령 조치를 취하는 일에 능한 것을 말하며, 염경은 관직에 연
연하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한 것을 말한다. 염정은 어떤 쪽에도 기울지 않고 품행이 단정함을 의미하고, 염법
은 법을 잘 지키고 일관성 있게 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며, 염변은 사리분별을 잘 하고 두뇌가 명석하며 곤혹스
러워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어휘에 대한 해석은 관료의 도덕수양, 집권행위 및 정치관계와 관련된 모
든 면을 포함한다(徐喜林, 2013: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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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윤리학 역사에서 ‘청렴’은 중요한 개념이었고 ‘청렴’에는 풍
부한 뜻이 담겨 있었다. 인생을 놓고 말하면 ‘청렴’은 검소하고 탐욕적이
지 않은 것이다. 이는 위인군자가 갖고 있는 기본 도덕 원칙이다. 관료를
놓고 말하면 ‘청렴’은 청렴하게 사무를 보는 것으로 정치인의 정치 품격
이자 정치 행위다. 청렴정치 행위의 이론 정당성은 그것이 ‘청렴’의 도덕
규범 요구에 부합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伍洪杏, 2016: 19).

표 2-7

청렴에 관한 중국 전통적 견해

학자

내용

노자

- “청렴은 도덕이 고상한 성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절개”라고 함
- “현자는 반듯하다하여 남을 억지로 반듯하게 잘라 만들지 않고, 청렴하다하여 청렴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리지도 않으며, 바르다하여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빛난다하여 나대지 않는다.”고 함(陈鼓应, 2003:
284)

맹자

- 청렴은 높은 경지의 도덕 절개라고 인정함
- 제나라 장군 광장(匡章)이 맹자에게 물었다. “진중자(陈仲子)가 진정한 청렴결백 인사가 아닌가?”(孟轲,
2003: 133). 맹자는 진중자에게 “그에게는 고상한 도덕 절개가 없기 때문에 청렴한 선비가 아니라고 생각한
다.”고 함

순자

- 군자에게 모두 청렴의 덕목이 있다고 보았고 ‘염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군자와 소인을 구별함. 그는 “염치
가 없고 먹고 마시는 탐욕이 있는 사람은 나쁜 소년”이라고 간주함(王威威, 2014: 33)

장자

- “사람이 어려운 기회를 빌어 이득을 얻는 것은 청렴하지 않다.”(王先谦, 2013: 354)고 지적함
- 장자가 볼 때, “청렴은 남의 위급한 때를 틈타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는 덕목이자 행위”

한비자

- “청렴한 자는 생명도 돌보지 않고 재물을 가벼이 여긴다.”(马银琴, 2014: 28)
- 즉, ‘청렴’한 품성을 지닌 사람은 ‘청렴’을 위해 생명도 돌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

묵자

- “가난할 때 청렴함을 보여주고 부유할 때 의리를 보여주며 살아있을 때 사랑하고 죽으면 애도를 표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은 진실 되어야 한다.”(毕沅, 2014: 6)
- 이 말은 가난해도 ‘청렴’한 절개를 지켜야 함을 강조한 것

유향
(刘向)

- 한나라 유향(刘向)의 저명한 작품에는, 특히 여러 차례 ‘청렴’이 언급됨
- 그는 ‘청렴’을 군자 성인의 필수 품성으로 봄. 예를 들면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은 청렴하지 않다.”(刘向,
1985: 396)
- “청렴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은 군자다.”(刘向, 1992: 751)

주: 伍洪杏(2016: 19)에서 재인용하고 정리함

진나라와 한나라 이후, ‘청렴’은 정치 행위와 연계되어 많이 나타났다
(陈平, 2004). 즉,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 중국의 전통이고 여러 가지 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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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청렴’은 극도로 찬양을 받는 도덕수양이며 청렴정치 행위가 곧
‘청렴’이라는 도덕규범의 지도 아래 나타난 행정을 하는 것이다(伍洪杏,
2016: 19).
현재 상황을 보면, 공무원의 직업도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마음
을 다해 인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것이다. 가장 주요한 규범이 ‘공’(公),
‘실’(实), ‘청렴’이 되었다. 첫째, ‘공’은 한 마음으로 공적인 것을 생각한
다는 의미다.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고 공평하고 성
실함을 의미한다. 둘째, ‘실’은 실사구시를 말한다. 모든 일은 실제에서
출발하고, 솔직하며 실용적인 일을 하여 솔직한 사람이 된다. 셋째, ‘청
렴’은 ‘청렴결백’을 말한다. ‘청렴’을 포함한 공무원의 직업도덕 규범은
도덕에 부합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것이든 아니면 지금의 것이든 청렴정
치 행위는 ‘청렴’이라는 덕목 규범에 부합된다(伍洪杏, 2016: 19).
「초사·장구(楚辞·章句)」에서 “받지 아니함은 청렴이고 횡령하지 아니
함은 결백이다.”(不受曰廉，不污曰洁)고 했다. 즉, 다른 사람이 선물하는
돈과 재물을 받지 않고 자신의 결백한 인품이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이
곧 청렴결백이라고 한 것이다(徐喜林, 2013: 79).
「청사고·간의친왕덕패전(清史稿·简仪亲王德沛传)」에서 “덕패가 국경
을 지키는 장군 직을 연임하면서 품행이 단정하고 남의 물건은 털끝 하나
취하지 않았다. 빚이 날로 늘어 가지고 있던 자산을 모두 청산했다.”고
기록한다. 청렴결백을 염결(廉絜)이라고도 부르며 재물을 탐하지 않고 처
신이 결백함을 의미한다. ‘염’은 청렴을 의미하며 자신의 것이 아닌 재물
을 탐하지 않음을 뜻하고 ‘결’은 결백을 의미하며 인생을 떳떳하게 살아
가는 태도를 말한다. 더 명확히 말하자면 청렴결백은 사람이 맑고 투명하게
행동하고 공명정대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말한다(徐喜林, 2013: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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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한어사전」에서 ‘청렴결백’을 “공적인 이익을 해치거나 사리를 챙기지
않으며 횡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사해」는 ‘청렴결백’을
“생각이 청렴하고 공정하며, 자신의 언행과 행위를 신중히 하며, 검소하고
권력으로 사리를 채우거나 횡령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석한다. 청렴결
백의 핵심은 관리로서 청렴공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사리를 챙기지
않으며, 횡령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다. 당대에 말하는 청렴결백은
주로 결백하고 횡령하지 않으며 올바른 것을 말한다(徐喜林, 2013: 80).
‘청렴’은 유교 관덕(官德) 사상의 중요 내용이다. 청렴결백한 직무수행
은 모두가 인정하는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이고 청렴결백한 공무집행은 전
통적인 청렴정치 문화가 제창하는 정치 종사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요구
되는 덕목이다. 예로부터 사회 선각자나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들은 ‘내적
으로 성현의 덕목을 갖추고 외적으로 왕도를 시행할 것’을 숭배하고 힘써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며’ 자신의 도덕품성을 키우고, 결국 ‘나라를 잘
다스리고 온 세상을 편안하게’ 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솔선수범하여
덕을 쌓아야 ‘사람을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 물론 좋은 사람
이 곧 좋은 관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는’데서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편하게’하려면 청렴도덕을 정치운영에 적용해
야 한다. 덕으로 정치를 하려면 사리사욕보다 대중의 이익을 중요시 하고
이익 앞에서 사리보다 의리를 우선으로 선택할 용기가 있어야 하며, 남의
말에 혹하여 사람을 채용하지 말고 사람이 나쁘다고 하여 말까지 들으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삶에 지치지 않고 충성으로 행동하며’, 근면
하게 정무를 보아야 한다. 정치를 하면서 근검절약을 하고, 사람을 사랑
하는 품성을 키워야 하고, 굳세고 도도하며 올바른 기개가 있어야 한다
(伍洪杏, 201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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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염덕(廉德)
염덕(廉德)의 기본적인 함의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포함된다. 첫
째, 염덕의 경계선은 공사(公私)관계다. 청렴과 공적인 것에는 밀접한 연
관이 있다. 청렴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공사관계다. 공
사가 분명한 것은 청렴의 전제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청렴’의
금기 사항이다. 부패의 가장 고전적인 의미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
욕을 채우는 것이며 전형적인 부패는 공공이익에 손해를 주고 개인이 이
득을 보며 공적인 이름을 빌려 자기 배를 채우는 행위에서 드러난다. 옛
말에 “마음 하나로 나라를 일으킬 수도, 잃을 수도 있다. 공과 사의 작은
차이에서 일어난다.”는 말이 있다(张伟生, 2012: 30; 伍洪杏, 2016: 21
에서 재인용). 염덕은 마음에 사리사욕이 없는 표현이고 인민을 위해 정
치를 하는 생각의 정수(精髓)다.
둘째, 염덕의 기준은 부패하지 않는 것이다. “요구하지 아니 함은 결백,
받지 아니 함은 청렴, 물들지 아니 함은 고결함이다.” 염덕은 사람이 결백
하고 일할 때 고결할 것을 요구한다. 청렴결백하게 정치를 하고 인민의
공복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중국은
인민이 주인인 사회주의 국가다. 공무원은 직무의 저하에 관계없이 인민의
공복이므로 인민 공복의 본색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정부 部委의 모든
권력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두 인민이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민에
게 충성해야 하고 부정부패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伍洪杏, 2016: 21-22).
셋째, 염덕의 마지노선은 검소함이다. 부패를 ‘근절’하려면 반드시 생
활에서 검소함을 유지해야 한다. 생활에서 낭비하고 흥청망청 보내고 사
치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 ‘뇌물 공여’ 앞에서 이성적으로 거절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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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 “역대 성현과 국가들을 보면 검소함은 성공을 추진하고 사치함은
파멸을 불러온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앙정부가 향락주의와 사치, 부패
한 생활을 포함한 ‘4대악풍’(四风: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낭
비풍조)을 부패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당풍건설을 부패척결의 근본적인
책략으로 정하였으며, 힘을 모아 부정부패 풍조를 다스리고 있다. “검소
한 사람이 사치해지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사치한 사람이 검소해지기는
어렵다.” 검소할 때 사치를 근절하고 소박하고 절약하며,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여 염덕을 제창해야 한다.
넷째, 염덕의 ‘고도’는 고진감래에 있다. 염덕은 향락을 거부하지 않지
만 이러한 ‘향락’이 자신의 노동을 기초로 한 것이어야 한다. 옛말에 “청
렴을 빈곤이라 하지 않고 근면을 고생이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고생을 먼저 하고 나중에 누리며 기꺼이 공헌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인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숭고한 취지를 보여준다(邓联繁, 2015; 伍
洪杏, 2016: 22에서 재인용).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를 종합해보면, 염덕은 집권자가 정권을 유지하
는데 둘도 없는 보물이고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필요한 성품을 띤다.
결국, 청렴정치 행위는 청렴도덕을 지닌 정치 종사자가 행정 과정에서 좋
은 품성에 따라 취하는 행동의 선택이다. 이런 청렴도덕은 사람들의 행복
한 생활에 필요한 성품의 특성이고, 청렴정치 행위에 덕성론을 토대로 하
는 윤리 정당성을 부여한다(伍洪杏, 2016: 22).

(3) 책임윤리
책임윤리가 강조됨에 따라 책임윤리도 청렴정치 행위의 정당성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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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책임윤리는 사람들의 책임의지를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신을 키워주며 용감하게 책임을 지는 성품을 키워준다.
책임윤리 의식이 강한 사람은 어떤 것이 정확한 행위인지 명확히 알고 있
고 행동의 가치 기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책임을 핵심으로 하는 행
정윤리는 청렴정치를 건설하는 데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횡령을 생
각하지 않고’, ‘횡령을 원하지 않으며’, ‘횡령하면 아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책임을 다 하기 위한 선택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청렴정치윤리는 공직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
임을 지는 책임윤리다. 그 어떤 이론에 의거하든 관료사회의 청렴은 백성
이 가장 바라는 일이고 청렴정치윤리를 건설·강화하고 간부의 청렴공정,
정부의 청렴, 정치의 청명을 촉진해야만 사회의 공중도덕을 키우고 사회
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伍洪杏, 2016: 22).
청렴정치 행위에 대해 도덕평가를 할 때 사회, 인류, 후손의 이익에서
출발하고 전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사람의 행위를 평가해야 한
다. 인류의 전반적인 이익과 미래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되고 도덕적이
며 전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복추구 행위만이 윤리 정당성이 있다(伍
洪杏, 2016: 20-21).

한국의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이해충돌 방지 의무)10)도 공직윤리

10)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
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
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1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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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되며, 역시 부패와 관련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공직자의 재
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부패의 구성요소
부패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우리는 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
기 위해서는 부패에 담겨져 있는 구성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
학술계에서 부패의 구성요소에 대해 여러 의견을 가지고 있다. 徐喜林
(2013: 41)은 부패의 구성요소를 부패행위의 주체, 부패행위의 방식, 부
패행위의 목적, 부패행위의 안 좋은 결과 등을 제시한다.

(1) 부패행위의 주체: 공직자(公职人员)
일반적으로 부패는 국가 공직자11)의 개인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는 단체적 행위나 조직적 행위와 관련이 있다. 최근 몇 년간 적
지 않은 부패행위가 단체행위나 조직행위와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당조직위원회에서 집단적인 논의에 의해 상급 조직(上级组织) 책임자에
게 뇌물을 주는 행위, 혹은 기관(单位)을 대표하여 리베이트(回扣)나 홍바

11) 부패는 국가 공직자의 개인적인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국가 공직자’의 개념은 정해져 있으며 ‘국가
업무자’(国家工作人员)나 ‘국가 간부’의 개념과 다르다. ‘국가 공직자’는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공
권력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특정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구체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특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자, 국유기업, 사업기관(事业单
位), 인민단체에서 근무한 자, 혹은 국가기관, 국유기업, 사업기관의 위탁으로 비국유기업, 사업기관, 사회
단체에 가서 근무한 자, 그리고 법률에 의해 공무활동을 수행한 자[예를 들면, 촌민위원회 등 기층단체(基层
组织)의 책임자] 등이 있다(徐喜林, 201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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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红包: 여기선 뇌물을 의미)를 받는 수뢰 행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조
직의 명분으로 국가 법률과 기율을 위배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꾀하는 행
위도 부패행위에 속한다. 기관·국유기업 범죄나 단체 범죄가 바로 이러
한 부패의 표현 형식이다(徐喜林, 2013: 41-42).

(2) 부패행위의 방식: 권력에 대한 비정상적 행사
권력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상관없이 법률 및 제도가 규정하는 궤도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면 부패가 생기지 않거나 큰 부패가 생기지 않을 것이
다. 권력의 비정상적인 사용은 크게 멋대로의 작위(乱作为), 느린 작위(慢
作为), 부작위(不作为)로 나눌 수 있다. 멋대로의 작위는 터무니없는 지휘

(瞎指挥), 월권(越权), 권력독점(专权), 권력으로 사익을 챙기는 것(以权谋
私) 등의 행위 방식이 있다. 느린 작위는 느리게 행동하고 전쟁의 유리한

시기를 놓치는 등 행위방식이다. 부작위는 주관적 요인으로 생기는 고의
적 부작위와 능력 미달로 생기는 직무상 과실과 독직(失职渎职) 등의 행
위가 있다. 권력의 핵심은 책임이며 권력의 크고 작음은 책임의 크고 작
음과 정비례 관계에 있다. 권력이 클수록 책임도 무거워지며, 권력의 범
위가 책임의 범위를 결정한다. 현실 생활에서 권력과 책임의 이러한 관계
는 직권의 행사와 직책의 이행이 서로 대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권력의
합리적인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직권은 더 이상 제한되지 않아 직권에 의
해 생기는 직책이 없어지거나 회피되고 만다(徐喜林, 2013: 42).

(3) 부패행위의 목적: 사익추구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사익을 챙기는 것은 부패의 중요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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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익을 챙기다.’(谋取私利)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의미
는 자신을 위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이며, 두 번째 의미는 타인을 위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부당한 이익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도 포함한다. 즉, 일부 정당한 이익이 법이 규정하는
관련 절차에 따라 얻은 것이 아니고,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
하여 얻은 경우 이것은 권력이 궤도를 이탈하는 것이고 부패행위로 간주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 학생모집, 경매, 승진에 있어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타인을 위하여 챙기는 이 이익이 정당한
이익이라고 한들(고용, 학생모집, 경매, 승진의 조건에 부합하는 등 경우)
자신이 그 과정에서 사익을 챙기거나 얻으면 이러한 행위 역시 탈선행위
로 간주되며 부패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徐喜林, 2013: 42).

(4) 부패행위의 결과: 공공이익 침해
권력자의 개인이익과 공공이익 간에 원래 엄격한 경계선이 존재하지
만 권력자의 권력행위가 확장되어 이 두 가지 이익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
게 된다. 권력자의 공공분야에 대한 잠식은 필연적으로 공공이익이나 타
인의 이익에 피해를 줄 것이다. 공공이익을 해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형
태가 있다. 하나는 공공이익에 대한 직접적이고 양성적인(显性) 피해를
준다. 예를 들어, 건설 분야의 부실공사, 사법 분야의 뇌물 수수와 법을
어기는 등 행위가 있다. 또 하나는 공공이익에 대한 간접적이고 음성적인
(隐性) 피해를 준다. 예를 들어, 고용, 학생 모집 등에 있어 ‘동등한 조건
하에 우선’은 정책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사회 공정에 위배되고 타인이 평
등하게 경쟁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역시 공

제2장 (반)부패의 이론적 배경 ❙ 79

공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이 때 권력은 더 이상 실질적인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형식 주체가 사익을 챙기기 위하여 교환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됨으로써 권력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徐
喜林, 2013: 42-43).

2. 부패의 특성 및 기능
1) 부패의 특성
(1) 부패의 특성
부패는 일종의 사회역사 현상이고, 전환기적 사회 형태이며, 사회제도
에도 존재한다. 봉건사회이건,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무관하다. 어떠한
조직도 부패에 직면하고 반부패의 문제를 떠안고 있다(孔祥仁, 2017: 71).
부패 특징의 하나는 부패가 일련의 형법과 관련되기보다는 공공서비
스에 대한 태도라는 관점이다. 또 하나는 시민이 공직자로 이해되며, 비
선출직 시민이 공권력을 휘두르거나 영향을 미치려 할 때 부패할 수 있
다. 엘리트 부패는 정체(polity)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이다. 부패는
단지 행위뿐만 아니라 맥락과 의도에 의해서 이해할 있다(Teachout,
2009: 374).
부패는 오랜 역사에서 보듯, 모든 사회의 고질병이며 치유가 매우 어
려운 것처럼 중국에서 부패는 다양한 특징을 띤다. 黎晓宏·董宏(2017:
8-17)에서 부패는 “독점성, 은폐성, 지역성, 단계성을 띤다.”고 한다. 徐
喜林(2013: 43)은 부패의 특징을 본질적 특징(本质特征), 양성적 특징(显
性特征), 음성적 특징(隐性特征)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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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부패의 특징

특성

내용

은폐성

- 부패의 목적은 공공이익을 해치면서 사익을 챙기는 것임. 사익은 소수의 이익이고 정상적인 이익의 범주
밖이기 때문에 다수의 이익이 될 수 없음. 부패의 수단에는 비정규적인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현행의 법규와
정책을 어기기 마련이어서 은폐적인 방법으로 진행함
- 현재 정보 부패가 점차 나타나며, 다른 부패에 비해 더 은폐하고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 특권이 계속
행해질 수 있음
- 정보는 정책결정의 기반이고 정책결정의 실행 과정에 대해 통제하는 근거임. 일부 권력자는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내부 정보를 쉽게 얻고 나서 정보공개 전에 특정한 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여
거액의 이득을 챙김

단계성

- 부패의 요인, 부패 현상, 부패 문제, 부패 행위자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부패 층급(腐败层级)이 있음. 부패는
이익이 존재하고, 이익에 대한 욕망, 권력의 존재, 자유재량권을 절대적으로 없앨 수 없다는 것
- 부패 현상은 각종 부패 요인이 잘못된 방식으로 결합하여 생기는 외재적 부정 현상이며, 이미 드러난 부패의
조짐. 부패 문제는 사회를 해치고 당기정기 처분을 받아야 함
- 부패행위자는 고의적으로 권력으로 사익을 챙기거나 심각한 배임을 하거나 법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국가공직자, 고의적으로 권력으로 사익을 챙겨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간부로 구분 가능

규칙성

- 부패의 확대와 만연은 대개 사회제도의 교체 시기나 체제의 전환 시기에 발생함
- 사회자원을 많이 확보한 부분에서 발생하며, 주로 공권력 부문, 특히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전략적 부문과 공공조달, 도시건설, 중대한 프로젝트, 사회보장 등 공공사업기관에서 발생

견고성

- 부패는 파리와 모기처럼 근절할 수 없어 매우 강한 견고성(顽固性)을 가짐
- 부패는 역사성을 가지며 영원한 것이 아니며 생겨나고 만연되며 사라지는 과정을 거침. 즉, 부패는 무한하며
장기적으로 발생함
- 부패는 필연성을 가지며 사회 성질이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부패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형태도 차이가
있음

위법성

- 부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법률, 기율, 규정, 도덕 측면임
- 법률과 기율은 입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며, 인민의 근본적 이익을 대표하는 높은 수준의 행위규칙임
- 규정은 부서 정관, 관련 규정과 제도를 의미하며, 부패를 제약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함
- 도덕은 청렴정치와 문화의 범주에 속하며 청렴한 공직수행을 규범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주: 徐喜林(2013: 43-46)을 근거로 작성함

부패의 본질은 권력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부패의 목적은 부정
당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다. 이익은 물적 이익, 정신적 이익, 관련
부정당한 향락 등의 범주로 나뉠 수 있다. 그 중 금전, 물질, 색(色)이 가
장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물질은 직접적인 물적 이익이고 금전으로 여러
방면에서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으며 색은 부정당한 향락이고 금전과 물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徐喜林, 2013: 54).
현재 중국 공무원의 부패 특성으로는 ⅰ) 부패가 경제 영역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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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화, 예술, 정치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ⅱ) 부패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부패 액수가 급증하며, ⅲ) 부패 사건에 연루되는 관련
자의 직급이 높아지고, ⅳ) 당정관료들의 부패가 급증하고, ⅴ) 부패는 공
산당의 입지를 악화시킨다(刘望, 2008).
(2) 부패와 반부패의 상관성
사람들은 청렴한 정치를 제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현상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사치, 검소와 청렴,
탐욕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김승일·이형준 옮
김, 2018: 40).
부패와 반부패는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움직인다. 국가마다 시대마다
부패와 반부패는 유기적으로 변화를 겪는다. 부패의 유형이나 성격에 따
라 반부패의 대응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 부패의 정도를 객관적이고 정확
하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마다 변하는 부패의 유형에 따른 반
부패의 대응도 변화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부패는 국가마다, 국제기구에서, 기업조직의 아젠다에서 전략적 항
목으로 중시되고 있다. 반부패는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생존본능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부패
는 법적 혹은 순응적 이슈로만 취급될 수 없고, 또한, 하나의 윤리적 이
슈로만 볼 수도 없다. 부패와 반부패 모두 전략적인 이슈이다. 부패와 반
부패는 조직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다.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리자를 감옥에 보낼 수 있다. 더 나아가 부패와 반부패는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명성을 하루아침에 추락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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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estrel(2018)이 언급하듯, 부패는 획일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복
잡한 인식의 하나이다. 부패 관리자는 부패와 반부패에 직면할 경우 또
다른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밤과 낮의 관계는 부패와 청렴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낮은 일출과 일몰 사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땅거미는 이미 밤이
온 것이고, 땅거미는 낮과 일부 공유되거나 새벽은 곧 낮이 된다. 오늘
받아들인 관행이 내일에는 부패로 간주될 수 있다.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래에서 판명된다. 반부패 또한 권력체계의 일부이다. 반부패도 역시 모
호한 영역이다. 반부패가 원칙의 문제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부적절하게 여겨질 것이다.
부패와 반부패의 체계는 각종 사회경제 요소로 구성되며, 각 요소 간
에 상호 관계가 존재하며 상호 영향을 주거나 제약을 한다. 부패와 반부
패의 관계는 함수관계(부패와 반부패 요소 변화에는 확률적 관계), 상관
관계(요소 간에 밀접한 관계), 상호 독립관계(부패와 반부패 간에 서로 독
립하며 의존관계가 없음)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패와 반부패는 시종일관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개념이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교착상태를 형성
하여 일시적 균형을 이루기도 한다(李后强·李贤彬, 2017: 80-81, 139).
반부패는 청렴의 중요한 내용이다. 반부패는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패를 폭로, 추적, 처벌하는
것이다. 반부패는 시종일관 청렴을 건설하는 것이며, 부패가 생기기 전의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부패행위를 폭로한 후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조치, 모두 청렴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傅思明, 2017: 29).
사실상 부패와 반부패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두 개의 개념을 명확히 나누는데 있어서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표 2-9>)(张云鹏, 2009; 过勇·宋伪, 2015: 48-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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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부패와 반부패 행위의 비교
부패

반부패

정보 대칭성

기밀성 정보의 비대칭

민감성 정보의 비대칭

수익 방식

직접적인 수익

직접 및 간접적인 수익

수익의 주체

부패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국가와 대중

원가 및 수익

저원가 고수익

저원가 고수익, 사회적 이익이 더욱 큼

출처: 张云鹏(2009); 过勇·宋伪(2015: 49)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는 한 국가나 지역의 부패 상황과 반부패 성과 간에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이 둘의 관계는 간단명료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대응관계는 아니다. 도리어 장기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부패와 반
부패는 대응관계에 놓여있으며, 부패 지수가 낮은 비교적 청렴한 국가의
경우, 반부패의 성과 수준이 비교적 높다. 그러나 단기적인 시각에서 살
펴보면, 부패와 반부패가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12)
이처럼 부패 상황만으로 반부패 정책적 효과를 평가할 수 없으며, 동시에
반부패 정책의 성과만으로 부패 수준을 판단할 수 없다(过勇·宋伪,
2015: 49).
부패와 반부패 모두 모호한 개념이지만, 현실에서는 부패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를 막으려는 반부패 역시 정부의 지속적인 이슈이다. 중국 역
시 시대마다 부패가 이어져왔고, 정권마다 이를 막으려는 반부패를 추진
해오고 있으며, 부패와 반부패는 보편적인 혹은 특수적인 특징과 추세를
가진다.

12) 예를 들면, 만약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부패 사건이 많이 발생한 상황을 두고 그 곳의 반부패 정책
효과가 미비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반부패의 세력이 상당한 지지를 얻었거나 강력한 반부패 정책으로 인
해 부패행위가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즉, 우리는 부패사건 발생수가 낮은 지역에
서 반부패 정책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종종 그 지역 고유의 문화, 정치제도 등의
요소로 인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청렴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过勇·宋伪, 201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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过勇(2013)은 개혁과정에서 중국의 부패와 반부패는 다음과 같은 새

로운 특징과 추세가 있다고 제시한다. ⅰ) 부패행위가 횡령유용에서 뇌물
수수로, 그리고 다시 이익충돌로 전환되었고, ⅱ) 공공부패에서 민간부패
및 사회조직 부패로 확대되었고, ⅲ) 개인부패에서 단위부패 및 집단부패
로 확대되었고, ⅳ) 정책집행에서 정책결정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
하고, ⅴ) 흑색부패, 회색부패, 백색부패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ⅵ) 부
패 수취자에서 부패 공여자까지 처벌이 요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패 유형의 변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반부패 대책도 다음과 같이
변화를 하고 있다(<표 2-10>).

표 2-10

부패 및 반부패의 상관성

부패 유형

부패 내용

반부패 대책

· 횡령 유용에서 뇌물수 - 부패의 죄목을 보면 개혁개방 이후 두 가지로 - (2007.5.30)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가 「직
수 및 이익충돌로 전환 전환됨
무 편의를 이용한 부정당 이익 취득을 엄격히
- 하나는 유용에서 뇌물수수로의 전환: 1980년 금지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공포
대에서 1990년대 부패는 은행직원이나 정부 - (2007.7.8)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나 기업의 재무관리자들의 횡령이나 거액 자 은 「뇌물수취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
금의 유용 사건
한 의견」을 공동으로 발표하여 국법과 당의
- 금융계의 재무관리 제도 보완 및 권력 구속 강 기율을 연결하여 접근
화에 따라 현금 유용보다는 뇌물수수로 전환 - 간부의 배우와 자녀는 지도자 관할 지역과 업
됨. 그 원인으로는 ⅰ)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 무범위 내에서 공공이익과 충돌이 발생할 수
전, ⅱ) 뇌물수수 범죄의 은폐 가능성
있는 경영, 기업, 사회중개서비스 등의 업무
- 둘째는 뇌물수수에서 이익충돌로의 전환. 가 를 금지하는 규정 등
령,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친척의 명의
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직접 횡령하는 행위
· 공공부패에서 민간부 - 중국 형법은 탐오, 뇌물수취의 죄목의 주체를 - 기존 형법에는 뇌물수수죄만 있었지만, 1997
패 및 사회조직 부패로 국가 공직자로 규정한 결과 영도간부의 친지가 년 7월에 형법을 수정하여 회사, 기업 직원의
확대
탐오, 횡령을 저지르면 工作人員이 아니기 때 뇌물수수 내용도 포함시켰고, 2005년부터
문에 죄와 형을 확정하기 어려움
비즈니스 뇌물수수 반부패에 처음으로 민간
- 기업 연계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도 부패 부패를 포함시킴
범죄의 주체 범위를 수정함
- (2007.11) 「형법이 규정하는 죄목의 보충규
- 또한, 사회조직의 부패가 팽배해져 기존의 법 정」에서 회사, 기업 직원의 뇌물수수죄를 취
률체계를 뒤흔들고 있음. 가령, 비즈니스 뇌물 소하고 비국가공작인원의 뇌물수수죄를 추가
수수 반부패 과정에서 사회조직의 부패 문제는 하여 처벌대상이 기존의 국가 공작인원에서
심각해지고 있음
점차 위탁 권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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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계속

부패 유형

부패 내용

반부패 대책

· 개인부패에서 단위부 - 개인부패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탐오, 유용, 뇌 - 집단부패 행위는 개인부패 행위에 비해 위험
패 및 집단부패
물수수를 하는 부패행위
성이 더 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합법성
- 단위부패는 한 단위 혹은 단위 간부들이 단위의 이 위협받을 수 있고, 청렴하면 살아남을 수
명의로 부패행위를 함(Lu, 2000). 단위 뇌물수 없다는 관료사회 문화를 만들 수 있어 각별한
수, 행정독점, 사설비밀금고 등이 전형적인 단 주의 필요
위부패 행위(Guo & Hu, 2004)
- 집단부패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부패를 행하
며, 집단부패의 수익은 소수의 부패자에게 귀
속되지만 단위부패의 수익은 단위의 소유가 되
며, 단위 지도자가 전체 혹은 다수의 수익을 소
유하지 않음. 집단부패는 은폐된 행위이지만
단위부패는 어느 정도 공개됨
- 개혁 초기에는 개인부패와 단위부패의 형태가
많았지만, 1990년대 이후 집단부패로 전환됨.
2002년 광저우시의 경우, 집단사건이 219건
으로 총 사건의 71%를 차지(李卫东, 2005)
· 정책집행에서 정책결 - 거대 부패(grand corruption)는 주로 정책결 - 인민들은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책 과
정까지
정, 정책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로 업계 정에서의 부패 현상에 대한 체감 온도가 높음
발전정책, 수줄정책, 업계기준의 제정 등을 포함 - 반면에 정책제정 과정에서의 부패 문제, 즉
- 생계형 부패(petty corruption)는 주로 정책집 ‘큰 부패’에 대해 인민들은 잘 모름
행 과정에서 발생함. 가령, 교통법 편파 집행, - 정책시행 과정의 작은 부패 문제보다 정책제
허가증 신청, 위생허가 신청이나 승인 등의 과 정 과정에서의 부패행위의 악영향이 더 크고
정에서 발생
앞으로의 부패 발전 추세가 될 것임
- 생계형 부패는 급행료(速度钱)로 법집행을 느
슨하게 하고 업무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인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사회에 악영향
끼침
· 흑색부패에서 회색부 - 사회 엘리트와 사회 대중이 부패에 대한 수용 - 중국에서 회색부패는 중앙집권의 계획경제
패까지
정도에 따라 흑색부패와 회색부패 및 백색부패
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로 분류될 수 있음
서 발생한 유물로서 ‘합법적이지 않다’는 의
- 흑색부패는 사회 엘리트와 사회 대중이 모두 미는 국가의 관련 법률 혹은 공산당 기율위원
인정하는 부패행위(가령, 탐오, 유용, 뇌물수 회, 정치기율에 따르면 이런 부패 현상은 허
수 등)
용되지 않는다는 의미
- 회색부패는 사회 엘리트들이 인정하지만 일반 - 그러나 중국 관원의 명목소득이 낮기 때문에
대중들이 아니라고 하는 부패행위를 말함(가 이를 복지혜택으로 간주13)
령, 공금으로 먹고 마시고, 공용차량을 사적으 - 회색부패는 흑색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고 나
로 이용하고, 세금으로 해외출국 등)
쁜 사회풍조를 낳아서, 회색부패를 없애면 공
- 백색부패는 정의상 부패이지만 누구도 부패라고 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할 수 있고, 이익
인정하지 않는 부패행위(가령, 저렴한 선물 등) 충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정부 효율과
투명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13) 이러한 갈등심리 때문에 사회 외압이 클 때, 중국 정부는 해당 분야에 대해 개혁을 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
거나 기존의 제도에 대한 시행을 강화한다. 그러나 정부의 동기가 정부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
보완과 법률 집행을 강화하는 것은 그동안 철저했거나 단호했던 경험이 없었다. 결국, 중앙에서 계속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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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계속

부패 유형

부패 내용

반부패 대책

· 부패 수취자에서 공여 - “닭 한 마리를 선물하고 양 한 마리를 바꿔온 - 「중화인민공화국형법」에 따르면, 뇌물공여
자까지 처벌
다.”는 뇌물공여 인식 팽배
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뇌물수뢰죄는 최고
- 그러나 중국 현실에서 ‘닭 한 마리 받은’ 뇌물 사형임
수취인(주로 공직자)은 엄격히 처벌하지만, 더 - 검찰기관이 뇌물공여와 뇌물수취 사건을 차
큰 혜택을 보는 뇌물 공여자(주로 사업자)는 법 별하여 처리하는 것은 사법처벌 성향
의 제재에서 자유로움
- 뇌물수수가 양자의 은폐 행위이기 때문에 뇌
- 최고인민검찰원의 2003년 업무보고에 다르 물 공여자를 공범증인이 되도록 격려하여 부
면, 1998~2002년 간 검찰기관이 뇌물공여 사 패분자를 처벌할 필요
건을 총 6,440건 입안·처리함
- 같은 기간 조사한 탐오, 횡령, 독직 등 직무범죄
사건(207,103건)의 3.1%에 불과
주: 过勇(2013: 60-63)을 근거로 작성함

부패와 반부패는 한 개의 정권에서 정의와 부정의 역량이 서로 오르내
리는 관계를 보여준다. 다른 외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본다면, 한 정권이
부패 문제를 잘 다스린다면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공무원과 인민의 갈등
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통치를 이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 반면에 공무
원의 부패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공무원과 인민의 관계가
악화되면 최종적으로 사회혁명과 정치 불안의 리스크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燕继荣, 2013: 3).
반부패도 사실은 ‘양날의 칼’이라 할 수 있다. 반부패 추진이 효과적이
고 장기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정권의 권위와 정당성에 도
움이 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인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반부패만한
것이 없다(Klitgaard, 1988; 杨光斌 译, 1998: 212). 반면에 반부패 추
진이 더디고, 비효율적인 경우 오히려 대중의 불만을 낳아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정권의 권위와 효율성을 추락시킬 것이다(辛向阳·陈
문건과 통지를 하달하여 같은 법규를 어긴 부패행위를 ‘통제, 실행, 정리’하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된다(过
勇, 201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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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波, 2015: 254).

이와 같이 부패의 잠재성과 만연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반부패의 실효
성과 지속성은 부패와 반부패의 양면성이 서로 물고물리는 관계를 띤다
고 할 수 있다.

2) 부패의 기능
부패는 상황에 따라서 순기능과 역기능(병리)을 띨 수 있다. <표
2-11>에서 보듯, 부패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띠며, 다양한 측면에서 순기
능은 긍정적 효과를, 역기능은 부정적 효과를 낳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11

부패의 순기능과 역기능
- 급행료의 지불로 인해 행정 지연을 피할 수 있고, 뇌물 받은 공무원이 대가를 제공해주기 위해 업무를 더 하려는
순기능이 존재(Leff, 1964; Hua, 2013: 19에서 재인용)

부패의
순기능

- 관료가 경제에 무관심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부패는 관료에게 푼돈이 되고 이는 정부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하며, 기업가에게 비효율적 규제를 우회하게 함(Bardhan, 1997; Hua, 2013: 19에서
재인용)
- 부패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를 보면 대체로, 한편에선 저수준 부패, 재산권의 안정, 민주주의와 같은 거버
넌스 변수들과 다른 편에선 1인당 소득의 성장, 투자율 그리고 빈곤의 직접 지표(예를 들어, 어린이 사망률)와
같은 발전의 성과들 사이에 긍정적 상관성을 발견할 수 있음(Khan, 2004: 171; 박형중 외, 2011: 37에서
재인용)
-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거나 경제적으로 제약이 많은 정체에서 부패는 규제와 레드 테이프를 회피하게 해줌
(D'Amico, 2015: 2)
- 부패는 법과 질서가 마비되면서 자본유입에 역으로 작용하며, 또한 자본생산성을 낮게 함. 부패가 생산성에
역으로 작용하는 결정적 요인은 관료적 품질(정부 안전성과 시민 자유성)을 낮추는 것임(Lambsdorff, 2005: 15)

부패의
역기능

- 독직(부패)으로부터의 수입이 충성과 복종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비공식적 급부이고 수직 위계를 강화시킴
- 또한, 국가지도자와 하급 관료 간에 묵시적이고 불법적 ‘계약’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약에서는 관료가
독직을 통해 벌어들인 지대가 다른 영역에서의 복종에 대한 대가로 허용됨(Darden, 2003: 8; 박형중 외,
2011: 42에서 재인용)
- 부패는 부패 관료제의 내부 하급자가 탈주하는 것 또는 반란을 일으키는 개연성을 최소화하는 인질 기제로
작용함
- 내부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공중)에 합류하여 체제를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제약됨
- 다른 편에서 독재자는 필요한 경우, 비협조적 관료가 부패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걸고넘어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것임. 부패는 충성을 강화시키는 당근이자 채찍임(Charap & Harm, 1999: 14; 박형중 외,
2011: 4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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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계속
- Drury et al.(2006)은 1982년에서 1997년까지 100여 개 국가들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부패의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부패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성장을 지연시키고, 민주주의는 나쁜
리더를 축출할 수 있는 본질이 있어서 민주주의는 부패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킨다고 결론을 지움(Hua,
2013: 3)
- 부패의 역기능으로는 관료조직의 기능 마비, 합리적 의사결정 왜곡, 정부불신 및 정치적 불안, 정통성 위기,
지하시장 유발, 외국의 투자 방해, 기회의 불평등 제고, 자율적인 경쟁에 부정적(김영문, 2004: 94-95)

부패의
역기능

- 부패는 ⅰ) 공적 부문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며, ⅱ)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신규 기업의 진입을 방해
하여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ⅲ)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악화시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며,
ⅳ) 부패는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켜 편법, 탈법 등의 사회적 문제를 재생산함(김병연 외, 2017:
5-6)
- Jain(2011: 91-97)은 ⅰ) 부패가 관료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게 하여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는 견해는 올바르지 않음. ⅱ) 부패와 관료제의 효율성에 관한 것으로 부패한 관료제의 경우 가장 효율적 생산
자가 서비스 및 구매계약을 반드시 획득하는 것이 아님. 또한, 부패한 생산자는 새로운 생산자가 진입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음. ⅲ) 자원배분의 효과에 관한 것으로 부패는 일종의 조세로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부패는 투자 구성을 변화시켜 성장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지대-추구 행위는 인재 배분에 변화를 초래함. ⅳ)
부패는 전반적 성장 저해, 왜곡된 조세체계, 사회복지 지출 대상의 왜곡된 선정을 초래하며, 자산소유, 인적자
본형성, 교육 불평등, 요소축적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주어 소득 불균형을 악화시킴(박형중 외, 2011: 38-39
에서 재인용)

<표 2-11>에서 보듯, 부패는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을 낳고 사회
구조를 왜곡시킨다. 부패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보다는 비정상적인
초과이윤을 추구하여 지대추구에 몰입하거나 부정부패 행위에 치중하여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경제행위를 왜곡시킬 수 있다.
부패는 무반응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의 비평에 유용한 이슈이다. 그러
나 중국에서 부패의 의미는 특히 심오하다(Johnston & Hao, 1995: 2).
중국의 경우, 부패는 식품 안전성을 떨어트리고,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환경파괴를 악화시키고, 사회보장서비스를 감소시키고, 개인 권리의 남용
을 확산시킨다. 중국에서 낮은 삶의 질을 감안한다면 부패의 유해한 영향
은 상당하다(The Wall Street Journal Korea Real Time, 2012.6.27).
체제전환기 중국에서 발생한 권력 부패는 구조적으로 체제 내재화하
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부패를 통제하려는 시도인 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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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렇
게 구조적으로 제도화된 부패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체제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역기능의 요소가 강하다(전병곤, 2003: 37).
부패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 몇 가지 면에서 드러난다. 첫째, 부정부
패는 악명을 오래도록 후세에 남겨 놓으며 앞날을 어둡게 할 수 있다. 둘
째, 부패는 인민의 이익을 해친다. 국가의 돈이든 기업이나 개인의 돈이
든 결국 횡령은 인민의 경제이익을 해친다. 심지어 일부 탐관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민주를 짓밟고 군중을 진압하며 갖은 수단을 활용하
여 당의 민주집권을 개인 독재로 만든다. 그리고 인민의 정치권리, 문화
권리, 사회권리를 위협하고, 인민의 정치, 문화, 사회 이익을 해친다. 셋
째, 부패는 사회 안정을 해친다. 부패는 정부의 공신력을 해치기 때문에
정부의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인민의 정부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며, 사
회 안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부 중대
한 인위적인 재산손실과 인원사망 사고의 배후에도 부패의 그림자가 있
다. 부패가 야기한 책임 사고들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집단사건을 만들
어낸다. 그러므로 청렴결백하게 정치를 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에 실질적
인 이득을 가져다준다. 반면에 부정부패 행위는 자신에게 치명적인 재앙
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자원낭비, 자산손실, 사회 리스크 등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공리론의 시각에서 청렴정치 행위가 개인,
사회를 위해 ‘악’의 결과를 피하고 좋은 결과를 촉진할 수 있음을 증명한
다(伍洪杏, 2016: 20). 결국, 부패는 양날의 칼처럼, 당과 국가사업에 위
협을 가하고, 사회규칙을 훼손하고, 지위와 명예를 떨어뜨리고, 부패 당
사자의 가족을 파멸로 이끈다(刘金程․宋伪,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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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부패의 폐해

폐해 유형
사회공평 침해 및 이익
분배 불균형

내용
- 부패행위자는 인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력을 개인의 사익을 도모하는데 사용하고, 이익분배
의 정상적 구도와 합리적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파괴하여 공익에 손해를 초래

당과 인민, 간부와 인민 간 - 일하는 기풍(工作作风)에 있어서는 형식주의, 실적조작(虚假政绩)으로 반영되고, 간부기풍
(领导作风)에 있어서는 관료주의, 측근임용(任人唯亲)으로 반영되며, 생활기풍(生活作风)에
불화 초래
있어서는 향락주의, 부화타락(腐化堕落)으로 반영됨
사회주의 핵심 가치체제 - 당의 지도, 사회주의제도, 개혁개방 사업, 전면적인 소강사회 구축,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구
파괴 및 문화사업 형성에 축 목표에 대한 인민의 신념과 믿음을 약화시킴. 당과 전국 인민이 단결하여 분투하는 사상 및
악영향
도덕 기반을 파괴하며 조화로운 문화사업 구축에 악영향
당과 정부의 이미지 손상 - 인민이 공산당의 선진성에 대하여, 공산당의 당원, 간부들이 인민의 공복(公仆)이 아니냐는
것에 대하여 의문. 배와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공산당은 인민의 민심을 잃어서는
안됨
중화민족의 전통미덕과 - 관직에 있는 사람이 청렴하고 바르게 일에 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이고 공산당원의
사회의 공중도덕을 해침
도덕규범인데, 부패로 인해 이러한 전통이 훼손될 수 있음
사회진보와 경제발전
저해

- 부패는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 생산과 진보를 저해하며, 거액의 부가 수탈되어 국가와 사회
의 생산력이 저하되고, 생산력 발전을 저해시킴

일정한 임계점에서 당과 - 관리의 횡령 및 폭력, 부패는 정권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
국가의 멸망 초래
주: 徐喜林(2013: 56-59)을 근거로 작성함

부패는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기정기(党纪政纪) 처분
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형사책임이 없는 부패가 문제이다. 부패 문제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복잡하다. 예를 들어, 간부가 사용하는 자동차가 규
정의 기준을 넘을 때 상황이 경미하면 간부의 청렴과 자율 문제 범주로
간주하여 본인과 소속기관이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바로 잡는다. 일반적
으로 당기정기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 이는 부패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규정을 심각하게 어기면서 여러 명이 기준 이상인 고급 자동차를
많이 구매하고 사용하면 부패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에 당기정기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徐喜林, 201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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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의 유형 및 원인
1) 부패의 유형
부패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초월하며 공간의 제약 없이 형성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패는 현상이나 원인, 결과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
할 수 있다. 박형중 외(2011: 26-35)는 부패를 ⅰ) 정치적 부패와 관료적
부패, ⅱ) 비시장 부패와 시장 부패, ⅲ) 사적 부패, 집단 부패 및 기관 부
패, ⅳ) 후견자 부패와 피후견자 부패, ⅴ) 위로부터의 추출적 부패와 아
래로부터의 재분배적 부패, ⅵ) 국가포획과 행정적 부패, ⅶ) 우발형 부패
와 체제적 부패로 구분한다.
Heidenheimer(1970)는 부패를 ⅰ) 관료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법적·규범적 일탈행위를 하는 공직중심 부패, ⅱ) 경제
활동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시장중심 부패, ⅲ)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익을 파괴하는 공익중심 부패로 구분하다. Myrdal(1970)
는 부패를 공직이 부여하는 지위, 영향력,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개
인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Mathieu(1995)은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한 부패 유형을
제시한다. 하나는 금전 부패(monetary corruption)로 돈과 관련된다.
꽌시는 서비스와 재화를 얻기 위해 소비자와 생사자 간(가령, 기업과 관
리자)에 효과적인 금전 이전이 이루어진다. 다른 유형은 우월적 지위와
충성스런 행위를 연계하려는 유대로서 권력과 권리를 사용하는 관료적
부패이다(Dai, 2017: 18-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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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부패의 유형
corrupted

매개교환

corruptor

서비스/재화
금전 부패

소비자

→

생산자

←
금전
충성

관료 부패

고객

→

행정가
(administrator)

←
권력 지위

출처: Mathieu(1995); Dai(2017: 18)에서 재인용

한편, Schramm & Taube(2003)는 현물시장 부패와 관계적 부패로
구분한다. 현물시장 부패는 고립 또는 단기 혹은 직접적인 처벌 혹은 특
권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거래는 소유권이 소
멸될 때 혹은 경제활동의 참여가 없을 때 끝난다. 반면에 관계적 부패는
아시아 국가에서 빈발하며, 다양한 수준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
향을 미침으로써 체계에 내재하는 이득 혹은 자원을 달성하면서 시작된
다(Schramm & Taube, 2003; Dai, 2017: 18-19에서 재인용).

표 2-14

현물시장 부패 및 관계적 부패

현물시장 부패
관계적 부패

단기
단절

문제 혹은 폭력 회피

장기

면허, 자원, 접촉 등 확보

복수

주로 아시아에서 발생

출처: Schramm & Taube(2003); Dai(2017: 19)에서 재인용

Pinto et al.(2008: 700)은 조직의 핵심 계층에서 조직의 편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패를 부패조직(CO: corruptio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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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반면에서 부패행위가 조직의 주변부(periphery) 조직에 대
가를 주면서까지 조직구성원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부패를
부패개인조직(OCI: an organization of corrupt individuals)이라 한
다. 두 조직의 결합에 따라 조직에서 벌어지는 유형이 구분된다.

그림 2-2

부패조직 및 부패개인조직 현상에 따른 조직 유형
없음

높음
부
패
개
인
조
직
(OCI)
현
상

부패조직(CO) 현상

있음

주변적으로 부패한 조직
(상향적 과정)

철저히 부패한 조직
(상향적·하향적 과정)

철저히 윤리적인 조직
(비현실적)

위선적으로 부패한 조직
(하향적 과정)

낮음

출처: Pinto et al.(2008: 700)

<그림 2-2>에서 보듯, 주변적인 부패조직에서 핵심 계층은 조직을 위
해 부패행위를 하지 않지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패를 저지
르는 현상이다. 철저히 부패한 조직은 CO 및 OCI 모두 부패가 만연한
상태로 서로 간에 의존성이 높다. 철저히 윤리적인 조직은 CO 및 OCI
모두 부패 수준이 낮으며, 부패를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위선적인
부패조직은 CO는 높은 부패 수준을, 반면 OCI는 낮은 부패 수준을 띤
다. 즉, 조직구성원은 청렴만 반면 핵심 계층은 부패행태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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꽌시 부패망(关系腐败网) 중에 ‘관행형 부패’(潜规则型腐败)도 있다.
‘관행’은 아시아 문화 중에 특유한 문화 현상이다. ‘관행’은 특정한 분야
에서 구성원이 묵인된 일종의 행위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규칙을 말한
다. 은밀성, 잠재성, 묵약, 그리고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서로
인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徐喜林, 2013: 28).14)
“횡령과 뇌물만이 부패가 아니라, 권력남용으로 국가의 세금과 소비자
복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도 부패다. 국가 독점인 전력회사, 통신회사,
항공사의 높은 가격책정, 탈세, 불법수출이 모두 부패에 속한다. 중국 관
료 개개인의 횡령은 단지 문제의 아주 작은 일부다.”라고 언급한다(胡鞍
钢, 2010; 徐喜林, 2013: 28-29에서 재인용).

다양한 부정부패의 형식을 유형화하기 어렵지만, 크게 아래의 몇 가지
로 분류할 수 있다(辛向阳·陈建波, 2015: 267).
부패의 분류에서 볼 수 있다시피, 부패발생의 원인, 수단과 수혜자는
각양각색이다. 따라서 부패 발생의 조건과 요인을 정확히 분석해야만 효
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제정할 수 있다(毛寿龙 교수와의 인터뷰, 2018.
3.28).

14) 개혁개방 이후 일부 지역과 부서에 업무를 처리하거나 프로젝트를 신청하면 보수를 요구하며, 이를 협상이
성공할지, 매매거래가 성립할지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시공건설, 토지양도, 물권거래(产权交
易), 의약품매매, 정부조달, 자원개발, 판매대행 분야, 특히 상업보험, 은행 신용대출, 증권과 선물, 출판발
행, 전력, 통신, 의료, 품질검사, 환경보호, 스포츠 등 분야에서 모두 리베이트를 챙기거나 돈봉투를 받는 등
‘관행형 부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가장 심각한 경제 사건으로 뽑히는 범죄 사건의 주인공 노만리(卢万
里)가 구이저우성(贵州省) 교통 시스템 횡령·뇌물 사건에서 억대(위안) 불법 자금이 관련되어 있고, 모두 직
무상 편의로 리베이트를 받았다(徐喜林, 201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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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부정부패 및 패턴

유형

주요 부패 인사

패턴

배경

외국의 원조

외교관료, 정치인, 후원국 - 뇌물수수와 리베이트
과 수혜국 대표인사
- 상호 결탁하여 대중 기만

경제적 의탁/ 다층적인 경제관/ 다원
적이고 느슨한 사회구조/ 매판관료

정치 스캔들

관료, 집권자, 정치인,
재계와 중간업체

- 공공재산을 입찰 및 처리를 통해 횡령 국가자본주의, 자금결핍, 국내시장
- 특정이익과 관련된 경제특권
과 공공자금 간 경쟁/ 관료의 사익추
- 대규모 정치후원 및 뇌물수수
구/ 부패의 일상화/ 관료주의

제도형

관료, 정치인, 재계인사,
회사직원

- ‘국가이익’을 핑계로 공공재산을 특
정 이익집단 또는 특권층에 배분
사업화, 자본집중, 국가독점주의/ 계
- 정치거래를 위해 집권당에 유리하게 급체계/ 분장(分赃)제도/ 경제 통제
차별대우

행정적 위법,
기율위반

협소한 관리/ 이해 관련
개인

- 소규모 횡령
- 뇌물수수
- 차별대우

사회 불평등/ 종파주의, 관료의, 특권
주의/ 부실관리/ 헛소문, 루머

출처: 竺乾威 等 译(1990: 90); 辛向阳·陈建波(2015: 267)에서 재인용

중국 학계는 당내 부패(党内腐败), 산업 부패(行业腐败), 사회적 부패
를 많이 논의한다. 공직자들이 직권남용으로 하는 비자금 조성·공금 횡
령 등 행위는 물론 많은 학자들은 당내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비리행위
도 부패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음란, 도박, 마약거래 등 행위를 부패행위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학계는 부패의 형태와 색깔에 따라 부패를
‘흑색부패’(黑色腐败), ‘회색부패’(灰色腐败), ‘백색부패’(白色腐败), ‘자색
부패’(紫色腐败)로 나뉜다(徐喜林, 2013: 13). 胡鞍钢(2001)은 중국의 부
패를 지대 추구형 부패, 지하경제 부패, 세수 유실형 부패, 공공투자와 공
공지출형 부패로 구분한다.
한편,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부패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일선, 2008: 160). ⅰ) 정부가 의사결정권을 갖는 경우 경제적 효율성
에서 결정을 하도록 경영자가 정부를 유도하기 위해 뇌물을 공여할 유인
이 생긴다. 이때 뇌물은 경제 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ⅱ)
경영자가 의사결정권을 갖는 경우 정부는 정치적 목표점에서 결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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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에게 특혜를 제공할 유인이 발생한다. 이때 경제 내 비효율성이 증
가하고 기업은 부실화 된다. ⅲ)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영
자는 경제적 효율성에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경제 내 비효율
성이 증가하고 기업 부실화를 촉진한다. ⅳ) 민간으로 경영권 이전 없이
추진되는 민영화는 정치가의 정치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과잉 고용의 확
대를 가져오고 경제 내 기업 부실화를 촉진한다.
한편, 부패의 유형은 부패의 현상을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패의
외연은 발생 분야, 표현 형식, 위해의 정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徐喜
林, 2013: 46).

표 2-16

부패의 현상과 유형

기준
부패
발생
분야

내용
공무부패
(吏治腐败)

-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증오 받는 부패로서 간부업무의 부패와 간부를 관리하는 사람의 부패
로 구분
- 전자는 간부선발 과정에서 뇌물을 통하여 표를 얻거나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임
- 후자는 간부를 관리하는 간부, 지도간부(领导干部)의 부패 문제임. 뇌물주고 관직을 사는
것(跑官要官)과 관직을 팔아먹는(卖官鬻爵) 등의 부패 현상

사법부패15)

- 주로 사법 분야의 뇌물과 법 위반(贪赃枉法)을 포함하며, 역사적으로 위해가 가장 큰 부패
중 하나이며 백성들이 뼛속까지 증오하는 부패임
- 현재 사법 부패의 특징으로는 변호사가 ‘부패의 중개자’(腐败掮客)가 되는 법관의 뇌물수수
방식, 법관이 ‘자유재량권’과 법죄 수단을 남용하는 초은폐성

관료주의 부패

- 관료와 관련된 부패

갱단세력 부패

- 흑사회 세력들과 관련된 부패

이익집단형 부패

- 이익집단과 관련된 부패

15) 사법 부패는 주로 사법 분야의 뇌물과 법 위반(贪赃枉法)을 포함한다. 사법 부패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위해
가 가장 큰 부패 중 하나이며, 백성들이 뼛속까지 증오하는 부패이다. 예를 들어, 뇌물을 수사하는 사람이 뇌
물수수를 하고, 매춘을 수사하는 사람이 윤락행위를 하고, 횡령을 수사하는 사람이 횡령을 하고, 사건을 수
사하는 사람이 사건을 덮어주는 등 현상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예를 들어, 전 칭하이성(青
海省) 공안청 부청장 장광한(张光汉), 전 쟝시성(江西省) 검찰장 장성발(张鑫发), 전 텐진시 검찰장 이보금
(李宝金), 전 광둥성 고급법원장 맥숭해(麦崇楷), 전 랴오닝성 고급법원장 전봉기(田凤歧), 전 후난성 고급법
원장 오진한(吴振汉) 등이 있다. 2001년 2월 27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纪委)에서 밝힌 전 공안부 부부
장 이기주(李纪周)는 부총검감 고급검찰관(副总警监高级警官)(전국에서 불과 10명 정도만 있으며 중장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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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계속

기준

내용

부패
발생
분야

업계독점형 부패

부패
표현
특징

양성적인 부패

- 양성적인 부패(显性腐败)는 명백한 법규정 위반 행위

음성적인
부패(隐性腐败)

- 합법적으로 국가의 재산을 점유하고 무상으로 사용해 버리는 행위, 또는 기존 법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익을 챙기고 회색지대를 이용하는 모호한 법규정 위반행위
- 음성적 부패는 ⅰ) (지대추구적 부패) 전이를 위해서 희소자원과 독점, 규제, 기타 관련 제도
및 실천이 가져오는 전통적인 순손실을 얻으려는 행위(중국에서는 이중가격제도, 경제특
권, 경제독점권, 수입관세 및 수입쿼터, 일부 지역 또는 단체에 대한 우대정책 등), ⅱ) (지하
경제 부패)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정부가 통제나 관리를 못하고, 그
생산 가치와 소득이 국민총생산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밀수, 밀수품 판매, 마약생
산 및 운송, 암시장 등 불법 지하경제, 합법적 경영활동을 하지만 탈세 등 불법소득을 얻는
경제활동, 암거래, 현금거래, 노동력거래 등 일부 통계되지 않는 지하경제), ⅲ) (세금 유실성
부패) 공정경쟁을 위반하는 각종 합법적 세수감면과 세관세수 등 부서관원의 뇌물, 매수,
결탁, 분장 등으로 세관세수와 기타 세수가 유실되는 것, ⅳ) (공공투자 및 공공지출성 부패)
주로 정부가 출자하거나 지원하는 공공투자 중의 부패 손실이나 국유경제 투자 중의 부패
손실, 정부조달계약 중의 부패 손실, 기타 정부의 공공지출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의
지출 중의 부패 손실

공사건설 부패

- 업계 독점에 따른 부패
- 부동산 개발과 관련 토지임대 및 토지계획에서 부패 발생

부패의 법률 현상 부패 및 - 법률 현상의 부패(협의 부패)는 국가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권력남용 행위. 적용 범위는 법을
사회
사회 현상 부패
위반한 범죄행위
속성
- 공공이익과 타인의 이익에 초래하는 위해가 비교적 크고 판단기준이 명확하여 성질 판단과
처리에 용이
- 사회 현상 부패(광의 부패)는 법률규범이 금지하는 행위, 기율규범, 도덕규범을 위한 행위,
사회적 여론이 반대하는 기타 부정행위
- 법률 현상 부패뿐만 아니라 기율규범과 윤리규범 등을 위반하는 행위도 포함
- 초래하는 위해가 비교적 작고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성질 판단과 처리에 비교적 어려움
- 두 가지 공통점은 권력의 부정당 사용과 관련되고 사회규범을 위반한다는 점
부패의
심각한
정도

부패
준부패
(亚腐败)

- 기율과 법률을 이미 명확하게 위반하는 부패행위
- 권력의 청렴 상태와 부패 상태 간에 형성되는 아직 법과 기율위반의 경계에 도달하지 않는
준부패 현상
- 준부패는 ⅰ) 사상이 기울어지고 개조를 느슨하게 하고 기준을 낮추는 것, 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서로 비교하며 향락을 탐내는 것, ⅲ) 업무를 하는데 기준을 낮추고 소홀히 하며
진취하지 않은 것, ⅳ) 권력과 돈 간의 거래 등

급中将军衔)이다. 이기주는 신중국 건국 이후 관위가 가장 높은 부패 공안 관원이며 이 사건은 중국 공안의
가장 큰 반부패 사건이다. 특히, 2008년 10월 15일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심각한 경제 문제와 생활
부화” 혐의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조치를 취하는’ 최고법원 부원장 황송유(黄松有)는 국가2급 대법관이다.
황송유는 신중국 건국 이후 법원계통에서 관직이 제일 높은 부패 관원이다. 황송유 사건은 사회 각계에서 사
법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크게 무너뜨렸고 법률의 권위적인 공정한 이미지를 파괴하였으며 사회를 지키는
마지노선을 해쳤다. 현재 사법 부패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즉, 변호사가 ‘부패의 중개자’(腐败掮客)가 되
는 법관의 뇌물수수 방식, 법관이 ‘자유재량권’과 범죄 수단을 남용하는 ‘초은폐성’이다(徐喜林, 201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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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계속

기준
부패의
발생
범위

부패
현상의
성질

부패
발생의
기제

부패가
발생하
는 속성

내용
개별적 부패
(个别性腐败)

- 통치집단의 개별 구성원 또는 개별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소수집단이 손에 쥐고 있는 공공권
력 및 소속 통치집단의 위력을 이용하여 부정당 이익을 추구, 인민에게 사기치고 이익 취득

일인자 부패16)
(一把手腐败)

- 일인자는 한 지방의 사람, 재정, 물자를 관리하는 최고 권력자이자 간부 승진을 결정하는
사람
- 중고층 일인자 부패는 집권당의 유기적인 운영과 위력을 심하게 해침

국부적 부패
(局部性腐败)

- 한 국가(또는 지역)의 일부 부문 또는 사회의 일부 분야에 나타나는 국부적·제한적으로 공권
력을 남용하고 부정당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
- 특수한 지위와 우월한 조건을 가진 권력기관의 상대적 독립성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활용하
여 소속관원이 권력을 남용하고 인민을 강탈하여 부당이득 취득

전반적 부패
(全局性腐败)

- 국가 권력이나 공권력을 장악한 통치집단에서 전체적인 부패가 생기고 완전히 인민과 대립
하는 길로 들어서는 결과

제도적 부패
(制度性腐败)

- 국가가 실행하는 정책을 비롯한 법률, 규정 등 여러 제도에 뚜렷하게 공정에 위배되는 점이
생기고 손에 공권력을 쥐는 개인 또는 집단이 부여 받은 국가 권력을 통하여 인민을 억압하여
사익을 챙기거나 완전히 부패 세력의 도구가 되어 인민주권원칙을 완전히 이탈하는 현상
- 법률, 정책, 법규의 적용이 평등하다는 겉모습으로 입법의 불평등, 제도와 정책의 편향성
등으로 심각한 부패 성질을 띰

기제적 부패
(机制性腐败)

- 기제적(mechanism) 부패(혹은 기능적 부패)는 어느 분야에서 특정 절차를 완성하거나 특
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와 서로 작용하고 제약하는 네트워크 시스템과 부속 운영
체제가 공평, 자유, 신뢰, 공익의 원칙을 위배하고 발전·진보를 저해하여 부패행위자가 부당
이득을 챙기는 기회

구조적 부패
(结构性腐败)

- 한 국가 또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구성 부분의 네트워크 구조 또는 시스템에 근본적인 부패
가 생겨 본질적으로 국가, 사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과 조건이 상실된다는 의미
- 가장 심각한 부패로서 부패의 전면화 및 심층화로 한 국가 또는 사회의 구조가 더 이상 지속해
나가는 커다란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여 전복될 수 있음
- 근본적 원인은 통치집단이 거리낌 없이 변질된 공권력을 남용하고 인민을 착취하여 부당이
득을 추구하는 행위의 전면화, 공개화, 다양화 때문

요소적 부패
(要素性腐败)

- 재료적 부패라고도 하며, 한 국가 또는 사회의 기본구성 구조 및 그 부속 네트워크 시스템이
채택하는 재료, 즉, 전문인재 및 그에 따른 인간관계가 기준과 발전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 즉, 공권력을 가진 개인 도는 집단의 종합능력, 도덕, 함양 수준, 지적 수준 및 기타 소양,
의식이 해당 공권력에서 요구되는 종합능력, 도덕 및 함양 수준, 지적 수준 등 기준과 상당히
다르다는 현상
- 요소적 부패는 구조적 부패의 전조이며, 국부적 부패의 원인임

정치적 부패

- 공권력과 국가권력을 대행하는 정치기관, 정치조직 및 개인이 법치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개인 및 국가이익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공민의 권리와 민주권리, 기타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부당이익
을 추구하는 것

16) ‘일인자’는 한 지방의 사람, 재정, 물자를 관리하는 최고 권력자이자 간부 승진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일인
자’, 특히 중고층 ‘일인자’ 부패는 집권당의 유기적인 운영과 위력을 심하게 해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5~2008년 처벌된 현급 이상 부패 행위자가 8만여 명에 달했으며, 그 중 시와 성급 이상인 ‘일인자’가 적
지 않다. 예를 들어, 전 허베이성 성위서기(省委书记) 정유고(程维高), 전 구이저우 성위서기 유방인, 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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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계속

기준
부패가
발생하
는 속성

내용
정치적 부패

- 정상적인 감독, 관리, 심사를 받는 합법적인 억제와 제약을 완전히 배제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독점을 없애 민중이 국가 정치의 진정한 참여자가 되게 하고 권력남용
으로 부당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야 함

경제적 부패

- 경제 분야에 나타나는 공권력을 장악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 권력 및 금전 간 거래 또는 경제
독점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억압·착취하고 국가재물을 편취하여 폭리를 도모하는 현상
- 정치적 부패처럼 이데올로기 등 요소의 영향은 적지만 그 침투력은 정치적 부패보다 더 강력
하며 직접적인 이득을 얻어 정치적 부패의 간접적 이익보다 부패자에게 더 강력한 흡입력을
지님

관념적 부패

- 한 국가 또는 사회에 진부하고 낙후된 관념과 우매하고 기울어진 이데올로기, 그리고 인류의
발전·변화·진보에 적응하지 못하는 추세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국가권력과 결합하여 권
력의 힘에 기대어 강제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국가, 사회의 진흥·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심지어 역사적 역행의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남

문화적 부패

- 문화 분야에서 나타나는 쇄락하고 저속한 분위기가 문화 시장에 만연되고 선진적이고 고아
한 문화 사상이 자리 잡기 어렵기 때문에 암울하고 의기소침하며 여러 사상을 배척하면서
하나의 사상만 중시하는 비정상적인 현상
- 통치집단의 장기적인 정치적 독점과 경제적 부패가 범람한 결과이자 회생불능의 상징임

사회적 부패

- 부패가 사회의 모든 면에 침투하여 전 사회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손에 쥐는 공권력이나
편의를 이용하여 사기치고 모해하며 타인을 기만하여 부정당 이익을 도모하는 상황
- 발생의 원인은 통치집단 전체적 부패의 공개이고 이로 인해 부패가 사회 각 분야로 침투되는
상황에서 정상적·합법적·평화적 방법으로 사회 현상을 바꿀 수 없으며, 자신의 생존을 고려
하여 대세를 따르고 사회악습에 영합

권력부 권력과 돈 간 거래 - 권력과 돈 간의 거래는 금전적으로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권력과 거래하여 형성되는 부패(예
패의
를 들면, 관원이 갑부와 결탁)
본질
권력과 물질 간 - 권력과 물질 간 거래는 직접적으로 권력으로 물적 자원을 취득하는 부패. 법집행자로서 법을
거래
위반하고 일련의 경제범죄 활동
권력과 색 간
거래17)

- 권력과 색 간 거래는 권력 부패의 본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임
- 중국 역사상 “예부터 탐관오리가 색을 탐닉한다.”라는 현상이 지속됨

주: 徐喜林(2013: 46-56)을 근거로 작성함

시성 옥림시(玉林市) 시위서기 이승용(李乘龙), 전 산둥성 태안시(泰安市) 시위서기 호건학(胡建学), 전 후
베이성 천문시(天门市) 시위서기 장이강(张二江), 전 후베이성 황석시(黄石市) 시위서기 진가걸(陈家杰), 전
쟌쟝시(湛江市) 시위서기 진동경(陈同庆) 등의 사례가 있다(徐喜林, 2013: 49-50).
17) 전 장쑤성 성장인 예헌책(倪献策)이 성장에서 죄수가 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횡령 및 뇌물수수 외에 바
로 색을 극도로 탐닉하여 죄를 저지른 것이다. 전 베이징시 시위원회 서기인 진희동(陈希同)이 부화타락하
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많은 공금을 횡령하였다. 사형으로 집행된 대탐관인 전 쟝시성 부성장 호장청
(胡长清)은 점잔을 빼는 위군자이며, 일을 방치하고 비행기 타고 양성(羊城)에 가서 절화반류하였다. 전 후
베이성 천문시(天文市) 시위원회 서기 장이강(张二江)이 관직을 매매하고 여색에 빠져 생활이 음란하였으
며 “허풍, 관직매매, 오입질, 도박, 횡령”이라는 소위 오독(五毒)을 모두 갖추는 양지(良知)가 없는 부패 행위
자다. 전 광시성 옥림시(玉林市) 시장 이승용(李乘龙)은 여자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는 탐관이다. 수사 관계
자가 그의 물건 중에 1,500만 위안에 달하는 범죄 증거를 찾은 것 외에 여인 사진을 담은 봉투 10개를 발견
하였다. ‘여색 횡령’(色贿)는 현재 사회 범죄의 새로운 추세가 되었다. 처벌된 높은 관직에 있는 부패 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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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부패의 원인
부패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모든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발생
의 원인은 다양하다. Enste & Heldman(2017: 8)은 부패의 주요 원인과
그 결과(부패 효과의 강약)으로 ⅰ) 정부의 규모와 구조(불명확), ⅱ) 민주
주의와 정치제도(다른 요소와 결합시 강함), ⅲ) 제도 품질(강함), ⅳ) 채
용과 보수(약함 혹은 무시), 언론자유 및 사법부(강함), ⅴ) 문화적 결정요
소(신뢰, 종교, 권력 격차에서 강함), 여성노동 비율(약함 혹은 무시), ⅵ)
식민지(영국 유산에서만 강함), ⅶ) 천연자원 수혜(강함)로 구분하고 있다.
Serra(2006)는 부패 결정요인에 관한 국가간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경제발전, 무역개방, 교육, 법령체계, 언론자유, 정치적 안정성은 부패 수
준을 낮추는 점을 발견했다(Fungáčová et al., 2016: 8에서 재인용).
Melgar et al.(2010)은 부패 인지 수준이 높으면 제도에 대한 불신 문화
를 초래하고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고 한다. 부패 자체보다 더 해
로울 수 있다고 한다. 인지된 부패 수준에 영향을 주는 개인별 속성에 따
라 자영업, 민간부문 종사자, 이혼자, 실업, 여성의 경우 부패를 인지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에, 정규직, 기혼, 종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인지된 부패 수준이 낮다고 한다(Fungáčová et al., 2016: 8-9에서 재인
용). Carson(2015: 36-48)은 부패의 원인을 재량적 권한, 포획할 사익
(capturable rents), 유인구조, 경제적 이슈, 정치적 이슈, 사회문화적 이
슈를 제시한다.
Dong & Torgler(2013)는 국가간 맥락에서 중국은 ⅰ) 소득과 부패는

에 ‘여색 횡령’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사람이 적이 않다. ‘여색 횡령’은 ‘미인계’ 또는 ‘아가씨 초대’라고도 하
며, 이는 정권, 정당, 사회에 지극히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徐喜林, 201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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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ⅱ) 무역개방은 부패를 줄여주며, ⅲ) 경쟁이
심해지면 지대추구 기회가 감소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존재는 지방공
무원을 압박하여 부패를 감소시키며, ⅳ) 천연자원 부여는 부패 기회를
낳는다(Fungáčová et al., 2016: 9에서 재인용). Zhu et al.(2013)은 중
국에서 언론 노출이 부패 인지에 미치는 방식을 조사하였는데, 부패 사례
에 관한 언론 표지를 엄격히 통제하면 부패 인지를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연령, 성별, 교육 요소는 유의미하지 못하지만, 농촌 거주자 혹은 공산당
원은 인지된 부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Fungáčová et al., 2016: 9에서
재인용).
Feinerman(1991: 66)은 중국에서 법과 절차는 단지 당의 정책수행을
위한 도구일 뿐이며, 이런 법 환경은 부패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Svemsson(2005)는 “정치민주화와 언론자유가 결여되면 부패를 낳는
다.”고 한다. 王亚南에 따르면 중국 사회에 부패가 만연한 이유는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조건 때문이며, 그 뿌리는 문벌, 유가
사상, 과거제, 양세제 등 전통적 요인과 닿아 있다. 나아가 봉건적 왕조체
제가 끝났음에도 장제스로 이어진 국민당 통치의 ‘신관료’ 정치가 관료의
부패를 더욱 부추겼다는 점도 강조한다(한인희, 2002). 전병곤(2003:
41-45)은 체제전환에 따른 권력부패의 원인으로는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법제의 미비, 시장의 미성숙과 정부의 개입을 지적한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집중과 정부의 광범위한 경제통제가 자원배분에서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꽌시)를 형성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부패의 온상이
라고 한다(Nolan, 2001). 네트워크(关系网)을 통해 발생되는 부패의 원
인에 대해 중국 학계에서는 ⅰ) 부패행위를 권력의 주체 측면에서 밝히는
주체론, ⅱ) 정치부패의 원인이 사회 및 법률제도의 불건전성에서 찾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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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론, ⅲ) 부패를 일종의 사회 및 역사 현상으로 보는 문화론으로 제
시한다(余绪鹏, 2006; 이준태·김정현, 2011: 67에서 재인용).
蒋翼扬(2006)은 경제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해진 사회적 긴장과

가치관의 왜곡, 사법제도의 미비, 물질만능주의의 확산 등을 부패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Quah(2013: 41-57)는 중국 부패의 원인을 낮
은 보수, 레드 테이프(관료주의 병폐), 부패 발각과 처벌의 낮은 규명, 분
권화(지방정부의 독립왕국, independent kingdoms), 문화적 요인(꽌시
등)로 제시한다.
그러나 Harding(2014: 127)은 “중국 부패의 원인을 꽌시에서 찾는 것
은 오해이며, 중국 부패의 원인은 꽌시 문화와 무관하게 부패의 기회와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적·구조적 결함이다. 따라서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제도적·구조적·절차적 결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부패의 유발 요인은 부패가 생기는 가능성과 부패의 양성
적·음성적 유발 요인이다. 부패의 유발 요인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이익의 존재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이익에 대한 욕망이며, 세
번째는 권력의 존재이고, 네 번째는 자유재량권을 절대적으로 없앨 수 없
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제도적으로 권력에 대한 감독 및 제약을 강화해
도 권력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자에게 일정한 자유재
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사실 권력행사에서 부패의 여지를 남겨두
는 것이다. 감기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부패의 요인
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인류는 오랫동안
세균이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없고, 세균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자신
의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인류사회 역시 각종 부패 현상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발전되고 성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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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이다(徐喜林, 2013: 43-44).
왕후닝(王沪宁)은 “중국에 부패 현상이 번식하고 만연하는 원인으로
ⅰ) 도덕에 대한 내부적인 구속이 느슨하고, ⅱ) 개인경제 활동의 공간이
협소하고, ⅲ) 사회 조율 시스템의 에너지가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徐喜林, 2013: 61). 徐喜林(2013: 66-70)은 부패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을 ⅰ) 인간이 이익에 따라 기우는 것은 본능이자 부패 발생의 잠재적 유
전자이다. ⅱ) 자원의 희소성은 부패 발생의 물질적 원인이다. ⅲ) 권력의
특성이 부패 발생의 논리적 이유이다. ⅳ) 권력 감독을 완벽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부패는 권력의 필연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구속을 잃게 되면 필
연적인 산물)이다.
4대 악풍(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낭비풍조)은 다양한 형태
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관, 가치관
및 인생관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특히 간부들의
특권 의식을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이는 환경의 변화,
업무상의 승진이나 목표의식 등이 희미해지면서 발생한다.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간부들은 대중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
구한다(鲍爽·赵国利, 2017.12.28).
부패는 지역이나 국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발생한다. 부패를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는 부패가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 통상적으
로 우리는 부패의 원인을 공식적인 제도 차원에서 탐색하여 제도가 불완
전하고 취약점이 많아서 부패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패는 공
식적인 제도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李怀录(2010: 35)는 부패에는 제도 차원의 원인도 있지만 중국의 상

황을 보면, 더 큰 차원에서 더 심도 있게 그 원인을 분석하여 비제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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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문화, 인성, 심리, 원가, 사회, 교육이란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
다. 시각을 바꾸어 비제도적인 측면에서 부패의 원인을 알아보면, 부패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반부패 업무의 이해에 단초가 될 수 있다.
표 2-17

중국 부패의 비제도적 요인

요인

문화

인성

심리

원가

내용
- 부패문화는 부패 현상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부패의 관념, 심리, 태도, 규칙
부패문화의 형성
- 부패문화는 법의 강성(刚性)과 시행능력을 약화시키고, 부패척결 법규 조치의 효력을 상실
과 유행
케 하며, 권위를 추락시키고, 일부는 부패의 공범이 되어 부패문화를 심화시킴
- 부패문화가 형성되고 성행하는데 중국에는 이에 맞설 강력한 청렴결백 문화가 없음
청렴결백 문화의
- 청렴결백 문화의 형성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중국의 부패 문제도 일찍이 해결되었을 것임
부재와 취약성
- 청렴결백 문화의 부재와 취약은 곧 부패를 조장
이기적 본성

-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성은 예리한 칼날의 위협에서도 부패를 저지름

이중적 인성

- 인성의 비이성적인 측면은 매우 복잡하며, 비논리적, 불규칙적, 맹목적, 충동적, 과격한
특징을 지녀서 부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음

기회주의적 속성

- 경제체제의 전환, 사회구조의 전환 등으로 현대 사회는 부패 행동에 많은 기회를 제공함

비교 심리

- 동료, 지인들과 비교하여 부패를 학습함

요행 심리

- 부패자들이 적발되지 않고 무사하다는 점

시도 심리

- 다른 사람의 부패행위를 보고 본인도 모방함

군중 심리

-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국 대세에 따라 부패하게 됨

자기보호 심리

- 부패자들과 한 무리가 되어 나쁜 짓을 하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찾음

허영 심리

- 부패를 영광이나 재능으로 생각함

손해 심리

- 국가의 물건은 자신이 취하지 않으면 손해이고, 취해도 문제가 안 되며, 취하지 않으면 손해
라고 인식

보상 심리

-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오른 자리에서 보상 받기 원하며, 많이 취하고 보상 받아야 한다는
심리

방임 심리

- 처음 시도한 부패는 불안하였지만, 두 번째, N번째로 가서 걸리면 죄목은 동일하니 부패는
더 심해짐

불균형 심리

- 불균형 심리가 생겨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보아 불만을 갖고 권력과 자원을 이용하여 부적절
한 이익을 취하고 심리적인 평형을 찾으려 함

부패 원가가 낮음

- 부패를 할 때 투자가 거의 필요하지 않지만 이득은 매우 큼. 부패 발견 비율은 낮고, 처벌
비율은 더 낮다는 현실

- 중국에서 부패를 저지르지 않은 비용이 부패를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높음
- 청백리가 되기 위해서는 ⅰ) (경제 비용) 공무원 처우가 여전히 낮아 고상하고 멋스러운
생활 미흡, ⅱ) (정치 비용) 청렴한 공무원이 되려면 고립되거나 따돌림을 당하고, 인정머리
부패를 행하지 않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인맥이 부족하여 승진 가능성 낮아짐, ⅲ) (신체 비용) 청렴한 공무
는 원가가 매우 높
원은 사무에 매진하고 부정부패와 맞서야 해서 과로사 할 가능성, ⅳ) (인정 비용) 중국의
음
인정 네트워크에서 정직하고 올곧으면 주변에서 인정이 없고,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
ⅴ) (기회비용) 청렴한 공무원은 청렴하고 공평해야 함으로 기회비용이 더 높음, ⅵ) (도덕
비용) 청관은 탐관보다 세련되게 살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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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계속

요인

원가

내용
반부패의 원가가
높음

- ⅰ) 부패는 악성종양과 같아 반부패는 투자비용 많이 들고 실현 불가능, ⅱ) 부패자는 더욱
교활해지고, 위장술에 능하며, 발견과 처벌의 난이도가 높아짐, ⅲ) 과학의 발전은 부패의
기회를 높여줌, ⅳ) 부패척결에 드는 인력, 재력, 물력, 시간, 노력 등을 투자해야 하고, 기회
비용, 정치 비용, 생명의 대가 등을 치러야 함

- 중국은 인정사회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이 인정으로 얽힘
중국의 인정사회
- 이론적으로 해결된다고 해서 실제 상황에서 해결되는 것도 아님. 현실에서 인정이 법률을
의 부정적 영향
이겨내는 경우가 비일비재

사회

- ⅰ) 인민이 부패를 증오하지만 사실 부패에 대해 모호하여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가혹
함, ⅱ) 일보다는 사람을 두고 평가하며, 포청천을 기대하지만, 그 대상은 자신과 무관한
부패는 뿌리 깊은
부패분자임, ⅲ) 중국인은 자유주의 의식이 박약하여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지 못하며, 심지
군중 기초
어 부패를 지지하고 종용함, ⅳ) 인민이 부패를 키우는 현실, 즉 부패하면 어떻게 하든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지만, 부패하지 않으면 성공률이 떨어짐
관료사회의 방임 - 관료사회에서 부패를 방임하고 인정하는 것은 중국 관료사회의 암묵적 관행이며, 충성을
강조하고 청렴결백을 중요시하지 않다는 의미
과 인정

교육

부패 기회의 증가

- 사회구조의 전환과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기존의 가치관과 신념이 변하고, 극단 향락주의,
배금주의가 성행하여 욕망을 자극함

유물주의 교육이
부정적 영향을 줌

- 유물주의자들은 하늘도 땅도, 신도, 당도 믿지 않으며 전생에 지은 죄를 다음 생에 갚아야
한다는 말도 믿지 않으며, 죽으면 끝이고 인과응보나 천당지옥이 모두 거짓이라고 믿음
- 유심론을 믿지 않아서 세속에 물들고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것에 이익을 추구

- 폐쇄의 기간이 길고 엄격할수록 문호를 개방할 때 부패는 더 심각하게 나타남
이상적인 신념을
- 개혁개방 이후 외부 세계와 다채로운 유혹이 생겨났고, 인민의 사상 인식에 심각한 영향
교육받지 못함
을줌

교육의 양면성

- 중국의 교육은 긍정적인 이상화 교육을 받지만 부정적인 현실이 있음
- 자녀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하지만, 또한 자신을 보호하라고 강조함
- 공공장소, 대중 앞, 낯선 사람 앞 상급자 앞, 사상공작보고시, 학습토론 중에 언행 버전이
있고, 사적으로 친구와 지인을 만나고 식사할 때 언행이 다름

주: 李怀录(2010: 35-38)을 근거로 작성함

중국에서 부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조사(28개 省
의 6천명 대상)에서 무엇이 부패 인지 및 부패 태도를 형성하는가를 다음
과 같이 파악하였다(Fungáčová et al., 2016; 18-19). ⅰ) 부패를 어느
정도 인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계층이 결정적이다. 하위계층의 응답자
는 부패를 더 인지하며, 상위계층의 응답자보다 부패에 대한 관용이 낮았
다. 다시 말해, 사회계층은 중국인들의 부패에 대한 견해를 양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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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중국 공산당 당원은 부패 인식이 낮고 부패를 부인하거나 묵과하
는 경향이 있다. ⅲ) 농촌호구 지위는 부패 인지에 부정적으로 관련되지
만, 부패에 대한 태도와는 유의미하지 않게 관련된다. ⅳ) 교육은 부패 인
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강하게 한다.
지방 변수를 고려하면 지방 경제가 클수록 부패 인지를 더 낮게 하고, 부
패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반면에 무역개방은 부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킨다.
메커니즘으로 보면 주요 원인은 부패의 수익이 엄청나면서 적발되어
처벌받는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처벌 받는 사람은 아마 10명 중 1명인
꼴이다. 1993~1998년 적발되어 당기정기(党纪政纪) 처벌을 받는 현급
(县级) 이상 간부 중에 불과 6.6%의 현처급(县处级) 이상 간부, 즉 현장
(县长)과 처장(处长)이 내부 처분 외에 법적 처벌을 받았다. 적발되고 처
벌 받는 확률이 이렇게 작은 상황에서 부패를 안 할 이유가 있겠는가? 중
국 인민이 처음으로 부패와 부딪힐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호안강 교수
는 “초등학교부터 부패 문제가 존재한다. 아이들이 추가로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원래 학교 다니는 것이 무료이지만 좋은 공립학교에 가려면
많은 돈을 써야 한다. 매년 1만 위안, 2만 위안을 내는 것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徐喜林, 2013: 28-29).
중국에서 부패가 만연한 건설 분야의 경우, 부패는 건설 규제체계가
흠결되어 있고,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이 결여되어 부패를 초래하며 이런
부패는 또 다시 부패에 취약한 고리에 영향을 미치어 투명성, 전문적 표준,
공정성, 계약 감시 및 규제, 절차적 책임성 등에 부조리(irregularities)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Yu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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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중국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패의 원인 및 취약성
투명성
부조리

규제체계
흠결

전문적
표준 부조리
부패
원인

긍정적 산업
여건 결여

부패에
취약성

공정성
부조리
계약 감시
및 규제 부조리
절차적
책임성 부조리

출처: Yun et 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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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반)부패 관련 이론적 검토
(반)부패의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부패와 관
련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 관련 이론,
반부패 관련 국제비교, 반부패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1. (반)부패 관련 이론 및 쟁점
1) (반)부패 관련 이론
(1) 부패 연구의 접근
대부분의 부패 연구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는 합리적 행위
모형(rational-actor models)인데, 이는 부패를 개별 행위자의 비용/편
익 분석의 결과로 본다. 즉, 부패는 개인 행위자의 합리적 결정의 결과라
한다. 둘째, 구조적 모형(structural models)은 부패를 결정하는 외재적
요소에 초점을 둔다. 즉, 부패를 촉진하는 사회적 규범 및 구조적 배치에
초점을 둔다. 셋째, 관계적 모형(relational models)은 부패 행위자들 간
에 사회적 상호 작용 및 네트워크를 강조한다(Jancsics, 2014: 358).
① 합리적 행위 접근
미시적 수준인 합리적 행위 접근에서 부패는 비록 불법이지만 시장 거
래로 간주된다. 부패는 개별 행위자가 희소성 조건에서 효용극대화를 추
구하는 신고전 경제학과 밀접히 관련된다(Smith, 1776; Jancsics,
2014: 359에서 재인용). 합리적 행위 모형에서 부패는 국가기관의 역기
능이란 관점에서 이해한다. 정부의 개입은 부패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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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Jancsics, 2014: 360).
합리적 행위 모형에는 주인-대리인 딜레마 및 공식 조직에서 ‘썩은 사
과’(Bad Apple) 논의가 있다. 주인-대리인 및 썩은 사과 관점은 공식 조
직에서 부패 참여자는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주인-대리인
모형은 유인구조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모든 참여자가 잠재적으로
썩은 사과(부패)라고 간주된다. 반면에 썩은 사과 이론가는 대부분의 조
직구성원이 썩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는 예외적이고 문제 있
는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러 부정적인 집단 구성원이
다른 ‘좋은 사과’에 독을 타면 조직 전체는 ‘썩은 통’(bad barrel)이 되어
모두 부패하게 된다(Andersson & Pearson, 1999; Felps et al., 2006;
Jancsics, 2014: 361에서 재인용).
② 구조적 접근
구조적 접근에서 부패는 개인의 행위나 결정이라기보다는 대규모 사
회구조에 제도화 및 배태된 현상으로 간주한다(Anders & Nuijten,
2008; Jancsics, 2014: 361에서 재인용). 구조적 접근은 거시 구조 또는
조직 수준에서 부패를 설명한다(Jancsics, 2014: 361).
구조적 모형에서 부패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주로 사회생활에서
상징적이고 무의식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사회적 규범과 문화와 관련된
부패이다. 둘째는 보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구조와 관련된 부패로서 이
념과 물질적 구조 간을 구별하는 거시 사회학에서 오랜 논쟁과 관련된다
(Adler & Borys, 1993; Collins, 2005; Jancsics, 2014: 361에서 재인용).
③ 관계적 접근

110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관계적 접근은 사회적 관계 망에 초점을 둔다. 부패에 대한 관계적 시
각의 주요 전제는 서로간의 연계를 통해서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서로 연계된다는 점이다(Blau, 1964: 12-32; Jancsics, 2014: 363
에서 재인용). 관계적 접근은 공식적인 조직적·법령적 구조와 병행하는
지속적인 비공식적 거래관계에 이해를 유발한다(Jancsics, 2014: 363).
관계적 접근에는 수평적·수직적으로 구조화된 부패 네트워크에서 두
가지를 도출할 수 있다. 하나는 행위자 간에 신뢰기반 및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의 부패거래이며, 다른 하나는 불균등한 행위자와 권력이 거래
의 핵심 요소일 경우에 부패가 발생한다(Jancsics, 2014: 363). 수평적
네트워크에서 장기적인 사회적 관계에 기반을 두는 개인적·사회적 네트
워크는 개인들이 부적합한 공식제도, 불완전한 국가 혹은 시장 지배적 사
회경제적 체제를 다루게 한다(Jancsics, 2014: 364). 부적합한 공식제도
에 적응은 중국의 꽌시에서 나타난다. 꽌시는 호혜성의 의무적 규범에 근
거한다(Smart & Hsu, 2008; Jancsics, 2014: 364).
④ 소결
위에서 논의한 효용 극대화로서의 부패를 설명하는 합리적 행위 접근,
사회적 제약으로서의 부패를 설명하는 구조적 접근, 사회적 거래로서의
부패를 설명하는 관계적 접근 요약하면 <표 2-18>과 같다.

표 2-18

부패 연구의 주요 접근
합리적 행위 접근

구조적 접근

분석 수준

거시

거시, 중범위

부패 참여의 동기 및 제약

금전 보상 극대화 및 비용 최
구조적 제약에 의해 강요됨
소화

관계적 접근
중범위
다른 사람과 연관된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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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계속
합리적 행위 접근

구조적 접근

관계적 접근

거래 형태

경제적
시장

규범에 의한 동인 및 물질적 구 호혜적
조적 제약
종종 비물질적

관련 형태

비인격적
단기

개인과 집합체 간 관계

조직 시각에서 부패

부패는 집합적 절차의 체계적
부패는 공식 조직구조에서의
부패는 조직 내부에서 예외
인 산물(어쩔 수 없는 상황,
비공식적 거래 네트워크
적인 문제(썩은 사과)
bad barrel)

개인간
장기

출처: Jancsics(2014: 365)

세 가지 접근에서 Jancsics는 앞으로 관계적 접근이 중요한 틀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Jancsics, 2014: 365). 그 논거로는 ⅰ) 관계적 접근은
부패를 이차적이고 간접적으로 측정(가령, 인지기반 지수, 서베이 결과
(태도), 부패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실 실험)하는 대신에 실재 거래에 초점
을 두며, ⅱ) 관계적 접근은 정태적이고 물질적인 합리적 행위 모형 및 구
조적 모형 보다는 부패에 관해서 더 역동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ⅲ) 관계
적 접근은 합리적 행위 접근과 구조적 접근을 통합할 수 있는 적정한 개
념적 틀을 제공한다.
한편, Graaf(2007)는 부패의 인과사슬(causal chain)에 관해 공공선
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썩은 사과이론(Bad Apple Theory),
조직문화이론(Organizational Culture Theory), 도덕가치충돌이론
(Clashing Moral Values Theories), 공공행정이론의 정신(The Ethos
of Public Administration Theories), 상관관계이론(Correlation Theory)
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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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이론별 부패 인과사슬
인과사슬

원인분석 부패분석
수준
수준
(독립변수) (종속변수)

맥락

일반적인
조사방법

- 상황적 측면은 주로 무시됨
- 원인 촉발을 설명 못함
- 행위자가 계산한 순간에
출발

주로
이론적

공공선택
이론

- 다소 선제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제
한된) 합리적 결정을 하는 ‘자유로
운’ 공직자(officials)

개인적

미시 및
거시

썩은
사과이론

- 나쁜 성격이 부패행동을 한다는 인
과사슬

개인적

개인적

- 개인 배경에 주목

이론적

조직문화
이론

- 어떤 집단 문화에서 나온 인과 경로
는 정신 상태를 낳아 부패를 유발함
- 촉진 요소는 인과사슬을 강화시킨
다고 설명

조직적

조직적

- 조직구조와 문화
- 부패사례 수와 상관
- 상황적 측면과 우연성은
대개 무시됨

주로
이론적

도덕가치
충돌이론

- 인과사슬은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서 출발하며 이는 직접적으로 개인
의 가치와 규범에 영향을 줌
- 이러한 가치와 규범은 개별 공직자
의 행태에 영향을 주며 부패를 초래

사회적

사회적

- 상황적 측면은 개인간 도덕
충돌로 축소됨

주로
이론적,
일부는
사례연구

공공행정
이론의
정신

- 비록, 부패를 하는 공직자가 속한 조
직 수준 및 청렴성 이슈에 종종 무관
사회적 및
심하지만, 사회적 압력에서 나온 인
조직적
과경로는 공직자가 효과성에 주목
케 하여 부패를 하게 함

- 상황적 측면은 대개 무시됨
사회적 및 - 어떤 공직자는 부패하고 다
조직적
른 공직자는 부패하지 않
음을 설명 못함

이론적

상관관계
이론

- 인과관계 모형은 없으며 단지 상관
모든 수준
관계임

모든 수준

- 상황적 측면과 우연성은 무
시됨
- 초점은 변수에 있음

서베이,
전문가
패널

출처: Graaf(2007: 45-46)

(2) 기초이론과 응용이론
중국특색 반부패 이론은 크게 기초이론과 응용이론으로 구분하여 논
의할 수 있다.18) 기초이론은 주로 중국특색 반부패 건설에 관한 이론 기

18) 속성 측면에서 보면 반부패 기초이론은 철학과 사회과학 범주에 분류될 수 있다. 「중공중앙의 철학 및 사회
과학 발전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关于进一步繁荣发展哲学社会科学的意见)｣ (중공중앙판공청 발행
[2004]3호)에서는 “철학 및 사회과학 기초연구와 응용대책(应用对策)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기초연
구와 응용방안 연구를 긴밀하게 결합해야 하며, 응용대책 연구로 기초연구를 촉진하고 기초연구로 응용대
책 연구를 이끌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이는 철학과 사회과학 발전을 위해 제시된 목표이기도
하고 기초연구와 응용대책 연구 간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논술이기도 하다. 반부패 이론도 기초연구와 응용
방안 연구로 나눠야 하고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반부패 이론을 기초이론과 응용이론으로 나누는 것은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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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기본 정의, 주요 구성, 가치관, 역사적 연원, 발전 노선, 평가체계, 노
선 보장 등 기본적인 문제에 관한 이론체계를 말한다. 이는 중국특색의
반부패 건설을 이끌기 위한 이론적 뒷받침이자 반부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이다. 서로 다르지만, 연관성이 있는 중국특색의 반부패
기초이론들이 결합하여 중국특색의 반부패 기초이론체계가 된다(徐喜林,
2013: 9).
한편, 중국특색의 반부패 응용이론은 특정 영역에서 반부패 업무실행
을 지도하기 위한 이론과 대책이다. 예를 들면, 건설공정 영역에서 반부
패를 추진하기 위한 이론, 관리의 품행과 치적 영역에서 반부패를 진행하
기 위한 이론, 사법 영역에서 반부패를 진행하기 위한 이론 등이 있다.
가령, 안건을 수사하기 위해 증거를 얻는 방법, 특정 문제가 규정 위반인
지 규율 위반인지 법 위반인지에 대해 판정하는 방법 등이다.

표 2-20

반부패의 이론 접근
기초이론

응용이론

주요 차이

- 예시1: 부패 이론 (부패의 내용과 외연) - 특정 사실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한 판 - 전자는 기본 원리 측면에서 논증하고
정 (예를 들면 건설공정, 토지매도 등 후자는 정책규정 측면에서 판단
분야의 부패 문제)
- 예시2: 반부패 형세에 대한 분석과 판 - 특정 연도 중국의 반부창렴 추세가 무 - 전자는 어떤 기준으로 반부창렴 상황
단 및 평가 이론 (반부창렴 형세 판정의 엇인지, 어떠한 새로운 부패 경향이 을 평가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해결
주요 근거는 무엇인지, 각각 어떤 위치 나타났는지, 추세를 판단하는 구체적 - 후자는 이러한 기준으로 반부창렴 상
에 처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 인 수치가 어떠한지
황을 분석 및 평가한 후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지의 문제를 해결
출처: 徐喜林(2013: 11)

기초이론과 응용이론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徐喜林, 2013: 9-10).

부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기도 하고 전국의 철학, 사회과학 연구와의 필수적인 연결이
자 대응이기도 하다(徐喜林,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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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역할 측면에서 반부패 기초이론은 거시적으로 중국특색 반부패 업
무를 이끌고 기초적 위치에 있는 이론이며, 응용이론의 주요 근거가 된
다. 기초이론은 정세를 평가하고, 정책을 제정하여 업무를 지도하는 이론
적 근거로 반부패 이론의 토대가 된다. 둘째, 연구대상 측면에서 기초이
론은 반부패의 본질적 규칙을 연구한다. 주로 부패, 청렴정치 등 기본 개
념에 대한 규정, 반부패의 기본 정의, 발전 노선, 방향, 과학적 평가 등을
다룬다. 즉, 기본문제나 원리 등의 ‘무엇’과 ‘왜’를 연구하고 구체적인 업
무를 ‘어떻게 한다.’는 연구하지 않는다. 셋째, 적용 기간 측면에서 기초
이론은 장기적이고 주도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응용이론은 특정 기간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넷째, 적용 범위 측면에서 기
초이론은 반부패 업무의 각 측면에서 모두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보
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반면, 응용이론은 구체적인 분야나
문제에만 적용된다. 가령, 부패의 의미나 외연에 관한 연구는 기초이론이
지만 어떤 사실이 부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응용이론이다. 기초이
론은 기본 원리 측면에서 논증하고 응용이론은 정책규정 측면에서 판정
한다. 다섯째, 역할 형식 측면에서 기초이론은 반부패의 기본개념, 주요
결론, 지도사상 등의 문제를 해결, 전반적인 평가, 가치관, 정치적인 응집
력 등에 영향을 미치며, 당과 국가의 반부패에 대한 인정, 당원과 인민의
마음에서 나타난다. 반면, 응용이론은 특정 영역에서 반부패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을 규범화할 때 적용된다.

(3) 청렴행위의 정당성 이론
청렴정치 행위19)의 정당성은 청렴정치 이론 연구에서 기초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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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Hursthouse20)의 행위 정당성에 대한 윤리 논증이 청렴정치 행위
의 이론적 정당성 해명에 논리적 이치를 제공한다. 도의론, 공리론, 및 덕
성론의 세 가지 차원에서 청렴정치 행위의 정당성을 해석할 수 있다. 도
의론(道义论)으로 보면, 청렴은 유가 관덕(官德)의 중요한 범주에 속하고
당대 공무원의 직업도덕 규범의 중요한 내용이며, 보편적인 이성이 인정
하는 규칙이므로 청렴정치 행위는 도의론의 정당성 요구에 완전히 부합
된다. 공리론(功利论)으로 본다면 청렴정치 행위의 윤리 정당성은 청렴정
치 행위가 부패의 발생·발전·악영향을 줄이거나 없애고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청렴결백 정치는 궁극적인 결과를 낳
을 수 있고, 부패로 인한 악영향을 예방할 수 있다. 결국, 인민의 최대 이
익을 최고 도덕 기준으로 삼는다. 덕성론(德性论)의 관점에서 본다면 관
덕은 일반적인 직업 도덕에 대한 요구보다 높은 행정도덕이다. 청렴정치
행위는 좋은 도덕수양을 가진 사람이 품격의 특징에 따라 행위에 대해 선
택을 하는 것이다(伍洪杏, 2016: 18).

19) 청렴정치는 중국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윤리적인 수요다. ‘청렴정치’에는 강렬한 윤리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
고 ‘정치’ 가치의 목표가 있다. 청렴정치윤리는 청렴정치행위 형성의 기초다. 청렴정치 이론과 청렴정치제
도를 구속기능에서 보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역할과 속성으로 보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통일이다. 당대 중국에서 ‘청렴정치윤리’는 부패척결 청렴정치를 제창하면서 청렴정치문
화에 대한 건설적인 사고를 하는 동시에 생겨난 것이다. 현재 청렴정치행위에 대한 윤리 정당성, 청렴정치윤
리의 기본 함의 등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논술이 부족하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는 청렴정치윤
리 연구가 성숙하지 않은 구체적인 표현이고, 동시에 청렴정치윤리 연구의 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
기도 하다. 청렴정치윤리의 핵심은 청렴정치의 윤리적 속성, 윤리기능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청렴
정치 행위의 윤리 정당성은 어디에 있나”, “어떠한 청렴정치건설에 윤리적 정당성이 있나” 등의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다(伍洪杏, 2016: 18).
20) 현재 행위 정당성과 관련된 연구는 법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윤리학의 시각으로 행위 정당성을 연구하는
학자는 너무 적다. 그 중에서 Hursthouse는 윤리학의 시각으로 행위 정당성을 연구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다. Hursthouse의 의무론, 공리론 및 미덕론 이 세 가지 규범 윤리학은 같은 논리로 ‘행위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의무론은 그것이 정확한 도덕규칙 혹은 원칙에 부합하고 부합할 때만이 행위는 정당한 것”
이라고 한다. “공리주의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추진하고 추진했을 때만이 정당한 행위라고 한다.” “미
덕윤리학은 한 미덕 행위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일관성 있게 행한 행동만이 정당한 행위”라고 한다
(Hursthouse, 1999: 26-28; 伍洪杏, 2016: 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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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부패 관련 주요 쟁점
(1) 부패와 경제성장
선행연구에서 보듯, 경제성장과 부패와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Méon & Sekkat(2005)는 “부패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성장 윤활유(grease the wheels)인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sand
the wheels)인지를 부패와 투자의 상호 효과를 고려하여 연구한 결과,
부패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 주장한다(Hua, 2013: 3에서
재인용). 부패 관행은 글로벌 경제에서 어디에나 존재하며, 어떤 국가들
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UN협약은 부패가 세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
는 데 10%의 부패세가 추가되고,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비용
에 25%가 추가로 든다고 추정한다(Bajoria, 2011: 33). Abed &
Davoodi(2000)는 경제 전환기에 부패와 성장 간 관계에 관한 구조개혁
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일단 구조개혁이 중시되면 부패 변수는 거시경제
성과분석에서 설명력을 잃는다.”고 한다(Hua, 2013: 3에서 재인용). 중
국의 최근 자료로 볼 때, 각종 부패가 초래하는 손실은 국내총생산의
13~16%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경제적 손실이다(胡鞍钢, 2010).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부패예방 노력에서 1% 증가하면
인민소득은 0.002% 증가할 수 있다. 달리 계산하면, 부패관료를 대략
390명을 추가 기소하면, 인민소득이 250억 위안(약 42억 달러)이 증가할
것이다(D'Amico, 20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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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ef f ect on imports

그림 2-4

부패지수와 부정적 수입 효과
2,0

1,5

1,0

0,5

0
0

2,5

5,0

7,5

10,0

CPI
출처: Svensson(2012: 34)

<그림 2-4>에서 보듯, 부패 수준에서의 작은 변화는 부패지수(CPI)가
낮은 국가(부패지수 5정도)에서 무역 부패 효과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다. 부패 효과는 CPI가 7.5 정도에서 가장 크며, 동시에 부패지수 변화
에 덜 민감하다. 최고 수준을 넘으면 부패 효과는 감소하며, 민감도는 다
시 증가한다. 즉, 부패지수가 낮은 국가는 부패지수 변화에 더 민감하다.
유의미한 것은 낮은 부패(부패지수가 높은)가 높으면 수입에 부정적 효과
를 준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고율의 수입세 때문이다. 부패가 낮아
지고, 동일 수준의 수입세를 유지하면, 무역 장애 효과를 초래한다. 즉,
거래비용을 높인다(Svensson, 2012: 34-35).
총투자에 대한 부패 효과 분석은 이미 부패의 GDP에 대한 가능한 효
과를 나타낸다. <그림 2-5>에서 보듯 1인당 GDP와 부패 간에 강한 상관
관계가 있다.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부패인식지수에서 더 나은 점수를
띠고 있다. 물론,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는 아니며, 동시성(simultaneity)
이라 할 수 있다. 부패가 높으면 투자를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생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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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래한다(Enste & Heldman, 2017: 27-28).

그림 2-5

부패와 GDP

출처: The World Bank(2016);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4)을 근거로 Enste & Heldman(2017)이 작성함

부패는 비민주 국가에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민주 국
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공무원이 부패 활동에 개입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가령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시민은 선거에서 제
재를 가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부패행위에 관여할 유인을 낮춰버린다
(Drury et al., 2006; Enste & Heldman, 2017: 29에서 재인용).
IMF가 2016년 발간한 부패비용과 감소전략 보고서는 IMF가 1997년
이후 회원국의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정책(1997 Governance Policy)을
실시하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부패의 양상과 비용, 부패 경감 전략을
제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부패의 비용은 연간 1.5~2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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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GDP의 2% 가량에 달하며, <그림 2-6>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악영향을 미친다(김병연 외,
2017: 19).

부패와 성장의 연쇄작용

그림 2-6

부패
국가의 기능
재정

거시금융
안정성
 은행 위기
 물가 상승
 재정 악화
 금융 잠식

시장규제

공공/민간 자본
 비효율적 공공투자
 투자/생산비용 증가
 불확실성 증대
 자산가격 왜곡

통화정책

금융부문
감독

인적자본
 교육/보건 투자 부족
 빈곤과 불평등 증대
 인적자본 투자 저해

공공질서
유지

총요소생산성
 투자 부족
 비효율성
 자본분배 왜곡
 스킬 미스매치

정치적 불안
및
갈등 증대

내생적 성장 잠재력

출처: IMF(2016); 김병연 외(2017: 20)에서 재인용

<표 2-11>에서 부패의 순기능과 역기능에서 살펴보듯, 부패는 경제성
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의 주장이다. 그런데 중
국에서의 부패와 경제성장을 다른 시각에서 설명하는 Wedeman의 견해
가 있다.
Wedeman은 중국에서 부패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이중 패러독스’
라 한다. “‘이중 패러닥스’는 현대 경제학 분야에서 성행하는 새로운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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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즉, 부패와 경제성장은 역상관 관례라는
뜻이다. 중국에서 이중 패러독스(double paradox) 중의 하나는 중국 부
패의 심화와 경제성장이 공존하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부패
가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이 보기 드문 발전성 부패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제의 쇠락 혹은 침체를 일으킬 수 있는 수탈 형태의 부패다(Wedeman,
2012: 18).
Wedeman은 부패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 전에 중국이 시장 중심적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 행운이라고 주장한다. 1980년대 중국에는 소규모
부패는 있었지만 약탈적 부패는 없었다. Wedeman은 “처음에는 부패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
기 ‘전에’ 역동적인 성장 단계에 돌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한
다. 또한, 중간 간부급에서 고위 간부급 관리와 거액의 돈이 연루된 부패
건에 관한 데이터를 인용해 Wedeman은 중국 부패 문제를 연구하는 다
수의 학자들과 같이 중국 정권이 1990년대 초 이래, 특히 1992년, 개혁
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덩샤요핑의 역사적 남부지방순회 이후 부패가 가
속화되었다는 견해를 재확인 한다. 부패 가속화의 주된 이유는 토지이용
권 매도와 국영기업 혹은 그 자산의 민영화, 약탈의 기회가 풍성한 불투
명한 절차라는 것이다(The Wall Street Journal Korea Real Time,
2012.6.27).21)

21) 그러나 Pei는 The Wall Street Journal에서 Wedeman의 ‘패러독스’ 주장에 관해 문제를 평가할 때 포함시
켜야 하는 모든 부정적인 면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다음을 지적한다. “첫째, 부패는 명
목성장률을 감소시키지 않고도 성장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부패는 식품 안전성을 떨어트리
고,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환경 파괴를 악화시키고, 사회보장 서비스를 감소시키고, 개인 권리의 남용
을 확산시켰다. 중국 내 낮은 삶의 질을 감안한다면 부패의 유해한 효과는 지대하다 하겠다. 둘째, 중국의 국
가 주도적이고 투자 중심적인 성장 모형에서는 부패가 장기간 성장을 부풀릴 수 있다. 당국이 수조 달러를
고정투자에 분배하기 때문에 중국 관리들은 투자금 일부를 횡령하는 동시에 성장을 창출(투자가 GDP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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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범송(2015)은 중국의 부패와 경제성장을 정경유착이란 관점
에서 설명한다. 이른바 정경유착은 제도적 특권을 가진 정부가 기업에 정
책적 특혜를 제공하고 기업은 금품·향응 등의 대가를 지불하는 검은 거
래로, 정치권과 기업 간의 부도덕한 밀착관계를 지칭한다. 정경유착의 사
회구조와 제도적인 환경은 다음과 같다(김범송, 2015). 첫째, 권력이 집
중화된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경제개혁이 추진된다. 둘째, 시장에 개입하
는 공권력을 제약하는 행정제도와 법적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다. 셋째,
꽌시문화가 범람하는 등 인치가 법치 위에 군림하는 사회기풍이 정착했
다. 넷째, 지방정부가 경제건설의 주체로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여하며
기업의 경영자주권은 약화되어 있다. 다섯째, 부패한 정부관료와 부도덕
한 기업주 사이에 상부상조와 공리공생의 밀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흔
히 권력의 집중화와 급속한 경제발전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사회 폐
단을 동반한다.

(2) 부패와 꽌시
서구와 다른 중국 부패와 밀접한 현상의 하나를 찾는다면 꽌시(关系)라
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사회나 국가에도 네트워크나 관계(relationship),
혹은 한국 역시 연줄이나 인맥 등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거래나 업무를

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모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고속철도사업처럼 성장 촉진을 위
한 것이지만 부패로 만연한 모든 투자에 자금을 대는 국영은행 시스템이다. 셋째, Wedeman은 중국 경제성
장에서 수출이 하는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 약탈적 부패가 중국 성장을 저해하지 않은 부분적 이유는 중국
경제의 큰 부분이 실제로는 중국인들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외국투자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세
계 시장에 밀접하게 통합된 중국의 수출 중심적 분야는 탐욕스러운 중국 관리들의 약탈행위에서 상대적으
로 안전하다. 무역 분야가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를 맞기 전 순수출은 10년 이상을 매년 중국 GDP 성장에
2~3%가 지속적으로 보태어왔다. 딱 부패 비용을 상쇄할 정도다”(The Wall Street Journal Korea Real
Time, 20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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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때문에 부패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법치보다 인치가 강한 사회
에서 네트워크는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거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긍정적
인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가 사람관계에 좁혀져 합리적인 사회
적 신뢰나 제도를 대체한다면, 지대추구의 가능성이 커지며, 그만큼 부패
발생의 개연성이 커질 것이다.
중국에서의 꽌시는 서구의 네트워크와 또 다른 차원을 갖는다. 중국의
부패를 정의할 때 합당한(legitimacy) 꽌시 문화를 부패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중국 부패의 스펙트럼에서 부패와 합당한 꽌시는 정도의 문제라는
것이다(Harding, 2014: 128-9). 비문서화된 꽌시가 수용되고 선물제공
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부패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합당한 꽌시
관행(legitimate Guanxi practice)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를 구축
하기보다는 합당치 못한 편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선물제공과 보답이
이루어진다면 부패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비윤리적(unethical) 꽌시 관
행과 법정(legal) 부패가 될 수 있다(Harding, 2014: 129).
꽌시는 중국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문
화적 틀을 제공한다(Harding, 2014: 128-9). 꽌시는 급행료(greasy
money)로서 경직된 관료제 및 상업에서 껄끄러움에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Clark & Xu, 2004; Dai, 2017: 13에서 재인용). 류재윤
(2016.11.29)이 언급하듯, “꽌시는 당연한 권리의 보호를 위해,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설득’을 이끌어내는 데 때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Yin이 언급하듯, 꽌시는 도덕적 규범이며 중국 문
화에 적합한 사회적 행태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관계와
연계의 수립·지속·활용의 기준 및 규칙을 제공하며, 정부든 경영이든 거
의 모든 사회의 상호 작용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Yin, 2017).

제2장 (반)부패의 이론적 배경 ❙ 123

꽌시와 부패의 비교

표 2-21

꽌시
중국 문화에서 장기간 중요 부분이며 호혜적 거래 강조

부패
부패는 항상 비난 받아옴

합법적

불법적

호혜적 거래에서 형성

주로 금전적 거래에서 형성

암묵적인 사회적 호혜성

대부분 명백한 거래적 호혜성

실패해도 법적 위험이 없음

실패하면 높은 법적 위험과 불확실성

장기적 관점

단기적 거래

시간적 제약이 없음

일정표 종종 요구됨

신뢰에 기반

상품(돈과 권력 간 거래)

전이될 가능성

그렇지 못함

주: Luo(2000); Chen(2004: 8-9)을 근거로 작성함

그렇지만 규범적 꽌시 관계와 부패 관행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부패를 중국 사회나 정부의 본질적 성격으로 만든다(Yin, 2017: 4). 꽌시
는 중국의 유교적 전통문화 사회에서 개인에게 권력의 핵심 원천으로 간
주된다(Han, 2016; Yin, 2017: 10에서 재인용). 이로 인해 꽌시는 본질
적으로 부패 관행과 동일시된다(Yin, 2017: 10). 꽌시는 편애와 정실주
의와 같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Dai 2017: 13). Luo(2008)는 꽌시와
부패 간에 얽힘에 따라 정상, 나방, 바이러스, 암이라는 구분을 하고 있다
(<표 2-22>).
표 2-22

꽌시와 부패 간의 얽힘 분해

높음
공권력
남용

나방(Moth)
- 상당한 사회적 비용에 가족적 충성
- 법 취약한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안정적
- 가족 명예로 인해 덜 만연

정상(normal)
없음/ - 사회에 덜 부정적 영향
낮음 - 문화적으로 매우 안정적
- 전통으로 오래 유지
약한 형태(家人)
꽌시와 부패 간 얽힘 정도

출처: Luo(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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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cancer)
- 사회에 가장 파괴적임
- 사회적·법적·정치적 변화 경향
- 도덕 해체된 사회에서 가장 만연
바이러스(virus)
- 사회에 잠재적으로 손상을 줌
- 선물 제공 문화에 의해 가속
- 법적·정치적 개혁에 민감
강한 형태(外人)

중국의 꽌시가 권력과 돈과 결부되면 지대추구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
고, 합법성과 비합법성 간의 스펙트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꽌시에 얽혀 있는 행위자들 간의 업무수행이 인간관계의
신뢰도인지 조직이나 제도에서 요구되는 신뢰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질 것
이다.

표 2-23

꽌시의 유형

인맥의 종류

가족 꽌시

협력자 꽌시

비즈니스 꽌시

정의

특별한 관계, 의미 있는 관계

호의적 감정의 교환 과정

개인적 친분을 통한 사업상 문제 해
결을 위한 과정

특징

감정적, 도움이 됨

도움이 됨, 실용적임

단지 실용적임

문화, 사회적
중국의 문화적 가치
뿌리
밑바탕

주로 혈연이나 특별한 관계

문화적 가치와 현대의 사회경제적 현대 정치와 경제 구조에 의해 발생
(예: 약한 사회적 체제)
요소
사회적 교류

사회적 교류 및 중재자를 통한 관계

핵심가치

혈육 간의 정, 애정, 의무, 감정 공감 정, 체면, 신뢰성

정, 체면, 권력 및 영향력

동기, 목적

상호 의존적, 감정 중심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목적 중심

관료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또는
특별한 대우나 보호책을 얻기 위해

기능

목적, 목표, 수단

수단

수단

교환

사랑, 애정, 지지

호의

돈과 권력 간의 거래

조건

반드시 상호 호혜적인 것은 아니 서로 기대하지만, 약한 쪽이 더 많 절대적인 호혜적 관계, ‘이익과 손해’
며, 이타적일 수 있음
간의 협상
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음

관계

‘나의 가족’, 대가족 중 한 명

가족과 유사한 대우, 낯선 사람은 외부인, 사적인 동시에 업무상 관계
아니지만 외부인
의 혼합

질, 친밀함

끈끈하고 안정적

그럭저럭, 대부분 불안정적

다양함(다른 요소들의 존재 유무에
따라 상이함)

부정적인
측면

족벌주의

감정적 부담 - 인간적인 빚

부패, 사회적 손실

장기적, 영구적

일시적, 일회성

일시적

시간

출처: Fan(2002: 19)

현재 중국 사회에는 “나이는 보배이고, 학력은 필수이며, 능력은 참고
사항이고, 꽌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풍조가 있다. 다양한 사회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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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권력을 행사하여 사익을 챙기고 돈과 권력의 거래를 하는 등 부패행
위를 하며, 얽히고설키는 사회관계망을 형성한다(陈潭 교수와의 인터뷰,
2018.3.24).
중국에선 관계학이 형성될 정도로 진학, 간부선정, 인사이동, 병원진
료, 소송, 공사입찰, 공무원 선발과 승진 등에서 만연하다. 관행형 부패
(潜规则型腐败)란, 특정 분야에서 구성원이 묵인된 일종의 행위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는 규칙을 말하며, 은밀성, 잠재성, 묵약 등의 특성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인정된다(徐喜林, 2013: 28).22)
중국에서 꽌시가 만연하는 핵심 이유의 하나는 정보 비대칭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사회가 모르는 숨겨진 규칙이 있고 불법 활동이 쉽게
추적될 수 없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는 쉽게 부패에 휩싸인다. 중국에서는
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부 공직자와 사업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꽌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Han, 2016; Yin, 2017: 15에서 재인용).
<표 2-24>에서 보듯, 전통 중국사회, 사회주의계획경제 시대, 개혁개
방 이후에 걸쳐서 꽌시의 성격, 꽌시 구축의 목적, 꽌시 형성과정의 주요
내용, 유대의 특징, 꽌시의 기능이 변했다(최은영, 2007: 274).

22) 조사된 각종 부패행위자를 보면 대개 다양한 사회관계를 통하여 권력을 행사하여 사익을 챙기고 돈과 권력
의 거래를 하는(权钱交易) 등 부패행위를 행하며, 얽히고설키는 사회관계망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허베이
성 상번시(襄樊市) 전 시위서기(市委书记)인 손초인(孙楚寅)이 파면된 후 부패자 70여 명이 잇따라 적발되
고, 그중에서 현(시)의 일인자(一把手)가 30여 명이 있었고, 청급(厅级)인 사람은 11명이 있었다. 상번시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纪委)의 전담팀은 요행히 조사에서 처벌을 면하고 돌아오
는 사람들이 범죄 사실을 조직에 성실히 고백한 사람을 배신자 보지고(甫志高)라고 말하고, 조직과 완고히
대항하는 사람을 강죽균(江竹筠, 국공내전 시기의 열사)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사회관계에서
부패가 이미 얽히고설킨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徐喜林, 201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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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꽌시의 의미 변화
전통 중국사회

꽌시의 성격

유교주의적
인본주의적

사회주의 시대
관료적
정치적

개혁 이후
경제적
시장주의적

꽌시 구축의 목적

관계형성 및 유지 그 자체가 목적 정치적 박해 과정에서의 생존
가족관계의 확장
중앙집권화된 자원에 접근

시장 기회의 포착
개인의 경제적 이익극대화

꽌시 형성과정의
주요 내용

친분의 교환
호혜적 행위
정서적 유대감

지위를 이용한 정치사회적 이익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교환
교환

유대의 특징

감정적, 정서적

감정적, 도구적

꽌시의 기능

사회질서 유지
사회통제
위계적으로 제한된 사회적 자원
중앙집권화된 자원의 배분
의 효율적 배분

도구적
물질적 수단
개인의 이윤추구

출처: 최은영(2007: 274)

시대에 따른 꽌시의 속성이 변함에 따라 부패와 반부패의 성격도 이에
상응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3) 부패와 개혁
시대나 국가, 체제나 지역에 상관없이 부패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
다. 결국 국가마다 추진하는 개혁의 동인은 다양하겠지만, 개혁의 근저는
부패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중국은 개혁과 경제성장의 발전을 실현함과
동시에 부패 문제가 만연하는 역사적인 문제를 겪게 되었다. 중국 내외
학계에서 개혁, 발전 및 부패 문제의 상호작용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이
론적인 해석을 했다. 예를 들면, 개혁이 부패를 초래하는 필연이론, 개혁
과 부패의 공존이론, 개혁발전과 부패의 대립이론, 개혁대가이론 등이 있
다(李斌雄·姜向红, 2015: 1).
계획경제 시기의 중국 전통의 경제 모형은 고도의 중앙집권성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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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었다. 개혁개방과 더불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서 다양한 행위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경제 현상이 나타났다. 자유주의 시
장경제체제와 달리 중국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행위
자는 권력 중심부에 있는 당관료 및 그 주변부 사람들이 우월적인 지위와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 요소를 독점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였
다. 정부, 시장, 사회의 경계나 역할이 모호한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경제
성장 과정에는 시장 친화적인 개혁 과정은 더뎌지거나 체제전환기에 생
기는 제도화의 사각지대는 부패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刘雪明 교
수와의 인터뷰, 2018.3.25).
중국의 개혁과 부패와 관련해서 김범송(2015)은 정경유착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모형이 정경유착의 빌미를 제
공하였고, 부패관료와 악덕 기업인들과의 공생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다. 1995년부터 중앙정부는 대형 국유기업은 주식회사로, 중소형 국유기
업은 민영화하는 국유기업 개혁을 단행했다. 이는 국유기업의 소유권을
장악한 국가 공권력이 기업 활동에 개입하는 정경유착의 빌미가 되었다.
결국, 혁명원로와 고위간부 자제, ‘태자당’(太子党)이 수익성이 높은 국유
기업 요직의 90%를 차지했다. 이 시기 제반 법규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
에서 부패관료와 부도덕한 기업인이 결탁한 정경유착은 시장경제 확장에
편승하여 집단화·조직화·대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개혁개방을 통해서 종전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경제의 핵심 행위자로 있는 한 궁극적으로 계획경
제의 근간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당국가체
에서는 가격 메커니즘보다는 권력 메커니즘이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부패가 기생할 공간이 더욱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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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1980년대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시장을 조
절하는 역할을 했고, 1990년대에는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시장의 기반 역
할을 추진해왔다. 그 이후에도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시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시장 메커니즘이 중국 경제 사회발전 과정에서 일
으키는 역할 수준에 따라 이른바 ‘중국식 부패’의 형식과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중국식 부패를 대충 ‘약탈적 부패’라고 할 것이 아니
라 구체적으로 역사와 결부하여 분석해야 한다. 또한, 부패 확산이 개혁
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거나 부패 현상이 개혁의 내생적 현상이라
고 여겨서는 안 된다(李斌雄·姜向红, 2015: 4).
李斌雄·姜向红(2015: 4)은 위와 같은 관점을 견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론을 제시한다. “즉, 초기의 개혁이 부패를 초래하고 새로운 개혁은 새
로운 부패를 위해 기회를 창출하면서 ‘개혁-부패-심화개혁-새로운 부패’
의 순환을 형성한 것이다. 유물사관의 관점에서 보면 부패 현상의 발생은
‘여러 가지 원인이 낳은 한 가지 결과’(多因一果)로, 부패 현상은 결국 사
유제와 사유관념의 산물이다. 사회주의적 조건 하에서 부패 현상은 사회
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다. 전반적인 개념인 ‘개혁’은 전체 사회통합의 변
혁으로, 개혁의 방향과 목적, 개혁 과정, 개혁의 성과와 결과, 경제체제개
혁, 정치체제개혁, 문화체제개혁, 사회체제개혁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경제체제개혁과 정치체제개혁은 부패 현상에 대한 발생과 억제, 제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개혁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동력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경제의 빠른 성장과 동반되는 부패 현상은 개혁 자체
의 문제가 아니고, 개혁이 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지만 계획경제 시대이든,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 동안 반부패는
항상 추진되어 왔고, 반부패에 대한 공산당이나 정부의 제도나 정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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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부패 현상이 줄어들었다는
통계나 증거는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앞서 검토하듯, 부패
의 원인이나 유형이 다양하듯, 부패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접근에서도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의 자유주의파와 신좌파 지식인들은 1990년대 이후 개혁과 경제
발전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부패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은 손’을 중시하는 자유주의파와 시장
경제의 ‘자동조절 기능’ 부정하는 신좌파로 갈리는 두 진영은 부패의 원
인과 해법에서 첨예하게 대립한다(Economy Insight, 2011.6.1).23)

23)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는 자유주의파는 이런 문제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진통이며, 진정한
문제는 권력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는 발’에 의해 교란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중국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그들의 진단이다. 유일한 해법은 전면적으로 시
장화를 추진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실현하며, 국가권력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유주의의 이상인 기회균등과 절차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유재산권 문제
는 중국 자유주의파의 핵심 의제다. 자유주의파는 주류 경제학자, 신자유주의 지식인, 고위 관료의 조합이
다. 우징롄과 장웨이잉은 이 그룹의 대표적 인물이다. 장웨이잉은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국가의 기능이 사
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으로만 제한되는 수준까지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징롄은 “대다수 국유기
업을 사유화하고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시장경제의 ‘자동조절 기능’ 부정하는 신좌파는
경제개혁과 사회자원의 재분배 과정에서 소수의 권력을 쥔 자들만 이익을 누리고 있고, 일반 민중은 착취당
하는 희생양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극도로 불공정한 국유자산의 약탈이 ‘자유경제’와 ‘사유재산권’
이라는 허울 아래 벌어지고 있다.”고 역설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이론은 소수의 기득
권층이 국유자산을 나눠먹기 위해 벌이는 약탈행위에 대한 합법적 구실에 부여하는 기제에 불과하다. ‘자동
조절 기능을 갖춘 시장경제’라는 개념은 허구적 신화일 뿐이고, 자본주의의 본질은 결국 자본에 의한 시장
독점으로 흐르게 돼 있고, 시장에서의 기회균등이란 실질적 불평등을 은폐하는 수단이라고 평가한다. 그들
은 사회의 공정성이 사회민주와 경제민주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신좌파의 기원은 주
로 서구의 대학에서 공부하며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추이즈위안, 후안강 등 학계 인물
에게서 시작된다. 이들은 1990년대 중반 중국에 돌아오는데, 중국이 직면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자본
주의의 폐단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하다. 신좌파의 대표적 인물인 왕후이는 중국의 발전이 더 평등하고 균형
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신좌파 경제학자인 한더창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세계화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관점과 다르게 중국이 WTO에 가입함과
동시에, 외국자본이 국유기업 이윤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고실업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으론
중국 내 시장을 보호하고, 신생기업의 합병을 통해 초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실제로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03년, 외국 기업은 중국 제조업 총생산의
31%를 장악했다. 1992년의 9.5%에 비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수치다. 이는 국유기업에 큰 압박을 가했고,
그 여파로 4천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Economy Insight, 20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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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좌파는 국가가 더 큰 반부패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에, 다른 견해는 국가가 부패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Bergsten et al.,
2008: 98; D'Amico, 2015: 21에서 재인용). 결국, 부패를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개혁 접근에서도 혼선이 드러날 수 있으며, 부패를 막거나 완화
시킬 수 있는 개혁의 만능 약(cure all)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2. 반부패의 국제비교
1) 부패의 측정
부패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패의 수준이나 규모가 어
느 정도인지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 부패는 생성 배경이나 원인에 따라
사소한(petty) 부패에서부터 거대(grand) 부패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부패를 억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패를 측정할 필요성
은 있지만, 부패와 관련된 수많은 요인들, 그리고 이들 간에 상호 작용
등을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다양한 제약이 있어 쉽지 않다.
过勇·宋伪(2015)는 공직자가 부패를 감행할지 혹은 청렴을 선택할 것

인지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약, 공직자가 부패에 직면
한 상황에서 부패가 아닌 청렴을 선택한다면, 그는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 L과 미래의 기대 수입 P는 물론, 청렴한 공무원이라는 도덕적 만족
감 M을 얻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공직자가 만약 청렴이 아닌 부패행위
를 선택한다면, 그는 부패를 통한 수입 B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부패의 상황에 개입된 비용 I, 법률상 처벌 비용 Cl, 경제적 처벌 비
용 CE,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비용 CM, 미래수익의 손실 P, 도덕적
비용 M8 등의 각종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过勇·宋伪, 2015: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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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공직자의 부패 혹은 청렴 선택의 의사결정수
처벌받음: U(B-I-Cl-CE-CM, M8)
부패

조사
가능성
처벌받지 않음: U(B-I+P+L, M8)

공직자

청렴

청렴

청렴: U(I, P, M)

출처: 过勇·宋伪(2015: 39)

이와 같은 모습은 <그림 2-7>처럼 부패 기대효용함수 U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직자가 부패에 개입할 여부에 따른 두 가지의 가능
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른 결과는 조사받을 확률 p와 조사받
지 않을 확률(1-p)이 있으며, 두 가지 결과에 대한 효용함수는 매우 큰
차이를 보임과 동시에, 조사받을 확률 p가 중요한 변수이다(过勇, 2007:
187-9; 过勇·宋伪, 2015: 39에서 재인용).
부패 측정은 부패 상황, 반부패 성과 및 부패의 위험성 등 세 가지 시
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부패 상황, 반부패 성과 및 부패 위험성의 세 가
지 시각은 이론적 분석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패 측정에 있어 전반
적인 평가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세 가지 시각은 하위 시스템으로 독
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각각의 요소가 분석과 평가라는 목표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한다. 이로써 부패와 반부패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킴
과 동시에, 상이한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다(过勇·宋伪, 20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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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부패 측정의 세 가지 시각
부패 측정

청렴도는 어떠한가?

부패 상황

부패 상황 분석

반부패의 효과는 어떠한가?

반부패 효과

반부패 정책 수립

잠재적인 부패 위험성이 존재하는가?

부패 위험성

부패 위험성 예방

출처: 过勇·宋伪(2015: 51)

세 가지 시각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불가분의 관계일 뿐 아니라 체
계를 갖춘 평가이론으로써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ⅰ) 목적성(세 가
지 시각은 각자의 목표를 지님. 그러나 부패 측정의 전반적인 평가를 최
종목표로 삼음), ⅱ) 조직성(전체적인 분석 틀은 세 시각이 하위 시스템으
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세 시각은 모두 각자의 독립성 지님), ⅲ) 집합성
(부패 측정의 체계 중 세 시각은 모두 각기 다른 지표로 구성되며, 이들
은 서로 확실하게 구별됨), ⅳ) 상관성(세 시각 간에는 상호연계와 상호작
용을 띰)(刘军 等, 2001; 过勇·宋伪, 2015: 50에서 재인용).
세 시각으로 구성된 이론적 틀은 부패 측정의 과학성, 사실성 및 체계
성 등을 높여줄 뿐 아니라, 기밀성 정보의 비대칭성과 민감한 정보의 비
대칭성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춘다. 이
로 인해 부패에 대해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한층 더 실효성
있는 부패 정책을 제정할 수 있다(过勇·宋伪, 2015: 50).
Bahk(2002)는 부패 측정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过勇·宋伪, 2015: 5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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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부패 측정의 다섯 가지 목표

순위

주요 목표

1

행정 部委에 경고성의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이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

2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대중들과의 소통 및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집단적 행동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듦

3

기초를 다지며, 현재와 미래의 변화 또는 部委 간 차이 등을 비교 및 평가하여 개혁의 순서를 정함

4

투명한 증거를 바탕으로 부패와 관련된 이슈를 정치화함

5

부패를 측정하는 행위는 사회 전체에 부패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줌. 이로 인해 대중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부패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출처: 过勇·宋伪(2015: 52)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패 측정은 부패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쉽지 않다.24) Kaufmann et al.(2006)은 부패를 측정할 경우에 직면하
는 어려움과 질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过勇·宋伪, 2015: 53-4
에서 재인용).

표 2-26

부패 측정의 여섯 가지 어려움과 질의사항

순위

주요 목표

1

부패를 측량할 방법이 없음

2

주관적인 자료의 반영은 객관적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평가 및 분석 등 모두를 모호하게 만듦

3

주관적인 자료를 활용한 부패의 측정은 신뢰성이 없음

4

반부패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부패 측량이 이뤄져야 함

5

부패의 주관적인 측량은 실행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또한 정책 입안자들에게 반부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6

많은 국가에서 부패가 고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부패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규제해야 하지만, 우선순위에
서 밀려나고 있음

출처: 过勇·宋伪(2015: 54)

24) 부패 거래는 흔히 일반적이며 합법적인 상거래에 내재되어 있고, 이는 불법 거래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신뢰
와 상호주의를 확립해 주어 부패가 생겨날 토양을 제공한다. 부패 거래의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여 뇌물 거래
의 체결 비율이 평형점에서 결정되는 일은 업다. 부패는 기존의 연결망을 가진 내부자에게 한정된다. 부패는
오랜 관계를 이용하여 범죄 거래를 맺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다(심양섭 옮김, 20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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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부패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측정지표의 운영 상황을 검토하
면 중국에서 청렴에서 중시하는 지표를 파악할 수 있다. 1995년 텐진시
청렴정치 평가지표의 지수에는 정치기구지수, 공직자품질지수, 공무원관
계지수를 기본으로 삼고 추가적으로 사회환경관계지수를 넣었다. 2002
년 안후이성의 경우, 반부패청렴평가는 목표측정체계(청렴정치건설목표,
안건조사지수 등)와 민의조사체계로 구성되었다. 2010년 광저우시 청렴
측정지수체계의 경우 청렴정치, 청렴신용시장(市场), 청렴도시문화, 청렴
공평사회, 청렴도심지역건설총괄로 구성되었다. 2010년 구이저우성 안
순시의 당풍청렴건설책임제 평가지표로는 조직지도(10점), 청렴정치교육
(20점), 제도건설(25점), 청렴자율(25점), 민주적인 평가 및 측정(20점)으
로 구성되었다(过勇·宋伪, 2015: 80-85). 2009년 선쩐시의 청렴정치 평
가지표의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1급 지표로는 주관적 지표 A와
B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각각의 2급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
다(<표 2-27 >).

표 2-27

선쩐시 청렴정치 평가지표의 체계

1급 지표

주관적
지표(A)

주관적
지표(B)

2급 지표

부패행위 발생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 중
현재 처해있는 상황

A1. 사회가치관과 반부패 의식

부패 동기

A2. 부패 반대 및 청렴정치 제창 및 홍보

부패 동기

A3. 정부 공공서비스

부패 기회

A4. 부패 제보 및 고발

부패 기회

A5. 반부패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도

부패 기회

B1. 정부의 성과 종합지수

부패 기회

B2. 인터넷 행정상 유효한 소송의 확률

부패 기회

B3. 행정처벌의 자유재량권

부패 기회

B4. 정부 건설시공의 공개입찰공고 비율

부패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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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표 2-27

1급 지표

주관적
지표(B)

부패행위 발생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 중 현재
처해있는 상황

2급 지표
B5. 정부의 공개입찰공고 비율

부패 기회

B6. 국유지의 규범화관리

부패 기회

B7. ‘기관장’의 위법 상황

부패행위 결과

B8. 사건사고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1위부터 3위까지에
부패행위 결과
해당하는 산업 또는 그 분야가 총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
B9. 횡령, 뇌물수수 사건의 금액 비율

부패행위 결과

B10. 부패의 빈도

부패행위 결과

출처: 过勇·宋伪(2015: 82)

부패 측정의 지표를 검토하면 중국이 중시하는 반부패의 방향을 예측
할 수 있다. 过勇·宋伪(2015)는 부패 측정의 지표체계를 세 등급으로 구
분하고, 1급 지표는 3개의 시각, 2급 지표는 18개 측면, 3급 지표는 61
개 항목의 지표로 구성하여 제시한다.
표 2-28

1급
지표

부패 측정의 지표체계
2급 지표

3급 지표
A11 부패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A1
A12 각급 당정기관의 부패에 대한 이미지(중앙 部委, 성급, 시급, 현급,
부패에 대한
향진)
이미지
A13 각 영역과 부서의 부패에 대한 이미지(교육, 의료, 건설 공사, 공안,
사법, 금융, 기업 및 그 외)
A
부패
상황

지표의
성질

지표상
단계

주관

효과

주관

효과

주관

효과

객관

결과

A2
부패 경력

A21 과거 1년 내 인터뷰 응답자가 직접적으로 뇌물행위를 접촉한 경험
A22 과거 1년 내 인터뷰 응답자가 부패행위에 대해 들어 본 경험

객관

결과

A3
부패변화

A31 과거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소재 지역의 부패 상황의 변화 모습

주관

효과

A32 기율검사기관이 접수받은 신방제보 수량의 변화율

객관

결과

A41 뇌물부패, 공금유용, 단체로 공공기물이나 공금을 나눠가지거나, 출처
가 불분명한 거액 자산에 대한 안건의 수가 검찰기관에 조사·접수된
안건에서 차지하는 비율

객관

결과

A42 중앙 8항규정 정신 문제를 위반하여 조사·처리된 수량의 변화율

객관

결과

A4
부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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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계속

1급
지표

2급 지표

A
부패
상황

A5
부패 피해

3급 지표

지표의
성질

지표상
단계

A51 인터뷰 응답자가 생각했을 때 지역 경제발전에 부패가 미치는 영향력

주관

결과

A52 인터뷰 응답자가 생각했을 때 부패가 지역의 사회 공정성에 미치는 영
향력

주관

결과

B11 지역 인구의 기율검사 감찰 간부의 수량(구나 현, 향진가도와 파견인원)
B1
반부패 투입 B12 기율감찰기관 경비가 지방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객관

투입

객관

투입

B21 기율감찰기관이 조사한 안건을 검찰기관에 넘긴 비율

객관

기제

B22 회계감사부서가 검찰기관과 기율감찰기관에 단서를 넘긴 사건의 수

객관

기제

B31 해당 지역 기율검찰기관에서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직원 수의 비율

객관

투입

B32 신방 시작단계의 실태조사 안건이 소재지역의 총 신방 접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상급기관에 제출한 신방 총 수량의 비율

객관

기제

B33 기율검사기관이 조사한 안건 수가 신방제보의 총 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객관

결과

B34 실명 제보 안건의 대조검사 비율

객관

결과

B2 업무기제

B3
부패처벌

B4
권력감독
B
반부패
효과
B5
부패예방

B6 청렴교육

B35 중대한 범죄사건이 전체 조사처리 안건에서 차지하는 비율

객관

결과

B41 지도자 간부 개인정보 보고에서 샘플링 조사를 실시한 비율

객관

기제

B42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출된 안건 중 반부패 안건이 차지하는 비율

객관

기제

B43 사회감독이 반부패에 미치는 영향력의 수준에 대한 인민들의 생각

주관

효과

B51 당정기관이 당의 청렴정치건설책임제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정도

주관

투입

B52 청렴성 평가제도 실시 이후 개정된 조항의 수가 개정안 수에서 차지하
는 비율

객관

결과

B53 비공기업이 기율조직을 설립하는 비율

객관

결과

B54 부패예방 업무의 실효성에 대한 인민들의 인지 수준

주관

효과

B61 과거 1년 동안 청렴정치 교육활동에 3회 이상 참여한 당정기관 직원들
의 비율

객관

투입

B62 과거 1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대규모 청렴정치 문화 홍보 활동이 개최
된 횟수

객관

투입

B63 청렴교육활동에 대한 당정기관 직원들의 만족도

주관

효과

B64 기율검찰기관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제보에 대한 인민들의 이해도

객관

결과

B71 반부패 업무에 대한 인민들의 만족도

주관

효과

B72 향후 반부패 업무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도

주관

효과

주관

효과

주관

효과

B7
반부패 성과 B73 주변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인민들의 의지 수준
B74 부패행위에 대한 인민들의 허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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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1급
지표

계속
지표의
성질

지표상
단계

C11 1,000명당 의료기관의 침대 구비 수

객관

투입

C12 지역 초중학교 교사 1명당 책임지는 평균 학생 수
C1
공공 서비스 C13 지역 행정서비스 센터의 업무창구 수

객관

투입

객관

투입

2급 지표

C2
행정관리

C3
제도규범
C
청렴
정치의
위험
C4
정보공개

C5
사회평등

C6
인민참여

3급 지표

C14 정부의 공공 서비스(의료, 교육 등)에 대한 인민들의 만족도

주관

효과

C21 과거 5년 동안 행정 비준이 취소된 공사의 평균 수량

객관

기제

C22 행정심판에서 전자 감찰이 차지하는 비율

객관

기제

C23 행정소송에서 패소안건 수량의 변화율

객관

결과

C24 정부의 행정업무 처리 효율에 대한 인민들의 만족도

주관

효과

C31 공공자원의 거래에서 공개 입찰이 차지하는 비율

객관

기제

C32 국유재산권의 거래진입 비율

객관

기제

C33 농촌의 집단 자산 및 자원이 온라인에서 거래된 비율

객관

기제

C34 행정집행의 자율재량권에 대한 감독 수준

주관

기제

C35 행정집행의 유의미한 민원 제기율

객관

결과

C36 정부 부위의 법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한 대중들의 동의 수준

주관

효과

C41 정부의 정보공개 신청에 의해 공개된 변화율

객관

기제

C42 정부 부위의 ‘삼공’(공무원 차량, 접대비, 출장비)비용 공개 비율

객관

기제

C43 기율검사 감찰기관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빈도

객관

기제

C44 인민들이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여기는 정도

주관

효과

C51 기본 사회보장의 커버율

객관

투입

C52 도시와 읍에 등록된 실업률

객관

투입

C53 군체성(群体性) 사건 발생 횟수

객관

결과

C54 사회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인민들의 인정 수준

주관

효과

C61 정부 홈페이지 방문수의 동기 대비 변화율

객관

기제

C62 기율감찰기관이 신방제도를 통한 제보 접수 중 실명 제보를 접수받은
비율

객관

결과

C63 인민들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인민들의 생각

주관

효과

C64 정부가 인민들의 의견을 경청 및 수렴하는 정도

주관

효과

1. 데이터의 해당 주기는 전년도 1~12월임
2. 변화율은 전년도와 전년의 성장률 또는 감소율을 지칭함
출처: 过勇·宋伪(2015: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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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부패인식의 국제비교
부패의 증상에 따라 시장 영향, 엘리트 카르텔, 과두 및 씨족, 공식적
거물로 구분한 Shleifer & Vishny(1993)의 틀을 통해 중국 부패의 수준
을 가늠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공식적 거물(official mogul)에선 부패
가 지배적이고 부패한 통치자와 측근이 처벌 없이 국가권력을 휘두르고
경제를 침범하고 원조와 투자의 흐름에 끼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부패는
기본적인 경제 과정 및 자본 흐름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이익 취득을 낳는
조정된 독점을 자본화시킨다(Shleifer & Vishny, 1993; Johnston,
2010: 19에서 재인용).

표 2-29

부패의 네 가지 증상
참여

증상

제도
사레

국가/사회
역량

경제적
제도

광범위

강

* USA, Japan, Germany;
Costa Rica, New Zealand,
Uruguay

적정

중

* Italy, Korea, Botswana;
Argentina, Czech Rep., Israel,
Namibia, S. Africa

전환체제
새로운 시장
과두 및 최근 주요 자유화, 의미
최근 주요 자유화, 폭넓
씨족 있지만 취약한 구조적
은 불평등과 빈곤
경쟁

약

약

* Russia, Philippines, Mexico;
Bangladesh, Benin, Bulgaria,
Colombia, Senegal, Thailand,
Turkey

새로운 시장
비민주주의
최근 주요 자유화, 폭넓
최소한 자유 혹은 개방
은 불평등과 빈곤

약

약

* China, Kenya, Indonesia;
Georgia, Armenia, Azerbaijan
Algeria, Chad, Haiti, Jordan,
Syria, Uganda

시장
영향

엘리트
카르텔

공식적
거물

정치적 기회

경제적 기회

성숙한 시장
성숙한 민주주의
자유화, 꾸준한 경쟁과 자유화, 개방, 꾸준한 경
참여
쟁, 풍부
통합/ 민주주의 개혁
자유화, 경쟁 및 참여
확대

시장 개혁
폭넓은 자유와 및 개방,
경쟁 확대, 적정 수준 풍
부

주: *굵은체 국가는 Johnston(2005)의 사례연구 대상국이며, 다른 국가들은 주어진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분류
출처: Johnston(2010: 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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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패는 특수한 성격을 갖는다. 중국 부패는 한 세대의 문제가 아
니라 정치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정치인은 인식한다. 2013년 이래 시진핑
은 “부패가 공산당을 붕괴시킬 수 있고 국가를 몰락시킬 수 있다.”고 주
장한다. 민주주의 국가처럼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능력과
덕을 가진 리더를 선발하고 승진시키는 정치적 실적주의체제 과두체제에
기반을 둔 당과 정치제제의 정당성과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중국 정치지
도자들은 부패를 매우 중시한다(Zúuñniga, 2018: 2).
중국 부패의 또 다른 차이점은 낮은 부패 수준과 높은 경제성장과의
상관성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부패와 경제성장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다. 개혁개방과 더불어 1979~2010년 중국 GDP 성장은 평균 9.91%였
으며, 1984년에는 15.2%를 기록하였으며, 현재는 미국에 이은 세계 제2
경제대국이다(Zúuñniga, 2018: 2).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25)를 통해서 해당 국가
의 부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이 반부패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
지만,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3년부터 발
표되는 부패인식지수(CPI)의 순위는 매우 저조하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중국은 2010년 이래 계속 75위에서 100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5) 베를린에 있는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서 발표한 지수로서, 국
민들이 부패에 대해 느끼는 국가청렴도에 대한 지수이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작성하는 국제부패
척도(Global Corruption Barometer)가 있다. 180여 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CPI가 전문가나 경
영인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라면, GCB는 국민 대상으로 뇌물 경
험 유무를 직접 설문조사한다. CPI는 1994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1995년부터 발표하였다. 2017년의 경
우, CPI에 반영되는 개별지수 평가에 기업인 설문조사에는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정
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가 포함되고, 전문가 평가에는 Economic Intelligence Unit, IHS Market, 베
댈스만 재단(BF), 정치위기관리그룹(PRS), World Justice Project,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V-Dem
Institute)의 조사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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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0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국가

2010
score
(rank)

2011
score
(rank)

2012
score
(rank)

2013
score
(rank)

2014
score
(rank)

2015
score
(rank)

2016
score
(rank)

싱가포르

9.3(1)

9.2(5)

87(5)

86(5)

84(7)

85(8)

84(7)

일본

7.8(17)

8(14)

74(17)

74(18)

76(15)

75(18)

72(20)

홍콩

8.4(13)

8.4(12)

77(14)

75(15)

74(17)

7518)

77(15)

대한민국

5.4(39)

5.4(43)

56(45)

55(46)

55(43)

56(37)

53(52)

말레이지아

4.4(56)

4.3(60)

49(54)

50(53)

52(50)

50(54)

49(55)

태국

3.5(78)

3.4(80)

37(88)

35(102)

38(85)

38(76)

35(101)

중국

3.5(78)

3.6(75)

39(80)

40(80)

36(100)

37(83)

40(79)

필리핀

2.4 (134)

2.6 (129)

34(105)

36(94)

38(85)

35(95)

35(101)

호주

8.7(8)

8.8(8)

85(7)

81(9)

80(11)

79(13)

79(13)

대만

5.8(33)

6.1(32)

61(37)

61(36)

61(35)

62(30)

61(31)

덴마크

9.3(1)

9.4(2)

90(1)

91(1)

92(1)

91(1)

90(1)

뉴질랜드

9.3(1)

9.5(1)

90(1)

91(1)

91(2)

88(4)

90(1)

핀란드

9.2(4)

9.4(2)

90(1)

89(3)

89(3)

90(2)

89(3)

스웨덴

9.2(4)

9.3(4)

88(4)

89(3)

87(4)

89(3)

88(4)

노르웨이

8.6(10)

9(6)

85(7)

86(5)

86(5)

87(5)

85(6)

네덜란드

8.8(7)

8.9(7)

84(9)

83(8)

83(8)

87(5)

83(8)

캐나다

8.9(6)

8.7(10)

84(9)

81(9)

81(10)

83(9)

82(9)

독일

7.9(15)

8(14)

79(13)

78(12)

79(12)

81(10)

81(10)

영국

7.6(20)

7.8(16)

74(17)

76(14)

78(14)

81(10)

81(10)

미국

7.1(22)

7.1(24)

73(19)

73(19)

74(17)

76(16)

74(18)

프랑스

6.8(25)

7(25)

71(22)

71(22)

69(26)

70(23)

69(23)

이스라엘

6.1(30)

5.8(36)

60(39)

61(36)

60(37)

61(32)

64(28)

스페인

6.1(30)

6.2(31)

65(30)

59(40)

60(37)

58(36)

58(41)

이탈리아

3.9(67)

3.9(69)

42(72)

43(69)

43(69)

44(61)

47(60)

가나

4.1(62)

3.9(69)

45(64)

46(63)

48(61)

47(56)

43(70)

터키

4.4(56)

4.2(61)

49(54)

50(53)

45(64)

42(66)

41(75)

멕시코

3.1(98)

3(100)

34(105)

34(106)

35(103)

35(95)

30(123)

러시아

2.1(154)

2.4(143)

28(133)

28(127)

27(136)

29(119)

29(131)

체첸공화국

4.6(53)

4.4(57)

49(54)

48(57)

51(53)

56(37)

55(47)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research/cpi/overview) 년도별 CPI 지수들을 사용하여
주요 국가들의 점수를 작성함(박중훈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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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14년 36점에서 2017년 41점으로 향
상되었다. 이는 가장 부패한 국가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들의 중간 평균보
다 아래에 위치한다. 싱가포르(84점), 홍콩(77점), 일본(73점), 대만(63
점), 한국(54점)보다 낮은 상태이다. 2017년 CPI 순위는 180개 국가 중
에서 77위에 해당된다(Zúuñniga, 2018: 3). 중국의 청렴도 순위는 미국,
일본, 유럽의 많은 나라에 뒤처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화교 문화권에 있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도 뒤처져 있으며 남아메리카 멕시코, 아프리카
말리, 중동의 예멘에 조금 앞서 있을 뿐이다. ‘국제 투명성 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청렴 기록은 야당이 말하는 정책 이념, 장기 집권
및 ‘중화부흥’의 웅장한 이상과 포부와 괴리가 크다(燕继荣, 2013: 7).

그림 2-9

중국 CPI 점수 및 순위 변화(1995~2017년)

주1: Retrieved from https://www.transparency.org/research/cpi/overview (검색일, 2018.8.27)을 근거로 작성함
주2: 1995년 40등, 2003년 66등, 2013년 80등 이면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 비교국가 수가 1995년에는 41개국(40등), 2002년에
는 102개국(59등)으로 늘어난 맥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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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은 CPI 점수는 1점이 오르면서 2016년에 비해 CPI 순위
가 2등급이 상향되었다. 이는 반부패 및 뇌물 캠페인과 보조를 맞추는 것
으로 보이며, 2018년 1월부터 발효되는 중국 반불공정경쟁법(PRC
Anti-Unfair Competition Law: AUCL)을 수정하면서 상업 뇌물은 주
목을 받고 있다. 상업 뇌물의 범주가 확대되었으며, AUCL를 어길 위험
성이 증가되어서 중국에서 사업은 유의해야 한다. 뇌물 수혜자는 거래 대
상과 관련된 제3자도 포함한다. 고용주 역시 피고용자의 상업적 뇌물 활
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 중국의 반부패 추세가 전보다 강화되고, 개혁을
통해 상당한 조사권한이 당국에 주어졌다(Baker McKenzie, 2018.2.22).
부패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반영하는 세계투명성기구(TI)의 국제
부패척도(GCB)를 보면 중국 응답자의 73%가 부패 수준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중에서 2017 GCB 기준
으로 가장 심한 상황이다(Zúuñniga, 2018: 3).
공공부문의 작은 부패와 거대 부패를 포함하여 엘리트와 민간부문의
국가에 대한 포획을 고려하는 World Bank의 부패통제지수는 점진적 개
선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점수(-0.44) 및 척도(-2.5)(낮음)에서
2016년 점수(2.5)(강한 거버넌스 성과) 및 척도(-0.25)로 향상되었다
(Zúuñniga, 2018: 3).
여섯 가지 구성요소(사법부 독립성, 행정적 부담, 무역 개방성, 예산
투명성, 전자적 시민권, 언론의 자유)를 측정하는 국가 부패통제에 관한
객관적·포괄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공공청렴성지수(Index of Public
Integrity)를 보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예산 투명성만 제외하고 나
머지 구성요소가 다소 향상되었다. 공공청렴성지수는 1에서 10까지 척도
를 가짐 높은 숫자가 나은 성과를 나타낸다. 2017년 기준 예산 투명성

제2장 (반)부패의 이론적 배경 ❙ 143

(1.21), 무역개방은 다소 감소(6.78)하였고, 언론자유(1.23), 행정부담은
2015(7.61)에서 2018(8.25)로 향상되었다(Zúuñniga, 2018: 3).
비록, 중국이 최고위급까지 처벌하는 등의 반부패 사정을 추구하고 있
지만, 부패를 감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는 언론과 시민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는 있어
도 획기적인 순위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라서 민주화가 향상되면, 중국의 부패 수준
은 낮아질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2017년 기준 중국보단 상대적으로 민
주적이라 할 수 있는 인도(81), 인도네시아(96), 필리핀(111)이 중국보다
낮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Ramirez(2014)는 1인당 국내 총생산(GDP in capita) 및 부패 수준
을 사용하여 현대 중국과 100년 전 미국을 비교하였다. 이 시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에서의 부패는 미국의 경제성장 시기와 비교하여
아마 거의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중
국의 부패 정도는 국제적으로 혹은 역사적 비교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것
은 아니라고 주장한다(Fungáčová, 2016: 8에서 재인용).
근본적으로 부패는 인류사회의 일반적인 폐단이다. 부패의 근원은 관
료체제의 폐단과 인성의 ‘약점’에 있다. 그러므로 부패를 다스리는 것은
각국에서 직면한 공통된 임무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채택하여 부패를 다
스리느냐 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정치이념을 보여주고 부패의 효과를 결
정하게 되며, 한 나라가 오랫동안 안녕과 평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燕继荣,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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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 무관용 원칙
(1) 부패 무관용 의미
부패의 폐해는 언제 어디서나 개인이나 정부, 국가의 존망에 직간접적
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부패의 맥락이나 제도도 중
요하지만 부패를 인식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나 지역, 사회나
개인에 따라 부패를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 부패의 발생 빈도나 규모가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부패나 청렴을 주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
패에 대한 수용도(tolerance)를 어느 수준에 설정하는가도 주목된다.
Heidenheimer(1989)는 부패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용인 정도에 따라
부정부패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흑색부패’는 일반 대중과 고위
급인사 등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이다. ‘회색
부패’는 사회구성원 중 일부 집단, 특히 고위급인사들은 처벌을 원하지
만, 다른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대중들은 모호한 태도를 보
이는 부패를 말한다. ‘백색부패’는 구성원의 대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
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행위를 말한다.
일상에서 낮은 수준의 부패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부패에 관한 무관용(zero tolerance)을 옹호해야만 하는 것일까? 무관용
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첫째, 무관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패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일
정한 부패의 형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령, 나찌 관료에게 수용소
에서 탈출하기 위해 뇌물을 주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무관용은 규범적
인 것이다. 둘째, 무관용은 문자 그대로 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가
능한 대책이 항상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무관용은 흔한 규범적 직위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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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현실적 정책처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의미한다. 무관용
은 문자 그대로 무관용이 아니라 반부패를 최우선순위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Stephenson, 2014).
“수십 개 문건이 있더라도 하나의 입을 막을 수 없다.”는 공금으로 먹
고 마시는 문제, 업계에 바르지 않은 분위기, 간부들의 소위 ‘인정도 품앗
이라’하는 행위, 권력과 관한 회색소득(灰色收入) 등이 있다. 이들 문제는
비록 부패라고 하지만, 싹이 트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때에 바로 고칠
수 있다(徐喜林, 2013: 44).
이런 맥락에서 반부패나 청렴을 주창하기 위해서는 ‘무관용’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패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부패에 대한 수용을 어
느 정도로 적절하게 설정하는가는 반부패나 청렴 대책의 토대가 될 것이
다. 개인이든 사회이든 사소한 부패행위라도 용납하지 않는다면, 부패의
동인은 최소화될 것이다. 그러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호미로 막
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처럼 작은 부패를 막지 못한다면, 부패의
기회나 동기를 제공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부패의 환경을 조성
하고 부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무관용(zero tolerance)이란, 그 어떤 경미한 잘못도 용서하지 않는다
는 의미다. 무관용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을
근거로 할 수 있다. Wilson & Kelling(1982)의 유리창 이론은 사회 무
질서에 관한 이론으로 건물 유리창이 깨진 상태로 방치되면 사람들이 흔
히 건물 전체를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함부로 파괴해도
된다는 암시를 받게 되어 곧 이어 다른 창문도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는 것이다.
부패 무관용을 추구하려는 목적은 윤리 위반을 막고, 조직의 위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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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재정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불이행의 요소를 막고, 단기와 장기에 걸
쳐서 조직의 위상과 목표를 훼손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부패에 대한 인민의 관용도가 낮아지면, 관료가 부패를 감행할 가능성
을 낮추며, 작은 부패라도 중도에 포기하게 하며, 부패 확대를 낮출 수
있으며, 사회의 밝은 기풍을 조성할 수 있다(杜治洲, 2015: 128-130).

(2) 부패 무관용 사례
부정부패에 대한 한 사회의 용인 정도는 국가마다 다양하며 변화할 수
있다. 미국 경찰서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 범죄자들에게 무관용제
도를 시행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얻었다. 1993년 뉴욕시는 미국 연방수사
국 10만 명 이상의 시민이 거주하는 189개 도시에 대한 범죄율 통계에서
87위 순위였다. 그러나 1997년 상반기에는 그 순위가 150위로 개선되었
는데 뉴욕시 치안이 좋아진 이유는 무관용을 경찰 업무에 도입했기 때문
이다.26)
홍콩의 청렴 수준은 중화권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는다.27) 홍콩의 비리
수사국은 무관용 이념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집행하
고 있다.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홍콩 비리수사국은 설립 후 얼마 안 되어

26) Broken Windows Theory.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Broken_windows_theory
(검색일, 2018.6.21).
27) 홍콩지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청렴교육을 반부패전략에 포함시킨 지역이다. 1974년 염정공서(ICAC)가
설립되기 이전, 홍콩은 부정부패가 성행하는 지역이었다. 염정공서 설립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아 홍콩은 세
계에서 가장 청렴한 지역이 되었다. 2010년 홍콩 염정공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500여 명의 조사대상
중, 96.3%가 홍콩의 청렴정치를 수호하는 중요성에 동감했다. 해당 조사는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부정부패
를 혐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관용정도를 0~10까지로 평가했다. 0은 완전한
불관용이고, 10은 완전한 관용인데 조사결과 홍콩의 평균 점수는 1.3으로 나타났다. 부패가 성행한 사회라
도 효과적인 반부패 방법을 통해 부패에 대한 ‘무관용’을 실현하면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다(辛向阳·陈建
波, 2015: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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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정책을 내놓았다. 1960년대에 홍콩 「비리예방조례」를 출범하고
부패행위의 죄목과 처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홍콩비리수사국은
산하에 집행부서, 횡령예방 부서, 커뮤니티 관리 부서를 설치하고 세 부
처가 협력하여 “신고는 반드시 접수하고, 부패 사건은 반드시 조사하며,
부패처벌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홍콩 비리수사국이 ‘무관용’
정책을 시행한 것은 부패분자들에게 강력한 위협으로 작용했으며, 부패
를 처벌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부패를 예방하여 홍콩이 세계 청렴정치
분야에서 선두에 올려놓아 국민들의 추종을 받고 있다(徐喜林, 2013: 70).
영국 투명성기구는 2010년 총선에서 각 정당이 선거공약을 준수할 것
을 제시하였다. 영국이 반부패를 위한 행동의제(an agenda for action)
인 부패 무관용(zero tolerance for corruption)을 추구하는 이유로는
공직의 청렴성과 경영에서의 성실성으로 명성이 높았던 위상이 상당히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국가적 관심 사항인 부패 무관용을 통해 가
능한 신속히 명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부패 무관용은 개인적·집합적
반부패를 통해 ⅰ)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ⅱ) 공직사회에서 윤리적 표
준을 강화하고, ⅲ) 개인이나 기업이 타인을 희생하여 불공정한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ⅳ) 국제무역에서 뇌물에 따른 위험과 낭비
를 줄일 수 있도록 영국의 대외수출을 지원하고, ⅴ) 후진국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원조의 효과성을 높여 UN 새천년발전목표(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을 충족시키려는 것이다. 행동의제로
는 ⅰ) 영국 의회, 정부 등에서의 윤리기준 적용, ⅱ) 정당에 공식적으로
부패 무관용 정책의 집행, 그리고 정부의 국내외 부패에 대한 일관적이고
교차 부처간(cross departments) 전략의 수립, ⅲ) 반부패 법집행에 우
선적인 자원배정, ⅳ) 반부패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의 집합적 행위, ⅴ)

148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1997년 OECD 반뇌물협정, 2003년 UN 반부패협정, G-8 및 G-20 반
부패 약속 등의 이행, ⅵ) 영국의 수혜국에 대한 원조 및 세입의 투명성,
ⅶ) 수출신용에 의한 모든 거래에 반뇌물 규칙 적용, ⅷ) 해외 자금세탁
대응 및 추징 등이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2009).
부패에 대한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최근 ‘무관용’(零容忍)을 강조하고
있다. 2015 신년사에 나타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추진 의지에서
엿볼 수 있다. 즉,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4년 12월 31일 발표한 2015년
신년사에서 “2014년 중국은 기풍을 바로잡고 기율을 엄숙히 하는데 전
력을 다하였으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향락주의 및 사치풍조를 배격해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부패척결의 폭을 확대하고 무관용의 태도
로 부패분자들을 엄벌함으로써 반부패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준 것이다
(人民网, 2015.1.1). 이후 중국은 반부패 드라이브가 강화되면서 당정 관
료사회는 종전과 다른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일 처리에 신중하고 몸가짐은 무겁게 하라. 엄격하게 수신에 힘쓰고
엄격하게 권력을 행사하며 엄격하게 자신을 단속하라. 일을 도모하고
처신함에 성실해야 한다.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하게 기꺼이 책임지
는 자세로 난관을 돌파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거짓말과 큰소리, 헛소
리는 삼가라. 일체의 부패 유혹에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라. 홀로 있을
때 삼가고 시작부터 삼가며 사소한 것에도 삼가는 자세를 견지하라.
‘부패는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
(시진핑, 2014년 3월 18일, 허난성 란카오현(阑考县)에서 열린 ‘군중
노선 교육실천’ 활동 중에서)(유상철 옮김, 20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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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총서기는 제19기 중앙기율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지엽
적인 것과 근본을 같이 다스려 반부패 투쟁의 압도적 승리를 쟁취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中央纪委国家监委网站, 2018.4.20).
‘3불기제’(三不机制)는 중국 지도부가 추진하는 당풍청렴건설과 반부
패 투쟁의 핵심 목표라 할 수 있다. 즉, 당 18대 이래 ‘감히 부패를 저지
르지 못하는 분위기’(不敢腐)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不能腐)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不想腐)하는 3불기제를 주창하고 있다(李雪勤,
2017.2.28). 사실상 ‘3불기제’는 중국식 무관용(零容忍)28)의 핵심 방식
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
웃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29)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삼진 아
웃제와는 달리, 위법한 행위를 범했을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처벌하는 것
으로써 무관용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서울
시가 2009년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감사기관, 학교, 군대 등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2012년 경찰유착비리 사건인 일명 ‘이경백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정·
부패를 근절하고자 같은 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

28) 감히 부정부패를 못하는 것(不敢腐)은 처벌 강도를 강화하여 높은 부패비용으로 간부들의 부패에 대한 두려
움을 갖게 하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할 수 없는 것(不能腐)은 제도와 기제를 통해 부패 발생의 조건을 제거하
여, 부정부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부정부패의 의지가 없는 것(不想腐)은 반부패 사상교육을 강화하
여, 근본적으로 부정부패의 동기를 제거하는 것이다(求是, 2017.3.27).
29) 정부는 2018년 3월 19일 발표한 정부 혁신안에서 보듯,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금품수수,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한 번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바로 퇴출하고 형사
고발을 하는 제도다.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채용비리가 적발된 부정 합격자는 바로 퇴출하고, 가
담자는 전원 수사 의뢰한다.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에 연루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
계 조치하고, 징계 감면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형사고발은 2019년부터 의무화한다. 성폭력 범죄자
는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직해야 한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실·국장 보직제한을 도입
할 것을 검토한다(chosun.com,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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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 2013년도부터 ‘부정·부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경찰윤리는 예전부터 논의
되고 있지만,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제도를 수행함으로 윤리
와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부패의 가능성을 보다 낮출 것이다.
한편, 세계 초일류기업인 삼성의 기업문화는 실패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지만, 부정에는 결코 관대하지 않다. 과거 A 부서에서는 단돈 1만 원
떼어먹은 여직원도 해고시킬 정도로 인사가 냉엄한 사례가 있다. ‘할 일
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 평소에 상당히 많은 교육을 한다. 예를
들어, 선물로 1만 원짜리라도 받으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 가치 기준을
교육한다. 심지어 창구 근무자들에게 외부에서 음료수를 들고 오다가 망
신당한 경우도 많다. 이는 윤리교육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
사에 대해서도 종전처럼 사전 적발 감사는 안 하고 예방감사, 전략적 지
원을 위한 감사는 한다. 감사에 걸리면 끝이다. 금품수수나 비리에 관련
되면 규모에 관계없이 바로 퇴사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청결한 조직
을 지탱하는 틀이다(가재산, 2017: 312). 감사는 적발을 중심으로 하는
사후대책이라기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역할이 더 크다. 비록, 감사실은
상당히 무서운 존재지만,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부정을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무능도 부정이다.”라는 말은 삼성그룹
의 감사 용어이다. 승진이 양성적인 사기진작책이라면 감사는 음성적인
업무강화책이다. 즉, 당근과 채찍인 셈이다(가재산, 2017: 313).

(3) 부패 무관용의 한계
이상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부패는 부정적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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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그러나 현실 생활 속에서는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듯
이’ 부패의 강약 스펙트럼에 따라 부패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를
영(zero)으로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부패 무관용
이 어려울까?
현실에서 부패와 반부패는 본질적으로 복잡한 속성을 띤다. 부패는 희
색지대(grey zone)이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은 부패 행태가 모두 사악한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부패하지 않은 행태가 모두 청렴한 것은 아니다.
사소한 부패 또는 모든 행태의 관계 또는 거래가 모두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패와 반부패는 사회 작용에 관한 선악을
예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부패에 관한 무관용은 부패의 복잡성
이 작용하여 모두 신뢰할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Menestrel, 2018).
중국에서 무관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첫째, 현실적 장애인데, 즉
ⅰ) 과도하게 인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ⅱ) 기업 규장, 영역별 규범,
행정법 규범, 당기율 등과 형사정책의 부조화, ⅲ) 제한된 사법자원이 형
사정책 시행에서의 무관용을 어렵게 한다. 둘째, 이론적 장애인데, 즉 ⅰ)
형법이 정한 범죄의 규정을 위반할 수 있고, ⅱ) 범죄와 형벌의 균형 원칙
을 위반할 수 있고, ⅲ)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钱小平, 2017:
93-95).
중국 공산당 이래 처음으로 상무위원을 부정부패로 처벌하여 최고위
급에 대한 일종의 면책특권이란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이 시 주석에게 “부패척결 행보가 지나치게 빨라선 안 된다. 반부
패 전선을 과도하게 확대해선 안 된다.”고 견제를 보내는 등(Financial
Times, 2014.4.1)의 행태가 중국 정치 내부에 팽배한 상황은 부패 무관
용(零容忍) 원칙을 완수하기는 매우 어려운 증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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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부패 무관용이 지켜지기 어려운 이유로 부패를 부추기는 왜
곡된 문화, 그리고 제도적 결함을 제기한다. 이런 현상은 부패가 숨을 쉴
공간을 마련한다(徐喜林, 2013: 73-74).
첫째, 부패를 부추기는 왜곡된 문화인데, “한 사람이 벼슬을 하니 온
식구들도 모두 권세를 얻는다.” “승진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표현처럼
중국은 경미한 부패행위에 습관이 되었고, 부패에 대해 아무런 원칙이 없
이 수용하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합리적인 탈세 배우기’, ‘언론 대처
방법 배우기’ 등이 성행하며 공개적으로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이용
할 담력이 있어야 한다.” “신호위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등의 부
추김도 있다. “위에는 정책이 있고, 아래에는 대책이 있는” 행위로 ‘실용
주의 임시변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관념들이 일부 지방부
서의 주요 사상과 방향이 되고 중앙 방침과 정책이 지방에서 실종되고 변
형되며, 심지어 왜곡과 곡해된다는 점이다. 이 모든 사항이 부패에게 허
점을 내주고 나아가 부패의 온상이 된다. 이는 부패의 무관용과 저촉된
다. 또 어떤 지도자들은 이상과 신념이 흔들리고 취지와 관점이 흐려지
고, 경외 의지가 사라져 배금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를 기꺼이 받아들
인다. 그들은 심지어 주도적으로 부패의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 모
든 과정이 부패행위에 번식의 토양을 제공하고 부패를 조장하게 된다(徐
喜林, 2013: 73).

둘째, 제도적 결함이 부패 현상에 수용의 공간을 제공한다. 제도를 합리
적이고 과학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부패 ‘무관용’을 실현하는 근본적인 보
장이다. 현재 중국에서 부패 무관용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는 제
도적인 결함을 들 수 있다. 제도는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실체성 제도,
절차적 제도 및 보장성 제도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중국에는 실체성 제도가

제2장 (반)부패의 이론적 배경 ❙ 153

튼튼하지 않고 절차적 제도가 불완전하며 보장성 제도가 엄격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수십 개의 문건도 입 하나를 관리하지 못하고’,
‘십여 개의 공공기관 날인이 고향 사람 한 명보다 못하며’, ‘일인자’의 위
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추궁하지 못하고 있다(徐喜林, 2013: 73-74).

3. 반부패의 거버넌스
1) 반부패의 취지
Oxford 사전은 반부패(anti-corruption)를 “불성실하거나 사기를 치
는 행동을 뽑거나 막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특히 정치적 맥락에서 사용된
다.”라고 정의한다.30) 또한, Merriam-Webster는 “부패를 반대하고, 좌
절시키고, 처벌하는 것”으로 정의한다.31) 이런 정의를 토대로 본다면, 부
패를 예방, 대응, 관리, 처벌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부패(anti-corruption)
라 할 수 있다. 반부패를 추진하는 목적은 개인, 사회, 정부, 국가마다 매
우 다양할 것이다.
Quah(2013)가 지적하듯, 반부패 캠페인은 정적 제거 수단으로 사용
될 수 있어서 중국 지도자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반부패 캠페
인은 동시에 경제 여건을 향상시키고, 대중의 지지를 얻고, 정치 반대자
를 약화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Fungáčová, 2016: 8에서 재인용).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는 “그 어떠한 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격하게 처분해야 한다.”라는 내용

30) anti-corruption. Retrieved from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anti-corruption
(검색일, 2018.3.26).
31) anti-corruption. Retrieved from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anti-corruption
(검색일, 201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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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 “법·규정 위반 사건을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 어떠한 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고 관대해선 안 된다.”라고 표명하였다. 공산
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는 부패 행위자라는 개념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다른 측면에서 “부패를 징벌하는 강력한 의지를 유지하고 크고
중요한 사건을 흔들림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인민 주변에 일어나는 부패
문제에 역점을 두어 해결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지, 권력
이 크고 작든지, 직위가 높고 낮든지 간에 상관없이 당의 기율과 나라의
법을 어기면 모두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하고 관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제시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공산당의 반부패에 대한 굳건한 결심
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徐喜林, 2013: 44).
이와 같이 사회주의 중국에서 반부패는 공산당의 존립 근거와 직결되
기 때문에 반부패를 위한 중국 지도자들 의지는 매우 강력하며, 각종 회
의 때마다 줄기차게 주창(advocate)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운동 지
향적 반부패는 정치적 보복을 초래할 수 있고,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없
기 때문에 반부패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을 추진할 거버넌스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芳扬 교수와의 인터뷰, 2018.3.23).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강력한 반부패 의지와 달리 서구는
물론 같은 중화권에 비해서도 부패 관련 거버넌스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
다. 다시 말해 부패를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있는
기반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World Bank가 세계 거버넌
스 지표의 통계를 보면,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의 거버넌스 지수인 주
장/책임성, 정치적 안정성, 정부 효과성, 규제품질, 법치, 부패통제의 흐
름을 파악할 수 있다(<표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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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의 거버넌스 지표 비교

표 2-31

중국
1996

홍콩
2016

1996

마카오
2016

1996

2016

대만
1996

2016

주장(voice)/책임성

12

6.9

62

54.68

60

44.33

68

79.80

정치적 안정성

44.15

27.14

67.02

74.27

56.91

98.10

85.11

79.05

정부 효과성

43.17

67.79

83.61

98.98

64.48

85.10

69.40

89.42

규제 품질

45.11

44.23

96.74

99.52

68.48

95.67

76.63

87.02

법치

33.67

46.15

69.85

93.27

58.79

77.88

70.35

85.58

부패통제

48.39

49.04

89.78

91.83

69.35

78.37

73.12

78.85

주: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를 근거로 작성함. Retrieved from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
/wgi/index.aspx#home (검색일, 2018.8.8)

<그림 2-10>에서 보듯, 마카오의 변화 폭이 비교적 큰 모습이며, 중국
의 경우 전반적으로 비율 순위(Percentage Rank)가 비교적 낮다. 반대
로 홍콩의 경우, 규제품질(Regulatory quality)은 매우 높은 편이다. 또
한,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의 경우, 중국은 2000년 초반부터
2010년까지 백분위가 떨어졌다고 이후 다시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를 보
이며, 마카오의 경우, 다른 범주처럼 변화의 폭이 상당히 심하다.
그림 2-10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의 부패통제 수준의 변화

주: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를 근거로 작성함. Retrieved from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
/wgi/index.aspx#home (검색일, 20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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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수많은 정부기관을 감독하는 자체 과정을 집
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충분한 견제와 균형이 없
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언론의 역할이 문제이다. 중국과 비교하
여 홍콩과 마카오는 윤리적 거버넌스에서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갖고 있
다. 중국의 규모상 지역주의 심각성, 다양한 반부패 기관의 복잡성은 반
부패 추진에서 상대적으로 비효과적이다. 정치적 반부패 운동은 계속되
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Lo, 2006: 17).
궁극적으로 책임성 제고, 내외부의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 공무원과
사법 개혁의 공고화, 단일 반부패 기관의 권한부여와 더불어 정치개혁이
중국 반부패에서 필수적일 것이다. 마카오의 반부패와 윤리적 거버넌스
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권한과 홍보가 상당히 개선된 유일한 반부패 기관
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단기적으로는 마카오 모형이 중국의 심각한 부패
문제해결에 참고가 될 것이다. ‘비리 공무원의 염라대왕’으로서 홍콩의
반부패 수사기구인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는 법치가 엄격히 적용되
며 상당히 존중을 받는다. 청렴정부라는 윤리적 가치를 특징으로 하는 이
와 같은 홍콩 모형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법령, 책임성, 공직윤리 등에 참
고가 될 것이다. 반부패를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고화된 법령체계라
는 전제조건이 없다면,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완수는 어려운 과
제로 남을 것이다.

2) 반부패의 거버넌스
세계 주요 국가들의 부패척결 모형은 크게 의회주도형과 행정주도형
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부패척결 기구는 주로 의회로 구성되어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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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임을 진다. 후자의 주요 부패척결 기구는 행정부처 혹은 행정 수뇌
자를 통해 탄생하며 책임진다. 일부 학자들은 지금 세계의 부패척결을 자
생자발발전형(自生自发演进)과 정당정부동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徐喜林, 2013: 129).
중국의 부패척결은 중국공산당이 주도적으로 관리한다. 당기율검사위
원회를 필두로 2018년 설치된 국가감찰위원회와 함께 반부패를 진두지
휘하고 있다. 중국의 반부패는 정당 주도형 모형이며, 중국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부패척결은 항상 국제적인 중요 과제이다. 최근 들어 중국은 부패척결
문제에서 유엔, 세계은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국제투명성기구,
아시아옴부즈만협회 등 국제협력기구와 폭 넓은 협력과 교류를 하고 80
여 개 국가와 지역과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앞으로 「국제연합부
패방지협약」의 프레임 안에서 세계 각국과의 부패처벌 관련 협의를 더
강화하고 선진 경험을 받아 들여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의 업무를 지속
적으로 실행하고 중국특색의 반부패 청렴정치 제창 노선의 새로운 국면
을 개척할 것이다(徐喜林, 2013: 129).
햇빛’은 부패의 ‘천적’이다. 공무원 재산신고 등록 및 관련된 공시제도
는 ‘햇빛법안’의 중요 내용으로서 세계 각국의 주요국가에서 시행하고 있
으며 부패를 다스리는 효과적인 제도로 증명되었다. 동시에 현대 정치의
한 가지 중대한 성과로서 공무원 재산신고등록제도는 이미 현대 정부의
상징적인 제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재산신고등록제도를 도입하
느냐 여부는 각국 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결심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며 국
가 정치의 현대화 수준을 심사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燕继荣,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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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은 UN반부패협약에 가입(중국은
2003년 서명하고 2006년에 비준)하였다. 양갑용(2015: 35)에 따르면,
중국이 UN반부패협약에 가입한 것은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국내 반부패
세력의 해외 도피추적 및 불법재산환수 노력을 새로운 반부패 운동의 동
력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UN반부패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
제공조를 내세우는 명분도 축적하고, 국제협조를 통해 이른바 ‘여우’들을
송환하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협력의 일환
으로 중국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부문이 참여하는 ‘해
외도피 및 재산추적망’(海外追逃追赃网)을 만들고 해외재산 추적을 위한
국제협력국(国际合作局)을 신설하였다.
그렇지만, 중국 반부패 형사법치 분야에서 국제협력은 다음과 같은 어
려움이 있다. 즉, ⅰ) 반부패 국제협력의 취약한 형사법제 기초(정밀하지
못한 부패범죄 구성요건의 입법기술, 부패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
점), ⅱ) 반부패에 관한 선결적인 법률제도 부족, ⅲ) 반부패 법치에 있어
서 확연히 부족한 인권보장, ⅳ) 반부패 국제협력이 실무상에서 당면하는
부패범죄의 인도 및 송환 규정의 차이성 등이 지적된다(조병지, 2011:
780-788).

3) 반부패 거버넌스 구상
중국의 반부패 투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했다. 즉, ⅰ) 집중관리
에서 일상관리 방식으로, ⅱ) 운동 및 권력 중시의 반부패 관리 방식에서
제도 지향의 반부패 방식으로, ⅲ) 사후징계 관리 방식에서 예방중시 관
리 방식으로, ⅳ) 임기응변 방식에서 예방, 감독, 징계를 모두 중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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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
이다(傅思明. 2017: 73-74).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전략 기본방침은 체제개
혁과 제도혁신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
이었다. 반부패제도 건설에서 당과 정부는 전문적인 감독기관을 설립하
고 법규를 제정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
문제와 반부패 투쟁은 여전히 엄준한 형세에 직면해있다. ‘구룡치수’(九
龙治水)32)의 감독관리체계는 ‘일인자’(一把手)를 감독할 수 없고, 정부의

구매제도, 입찰제도, 수입신고제도 등 부패예방 제도의 실질적 효과 역시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다면 어떤 기제가 효과적으로 부패를 예
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만 부패제도가 효과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가?(何增科, 2017: 33-34).
현대 국가청렴정치제도체계는 선거제도와 분권33)의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가 시민 앞에 책임지는 일련의 기구와 규칙으로 구성된 체계이
다. 何增科(2017: 34)에서 보듯, 현대 국가청렴정치제도체계의 구축은
효과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정권이 흥망성쇠 주기를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경로이다. 기존의 청렴정치제도체계는 현대 국가청렴정치
제도체계와 큰 차이가 있다. 현대 국가청렴정치제도체계를 구축하려면
‘로드맵’과 실행계획이 있어야 한다.
국가청렴정치체계 구축34)의 목적은 지속적 발전을 추진하고, 법치사

32) 한 가지 문제에 여러 부문이 관여하여 효과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함
33) 다만, 과도한 분권은 부패 빈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권력하방은 경제 활성화나 사회발전을 촉
진하는데 유리하지만, 지방 집권을 강화시켜 부패 발생과 부패 만연을 쉽게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았다(王传
利, 2016: 141).
34) 현대 국가청렴정치제도체계의 개념은 ‘국가청렴정치체계(National Integrity System, NIS)개념에서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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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건설과 민생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려면, 청
렴정치라는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支柱)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기둥
은 다양한 조직과 기구, 관련 규칙들과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선거제도
로 구성된 수직적 문책(问责) 기제와, 기관 행위자들 간 분권으로 형성된
수평적 문책 기제가 모든 ‘청렴정치의 기둥’에 관철되어야 한다. 즉, 대중
의 청렴의식과 사회적 가치관이 이 건물의 토대가 되고, 국가청렴정치체
계의 조직 또는 기관행위자 및 핵심 규칙과 실천이 ‘청렴정치 기둥’이 되
는데, 이를 국가청렴정치체계의 제도체계 또는 국가청렴정치제도체계라
고 부른다(<그림 2-11>, <표 2-32>)(何增科, 2017: 34).
그림 2-11

국가청렴정치체계도

출처: Pope(2000: 36); 何增科(2017: 35)에서 재인용

되었다. Pope는 1993~1994년, 국가의 부패 및 반부패 문제에 대한 연구의 기초 위에서 ‘국가청렴정치체
계’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 개념은 2001년 중국에 전해졌고, 이후 중국 학자들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출판
한 「반부패시스템: 국가청렴정치체계구축」의 역저에 기반하여 중국국가청렴정치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
했다(Pope, 2000; 何增科, 201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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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e(2000: 43)이 묘사하듯, 기둥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각각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만일 한 기둥이 취약하면 부담이 다른 기둥으로 쏠리
게 되고, 만일 여러 기둥이 취약하면 이 부담은 궁극적으로 기울어져 무
너지고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 전문가들은 후속 연구에서 정당정치와 지방정부 등의
내용들도 구조적 기둥에 포함시켰다. 국가정치청렴제도체계의 각 기둥은
권력의 운행 및 감독 과정에서 대체 불가능한 특정 기능들을 수행하며,
상호 의존하고 제약하며 국가청렴정치체계라는 건축물을 지탱한다. 만약
하나 또는 몇 개의 기둥이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면, 국가청렴정치체계는
붕괴하게 된다. 관련 핵심규칙과 실천의 내용들은 구조적 기둥들이 효과
적으로 운행하고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기구 및 규칙들은
기둥의 철근과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何增科, 2017: 36). 예컨대,
공평하고 자유로운 선거제도가 없다면, 정부지도자와 대표자들이 유권자
앞에 책임지는 문책기제는 성립될 수 없다. 또한, 관련 규정들의 투명성
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와 언론은 권력을 감독할 수 없게 된다.

표 2-32

국가청렴정치제도체계의 틀
구조적 지주

관련 규범과 실천

행정기관

공사(公私) 이익충돌 규범

입법기관 또는 의회

공평선거

의회의 공공회계위원회

고위급 관료의 권력 질의

감사본부

감사 리포트 공개

공무원체계

공공서비스의 도덕 준칙

사법기관

독립성

언론

정보의 획득

시민사회

언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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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계속
구조적 지주

관련 규범과 실천

감찰원

당안(档案) 관리

반부패기관 또는 감독기관

법률의 엄격한 집행

민간부문

경쟁촉진 정책

국제사회

효과적인 상호 법률, 사법 협력

출처: Pope(2000: 36); 何增科(2017: 35)에서 재인용

<표 2-32>에서 보듯, 국가청렴정치제도체계, 달리 표현하면 반부패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구조적인 지주와 관련 규범과 실천이 뒷받침되어
야 할 것이다. Pope의 서구적 청렴정치제도의 틀이 당국가체제인 중국
에서 적용되기에 전제조건에서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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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 (반)부패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맥락
제2절 중국 (반)부패의 인식분석
제3절 중국 (반)부패의 분야별 사례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맥락
1.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검토
부패는 역사적인 문제이고 세계적인 문제이다. 국가마다 지역마다 부
패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인간이 존재하는 모
든 곳에는 부패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반부패 의지와 대책은 계속 이어져
왔다.
중국35)에서 부패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역대 왕
조는 모두 부패 문제에 시달렸고, 부패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크고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되지만 결국 부패로 인해서 붕괴되었다.
물론, 중국 역사에서 관직에서 청렴하여 여전히 칭송을 받는 수많은
사례36)가 있다. 그렇지만, 부패로 인한 비난과 파멸을 남긴 사례는 이루

35) 중국의 글로 기록된 역사는 5천 년이 된다. 역사 자료를 토대로 통계한 결과, 화하(华夏) 시기부터 청(清)나
라까지 총 83개의 왕조(王朝), 559명의 제왕(帝王)이 있었다. 그 중에서 황제 397명, 왕 162명이었다. 역대
왕조의 통치를 보면 통치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간에 상관없이, 처음에는 모두 덕(德)으로 백성들을 감화하
고 열심히 국정을 다스리다가 관료체제에 부패가 생기고 제도적 부패로 이어지면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새
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패턴이었다. 이 나라들은 모두 “빠른 시간에 흥성되고, 또 빠른 시간에 쇠망을 맞
이한다.”(其兴也勃焉,其亡也忽焉)라는 흥망성쇠의 주기적 규칙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중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상(商)나라 주왕(纣王)의 황음무도와 궁사극치, 당(唐)나라 이융기(李隆基)의 ‘안사의 난’(安史之乱),
동한(东汉) 시기의 관직매매, 청(清)나라의 부패무능(无能), 모두 제도적 부패와 관료의 타락이 나라의 멸망
을 초래하는 예이다(徐喜林, 2013: 30).
36) 예로부터 청렴한 사람은 권력과 지위의 높낮이와 학문의 깊이와 상관없이 역사에 이름을 길이 남기며 대대
로 전해져 내려왔다. 포청천은 살아있을 때 다음과 같은 가훈을 비석에 새겼다. “자손 후대 중 관직에 있는
자가 횡령하여 파면을 당하면 살아서 집에 돌아오지 말고 죽어서도 고향 땅에 묻지 말거라”(伍洪杏, 2016:
20). 청나라 시기 청렴하고 근면하였던 사성용(佘成龙)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 역사극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徐喜林, 2013: 58). 저우언라이 총리는 외국을 방문하면서 외국 정상에게서 받은 선물을 국가에 모
두 기증했다(伍洪杏, 2016: 20).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저우언라이 총리는 평생 청렴하고 국가로부터 사익
을 챙기지 않았고 모든 지출을 급여에서 차감하였다. 또한 부인인 덩잉(邓颖)과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 공손
히 대하였다(徐喜林, 2013: 58). 티베트 지원자 쿵판썬(孔繁森)은 명예와 이익을 탐내지 않고 고아들의 병치
료를 위해 자신의 피를 팔아 의료비를 모았다(伍洪杏, 2016: 20). 전 윈난성 보산(保山) 지역위원회 서기 양
선주(杨善州)는 정년 후 윈난성위원회의 안배대로 성도인 곤명시로 이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지 주민을 데
리고 20년 동안 산에 가서 나무를 심었다. 자신을 산에 맡긴 것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인민이 필요로 하고 존
경하는 간부의 이미지다(徐喜林, 2013: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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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아릴 수 없다. 부패행위는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명예가 실추하며 심지
어 극형에 처할 수도 있다. 청렴결백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게 부패로 인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가족을 못 보거나 부
모님에게 안부조차 묻지 못하는 슬픔을 면할 수 있다. 또한, 부패를 저질
러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는 결과를 면할 수 있다(伍洪杏, 2016: 20). 중
국 역대 왕조에서 벌어진 부패나 반부패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다.

사례1: 반부패 운동을 추진한 요(尧)와 순(舜)
요가 제왕이였을 때, 백봉(伯封)이라는 탐관을 처벌했다. 「좌전·소공
이십팔년(左传·昭公二十八年)」에서 백봉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즉,
“백봉은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성격이 매우 불같고 괴팍한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큰 돼지(탄람자: 贪婪者)라고 불렀다(실유시심, 탐
란무염, 분류무기, 위지봉시, 유궁후에멸지: 实有豕心, 贪婪无餍, 忿类
无期, 谓之封豕, 有穷后羿灭之). 나중에 유궁(有穷)씨 부락의 수령인

후예(后羿)가 백봉을 죽였다(徐喜林, 2013: 15).

사례2: 탐관오리 등용을 막은 은 왕조
은 왕조(殷商)의 반경(盘庚)은 반부패를 중요시한 지도자였다. 「상서·
판경(尚书·盘庚)」에 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兹予有乱
政同位, 具乃贝玉 …… 作丕刑于朕孙. 朕不肩好货, 敢恭生生. 鞠人谋
人之保居, 叙钦. 今我既羞告尔于朕志若否, 罔有弗钦! 无总于货宝, 生
生自庸. 式敷民德, 永肩一心” 즉, 국정운영을 도와야 할 경들은 패와

옥 등 재물을 모으기에만 전념하고 있소. ...... 경들의 조상들이 짐의
선조에게 자신의 후손을 크게 처벌하기를 간청할 게 뻔하오. 짐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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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탐내는 사람을 등용하지 않고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고 도와주는
사람만 중용하고 존경하겠소. 더 이상 짐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으
면 좋겠소. 경들은 항상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오. 뿐만 아니라, 주목왕(周穆王) 시기에 「상서·여형(尚书·吕
刑)」편에도 ‘오형’(五刑), ‘오벌’(五罚), ‘오과’(五过), ‘오자’(五疵)를 기

재했다. ‘오자’ 중의 ‘화’(货)는 재물을 탐내는 것을 말하고 ‘구’(赇)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徐喜林, 2013: 15).

사례3: 서주(西周) 시기의 반부패 기록
중국 서주(西周) 시기의 역사를 기록한 「상서·여형(尚书·吕刑)」에서
서주(西周) 시기에 판사가 안건을 심리할 때 나타나는 다섯 가지의 잘
못을 기록했다. ‘오과지자’(五过之疵: 다섯 가지 잘못의 적용이 공평함
을 잃은 것) 중 ‘오과’는 곧 관(官)·반(反)·내(內)·화(貨)·래(來)를 말한
다. ‘관’은 관직의 권위를 제멋대로 하여 죄의 경중을 가리는 것, ‘반’
은 사사로운 정에 의하여 죄의 경중을 가리는 것, ‘내’는 은밀히 들어
가 만나서 청원하는 것, ‘화’는 뇌물을 가지고 청원하는 것, ‘래’는 법
관의 사저(私邸)에 와서 애원하면서 청원하는 것을 말한다. ‘오과’ 중
의 ‘화’는 전형적인 사리사욕을 위한 직권남용 행위이다. 또한 ‘오과’
중 ‘관’과 ‘래’는 부패와 큰 관련이 있다(任建明·杜治州, 2009; 徐喜
林, 2013: 14에서 재인용).

사례4: 춘추(春秋)시대의 횡령죄
춘추시대에 나타난 가장 유명한 탐관은 양설부(羊舌鲋, 鲋, 즉어(鲫
鱼))이다. 양설부(일명 ‘숙부’(叔鲋) 자 ‘숙어’(叔鱼))는 춘추시대 진나

라(晋)의 귀족이고 양설두극(羊舌斗克)의 후손이다. 그는 대리사마(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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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司马)와 대리사구(代理司寇)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공금 횡령죄로

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다. 양설부는 처음으로 ‘묵’형(공금 횡령)으로
참수(斩首)를 당한 사람이자 역사상 처음으로 횡령 때문에 처벌당한
관리였다(徐喜林, 2013: 15).

사례5: 진나라의 왕개와 석숭의 부패 경쟁
진무제 사마염은 수십 년간 전쟁터에서 토벌하여 끝내 동한이 멸망한
이후 뿔뿔이 흩어진 나라를 통일했다. 하지만 진나라의 건립과 더불어
부패도 범람하기 시작했다. 국가 통일을 이룬 진무제는 자신이 큰 공
을 세웠다고 자만하며 음탕하고 부패하기 그지없는 삶을 보냈다. 그의
영향으로 조정의 관료들이 사치하고 허세부리는 것을 즐겼다. 진무제
의 외숙 왕개(王恺) 장군이 석숭(石崇)과 부를 비교하는 이야기에서도
당시의 사회풍조를 엿볼 수 있다. 「세설신어(世说新语)」의 기록에 따
르면, 석숭은 당시 다년간 형주자사(荆州刺史) 직을 맡고 있었다. 그
기간에 석숭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고 심지어 부하에게 강탈까지 사
주했다. 상인이 형주 지역을 지날 때마다 석숭은 부하에게 사기와 갈
취를 사주했고 심지어 대놓고 약탈했으며 그 곳을 지나가는 외국 사절
도 봐주지 않았다. 몇 년간 미친 듯이 약탈한 결과 석숭은 벼락부자가
되었고 낙양에 호화로운 장원을 짓고 백 명이 넘는 첩을 거느리며 극
도로 사치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왕개는 진무제의 외숙 신분을 이
용하여 터무니없이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고 횡령하여 낙양 부호 중 한
명으로 부상했다. 왕개, 석숭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부
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왕개는 맥아당으로 솥을 씻었고 석숭은 촛불을
땔감으로 사용했으며 왕개가 집 문 앞 40리까지 비단 병풍을 늘어놓
으면 석숭은 문 앞 50리 길을 아름답고 화려한 견직물로 장식했다. 왕
개는 심지어 한무제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황궁의 진귀한 산호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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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가서 자랑하며 석숭을 압도하려 했다. 하지만 석숭 집 하인이 옮
겨 온 10 그루의 산호나무는 황궁의 것보다도 크고 아름다웠다. 왕개
는 이에 석숭의 부는 국가를 능가한다고 감탄했다. 이처럼 국가의 부
가 모두 탐관오리 손에 있으니 정권이 오래 유지될 수 있겠는가?(徐喜
林, 2013: 64).

사례6: 엄격한 부패방지법을 실행한 당나라
당나라가 정관의치에서 개원성세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보기 드문
봉건사회 태평성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봉건사회의 전성시기에도
부패는 여전히 판을 쳤고 통제하기 힘들었다. 이세민이 수나라를 정벌
할 계획을 갖고 부친을 설득하기 위해 거금을 들여 부친의 중신 배적
(裴寂)을 매수하여 부친을 설득하게 했다. 수나라 정벌에 성공한 후 배
적은 이연의 개국원로가 되어 중용되었다. 배적은 겁이 많고 무능하며
나라를 다스릴만한 문화적 재능도, 국가의 안정을 수호할 무예도 없었
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권력을 이용하여 횡령하는 것뿐이었다.
우문사급(宇文士及)은 수나라 탕제의 사위였는데 당나라 고조에게 항
복했다. 우문사급의 여동생이 당고조의 소의(昭仪)가 된 후 우문사급
도 중용되었다. 우문사급은 수나라 탕제 시기의 부패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아부를 즐기고 사치한 생활을 했다. 배적, 우문사급과 같은 중
신이 당고조 주위에 있었기에 당나라도 수나라 이후에 범람한 부패 풍
조를 효과적으로 바로 잡을 수 없었다. 당나라의 발전과 더불어 부패
현상에 기복이 생겼고 중후기에 들어 더 심각해졌다. 더욱이 ‘안사의
난’과 같은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당나라는 점차 멸망의 구렁텅
이에 빠져들게 되었다(徐喜林, 2013: 64-65).
당나라(唐) 때의 부패방지법은 당률(唐律) 중의 「직률(职律)」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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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률에서 감임주사(监临主司)가 뇌물을 받으면 ‘교수형’에 처하게
되고 뇌물수수로 법을 어긋난 자는 ‘유방과 3년 노역형’의 처벌을 받
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률은 처음으로 뇌물수수죄를 만들고 세밀하
게 입법하여 엄격하게 처벌했기 때문에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를 근절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률소의(唐律疏议)」에서 “감임
주사(监临主司, 관리를 감독하는 사람)가 견(绢) 한 자에 상당한 뇌물
을 받은 경우에 장형(杖刑)을 받아야 하고, 견(绢) 열다섯 필에 상당한
뇌물을 받은 경우에 교수형(绞刑)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관할 지역에서 백성들의 재물, 소·양·과일 등 뇌물을 받거나 백성들에
게 재물을 빌리거나 백성을 부려먹은 관리는 모두 횡령죄에 처하게 되
었다(徐喜林, 2013: 15에서 재인용).

사례7: 주원장과 ‘박피훤초’
명나라 때 정화가 일곱 차례 서양을 방문하여 유례없는 찬란한 세계
항해 역사를 썼으며 ‘네 부족의 조정 방문’과 같은 성황을 이루었다.
하지만 명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부패한 왕조 중 하나였다. 중국
의 오랜 봉건사회 역사 속에서 부패척결에 대해 가장 잔인한 수단을
사용한 사람은 아마도 명나라 개국황제 주원장이었을 것이다(徐喜林,
2013: 65).
명태조 주원장은 부패를 근절하는 의지와 수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유
명했다. 주원장은 “동전 여든 관(贯)을 받은 관리가 교수형에 처해야
하고 ‘박피훤초’(剥皮楦草: 산 사람의 피부를 벗기고 주머니를 만들어
이 안에 풀을 담는다는 형벌로 주원장이 제정함) 형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했다. 주원장은 “발목 힘줄 끊기, 손가락 자르기 등 형을 통해
관리에게 겁을 줄 뿐만 아니라 부하 관원이 공금횡령하면 상사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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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져야 하고 아버지가 공금횡령하면 후손이 연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원장은 역사상 가장 엄격한 형법인 「대명률(大明律)」 편
찬에 참여했다. 「대명률(大明律)」 에서는 “혼란한 시기에 중징계를 해
야 한다.”를 주장했다. 주원장이 펼친 부정부패 근절 운동은 수천 년
의 역사 속에 찾기 힘든 만큼 시간이 가장 오래되고 조치가 가장 엄격
하며 방법이 가장 끔찍하고 죽은 사람이 가장 많은 반부패 운동이었
다. 주원장이 이렇게 입법하는 목적은 백성과 관원을 관리하려는 것이
다. 특히, 「명태고(明太诰)」는 탐관오리를 처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이 법은 ‘반부패 형사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다. 주원장이 황제 조서의
형식으로 발표한 「대고(大诰)」는 횡령 및 뇌물수수, 부정행위가 기록
되어 있는 사례 총집이다. 홍무(洪武, 주원장의 연호(年号)) 시기에 총
수 천만 권을 발행하였고 거의 모든 사람이 한 권씩 가지고 있을 정도
였다(徐喜林, 2013: 15-16).
가혹한 형벌과 법률로 다스렸지만 부패는 날로 심각해졌고 이 역사는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가져다주었다. 명나라 중기 내시 유근(刘谨)
의 세력이 조정과 민간에 뻗어 있어 사람들은 그를 ‘입(立)황제’라고
불렀다. 다시 말해, 유근과 황제의 차이점은 단지 한 명은 앉아 있고
한 명은 서있는 것뿐이었다. 유근은 탐욕이 많고 마음이 독하며 수단
이 악랄하여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없는 부를 모았다. 유
근의 재산 규모는 심지어 후세에 미결사건으로 남았으며 계산 결과에
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 유근의 저택을 압수수색해보니 황금 천만
냥, 은 3억 냥이 넘게 있었다는 것이 통상적인 의견이다. 때문에 서양
언론에서는 유근을 ‘천년 역사상 제일의 부자’라고 장난스럽게 보도했
다. 명나라에 또 한 명의 저명한 탐관 엄숭(严嵩)이 있었는데 그의 사
치하고 변태적인 생활은 사람을 아주 분노케 했다. 엄숭은 명나라 가
정(嘉靖) 연간의 재상으로 21년간 재직했다. 그 기간에 가정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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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를 거의 보지 않아 엄숭이 거의 모든 대권을 장악하며 아들 엄세
범(严世藩)과 서로 의기투합하여 법 따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했다.
매관매직, 공금횡령, 사기공갈, 백성의 재물수탈 등 못된 짓은 안 하는
것이 없었다. 엄숭은 재능이 뛰어난 문인이었고 화려한 청사(青词) 창
작에 능해 이름을 떨쳤었다. 명나라 때 문인들은 고결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새로운 풍토를 조성해 주었어야 하는데 엄숭은 탐욕스러운 행
동으로 명나라의 암흑기를 가속화시켰다(徐喜林, 2013: 65).

사례8: 청의 망국적 부패
청나라는 중국의 마지막 봉건왕조다. 청나라 때 강건성세(康乾盛世)의
번영기가 있었다. 만족의 통치계급은 소수민족이 나라의 정권을 장악
하는 어려움을 잘 알고 건국 초기에 부패를 예방하는 일련의 예방책과
처벌규정을 정했다. 하지만 나라가 통일됨에 따라 외환(外患)이 점차
평정되었고 사회생활도 정상적인 괴도에 올랐으며 관직에서의 부패
현상이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徐喜林, 2013: 65).
고전소설인 「관장현형기(官场现形记)」, 「여와석(女娲石)」에서 통치자
및 관리들의 부패를 그려내는 사례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3년 동안
청나라의 지부(知府, 시장에 해당되는 관직)로 일하면 10만 은전을 챙
길 수 있다”(三年清知府, 十万雪花银)라는 말은 바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절묘한 풍자로 엿볼 수 있다(徐喜林, 2013: 16).
청나라 중기 이후, 탐오, 횡령, 관직매매와 같은 부패 현상이 흔해졌으
며(徐喜林, 2013: 65), 특히 청 말기에 부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황제가 궁에 갇혀 있고 관료들이 서로 결탁하여 고관과 귀족이
높은 관직을 점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고관과 귀족들은 막강한 권력
을 손에 쥐고, 횡령하고 법을 어기며 황음무도한 생활을 하였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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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청나라 가경(嘉庆) 시기의 화신(和珅) 횡령안(贪污案)을 보면, 가
택을 수색하여 정리한 리스트만 해도 벽 사이에 은닉한 황금 26,000
량(两)이었고, 지하실에 300여 만량의 은이 숨겨졌으며, 장원(庄园) 몇
십 개 등이 있었다. 결국에 가경제(嘉庆帝)는 화신에 감옥에서 자진하
라는 명을 내렸다(徐喜林, 2013: 31).
통치집단 내부가 타락해 있고 대외적으로 굴복하며, 특히 나라의 주권
을 내어주고 치욕적인 중·러 간 「베이징조약(北京条约)」, 중·일 간 「시
모노세키조약(马关条约)」을 체결함으로써 중국을 망국의 위험에 빠뜨
렸다. 공자진(龚自珍)은 “맹렬한 광풍과 천둥만이 구주(九州, 中国)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사회 정국이 암흑에 처해 있어 참으
로 슬프도다.”(九州风气恃风雷, 万马齐喑究可哀)의 시구로 청나라 말
기의 부패를 폭로한 바 있다. 공자진은 당시 사회적·정치적 암흑이 이
미 ‘쇠세’(衰世)로 몰락해 가고 있었다. 마치 숨쉬기 어렵고 죽음을 맞
이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부패한 봉건관료제도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
도나도 앞뒤를 살피고 주저하며, 잘 못하면 감봉(罚俸), 강급(降级), 파
면(革职)을 당할까 봐 나서기를 두려워했다. 나라의 정치 생활이란 전
혀 활기가 없었다. “낡고 진부한 수많은 규범이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
어 온 천하에 말하는 소리가 없고 코 고는 소리만 들린다.” 공자진은
나리가 이미 개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그는
“개혁을 하지 않고, 낡은 규범에 구속되고, 사람들의 논의를 두려워하
며, 나라가 쇠락한 것을 방치하다간 신흥 세력이 일어나 개혁을 할 것
이며, 그렇게 되면 정권이 뒤바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청나라
통치자에게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공자진은 통치자에게 쇠락의 길에
접어든 청 왕조를 구하기 위해 조속히 개혁하는 것을 권고하였지만,
통치자는 공자진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곧바로 멸망을 맞이하
게 되었다(徐喜林, 201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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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9: 국민당 부패
청나라 이후 국민당 집권 시기에 부패는 계속되었다. 역사적 사실을
보면, 국민당이 일당집권체제를 택하였고, 장개석(蒋介石)이 독재통치
를 펼쳤다. 또한 국민당 당원은 기본 소양이 낮고 도덕적으로 퇴폐한
모습을 보였다. 반부패 부서가 있지만 형식상으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국민당이 결국 고립된 처지에 처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다. 예를 들어, 8년 동안 힘겨운 중일전쟁을 버틴 국민당 각급 관료들
은 수복지역에서 권력에 대한 제약이 없어 부정부패의 분위기가 성행
했다. 이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행위를 하여 수복지역 백성에
게 아주 나쁜 이미지를 남겼다. 당시 그들의 부정부패행위는 ‘오자등
과’(五子登科)라고 불렸다. ‘오자’는 집(房子), 금(金子), 현찰(票子), 차
(车子), 창녀(婊子)이다. 횡령, 뇌물, 사치 등으로 인해 국민당이 민심
을 점점 잃게 되었다(徐喜林, 2013: 30-31).

위에서 언급한 탐관오리와 그들의 부패 만행은 단지 중국 역사의 흐름
에서 드러난 몇 가지 전형적인 사례37)다.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문명
화의 과정에서도 부패 현상은 이어져왔다. 약탈과 토벌의 춘추전국 시대
부터 통일된 진나라에 이르기까지, 한때 대성황을 이루었던 서한에서 태

37) 역사상 ‘저명한’ 탐관이 횡령한 부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국가보다 더 부유하다(富可敌国)’라는 말로 표
현하곤 한다. 한나라의 양기(梁冀)가 수탈한 재물은 국가 1년 수입의 반을 초과하였다. 진나라의 석숭(石崇)
이 빼앗은 진귀한 보물은 조정이 소장한 보물보다 더 많았다. 명나라의 내시 유근(刘谨)이 수탈한 천만 량의
황금, 삼억 량에 가까운 백은은 조정 수년 간의 수입이었다. “화신이 넘어지면 가경제가 배부를 것이다”(和
珅绊倒, 嘉庆吃饱)라는 이야기는 청나라 대탐관 화신이 횡령한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
다. 이러한 탐관들은 역대 왕조의 탐관의 대표적인 사례다. 같은 왕조에 횡령, 뇌물수수한 탐관오리는 더더
욱 많았다. 어느 왕조에 횡령, 뇌물수수가 된 부를 합계해 보면 그 금액이 얼마나 방대한지 상상할 수 있다.
각급 탐관오리의 거리낌 없는 수탈로 인하여 백성들이 입을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린 삶을
살아야 했다. 전쟁, 재해를 겪으면 더욱 더 많은 유랑민이 생기고 굶어 죽은 시체가 여기저기 발견할 수 있을
지경이었다(徐喜林, 2013: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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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세를 이룬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혹한 형벌과 법으로 나라
를 다스리던 명나라에서 강건성세의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부패의 온갖
만행은 계속되었다. 신해혁명 이후 중국에서 수천 년간 이어온 봉건 제국
을 뒤엎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정부 역시 정치 부패를 뿌리치지 못하고
공산당에 정권을 빼앗겼다. 인류사회 문명의 역사에서 부패는 사회 문명
과 늘 함께 발전했는데 이는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발전 역
사에서도 볼 수 있다.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서양 국가에서도 부패가
성행한 사례는 일일이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年福纯, 2009; 徐喜林,
2013: 65-66에서 재인용).

2. 신중국 이후 (반)부패 실태 분석
사회주의 중국이 수립된 이후 (반)부패의 실태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金波(2017)를 중심으로 신중국 수립
이후 최근까지 부패 및 반부패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의 반부패(1949~1956)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신생정권은 부패 발생을 피해가지 못했다.
당시 반부패 관련하여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하나는, 중국공산당
이 혁명당에서 집권당으로의 역할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권 경험, 반부패 경험의 결핍으로 인해 단시간 내 완전하고 효
과적인 반부패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웠다. 다른 하나는, 역사적 교훈이었
다. 역대 왕조의 부패로 인한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주기적 악순환’을 끊
어버리기 위해 중국공산당은 항상 의식적으로 깨어있으면서 효과적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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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조치를 통해 부패 현상을 억제하고 중국공산당의 집권지위를 공고
히 해야 했다(金波, 2017: 2-3).

표 3-1

신중국 초기 부패 및 반부패(1949~1956)

부패
원인

- 당원수의 급증(1945년 120만에서 1949년에 449만 명), 당조직의 급속한 확장,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입당
- 자산계급 잔여세력에 의한 타락. 민국 시기 공무원 잔류자 중에서 직권남용.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국가의 법규
제도 추진이 정체되고 당의 조직 미비

정풍
운동

- (1950년) 중국공산당 제7차 3중전회에서 대규모 정풍운동 전개할 것을 제기함. 이의 목적은 당원과 간부의
사상적 수준 제고, 관료주의와 명령주의를 타파하여 당과 인민대중 간 관계 개선
- (1951) 당풍 정돈운동: 사상적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ⅰ) 공산당의 성격, ⅱ) 공산당의 최종목표, ⅲ) 모든 당원은
결의를 다지고 평생을 용감히 투쟁, ⅳ) 당 기율을 준수하고, 당의 지도를 견지, ⅴ) 당과 대중의 이익을 사익보다
우선시, ⅵ) 자기비판을 자주 진행하여 단점과 잘못을 반성, ⅶ) 당원은 인민의 공복이지, 상전이 아님, ⅷ) 마르
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을 학습하여 사상적 각오 제고
- (1952년) 당풍 정돈운동은 3반과 5반 운동과 결합하여 심층적으로 추진, 1954년 초에 종료

3반
운동

- (1951.11.20) 마오쩌둥은 증산(增产)절약운동에 대한 지시에서 ‘3반’을 제기하고 당중앙을 대표하여 ‘반부패,
반낭비, 반관료주의 투쟁을 결연히 진행’할 것을 호소
- (1951.12.1) 당중앙은 ‘행정기구 간소화, 증산절약, 반부패, 반낭비, 반관료주의에 관한 결정’을 발표함. 8일에
는 ‘대대적으로 반부패 투쟁을 진행할 것에 관한 지시’를 반포하여 각 중앙국, 성, 시, 구, 지방위원회 및 각 군부
당위원회에서 내부의 부패, 탐오, 낭비 현상을 제거하고 향락주의와 사치풍조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며
‘3반운동’ 시작

5반
운동

- (1952.3.5) 마오쩌둥은 ‘5반’운동에서 상공업호에 대해 ⅰ) ‘과거는 관대하게, 앞으로는 엄하게, ⅱ) 다수는
관대하게, 소수는 엄하게, ⅲ) 자백은 관대하게, 저항은 엄하게, ⅳ) 공업은 관대하게, 상업은 엄하게, ⅴ) 일반상
업은 관대하게, 투기상업은 엄하게’라는 5가지 기본원칙 제기
- 위법행위 유무와 위법행위의 규모와 경중에 따라 민간 상공업 기업을 준법기업, 기본 준법기업, 반준법 반위법기
업, 엄중한 위법기업, 완전 위법기업 5가지 유형으로 구분

신3반
운동

- 3반운동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운동 범위가 중앙, 큰 행정구, 성, 시에만 국한됨. 현급 및 현급 이하에서는 3반운
동이 진행되지 않아서 부패 현상은 여전히 심각했음
- 3반운동이 주로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관료주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에, 기층간부 중에는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하고, 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 일부 민중들은 “국민당보다도 악하다.”고 비판
- (1953.1.5) 이에 중공중앙은 마오쩌둥이 초안한 ‘반관료주의, 반명령주의, 반위법행위에 관한 지시’를 발행하
고 ‘신3반’운동을 일으킴
- 당중앙은 무릇 중대사안, 전형적인 사안은 언론에서 폭로하고 해당 사안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공신력을 높일
것을 결정
- ‘신3반’운동은 ‘반부패를 진행하는 한편 예방과 건설을 진행’(边反, 边防, 边建)의 방침을 취함. 즉, 부패 사건을
처리하는 한편, 당원간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부패를 예방하고 아울러 필요한 규정 및 제도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뜻함

반낭비
운동

- 3반운동으로 인해 부패 현상이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억제되었지만, 운동이 결속된 후 다시 곧바로 머리를
들기 시작함
- 이와 동시에 생산성 및 비생산성 낭비 현상이 대거 출현하여 신3반운동을 진행하면서 반부패, 반낭비운동도
함께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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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 당내에 존재하는 상술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료주의 행태를 타파하기 위해 당중앙은 1949년 11월
19일 ‘중앙 및 각급 당 기율검사위원회 설립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주덕(朱德)이 중앙기율검사위
당기율
원회 서기를 담임
검사
-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3가지 직책, 즉 ⅰ) 중앙 직속 부문 및 각급 당조직, 당 간부, 당원의 당 기율위
기구설치
반 행위를 검사, ⅱ) 중앙 직속 부문, 각급 당조직, 당원의 기율위반 처분을 심의, 결정 또는 취소
ⅲ) 당내기율 교육 강화

감독
기제
구축,
권력
감독
강화

- 기율검사위원회를 통한 당조직의 기율감독 이외에도, 중앙은 인민감찰기관을 설립하여 각급 국가
기관 및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제 19조는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는 인민감
찰기관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1949년 10월 19일에 개최된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3차 회의에
서는 중앙인민정부정무원 인민감찰위원회를 설립
인민검찰
- 주요 업무는 ⅰ) 전국 각급 국가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국가 정책 법률, 법령의 위반 여부, 및 인민과
기관설치
국가이익 침해 여부를 감찰, ⅱ) 전국 각급 감찰기관의 감찰업무를 지도(指导)하고 결의서와 명령을
발표 및 집행 상황 심사, ⅲ) 각급 국가행정기관 및 공직자의 기율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한 인민과
인민단체의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함
- 각급 감찰위원회는 정부 내부 공직자에 대한 기율위반 행위를 감독함으로써, 직무유기, 직권남용,
부패, 횡령 등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 및 처리하여, 내부 감독과 법 집행 효율을 강화
인민재판
기관설치

- 중앙은 최고인민법원을 설립하고, 각 행정구역에서 분원(分院)을, 각 성에서 최고인민법원, 중급인
민법원과 현급 인민법원을 설립하고 지방 각급에서 인민법원을 설립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의 4급 재판체계를 구축함

-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은 중앙인민정부는 국
가최고검찰기관으로 최고인민검찰서를 조직
인민검찰
- 최고인민검찰서 검찰장, 부검찰장과 위원들은 모두 중앙인민정부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최고인민
서 설치
검찰서의 직책은, 정부기관, 공무원, 및 인민의 준법에 대해 최고의 검찰 책임을 지는 것을 규정함
- 해당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검찰제도 및 검찰기관이 국가제도와 기구에서의 중요한 지위를 결정함
- 통일전선은 중국혁명 승리의 3대 비결 중 하나이자, 중국공산당이 민주당파와의 관계를 처리하는
민주당파 일관된 정책
의 감독 -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구삼
학사, 타이완민주자치동맹 등 민주당파는 정풍운동, 반부패 운동에서 중요한 감독역할을 담당
인민감독
과
여론감독

- 각 감찰기구를 설립하는 것 이외에도 당중앙은 여론감독과 인민군중의 감독을 중요시했음. 대중을
동원하여 반부패 운동에 참여하게 해야만 대중적 기초와 집권당의 권위를 공고히 하고 정당 이미지
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임
- 군중을 동원하여 부정부패인사들을 적발하는 것은 1950년대 군중감독의 주요 방법

법제
건설
강화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 국민당 정권 시기의 불합리한 법률 및 사법제도들을 폐지하고 인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는 법률법규와 사법제도를 새롭게 구축함
- 당시 반부패의 주요 방식은 군중운동이었음. 당시 반부패 제도건설 및 중국공산당의 반부패 경험이 제한적이었
기 때문에 반부패의 형식도 군중운동에 제한되었음
- 인민 군중의 역량은 스스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강력한 조직이 인도 및 관리해야 하는데, 따라서
중국공산당은 중국 반부패의 핵심이자 인민군중의 지도자이자 조직자임

간부의
솔선
수범

- 반부패의 관건은 간부가 솔선수범하여 바른 기풍을 선양하는 것임. 중국공산당 제7차 2중전회에선 이와 관련한
여섯 가지 규정을 제기함
- 즉, ⅰ) 당의 지도자에 대한 생일축하 금지, ⅱ) 뇌물금지, ⅲ) 술을 적게 권함(少敬酒), ⅳ) 박수를 적게 치기,
ⅴ) 당의 지도자의 이름으로 지명과 기업명 명명을 금지, ⅵ) 중국인을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과 동일시
하지 않으며(平列), 공덕 찬양 금지
- 일부 지방 당정기관에서 군중을 조직하여 중앙에 감사신, 축전을 보내거나 기관이나 군중들이 중앙에 선물을
보내는 등 문제에 대해 중앙은 조치를 취하여 시정·처리함

주: 金波(2017: 4-21)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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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 과정에서 반부패(1956~1966)
중국공산당 7차 전당대회 이후, 중국 사회는 일련의 변화가 발생했는
데, 그 배경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가건설과 관련하여, 건국 이후 중국
공산당의 지도아래 농업, 수공업 및 자본주의 상공업의 사회주의 개조를
시작하여 1956년에는 3대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수하여 신민주주의사회
에서 사회주의사회로 진입하였다. 둘째, 당건설과 관련하여, 건국 이후
수차례의 반부패 운동을 진행하였지만 부패 현상은 근절되지 않았다. 아
울러 7차 당대회부터 8차당대회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공산당의 상황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예컨대, 8차 당대회 이전의 전국 당원 수는 1,073
만 명으로 7차당대회보다 8배 증가하였다. 집권당이 된 중국공산당은 새
로운 환경과 과제에 직면한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와 관련하여, 국제공
산주의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처음으로 스탈린의 착오와 소련식 사회주의 모형의 폐단을
폭로하며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한편으로는 세
계적인 반공반사회주의 물결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가발전, 국내 형세의
변화,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새로운 국면 등이 생기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을 공고히 하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모색하며, 당의 노선과 방침, 정
책 등을 제정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제8차 전당대회가 소집되었다(金波,
2017: 24).

표 3-2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 과정에서 부패 및 반부패(1956~1966)

신정풍
운동

- 8차 당대회에서 “중국 국내의 주요 모순은 선진 공업국에 대한 인민의 요구와 낙후한 농업국 간의 모순, 그리고
인민의 경제·문화적 요구와 낙후된 생산력 사이의 모순”이라고 지적함
- 8차 당대회 이후, 전면적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국내외에서 돌발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 중공중
앙은 다시 한번 정풍운동을 결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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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신정풍
운동

- 이번 정풍운동은 3풍은 정돈하는 것으로, 연안 시기의 정풍과 비교할 때 ⅰ) 3풍 순서가 ‘반주관주의, 반종파주
의, 반관료주의’에서 ‘반관료주의, 반종파주의, 반주관주의’로 바뀜. 즉, 반관료주의는 이번 정풍운동의 핵심
임, ⅱ) 참가자가 적은 좌담회의는 비판대회나 투쟁대회가 아닌 개별적 대화 형식을 취하며, ‘아는 것을 모두
말하고, 말하는 자를 벌하지 않으며,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노력하는’ 것을 원칙
- 그러나 전당과 전 사회에서 계급투쟁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을 촉구하면서 정풍운동은 막을 내리고,
전 사회적으로 반우파운동을 시작됨. 반우파투쟁으로 인해 정풍운동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중앙에서
많은 애국지사들을 우파분자로 분류하는 착오를 범함

- (1960.3.23) 중공중앙은 ‘산둥성 6급 간부대회에 관한 지시’를 내려 ‘공산풍’(共产风), ‘과장풍’(浮夸风), ‘명
농촌 3반
령풍’(命令风) 이외에도 탐오, 낭비, 관료주의도 타파해야 한다고 지시
운동과 - (1960.5.15) 중공중앙은 ‘농촌에서 3반운동 전개에 관한 지시’(이하 ‘지시’)를 내려 반부패, 반낭비, 반관료주
정풍운동
의 운동을 시작
- 3반운동의 중점은 반부패로, 무릇 탐오, 횡령 등 잘못을 범한 자는 그 규모를 막론하고 반드시 배상과 처벌을 받음
- 당시 정세는 ‘대약진’과 인민공사화운동의 좌경사상 영향으로 인해 국민경제가 심각한 경제난에 처함. 국내의
위기에 대해 당내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했는데, 일부 지도자들은 국민경제를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둠
- 마오쩌둥은 국내 시찰 중에 대다수의 성(省份)에서 사회주의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제8기 10중
전회에서 오직 사회주의 교육을 진행해야만 수정주의의 출현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계급투쟁과 자본주의 복벽
의 위험성을 강조함
5반
운동을 - 회의에서는 ‘증산절약, 반부패, 반투기, 반낭비, 반분산주의, 반관료주의 추진에 관한 중공중앙의 지시’를 통과
농촌에서
하고, 사회주의교육운동의 시작을 알림(林小波, 2003: 30)
도시로 - 사회주의운동은 ‘4청’(四清)운동이라고도 불리는데, 1963년부터 1966년까지 중공중앙이 전국의 도시와 농
확장
촌에서 진행한 사회주의교육운동을 가리킴. 운동은 두 개 단계로 나뉨. ⅰ) 1963년부터 1964년 12월까지로,
도시 ‘5반’(반부패, 반투기, 반낭비, 반분산주의, 반관료주의)과 농촌 ‘4청’(장부, 창고, 재무, 노동량을 철저히
조사)이며, 일명 ‘소4청’(小四清)이라 불림, ⅱ) 1964년 12월부터 1966년 문화대혁명 폭발까지의 기간임.
‘농촌사회주의교육운동에 관하여 중공중앙이 제기한 일부 문제’가 반포된 이후, ‘4청’운동은 정치, 경제, 조직,
사상의 정돈을 주요 내용을 하는 ‘대4청’(大四清) 단계에 진입함
- (1956.12), 사회주의 3대개조를 완성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어 중국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시기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소수의 간부들 속에서 간부 특권화 풍기가 형성
- 그 원인은 ⅰ) 새로운 사회 환경과 사회관계 하에, 일부 당원들이 스스로의 직책과 과제를 정확히 인식 못하여
인민대중과 이탈하였고, ⅱ)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에서 일부 간부들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특권사상’이
생김(邓小平, 1994a: 214)

간부의
특권화
반대

- (1958.2.28) 중공중앙은 ‘간부들을 하방(下放)하여 노동단련을 위한 지시’를 정식으로 발표하고
당정간부, 특히 혁명투쟁 경험이 없는 청년간부들의 하방 중요성을 강조
당정간부
- 간부의 기층 단련은 특권사상을 억제하고 당내 관료주의 등 불량기풍을 타파하며 당의 청렴정치건
하방
설을 크게 추동함. 아울러 간부들이 민생을 더욱 잘 이해하고, 농민들과 긴밀히 연결하여, 농촌에서
의 사회주의건설에 크게 기여함
- 국무원은 1955년 7월부터, 국가기관 공직자에 대한 현물공급제를 임금제도로 전부 바꾸어 국가
당정간부 공직자에 대한 대우를 통일
임금하향 - 임금제로 전환함으로 인해, 기관내의 자원배분이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해졌으며 일정 정도 간부의
직권남용, 정경유착을 방지
- ‘5풍’이 성행하여 인민대중의 이익을 침해하고 당과 군중의 관계에 영향을 주자, 1961년 1월 27일,
중공중앙은 군대의 3대기율과 8항주의를 본떠서 당정간부에 대해 이 기율을 적용
당정간부
- 3대기율은 ⅰ) 모든 것은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ⅱ) 당의 정책을 정확하게 집행하며, ⅲ) 민주집중
3대
제를 실행하는 것임
기율 및
- 8항주의는 ⅰ)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ⅱ)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며, ⅲ) 공정하게 일을 처리
8항주의
하고, ⅳ) 공평하게 장사하며, ⅴ)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하고, ⅵ) 정치 수준을 제고하며, ⅶ) 업무에서
대중과 상의하고, ⅷ) 조사 없이 발언권도 없는 것임

180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표 3-2

간부의
특권화
반대

계속

절약
제창

- (1962.3.14)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절약에 관한 긴급 규정’을 발표하고 이후 3년 이내에, 각급
국가기관, 당파, 단체, 군부대, 기업, 사업단위에서 가구와 비생산설비를 구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아울러 단위 용품과 물자를 취소 또는 사용금지를 할 때 사인(私章)을 사용하지 못하며, 각 단위는
제멋대로 접대할 수 없고 뇌물을 줄 수 없으며, 접대시 검소하게 할 것 등등을 규정함

뒷거래
금지

- 사회주의 개조 완성 이후, 일부 당원간부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뒷거래’로 사익을 챙김. ‘뒷거래’
형식은 직권을 남용하여 탈취, 편취, 투기를 하거나 직위의 편의를 빌어 상품을 사유하는 등임
- (1961) ‘간부에 대한 특수공급 정돈’, 상품의 ‘뒷거래 금지에 관한 지시’를 내려 특수화
를 반대하는 상품 ‘뒷거래’ 반대운동을 진행

- (1955.3)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에서 당의 각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하고 기존의 당 기율검사위원회를 대체
할 것을 결정함
- (1956) 제8차 당대회에서 중앙감찰위원회가 설립되었고, 회의에서 17명의 위원과 4명의 후보위원으로 구성
된 중앙감찰위원회를 선거하였음
권력감독
- 중앙감찰위원회는 동급 당위원회와 상급 당위원회의 이중지도를 받았으며, 일반 당원 이외에도 동급 당위원회
강화
에 대한 감독을 실행함
- 당원들의 당장 준수, 당중앙의 정책·결의·법률·계획 등의 집행을 관철시키고, 당원 및 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제8기 중앙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는 ‘당의 감찰기관 강화에 관한 결정’을
통과
-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새로운 시기에, 귀감이 될 만한 모범사례는 정의로운 사회 환경을 조성함
정의로운
- 예컨대, 다칭의 철인(铁人) 왕진시(王进喜), 베이징의 도분공(掏粪工) 쓰촨시앙(时传祥), 현당
사회풍기
서기 쟈오위루(焦裕禄), 해방군전사 레이펑(雷锋) 등이 있음
주: 金波(2017: 24-49)를 근거로 작성함

3) 10년 문화대혁명 시기의 반부패(1966~1976)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발동한 이유는 자본주의의 복벽을 방지하
고, 중국공산당의 순결성을 유지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길을 모색하기 위
함이었다. 마오쩌둥은 당정군 기관과 문화 영역에서 이미 수정주의가 출
현했고, 국가 권력도 이미 대부분 주자파(走资派)의 수중으로 돌아갔기
에, 과거의 ‘4청’, ‘5반’운동을 통한 비판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과감히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대중을 동원해야만 당과 국가의 어
두운 면을 폭로하고 권력을 주자파의 수중에서 탈환할 수 있다고 인식하
였다(杨志坚, 2004; 金波, 2017: 52에서 재인용).
계급투쟁의 확대와 좌경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당정기관의 부정부패는

제3장 중국 (반)부패의 실태분석 ❙ 181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반부패 투쟁은 계급투쟁으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의 계급투쟁으로 부패와 정변을 방지하려는 것은 침통
한 교훈임을 증명하였다. 문화대혁명은 당시 이미 초보적으로 완성되었던
사회주의민주와 법제제도를 심각하게 파괴하였다. 수천수만 명의 간부와
지식인들이 박해를 당했고, 극단적 개인주의가 팽창하여 직권남용, 부패,
파벌투쟁, 뒷거래, 꽌시, 사치낭비 등 부패 현상들이 만연하였다. ‘문화대
혁명’ 시기의 반부패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여 부패 현상이 더 만연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金波, 2017: 53).

표 3-3

문화대혁명 시기의 부패 및 반부패(1966~1976)

권력탈
취 역류

- (1968.12) ‘최고인민검찰원, 내무부, 내무반 3개 기관을 폐지하고, 공안부와 최고인민법원은 소량의 인원만
남기는 것에 관한 요청’이 중앙에 제출됨. 중앙감찰위원회가 폐지되고, 감찰간부들이 모두 하방되어 생산노동
에 참여하게 됨. 이는 중국검찰감독체계의 붕괴를 의미

행정간
소화

- (1967.11.27) 중앙은 ‘9차 당대회 소집 관련 의견을 구하는 통보’에서 “마오 주석의 행정 간소화의 지시를 견지
하여야 하며 새로 설리된 혁명위원회 기구는 간소화를 원칙으로 하여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수정주의를 방지해
야 한다.”고 지시
- 그러나 문화대혁명은 ‘주자파’를 타도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해 주권재민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음을 보여줌
- 그 이유로는 국내 형세를 잘못 판단하여, 부정부패와 같은 인민 내부의 모순을 계급모순으로 승화하고, ‘주자파’
의 인원수를 잘못 판단하여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건들이 수없이 만들어짐
- 결과적으로, 문화대혁명 시기에 반부패 투쟁을 중시했지만, 계급투쟁은 오히려 당시의 사회주의 민주와 법치제
도를 심각하게 파괴하였고, 공안, 검찰, 법원 등 기관을 마비시킴

- 문화대혁명 시기는 국민경제가 정체, 또는 후퇴하여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혁명위원회 설립 이후
심각한 낭비와 향수를 탐내는 문제들이 대거 발생함
- 이에 중앙은 절약하며 혁명할 것을 호소하였고, 중앙은 마오쩌둥의 동의하에 ‘절약하며 혁명하고, 지출을 절약
할 것에 관한 긴급 통지’를 내림
절약 및 - ‘통지’에서는, ⅰ) 각 기관, 단체, 학교, 기업은 1967년의 연말 잔여금을 일체 동결할 것(董宝瑞, 2007), ⅱ)
혁명
인프라 건설과 설비 구입 등은 계획대로 진행하여 지출을 엄격히 관리할 것, ⅲ) 각 지역 및 중앙 각 부문의
1968년 행정, 사업예산을 1967년 보다 30~40% 감소할 것, ⅳ) 파벌투쟁으로 한 기과 내에 두 개 파벌이 생겨
회계, 금고, 은행계좌를 따로 관리하는 곳은 1개월 내에 통합 관리할 것 등을 규정(温美平, 2011)
- 그러나 1976년 전국의 사회단체 구매력은 1970년의 2배인 139억 위안에 달하였음. 이는 문화대혁명이 마오쩌
둥의 ‘국가재산을 보호’하고 ‘절약하며 혁명’하는 사상과 완전히 괴리되었음

일타삼
반운동

- (1970.1.30) 중공중앙의 ‘반혁명 파괴활동 타격에 관한 중공중앙의 지시’는 일타삼반(一打三反)운동의 시작.
‘일타삼반’ 중의 ‘일타’는 반혁명 파괴활동 타격을 의미, ‘삼반’은 반부패, 반투기, 반낭비 의미
- ‘삼반’이 반부패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운동의 초점은 ‘삼반’이 아닌 ‘일타’임. 결과적으로 ‘일타삼반’운동으로
낭비, 겉치레 등 부정부패 현상을 억제하려한 의도
- 그러나 운동은 반혁명파괴 활동을 타격하고, 부패, 투기, 낭비를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좌경사상의
영향으로 ‘일타’와 ‘삼반’의 경계가 모호해져 수많은 억울한 사안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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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 문화대혁명은 중앙과 지방의 당정기관을 심각하게 타격했고, 이로 인해 전국이 혼란 국면에 빠짐. 건국 이후
구축되었던 감찰기제가 파괴되면서 반부패에서 심각한 영향 끼침
당정 지 도 - (1966)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지’에서 중앙정치국 직속의 ‘문화혁명소조’를 다시 설립할 것을
부 마비
제기. 이로부터 중앙기관은 권력을 박탈당했고 중앙정치국과 서기처도 유명무실해짐

감독관
리
부재로
부패
만연

덩샤오
핑의
정돈

- (1967.8.7) 셰푸즈(谢富治)는 공안부 전체 공직자대회에서 ‘공안, 검찰, 법원(公检法)을 완전히
감찰 체 제 박살내자’ 등 황당한 구호를 제기했고, 곧바로 홍위병 조반파는 전국 범위에서 공안, 검찰, 법원을
의 심각한 부수고, 해당 기관의 간부들을 박해했으며, 이로 인해 전국 공안, 검찰, 법체계가 완전히 파괴됨
파괴
- 공안, 검찰, 법체제 및 당의 감찰조직의 파괴는, 중국감독체계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하며, 부정부패
와 각종 범죄가 다시 성행하기 시작함
- (1969.1.31) 중공중앙조직부는 ‘중앙감찰위원회 기관 철회에 관한 건의’(郭玉华, 2012)를 제출
하였고, 4월 중국공산당 제9차 당대회에서 통과한 ‘중국공산당장’(中国共产党章程)은 당 감찰기
당 검찰기 관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7월에는 중공중앙감찰위원회를 취소함
간과 당기 - 당내감찰기관과 당기율을 취소한 것은 반부패 역사에서의 심각한 착오였음. 전문 감독기관의 감독
율 파괴
과 조직기율의 속박이 사라지자 각종 위법 현상이 창궐했고 부패 현상이 만연함
- 문화대혁명 이후, 당의 기율검사위원회 회복의 중요성을 당 전체에서 인식하였고, 제11차 당대회
에서 통과된 당장에 당기율검사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추가함
- 덩샤오핑은 군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를 진행함. 덩샤오핑은 “군대건설은 ‘비대, 산만, 교만, 사치, 태만’
등 다섯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군대지도부는 ‘연약, 나태, 산만’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 반드시 군대의 정예화와 간소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함

주: 金波(2017: 53-66)를 근거로 작성함

4) 정상화 시기의 (반)부패 실태 분석(1976~1982)
1976년 10월, 10년 동안 지속되었던 문화대혁명이 종결되었다. 문화
대혁명 결속부터 중국공산당 제12차당대회 개최까지의 6년 동안 국가 각
방면의 노선을 정상화시키려는 시기(拨乱反正时期)로, 여기에는 반부패
건설도 포함되었다. 金波(2017)는 이 시기를 11기 3중전회를 기점으로,
1976~1982년 6년 기간의 반부패건설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었다. ⅰ)
전진을 위해 기초를 닦는 시기(1976~1978년 11기 3중전회 이전), ⅱ)
정상화시기(1978년 11기 3중전회), ⅲ) 전면적이고 안정적 추진시기
(1978년 11기 3중전회~1982년)으로 구분한다(金波, 201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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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시기의 부패 및 반부패(1976~1982)
- 반부패 제도는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무효화되었고 반부패 조직과 기관도 파괴되어 관료주의와 정치부패를
조장했음
- 문화대혁명 이후 당정 지도자들은 반부패 업무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당시 중국은 회복시기에 있었기에
반부패 업무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음
하향적 방식의
지도부 강화

- 문화대혁명은 중국의 당정기관 및 간부들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음. 문혁 이후, 중앙과 지방의
반부패 건설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지도부와 간부대오 재구축임. 4인방 파벌체계를
청산하고 누명을 쓰고 박해받았던 간부들을 재등용

- 문화대혁명 시기, 린뱌오와 4인방은 중국공산당의 전통을 파괴하였으며, 특히 군중노선과
실사구시의 전통이 파괴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함
3중
- (1977.8.18) 중국공산당 제11차 당대회의 폐막식에서 덩샤오핑은 당의 우수한 전통을 회복
당의 전통을 선
전회 이전
할 것을 재차 언급하고 “반드시 우리 당의 군중노선, 실사구시, 자기비판, 겸손, 간고분투 등
양 및 회복
(1976~
우수한 전통을 회복하고 선양해야 하며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당과 군과 국가는 집중적
1978)
이면서도 민주적이고, 기율과 자유가 있고 통일된 의지가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있는 정치국
면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문화대혁명 기간, 당교는 반혁명집단에 의해 파괴되었고 각급 당교도 모두 운영이 중단되었
당교회복, 당 음. 문혁 이후, 당과 국가 지도자들은 바로 당교 회복에 착수하였고, 당교가 간부들의 사상이
원간부의 사상 론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반부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론 강화
- (1977.3) 중공중앙당교가 회복되었고 국가지도자들은 반부패 업무에서의 당교의 역할을 적
극 수행함
- 진리의 기준 대논쟁, 반부패의 새로운 원칙 확립, 위법, 기율위반 문제 엄벌
반부패의 새로
- 진리의 기준 대논쟁은 중국의 반부패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반부패 투쟁에서도 실천과
운 원칙 확립
집행, 효과가 우선시되면서 일련의 위법, 기율위반 사안들을 조사 및 처벌함
- 11기 3중전회는 중국의 반부패건설을 적극 추동했으며, 반부패 관련 결정들을 출범하며 반부패건설이 새로운
발전시기에 진입하게 됨
3중
전회
(1978)

반부패의 방향
명시

- 정치노선에서는, ‘계급투쟁’과 ‘무산계급 독재 하의 계속혁명’ 슬로건을 버리고 ‘경제건설
중심’을 확립함
- 사상, 정치노선의 정상화는 중국의 반부패건설의 방향도 명시함

- 11기 3중전회는 사상, 정치노선을 정상화뿐만 아니라, 조직 노선도 정상화, 중앙기율검사위
중앙기율위원
원회 재건함. 당내 감독기제의 회복은 중국 반부패 기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구성부분임
회 재건, 당내
- (1977.8) 중국공산당 제11차당대회에서 통과된 당장 수정안은 당의 중앙위원회를 회복하
감독기제 회복
고, 현급 이상, 군단 이상의 각급 당위원회는 기율검사위원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1978년 11기 3중전회 이후부터 1982년 12차당대회까지, 중국의 반부패 건설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국가의 중점 영역에 대해 규장제도 및 조치들을 제정하여 제도 특히 법치를 통한 반부패를 강조

3중
전회
~
(1982)

간부 특수화 정
도, 제도화된
반부패

- 11기 3중전회 이후, 간부 특권의식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짐. 그 원인은 ⅰ) 문화대혁명 기간
린뱌오, ‘사인방’이 특권을 행사하면서 간부들에게 부정적인 ‘시범적 효과’를 초래, ⅱ) 문화
대혁명 이후, 직위를 회복한 간부들이 보상심리가 작동하여 직권남용이 성행, ⅲ) 11기 3중전
회 이후, 개혁개방 시기로 진입하면서 일부 간부들이 자본주의 사상의 침식을 받아 관료주의
가 팽창, ⅳ) 중국의 정치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부정부패 및 특수화가 틈탈 기회를 제공
- 이에 1979년부터 1981년 기간, 중공중앙은 간부 특권의식 문제에 집중

- (1982.1) 중공중앙은 경제범죄 활동 타격에 관한 ‘긴급통지’를 발표하고 4월에는 ‘경제영역
경제영역의 부
의 심각한 범죄 활동에 관한 결정’을 발표
패 현상 중점적
- (1982.1) 중공중앙은 경제범죄 활동 타격에 관한 ‘긴급통지’를 발표, 4월에는 ‘경제영역의
으로 타격
심각한 범죄활동 타격에 관한 결정’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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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1980.2.29)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는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
당내 정치생활 의 준칙’ 통과
에 관한 준칙 - 준칙은 ⅰ) 당의 정치 및 사상노선 견지, ⅱ) 집단지도 견지, 개인독재 반대, ⅲ) 당의 집중통일
제정, 당내정 수호, ⅳ) 파벌의식 척결, ⅴ) 언행일치, ⅵ) 당내민주, ⅶ) 당원권리 보장, ⅷ) 선거에서의 선거
치생활 규범화 인 의지 존중, ⅸ) 잘못된 노선 또는 그릇된 것과의 투쟁, ⅹ) 잘못을 범한 동지에 대한 태도,
ⅹi) 당과 군중의 감독, ⅹii) 공산당 이념학습 등 12개 부분을 포함

3중
전회
~
(1982)

- (1979.11) 중공중앙 조직부는 ‘간부심사제도 실행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국가기관 및
간부 심사제도 각 성, 시, 자치구에서 시범 실행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간부심사 시행조항을 제정하고 점진
구축, 수준 높 적으로 보급한다.”고 규정
은 간부 양성 - ‘의견’ 크게 3가지로 ⅰ) 덕성, 능력, 근면, 성과 등 전방위적 요구, ⅱ) 심사방법의 다양화,
ⅲ) 심사상벌 기제 구축
- (1979.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가 설립되었고, 4개월 내에 선거법, 지방
조직법, 인민법원조직법, 인민검찰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등 7개
법치를 통한 반
의 법률의 초안과 수정안을 완성
부패
- (1979) 중국에 첫 번째 ‘중화인민공화화국형법’이 제정됨. 이는 국가의 기본 법률의 형식으로
부패죄와 횡령죄를 명확히 하고 형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전면적 부정기 - (1980.6.25)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응접업무에서의 부정기풍을 바로잡는 것에 관한
풍 정립
통지’를 발표하고 “간부 접대 또는 특정 명분의 낭비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함

주: 金波(2017: 68-91)를 근거로 작성함

5) 반부패 법제건설 강화 및 반부패 업무추진(1982~1992)
개혁개방 이후, 반부패 방식에 변화가 발생했다. 초기의 ‘정당’(整党)
업무에서, 후기에는 당기율 처분을 중심으로 반부패를 진행했으며, 반부
패 제도와 법률 건설을 강화하고 모든 인민에 대한 사상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덩샤오핑은 과거의 반부패 경험에 근거하여, 반부패는 법률
제도를 보장으로 하고 당의 지도하에 질서 있게 추진하는 민주운동이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1982년 당중앙 국무원은 ‘경제 분야 범죄활동 타격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덩샤오핑은 “우리는 한 손으로 대외개방과 국
내 경제 진흥을 견지하는 한편, 다른 한 손으로는 경제범죄 활동을 타격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1986년, 덩샤오핑은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회의에서 경제건설과 법제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당중앙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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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완비와 반부패 업무에 대한 결의를 보여준 것이다(金波, 2017: 94).
표 3-5

반부패 법제건설 강화 및 반부패 업무 추진(1982~1992)

- 계획경제에서 상품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상관념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일부 간부들이 자산계급의 향락
주의와 이기주의 사상에 부식되어 각종 부패 문제가 발생
- 새로운 형세 하에서 당의 생명력과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1983년
신시기
반부패업무 전국적 범위에서의 ‘정당’(整党)운동을 추진
의 초보적 - 정당운동은 ‘군중운동’을 대대적으로 조직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정치운동 과정에 발생하
탐색
는 ‘좌’경 착오를 피할 수 있었음
- 덩샤오핑은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이후 진행한 반부패 운동의 경험을 총결한 이후, ‘제도 반부패’, ‘법률 반부
패’만이 반부패 건설의 기본이자 목표임을 강조함

반부패의
당기율과
국가법률
정비

- 법제건설을 통해 반부패를 추진해야 한다는 덩샤오핑 등 지도자들의 사상에 근거하여, 반부패에 관한 당기율
과 국가 법률을 재정비하여, 다양한 규장제도가 출범되었으며,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 및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체계가 점차 명확화
- 관료주의, 직권남용, 사치낭비 등 부정풍기 및 당정간부의 부당한 수금, 벌금 등 행위에 대해, 1985년 11월,
중공중앙판공청 및 국무원은 ‘목전 기관의 풍기에 관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당내의
문란한 기풍에 대해 비판
- (1982.3)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경제를 파괴하는 범죄자 엄벌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키고 중국 ‘형법’ 중의
해당 조항들도 수정 및 보완
- (1987.6) 중앙기율위원회는 ‘공산당원 뇌물수수의 단호한 처벌에 관한 결정’을 발표,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1988년 1월에 ‘밀수죄 처벌에 관한 보충규정’ 및 ‘부정부패죄 처벌에 관한 보충규정’을 통과했으며, 국무원은
1988년에 ‘국가 행정기관 업무인원의 부정부패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잠정규정’ 등을 발표

- 반부패건설은 반부패 감독기제 완비, 권력기관에 대한 효과적 감독, 당정간부의 법에 따른 권력 행사가 병행되
어야 한다는 것임
- 이에 덩샤오핑은 1980년의 ‘당과 국가의 지도제도개혁’에서 당내에 존재하는 특권화, 특수화, 당기율 위법
등 문제를 지적하고 각종 조항을 제정하고, 특히 엄정하게 감독을 진행할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邓小平,
1994b: 219)
청렴정치
제도 제정, - (1983.9) 중화인민공화국 심계서(审计署)가 설립됨. 감사감독제도의 설립은 새로운 경제 형세에서의 새로
권력감독
운 혁신이었으며, 재정경제관리 강화 및 경제범죄 타격에 중요한 의의
강화
- 국가행정기관, 공무원 및 국영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1986년 12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부 설립과, ‘문화대혁명’ 시기에 취소되었던 행정감찰체제를 회복할 것을
결정
- (1990.12.25) 국무원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조례’, 1997년 5월 19일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
회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은 중국의 행정감독기제를 점차 완비
- (1987)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이 시기의 반부패건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1982년
부터 1986년까지, 중앙기율위원회의 각급 기율검사기관에서 당기율 위반 당원 총 650,141명을 처벌하였는
건설과
데, 그중 151,989명에 대해 당적을 제적
개혁하에서
- 제13차 당대회는 “새로운 시기의 당의 업무는 반드시 당의 기본노선의 집행을 보장하고, 종엄치당하여 당이
의 반부패
집권과 개혁개방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건설과 개혁 속에서 반부패를
전략사상
진행해야 함”(「中央纪律检查委员会向党的第十三次全国代表大会的工作报告」 1987.10.30)
제기
- 제13차 당대회는 정치체제개혁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함. 즉,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며 활력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설립을 목표로 하며, 단기 개혁목표는 더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지도기제 구축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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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경제환경
정비,
경제질서
정돈

- (1989.11) 개최된 중공중앙 제13기 5중전회는 ‘정돈을 더 추진하고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킴. ‘결정’은
경제적 어려움은 다년간 축적된 것이며, 주로 통화팽창, 경제총량 불균형, 불합리한 구조 등으로 표현된다고 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공중앙은 전면적인 경제 정돈을 두 단계로 추진. 즉, 하나는 경제질서 정비와 구조조정을
하는 동시에 시장을 가동하여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또 하나는 개혁의 중점을 점차 산업구조조정으로 옮겨
경제성과를 제고

- (1989.6.23) 중국공산당 제13기 4중전회에서 당중앙 지도부 구성을 조정하고, 쟝저민을 중앙위원회 총서기
로 선출함. 회의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사안 중 “당 건설, 민주와 법치건설을 강화하고 부패를 처벌하며 당에
대한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 것”을 강조(人民网, 2001.6.13)
반부패건
설에 대한 - (1989.7.27) 중앙정치국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중공중앙, 국무원의 최근 몇 가지 대중의 관심사에 관한 결정’
중대한
을 통과시켜, 당풍건설과 반부패 투쟁에 대한 구체적 규정들을 명확히 함
결정
- 제13기 4중전회 이후, 당중앙은 ‘부패척결’을 ‘4가지 특별관심사안’으로 정하고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당풍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진행하기 위한 일련의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함
- 부패 문제에 대해 법률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보 및 감독 방법과 처벌조치들을 제정함
- 개혁개방의 추진과 사회경제의 빠른 발전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새로운 회사들이 설립됨. 그러나 그중 상당수
가 정치와 기업, 관리와 상인이 분리되지 않았음. 이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회사 정돈,
사회배분으로 경제질서를 파괴하고 개혁의 추진을 심각히 저해함
경제질서
- 1984년에서 1988년 사이, 중국은 2차례의 전국적 범위의 회사정돈을 진행함. 회사정돈은 단순히 경제 분야의
수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혁의 전면적 심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고, 부패를 척결하는 중요한 조치로, 전국적
관심을 받는 정치문제임
주: 金波(2017: 94-114)를 근거로 작성함

6)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구축 시기의 반부패(1992~1997)
1993년 8월 25일에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는 ‘지도
간부의 청렴성을 견지하고, 위법사안들을 조사처리하며, 산업과 행정기
관의 부패 기풍 시정’ 등 3가지 업무를 같이 추진할 것을 제기했다. 또한,
중앙의 결정에 따라 매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반
부패업무를 배치할 것을 결정했다(金波, 2017: 117).
중앙기율검사위원회 2차 전체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부패 역사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닌 회의이다. 회의는 덩샤오핑의 당풍을 단정히 하고 청
렴정치건설을 강화하고, 부패 반대에 관한 담화를 학습하고, 실제적인 행
동으로 반부패 투쟁을 관철시킬 것을 호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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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연인원 총 263,000명의 전국 당정
기관 현급 이상 간부들이 민주생활회의에서 청렴자율규정 위반행위를 시
정했다. 규정을 위반한 승용차 사용에 대한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 전
국 당정기관에서 기준을 초과한 승용차 총 21,000여 대를 정리했다. 규
정을 위반한 군용, 경찰용, 외국 차량번호판 총 14,000여 개를 취소했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 당중앙, 국무원의 사치낭비 행위를 제지하는 규정
을 관철하고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청렴자율업무의 추진과 더불어
각급 지도간부들이 청렴정치와 기율교육을 받고,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金波, 2017: 122).

표 3-6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시기 반부패(1992~1997)

- 간부의 청렴자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3년 10월 5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부패투쟁의 몇
가지 업무 관리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고, 현급 이상 당정기관 간부에 대해 ‘5조 규정’을 제기(상업 활동, 경제에
서 겸직, 주식매매를 할 수 없으며, 공무 활동 중에 축의금 또는 유가증권을 받지 못하며, 공금으로 클럽회원자
격을 획득할 수 없다는 규정)
- 중앙기율검사위원회 5차 전회에서는 지도간부의 범위를 기층간부, 국유기업지도자까지 확대하여 ‘4항요구’,
즉, ⅰ) 경영관리 과정에 획득한 할인비용, 중개비용 등을 개인소유로 할 수 없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겸직하여 임금을 받을 수 없음, ⅱ) 사적으로 상업 활동을 진행하여 회사를 경영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
간부의
가족 또는 지인의 회사 경영에 편의를 제공할 수 없음, ⅲ) 규정을 위반하여 여러 주택을 소유할 수 없으며,
청렴
감독 강화 공금으로 기준을 초과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음, ⅳ) 기업의 비정책적 결손 또는 임금체불 기간에 승용차를
구매할 수 없고, 수입산 호화 승용차를 구매할 수 없음
- (1997.5.25) 중공중앙 국무원은 ‘당정기관의 사치낭비행위 제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제정하고, 8가지 조항
을 제정함. 즉, ⅰ) 사무용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엄격히 통제, ⅱ) 각종 회의개최 엄격히 통제, ⅲ) 각종
축제행사 엄격히 통제, ⅳ) 공금 회식, 낭비 금지, ⅴ) 공금으로 주택용 전화 또는 모바일 전화 구매 금지, ⅵ)
각종 형식주의적 검사, 비교, 목표달성 활동 엄격히 통제, ⅶ) 승용차 구매 또는 교체 엄격히 통제, ⅷ) 공금
출국 엄격히 관리
중요사건
조사처리

-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각급 기율검사위원회는 당정지도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경제관리부문 및 현급 이
상 간부의 기율위반, 위법 사안을 중심으로 부패, 뇌물수수, 공금횡령, 밀수, 직권남용 등 방면의 사안들을
조사처리하고, 부패 발생율이 높고 집중된 금융, 증권, 부동산, 토지, 건축 등 영역의 조사를 강화함

- (1990) 전국적으로 부당요금 징수문제를 다스리면서 일정부분 억제되었지만 일부 국가기관과 독점산업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각종 명목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문제들이 다시 발생
부정기풍
- 중앙은 각 지역과 부문에서 부당요금 징수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정기풍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함. 이에
대응
각급 당정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직접 책임지고 해당 지역과 부문의 부당요금징수 문제를 관리함. 또한, 반드시
1년 내에 뚜렷한 성과를 거둘 것을 요구했으며, 형식적으로 느슨하게 관리하는 지역의 간부들의 책임을 추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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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계속

- (1994.9) 중공 제14차 4중전회에서는 ‘중공중앙의 당 건설 강화에 관한 몇 가지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을
발표
당 건설 - ‘결정’은 중국은 위대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발전 기회와 엄준한 도전에
과제 추진 동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함
- 따라서 당기율 교육을 강화하고 당원간부들의 자산계급 사상과 생활방식을 배척하는 능력을 강화는 것이 당풍
건설과 반부패의 기본업무라고 지적
- 개혁개방의 새로운 형세에 부합하는 반부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을 따라 중앙기율
검사위원회와 감찰부는 1993년 1월 1일부터 합동하여 업무를 수행
반부패기
- (1995.11)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반부패총국을 설립함. 주요 직책은 중대한 반부패 범죄를 조사하고 전국적
관 설치
중대한 반부패 범죄사안을 직접 입건 및 조사하며 전국부패 범죄의 특정, 규율을 연구하고 처벌대책을 제시하
는등
당풍관련 - (1992~1997) 중앙국가기관과 각급 행정단위에서 총 1,400여 개의 당풍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제정함. 이런
제도정비
법규제도의 제정과 실시는 당정기관과 간부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는데 중요한 역할
주: 金波(2017: 116-136)를 근거로 작성

7) 반부패의 전반적 계획 및 전략 확립·실시(1997~2002)
중국공산당 제14차 당대회 이후, 쟝저민을 핵심으로 하는 제3대 지도
집단에서 반부패 투쟁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반부패의 근본적인 척
결은 반부패 제도의 확립에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이에 15차 당대회
이후, 지역적인 것과 근본을 같이 다스리고 개혁을 심화하여 부패 발생의
근원을 척결하는 전략을 확립하고 추진했다(金波, 2017: 138).

표 3-7

반부패의 전반적 계획·전략 확립 및 실시(1997~2002)

- (1997.9) 소집된 제15차 당대회는 지엽적인 것과 근본을 같이 다스리고, 개혁을 심화하고 부패가 발생, 만연할
수 있는 조건을 척결하는 전략을 확립함. 15차 당대회는 반부패를 “당과 국가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심각한
반부패의
정치투쟁이라 지적함”
기본전략
- 현상을 다스리는 것을 중심으로 하던 것에서 지엽적인 것과 근본을 같이 다스리고 의법치국(依法治国)으로
확립
나아간 것은 중국의 반부패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함. 반부패의 기본전략은 크게 교육, 법제, 감독,
개혁 등 네 가지임
간부의
자율성
제고

- 15차 당대회 이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는 간부의 자율성과 순결성 보장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함
- (1999) 중앙기율검사위원회 3차 전체회의는 사치낭비를 억제하는 8가지 규정을 제시하고, 3가지 업무를 중점
적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 즉, ⅰ) 당정기관에서 려산(庐山) 등 12개 관광지역에서 회의개최 금지, ⅱ) 사무용
건물과 호텔 재건축, 확장, 신축 또는 구매 금지, ⅲ) 공금 출국여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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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대형사건 - 대형 사건과 중요사건의 처리에서는, 당정지도기관, 행정, 집법기관, 사법기관, 경제관리부문과 현급 이상
처리
간부의 기율위반, 위법 사건을 중점으로, 사법, 금융, 인사, 해관 등 영역의 사안들을 조사, 처리
각 부문
개혁

- 당대회 이후, 각 부문과 산업에서 개혁을 촉진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부패척결의 효과적인 수단임. 개혁은
크게 6개 부분(3농 문제 개선, 도로 및 중소학교 관리, 의약품 구매판매의 규범과 절차, 예산 이외 자금관리,
사회서비스 제도 보편화, 기율위반 행위 근절)

- 체제, 기제, 제도개혁을 심화하여 기존 제도의 폐단을 제거하고 반부패의 목적 추구
체제,
- ⅰ) 군대, 무장경찰부대 및 정법기관의 상업영리활동 금지, ⅱ)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 추진, ⅲ) 재정금융제도
제도개혁
개혁 심화, ⅳ) 인사 및 행정제도개혁 심화, ⅴ) 국유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 당의 15차 당대회에서는 권력부패의 예방과 억제에서 ‘감독’만이 관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 조치를 취함
권력 감독
- ⅰ) 당내 감독의 5항 제도를 관철(특히, 고위급간부에 대해 전문적인 감독을 진행하고 재산공개제도를 실행),
강화,
ⅱ) 간부의 경제책임 감사제도를 추진하고, 현급 이상 간부 및 국유기업의 관련 인원에 대해 경제책임 감사를
권력 운행
추진, ⅲ) 인사임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돈으로 직위를 사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각급 간부의 임용
규범화
투명성을 확보, ⅳ) 정부업무, 국유기업 업무, 촌 업무의 공개제도를 추진
- 감독체제 실행 이후, 입법업무 추진하고, 법률제도를 완비하여 감독에 법률적 보장을 제공함
당풍
- 「중화인민공화국행정감찰법」,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중국공산당당원간부청렴정치약간준칙」 등 기
법제건설
초적 법률과 당내 법규가 선후로 발표
강화
- 당풍건설을 강화하고, 개혁, 발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과 ‘중국공산당 장정’(章程)에 근거하여 1998년
11월 21일 ‘당풍건설 책임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
주: 金波(2017: 139-156)를 근거로 작성함

8) 중국특색의 반부패 노선 형성(2002~2007)
16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당중앙을 추구했
다. 경제, 정치민주, 문화, 사회건설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반부패는 엄
준한 형세에 직면하였다. 중국공산당은 당장과 헌법 및 법률을 기준으로
간부의 청렴정치를 규범화하는 체제와 기제를 추진하고, 조직, 제도, 사
상건설 등 측면에서 간부의 행정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할 것을 요구했다
(金波, 2017: 158).

표 3-8

중국특색의 반부패 노선 형성(2002~2007)

간부의
규범화

- 16차 당대회 이래, 각급 기율검사감찰기관은 ‘교육, 제도, 감독을 병행하는 부패예방척결체계 구축요강’에
따라 청렴자율규정 관철, 간부의 행정행위 규범화 추구
- 즉, ⅰ) 간부의 부패 문제 전문적 관리, ⅱ) 직무와 청렴 상황 진술, ⅲ) 근원적으로 간부의 청렴자율 강화, ⅳ)
간부의 청렴자율 행위준칙과 도덕규범 추구, ⅴ) 간부의 청렴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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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16차 당대회 이후, 당중앙은 반부패 건설의 역사적 경험을 과학적으로 총결하고 부패 발생 원인을 분석함
- (2003.10) 제16기 3중전회에서 공식적으로 교육, 제도, 감독을 병행하는 부패예방·척결체계 구축에 관한
부패예방
목표제기
체계 구축 - (2004.9) 제16기 4중전회에서 ‘지역적인 것과 근본을 같이 다스리고, 예방과 처벌을 병행하는’ 반부패 전략을
제기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와 상응하는 교육, 제도, 감독을 병행하는 부패 예방·척결체계구축 재강조
- (2005) 당중앙은 ‘교육, 제도, 감독을 병행하는 부패예방·척결체계 구축의 실행 요강’ 발표
- 16차 당대회 이후, 기율위반, 위법사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일련의 중대사건을 조사 처리함. 이는 당장과,
부정부패
헌법, 법률의 존엄 및 경제사회의 유리한 방향 모색
- ⅰ) 현급 이상 당원 간부의 기율위반, 위법 사안 중점 조사, ⅱ) 각급 기율검사위원회 감찰기관의 감독 강화,
엄벌
ⅲ) 중점 산업과 영역의 심각한 기율위반, 위법 문제 조사, ⅳ) 상업뇌물수수 근절
-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함에 있어, 제도와 체제의 제약만으로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정치민주도 중요한 역할을 함. 16차 당대회 이후, 당중앙은 당내 민주건설을 추진하고 당내민주가 인민민주를
권력행사
견인할 수 있도록 함
감독 강화
- ⅰ) 당내 민주건설 추진, 권력감독 강화, ⅱ) 인민민주 대대적으로 추진(중국공산당 제16차 당대회 이후, 당중
앙은 ‘3공개’를 사회주의 민주법제건설의 중요한 업무로 간주하고 정무공개, 기업업무공개, 촌무공개를 심화
반부패시
스템 혁신

- 16차 당대회 이래, 반부패의 점진적인 개혁을 견지하면서 부패 발생의 토양을 척결하는 한편, 새롭게 나타날
사회 문제도 고려함. 근원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해 제도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반부패의 법제화
와 일상화를 추진
-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 추진, 재정세수관리체제 개혁 심화, 간부인사제도 개혁, 사법체제 개혁

- 16차 당대회 이후, 부정기풍 시정은 경제, 문화, 사회건설 및 당건설의 중요 내용
부정기풍
- 민생과 관련된 뚜렷한 문제들을 관리 범위에 포함. 토지징용, 주택철거, 기업제도개혁, 농민공 임금지급 등
시정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고 대중의 강한 불만을 사는 문제들을 관리하여 대중의 이익수호
- 반부패의 ‘선전교육’ 업무 구도 확립은 당의 당풍건설 및 반부패 투쟁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서 2004년 1월,
후진타오는 중앙기율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반부패 ‘대선전교육’ 업무구도 구축 강조
- 반부패교육을 당의 선전교육에 포함시키고, 선전교육제도와 업무기제를 완비하여, 우선, ‘쟝저민문선’(江泽
반부패
民文选)학습 활동 진행. ‘쟝저민문선’ 학습은 덩샤오핑이론과 ‘3개대표’ 중요사상을 견지하고 당의 기본노선,
선전교육
강령, 경험을 관철하며, 마르크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국가 정세와 전국 인민이 단결하여 소강사
활동
회 건설에 중요 의의
- (2006.1) 중앙기율위원회,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에서는 ‘후진타오 동지의 중앙기율위원회 6차 전체회의의
중요 담화를 관철하고, 당장을 학습할 것에 관한 통지’ 발표
- 16차 당대회 이래, 반부패 법률제도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 중국공산당은 당장을 핵심으로 하는 당내 법규제도
건설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는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제도 건설 강화
제도건설 - 반부패 지도체제, 업무 관련 법규제도체계 정비. 2004년 9월 17일, 국무원은 ‘행정감찰법실시조례’ 발표.
행정감찰업무 규범화
강화
- (2005) 중앙기율위원회는 ‘기율위원회가 당위원회와 협력하여 반부패업무 조직에 관한 규정’(시행) 제정, 반
부패 업무의 지도체제와 업무기제 완비
- (2003.12) 중공중앙은 ‘중국공산당당내감독조례(시행)’을 발표하고 ‘기율검사위원회가 파견기관에 대한 통
국가부패
일관리 실행’을 명확히 규정,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제한 타파, ‘지방 및 부문의 기율검사위원회는
예방국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 대해 직접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
- (2007.9.13)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으로 국가부패예방국이 정식 설립됨. 국가부패예방국의 설립은 관련
설립
부문간 협력, 반부패 영역 확장, 부패예방의 전면화 및 전문화 촉진
- 반부패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유엔반부패협약」을 비준하고 관련 문제 해결에
반부패
관한 의견 제정
국제협력 - 유엔반부패협약과 중국법률제도를 연결하기 위한 업무 추진
- 부패범죄에 대한 국제사법협력을 진행하여 해외도피범에 대해 ‘전방위적 포위체계’ 구축
주: 金波(2017: 158-220)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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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전하는 중국특색의 반부패 투쟁(2007~2012)
당풍건설과 반부패 투쟁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과정이다. 16차 당대회
이후, 중국공산당은 제도건설, 기관설립, 사상정치교육 등의 부분에서 반
부패투쟁을 진행해왔고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투쟁의 형세는 여전히 엄준하며, 이는 기득 이익집단의 저해와 부
패 영역의 확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당풍건설과 반
부패투쟁은 17차 당대회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다(金波,
2017: 222).
표 3-9

발전하는 중국특색의 반부패 투쟁(2007~2012)

- (2009.7.12)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은 ‘당정지도간부의 문책 실행에 관한 잠정규정’, ‘중국공산당
반부패의
순시업무조례’(시행), ‘국유기업지도자 청렴과 관련한 약간의 규정’을 발표
제도화 - ‘정부정보공개조례’를 2007년 1월 국무원 상무위원회의에서 통과, 2008년 5월 1일부터 정식 실행. ‘업무계
획’을 제정하고, 부패예방·척결체계 구축
- 과학발전관 학습활동 진행은 17차 당대회의 중요한 전략적 결정 중 하나임
- 이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으로 당을 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당의 순결성과 선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학발전
필연적 요구
관 학습
- (2008)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 국가발개위, 재정부, 심계서로 구성된 검사지도소조를 설립하고 투자계
획, 예산, 자금 등에 대해 감독을 진행

17차
당대회

- (2007.10) 중국공산당 제17차 당대회가 소집하여 반부패 건설에 대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 우선 회의에서는
16차 당대회 이래의 ‘방침을 견지하고, 체계를 구축하며 영역을 확장’하는 전반 노선을 재천명하고 반부패건설
이론에 대해 중대한 혁신 추진
- 반부패건설을 당의 정치건설, 사상건설, 조직건설, 작풍건설, 제도건설과 더불어 당의 ‘6대건설’ 중의 하나로
포함시켜 반부패 건설의 지위 격상
- (2008.1.14~16) 중앙기율위원회 17기 2차 전회에서는 당풍건설과 반부패 투쟁의 총체적 요구 제시

17차
당대회

- (2009.9.15~18) 중공중앙 제17기 4중전회에서 ‘결정’은 새로운 형세에서의 반부패 건설에 대해 일련의 조치
들 제기. ⅰ) 청렴교육과 지도간부들의 청렴자율성 강화, ⅱ) 기율위반 및 위법사안들에 대한 조사 강도를 강화
하여 강력한 반부패 환경 유지, ⅲ) 권력운행에 대한 제약 및 감독기제를 완비하는 것인데 특히 주요 지도간부에
대한 감독을 중점으로 정책결정권, 집행권, 감독권 간의 상호제약을 통해 권력운행의 절차화와 투명화 추진,
ⅳ) 반부패 제도혁신을 추진하여 권력, 인사, 사안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견지하여 제도적 장애와 허점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반부패 기제 완비

- 17차 당대회 이후, 반부패의 고압적 태세를 유지. 기율검사감찰기관은 각종 부패사안들을 조사 처리 하는
동시에, 부패 사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경향성과 패턴을 발견하여 근원적으로 부패 현상을 억제하는
부패사안
효과적인 방식 모색
조사 강화 - ⅰ) 중앙의 중대한 정책결정을 위반한 안건들을 조사처리, ⅱ) 현급 이상 지도간부의 기율위반 및 위법행위들을
중점적으로 조사처리, ⅲ) 중점 영역과 핵심부문에서의 부패 사안들을 조사 처리, ⅳ) 대중의 이익과 직결한
사안들을 조사처리, ⅴ) 상업뇌물수수 사안들을 심층적으로 조사
주: 金波(2017: 222-256)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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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8차 당대회 이후의 반부패(2012~2017)
2012년 11월 8일,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는 ‘청렴정치건설’을
제시하고 ‘간부, 정부, 정치가 청렴’할 것을 요구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총 133명의 부성급 이상의 관리가 처벌받았는데, 그 중 몇 명의 ‘큰호랑
이’의 낙마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133명의 부성급 이상의 고위급
관리의 낙마는 ‘호랑이 때려잡기’가 강화되었으며 반부패 투쟁이 여전히
‘고압적 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룽(苏荣), 링지화(令计划),
저우융캉(周永康)의 낙마는 중앙의 반부패 결심을 잘 보여준다. 2015년
1월 15일, 중앙조직부는 ‘간부 선발임용 업무감독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간부선발임용’을 중앙 및 각급 순시소조의 순시내용에 포함시
켰다. 또한, 인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율검사감찰대오 건설을 강화했
다. 당원간부에게 존재하는 문제는 기율검사감찰인원에게도 존재 할 수
있으며, 기율검사감찰 간부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부정적인 영향은 배가
된다. 2014년, 중앙의 8항규정 위반행위를 조사·처리하는 한편, 각급 기
율검사감찰기관의 ‘등잔 밑이 어두운’ 상황을 예방했다. 왕치산도 “자체
적인 감독은 더욱 엄격해야 하며, 기율집행은 더욱 원칙에 입각해야 한
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金波, 2017: 262).
표 3-10

18차 당대회 이후의 반부패(2012~2017)

- 18차 당대회의 새로운 당장은 당의 지도간부에 대한 ‘감독’ 강화 및 당내 감독제도 완비 제기
- (2013.3) 중앙조직부는 ‘간부교육과정에서 학생관리 강화에 관한 규정’ 발표함. 학습교육에 참가하는 간부는
모두 일반 학생이며 반드시 단정한 학습태도를 가지고 교육과제를 성실히 완성할 것 제기
- (2013.10) 중앙조직부는 ‘당정 지도간부의 기업 겸직(임직) 규범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비준을
간부감독
받고 기업에서 겸직하는 당정 지도간부는 기업에서 임금, 상금, 보조금 등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주식, 기타
관리 강화 이익을 획득할 수 없다고 규정
- (2013.12)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앙교육실천활동지도소조는 ‘당의 군중노선 교육실천 활동 중 사교클럽
의 나쁜 기풍(会所中的歪风)을 교정할 통지’ 발표
- (2014.1.21) 중앙조직부는 ‘간부의 선발임용 업무감독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인사임용 강조

제3장 중국 (반)부패의 실태분석 ❙ 193

표 3-10

계속

- (2012.12.4) 시진핑은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당풍건설은 중앙정치국에서부터 솔선수범으로 진행할 것을
강조
간부의 - (2013.5.25) 중공중앙기율위원회는 ‘전국 기율검사감찰기관이 회원카드 취소 활동 전개에 관한 통지’를 발표
솔선수범 - (2013.12)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은 ‘지도간부가 공공장소에서 솔선수범 금연에 관한 통지’를 발표
- (2013.12) 중공중앙과 국무원 판공청은 ‘당원간부가 솔선수범하여 장례(殡葬) 개혁을 추진할 것에 관한 의견’
을 발표
- 낭비와 사치 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7월 중공중앙과 국무원 판공청은 ‘당정기관에서 사무건물 신축을
중단하고 사무용 건물 정리에 관한 통지’ 발표
- (2013.11) 중공중앙과 국무원 판공청은 ‘당정기관의 근검절약 제창, 낭비반대조례’ 발표, 각 지역의 각 기관에
접대기율
서 성실히 집행할 것을 요구
강화
- (2013.12.8) 중공중앙과 국무원 판공청은 ‘당정기관의 국내공무 접대관리 규정’ 발표, 각종 요구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38가지 금지령 제기
- (2014.3) 중공중앙과 국무원 판공청은 ‘절약을 제창하고, 식품낭비 반대에 관한 의견’ 발표
- (2013.9.3) 중공중앙 기율위원회는 ‘중앙의 8항 규정을 관철시켜 추석, 국경절 기간의 공금선물 등 부정기풍
억제에 관한 통지’ 발표
부정기풍 - (2013.10) ‘공금으로 연하장 등 물품을 제작, 발송 금지에 관한 통지’
청산
- (2013.11) ‘원단, 춘절 기간 공금으로 폭죽 등 설맞이선물을 구매 금지에 관한 통지’
-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반부패와 관련하여 ‘간부의 공금 회식, 선물, 기율위반 소비를
금지’할 것을 요구
주: 金波(2017: 262-290)를 근거로 작성함

3. 최근 (반)부패의 주요 관점에서의 실태분석
중국 부패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38) 최근 (반)부패 추진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실적
치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반부패 추진에서 나타나는 당내 규율조사,
처벌자 수, 4대악풍 문제 해결, 8항규정(八項規定)39), 3공경비 지출, 공금
38) 중국군 부패의 몸통으로 불리는 쉬차이허(徐才厚)의 경우, 2014년 3월 군 수사요원들이 베이징 푸청루에 있
는 쉬차이허우의 호화 저택을 수색할 당시 2000m2 규모의 지하실에서 1t이 넘는 미국 달러, 유로, 위안화를
발견했다. 또한, 당·송·원·명나라 시대의 골동품과 진귀한 보물 등도 함께 발견되어, 10대 가량의 군용 트럭
이 동원해 압수한 재물을 이송했다. 쉬차이허우는 중국의 각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상하이에서는 4
살 된 그의 손자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최소한 4채 발견되었고, 그의 개인 운전사도 뇌물을 중개하면서 막대
한 재산을 축재했다(경향신문, 2014.11.21).
39) 8항규정은 실질적으로 정치국의 자치장정(自治章程)이었는데, 전당(全党)의 행동 감화 및 민중의 여론 추이
를 신속히 유발하였다. 국정운영의 지도력 및 권위의 중요 원천이며 근면하고 청렴한 모범의 거대한 행동 역
량을 형성하였다(高波, 2017: 133). 2012년 12월 4일 시진핑이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강조한 8항규정
의 내용으로 ⅰ) 인민의 실정을 알고 문제해결을 위해 인민을 자주 접촉하되 형식주의를 피하고 수행원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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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풍족, 공무차량 사적사용 문제 등에 관한 최근의 실태를 분석한다.

1) 기율과 규범의 조사 및 처벌
(1) 당내 규율조사
당내 규율조사는 201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당 조사가 국가
기구로 기소된 비율은 단지 4~5% 정도이다. 법적 절차의 우회나 쌍규(双
规)40)제도 등이 당내 규율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Human Rights

Watch, 2016; Lang, 2017: 7에서 재인용).

그림 3-1

당내 규율 실행을 통한 중국 반부패 캠페인

출처: Lang(2017: 7)에서 재인용

행차량을 최소화하여 현수막, 화환, 연회를 개최하지 말 것, ⅱ) 중앙의 명의를 사용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를 지양하고, 중앙의 비준을 받지 않은 행사에는 참석하지 말 것, ⅲ)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불필요
한 문건 남발 금지, ⅳ) 불필요한 공항 영접 금지, ⅴ) 도로 교통관제를 최소화하고 회의장소를 봉쇄하지 말
것, ⅵ) 정치국원 회의, 활동사항 보도를 최소화 할 것, ⅶ) 중앙의 통일적 발표문 이외에 개인적인 메시지 발
표를 엄격히 규제, ⅷ) 근검절약 정신으로 규정 외 숙박, 차량 사용금지를 담고 있다.
40) 쌍규란 중국의 기율당국이 비리 혐의 당원을 정식 형사 입건 전 구금 상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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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패수사 초점 변화
시진핑 이후 부패수사가 2013년과 2014년에는 주로 지방정부에서 이
루어지다가 2015년에는 국유기업, 주로 재정부문으로 옮겨졌다. 2015년
에 국유기업에서 당기관 및 다양한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가 2013년 20
개에서 2015년 83개로 급증하였다. 부패수사 초점의 변화는 시진핑의
개혁의제를 협조하지 않는 고위관료와 집행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2

부패조사 대상의 변화

35

Total number of inspections*

30
25

Government and
party organs

20
15
10
5

Others
Local governments
Stateowned enterprises

0
2013

2014

2015

출처: Retrieved from https://blogs.wsj.com/chinarealtime/2015/12/11/china-anticorruption-cases-have-quadrupledsince-2013-study-says/ (검색일, 2018.6.22)

(3) 부패처분 받은 관원 수
<표 3-11>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부패 문제로 인해 매년 월 별
로 붙잡힌 중국의 관원들의 수를 기록한 것이다(聂辉华·王梦琦, 2014:
135).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중국의 정치 주기에 따라 가령, ‘지방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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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개최되는 1월, 민족의 명절 ‘춘절’이 있는 2월, ‘전국 양회’가 개최
되는 3월에는 현격하게 처분 건수가 적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로 이러한
현상은 10년 동안 하나의 패턴처럼 주기적으로 확인된다.

표 3-11

년＼월

2003~2013년 월별 체포된 관원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2003

0

0

1

5

2

1

1

0

0

1

0

0

11

2004

0

0

0

2

1

2

0

1

1

0

0

0

7

2005

0

0

1

1

0

1

0

0

3

1

0

2

9

2006

1

0

0

0

1

3

1

0

0

0

0

5

11

2007

3

1

1

1

2

1

2

0

0

2

0

0

13

2008

0

1

2

2

1

2

0

1

3

2

0

1

15

2009

2

0

2

3

1

3

3

1

4

4

1

4

28

2010

2

0

2

1

1

1

1

1

1

1

2

2

15

2011

1

4

0

2

3

4

1

2

1

1

1

1

21

2012

3

2

1

1

0

1

3

3

1

0

3

4

22

2013

21

6

3

11

7

7

10

19

8

11

18

31

152

총계

33

14

13

29

19

26

22

28

22

23

25

50

304

출처: 聂辉华·王梦琦(2014: 135)

시진핑 집권(2012년, 18대) 후 초기부터, 관원들의 부패 사범에 대한
검거 및 집행 건수는 그 어느 정권에 비할 바 없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표 3-11>는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데, 즉, 2003년부터 2013년까지를
각각 월별로 나눠서 검거된 관원의 수를 표기한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적발된 총 건수(152)가 시진핑 집권 후 이듬해
인 2013년 한 해의 총 건수(152)와 같다는 점이다. 둘째, 심지어 시진핑
주석이 정식으로 취임한 11월부터 계산을 한다면, 오히려 과거 10년 건
수(145)보다 시진핑 집권 후 14개월 수에 검거한 부패건수(159)가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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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부패 검거 건수가 ‘0’인 달이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있는데 비하여, 시진핑 집권 후부터는 ‘0’인 달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는, 반부패 정책에 대한 시진핑 정권의 ‘고강도 드라이
브’와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에, 반부
패 문제를 한 때의 이벤트성 과제가 아니라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정권
차원의 업무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당기·기율처분 받은 인원 추세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반부패청렴정치제창청서(反腐败倡廉建设蓝
批书)」를 발간하였다. 이 청서에 따르면, 2013년 1년 동안 전국 각급 기

율감찰기관에 입건된 안건이 약 172,500건이며 약 182,000명이 처분을
받았다. 이중 당기(党纪) 처분을 받은 사람은 약 150,100명이며 정기(政
纪)기율 처분을 받은 사람도 48,900명에 달한다. 2014년 1월에서 6월까

지 전국 각급 기율감찰기관에 제기된 안건은 9.6만여 건이며 8.3만여 명
이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30.5%,
31.5% 증가한 수치에 해당한다. 청서에 따르면 2014년 9월 말 현재 각
급 기율감찰기관에 8항규정 위반 건수가 약 62,400건 제기되었으며 약
82,500명이 처분을 받았고, 이중 당기·정기 처분을 받은 사람도 약
23,260명에 이른다. 이는 중국의 반부패 노력이 시진핑체제 들어서 지속
되고 있음에도 부패가 전 분야에 걸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양갑용, 2015: 33).
그러나 청서에 따르면, 관원과 주민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반부패 운동
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다. 시진핑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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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풍 건설과 반부패 노력에 대해서 영도간부의 93.7%, 보통 간부의
88%, 기업관리 인원의 84.8%, 전문가 73.1%, 주민 75.8%가 신뢰를 보
이고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적어도 중국 내부에서 반부패 활동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다(양갑용, 2015: 33).

(5) 최근 기율검사기관의 입건 및 처벌자
최근 5년간,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중앙 지도집단은 반부패 투
쟁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다수의 호랑이와 파리들을 처벌하였는데, 그
규모와 강도는 중국 창건 이래 전례 없는 것이었다. 반부패 투쟁의 추진
과 더불어 사람들을 경악케 할 사건들이 끊임없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 정, 군 등 고층기관부터 중앙기업, 연구기관, 나아가 지방의 기층행정
부문까지 부패에 연루된 관원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고위급간부들을 색
출하는 ‘호랑이’ 잡기부터, 기층간부들을 처벌하는 ‘파리’ 때려잡기, 나아
가 ‘천망’(天网)과 ‘여우사냥’(猎狐) 등 국제도피추적작전이 수행된 것이
다. 이러한 반부패 조치들은 당중앙이 결단을 내리고 중앙기율위원회가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반부패 투쟁은 대세가 되었다. 이는 부정부패를 ‘하
면 안되고’(不能腐), ‘하고 싶지 않은’ 제도건설의 기반을 마련했다(张英
伪 主编, 2017: 3).

최고인민감찰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3~2016까지 4년간 전국 각
급 감찰기관에서 직무유기 사범 208,306명을 입건하였는데 그중 국장급
(厅局级) 이상 간부는 2,065명에 달한다. 국장급 이상 간부의 입건 수는
2008~2012년 5년간 입건수의 2배에 달한다.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3~2016년 4년간 전국 각급 법원에서 13.9만 건에 달하는

제3장 중국 (반)부패의 실태분석 ❙ 199

직무유기 사건을 판결하고, 18.7만 명에 형을 선고하였다. 2017년 1~9
월까지, 전국 기율검사감찰기관에서 총 38.3만 건을 입건하고, 33.8만
명을 처벌하였는데, 그중 당기율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28.3만 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기율검사감찰기관의 입건수 및 처벌 인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张英伪 主编, 2017: 3).

그림 3-3

최근 5년 중국 기율검사감찰기관의 입건 및 처벌자 통계

2017년 1~9월

33.8

38.3

41.3
41.5

2016년
33
33.6

2015년
22.6
23.2

2014년
17.2
18.2

2013년

입건수(만 건)

처벌 인수(만 명)

주: 张英伪 主编(2017: 4)을 근거로 작성함

18차 당대회 이래, 중공중앙은 ‘뼈를 깎고 팔을 끊어내는’(刮骨疗毒,
壮士断腕) 결단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지 않는’(上不封顶, 下不保底)

반부패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관료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반부패 운
동을 교란시키거나, 하위 관직자를 수탈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려는 시도
를 무산시켰다. <그림 3-4>에서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의 반부패 및 엄격
한 당운영(从严治党)의 성과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당과 국가의
발전에 정치적 보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张英伪 主编,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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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2014~2018년 5월까지 당기정기 처분 인원수 및 처리인원 비율

출처: 中央纪委国家监委网站(2018.7.5)

<그림 3-4>에서 보듯 2014년에서 2018년 5월까지 당기·정기 처분
인원이 2014년도 26.7%에서 2018년도 71%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인 성
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그림 3-5>에서 보듯, 2018년 상반기 각종 위반의 현황을 보여
준다. 5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보조금이나 상여금 지급 위반
(1,215건)이며, 이어서 선물이나 사례금의 수령 위반(835건), 관용차 사
용 위반(795건), 공금으로 식음을 즐기는 위반행위(636건), 기타(553건),
혼례나 장례의 대규모 거행 위반(491건), 공금으로 국내여행(240건), 사
무장소 위반(197건), 공금으로 해외여행(11건) 순으로 나타났다. 2월에
춘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수가 적은 것은 양회가 열리는 3월 초
직전이란 기간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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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2018년 1~5월 각종 위반 문제 누적

출처: 中央纪委国家监委网站(2018.7.5)

2) 4대악풍 근절 및 행정자원 절약
(1) ‘4대악풍’(四风) 근절
2016년 말, 반부패 투쟁의 압도적 형세가 형성되면서 ‘감히 부정부패
를 하지 못하는’ 목표를 기초적으로 달성하였다. 전국의 기율검사감찰기
관의 제보, 고발 관련 신방(信访) 접수량은 2016년에 처음 감소세를 보였
는데, 2015년보다 17.5% 감소하였다. ‘4대악풍’ 근절운동으로 인해,
2016년 한해에만 5.7만 명의 당원들이 자진 신고하였다.
5년여 간, 중앙은 ‘4대악풍’(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낭비
풍조) 문제 근절을 견지하는 한편, 부정부패의 풍조가 다시 일어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8항규정이 실시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24,521건의 8항규정 위반 사안들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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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2014년에는 53,085건으로 동기 대비 116.5% 증가하였고, 2015
년에는 36,911건으로 동기대비 30.5% 하락, 2016년에는 40,827건으로
동기 대비 10.6% 증가, 2017년 1~7월간 총 25,106건으로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당기율 및 정치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수를 보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말까지 총 7,692명, 2014년은 23,646명으로 동기 대
비 207.4% 증가, 2015년에 33,966명으로 동기대비 43.6%, 2016년은
42,466명으로 동기 대비 25%, 2017년 1~7월까지 총 24,364명으로 월
평균 처벌자 수는 동기 대비 1.7% 감소하였다(<그림 3-6>).

그림 3-6

중앙의 8항규정 위반 상황(2013~2017년)

주: 张英伪 主编(2017: 116)을 근거로 작성함

입건 및 처벌 횟수 및 처벌자 수의 감소세는 처벌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고, ‘4대악풍’ 문제의 증가율이 하락하는 것은 근
절운동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억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적으로 중앙 8항규정 정신의 실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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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기율위원회는 각 성, 시 및 신장 생산 건설 부대, 각 중앙 및 국가기
관과 각 중앙기업 및 중앙금융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앙 8항규정 정신 상
황에 대한 월별 보고 제도를 수립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
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중앙 8항규정 정신 위반 문제는 <표 3-12>에서 확
인할 수 있다. 2018년 5월 전국적으로 중앙 8항규정 정신 위반사건은
4,973건에 달한다(中央纪委国家监委网站, 2018.6.24).

표 3-12

5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중앙 8항 규정정신 위반 사건
(규정 시행 이후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급별

항목

문제
조사
및처
리수

연도

합계

지
청
급

현
처
급

향
과
급

공금
으로
식음
을
즐김

공금
으로
국내
여행

보조
금이
공금 관용
사무 나
으로 차
장소 상여
해외 사용
위반 금
여행 위반
지급
위반

혼례
선물 나
이나 장례
사례 의
기타
금의 대규
수령 모
위반 거행
위반

2017년

37,824

6

557

4,041 33,220 4,618 1,915

134 7,098 1,131 8,950 7,162 4,468 2,348

2016년

40,827

3

623

4,545 35,656 5,229 2,286

196 6,715

871 10,303 7,618 5,238 2,371

2015년

36,911

9

384

3,172 33,346 4,761 1,926

282 8,642

671 7,488 5,358 5,115 2,668

2014년

53,085

2

139

1,973 50,971

873

883

76 6,790

248

* 1,175 3,279 39,761

규정시행~
2013년말

24,521

1

110

1,369 23,041 1,134

564

91 6,352

108

*

합계 5년간 총합 19,3168

처리
한
사람
수

성
부
급

유형

21 1,813 15,100 176,234 16,615 7,574

* 1,369 14,903

779 35,597 3,029 26,741 21,313 19,469 62,051

2017년
이후

53,195

6

695

5,113 47,381 7,404 3,323

213 8,865 1,358 14,018 9,013 5,228 3,773

2016년

57,723

5

820

6,063 50,835 7,964 4,248

306 8,634 1,223 15,862 9,580 6,131 3,775

2015년

49,508

10

509

4,303 44,686 6,591 3,462

390 10,713

858 10,543 6,836 6,057 4,058

2014년

71,748

2

198

2,630 68,918 1,462 1,489

178 7,759

352

* 1,479 3,687 55,342

규정시행~
2013년말

30,420

1

107

1,510 28,802 1,206

149 6,208

120

*

합계 5년간 총합 26,2594

699

* 1,701 20,337

24 2,329 19,619 240,622 24,627 13,221 1,236 42,179 3,911 40,423 26,908 22,804 8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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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계속
(규정 시행 이후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급별

항목

당과
행정
처분
받은
인원
수

연도

합계

성
부
급

지
청
급

현
처
급

유형

향
과
급

공금
으로
식음
을
즐김

공금
으로
국내
여행

보조
금이
공금 관용
사무 나
으로 차
장소 상여
해외 사용
위반 금
여행 위반
지급
위반

혼례
선물 나
이나 장례
사례 의
기타
금의 대규
수령 모
위반 거행
위반

2017년
이후

37,289

6

441

3,439 33,403 5,364 2,404

171 4,799

741 10,436 7,108 4,033 2,233

2016년

42,466

5

551

3,966 37,944 6,010 3,262

235 5,123

540 12,402 7,661 4,791 2,442

2015년

33,966

8

430

2,787 30,761 4,685 2,634

235 5,403

531 8,210 5,460 4,413 2,395

2014년

23,646

2

112

1,205 22,327

121 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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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시행~
2013년말

7,692

1

41

77 1,155

44

합계 5년간 총합 145,059

485

7,165

804 1,028
440

322

22 1,555 11,882 131,600 17,303 9,650

* 1,084 2,311 15,264
*

*

834 4,820

839 19,306 2,064 31,048 21,313 16,382 27,154

‘기타’ 항목에는 기준치 이상의 접대를 받거나 제공한 행위, 고가의 오락행위에 참여하거나 접대를 받은 행위, 고급 클럽에
출입한 행위, 지도자 및 간부의 거주 위반행위 등이 포함됨
출처: 中央纪委国家监委网站(2018.6.24)

5년 동안 중앙 8항규정 정신을 위반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시켜 기
율위반의 발생 건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림 3-7>에서 보듯, 8항규
정 정신을 실시한 이후부터 2013년 말까지 문제를 조사하여 처리한 건수
가 2만4천여 건에 달한다. 2014년에는 그 수가 5만3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120%가 증가했다. 2015년의 경우, 3만6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30%가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4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8%가 증가했
다. 또한, 2017년 10월까지는 그 수치가 3만7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19% 늘어났다(中央纪委国家监委网站,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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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전국 8항규정 정신위반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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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央纪委国家监委网站(2017.12.6)

(2) 3공경비 축소 및 4대악풍 억제
‘3공경비(三公消費)41) 지출이 감소되고 ‘4대악풍’(四风) 문제가 상당
히 억제되는 추세이다. 18차 당대회 이래, 중앙은 선제적으로 ‘3공’경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매년 5% 이상씩 일반적 지출을 줄여나가고
있다. 중국 재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앙의 ‘3공’경비 예산은 5년간 감
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2년의 80.95억 위안에서 2017년의 61.47억
위안으로 감소했다. 예산집행도 연속 4년간 감소하여 2016년은 2012년
보다 42.59% 감소하여 34.95억 위안이 줄었다(张英伪 主编, 2017: 31).

41) ‘3공’(三公)은 공공자금, 공공자산, 공공자원을 뜻하는데, 부패가 발생하는 주요 영역이다. 정부기관에서는
‘3공’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삼공소비(三公消費)란, 관공
서 관련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경비인 공무용 차량, 접대비, 출장비를 일컫는다. 反부패 정책
중 관공서의 과다 비용 지출 및 부패의 온상이 되는 ‘삼공소비’ 제한은 중국 인민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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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2012~2017년 3공경비 예산액
(단위: 억위안)

14.98

14.34
10.48

44.32

21.65

2012

43.99

41.27

21.36

19.76

2013

공무 출국

2014

9.19

8.42

7.61

34.59

34.41

35.04

19.38

20.27

18.82

2015

공무용 차량 구입 및 운행 비용

2016

2017

공무 접대비

주: 张英伪 主编(2017: 33)을 근거로 작성함

각급 지방정부도 절약한 재정경비를 민생과 공공서비스에 투입하여,
정부의 ‘빠듯한 살림’을 ‘인민의 행복한 삶’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3공경비 지출을 감축하는 한편, 각 기관에서는 엄격한 제도와 과학
적인 조치를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乱花钱)행위를 제약하고 있다.
2017년 중앙은 ‘기관의 건물건설 관리조항’(机关团体建设楼堂馆所管理
条例)을 통과시켜 신축·증축·개축 건물구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교육센

터 등 접대 기능을 갖춘 시설을 건설할 수 없음을 명확히 명시했다. 또한,
기술업무용 명의로 사무용 건물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정보조금
을 받는 사업단위, 국유기업도 관리 감독범위에 포함시켰다. 쟝시성(江西
省)은 온라인 공금소비 플랫폼을 만들어 ‘3공’경비 지출의 관리감독을 강

화했는데, 모든 공금지출은 시간, 장소, 금액을 막론하고 실시간으로 조
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예산 및 지출기준을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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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켜 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고급 소비의 경우, 경고와
함께 지출이 금지되는 기능을 넣었다(张英伪 主编, 2017: 32).

그림 3-9

2012~2017년 3공경비 집행액
(단위: 억위안)

15.05
12.09
6.61

5.41
4.19

45.16
42.53

21.85

2012

35.99

30.88

16.92

16.20

17.43

2013

2014

2015

공무 출국

공무용 차량 구입 및 운행 비용

25.85

17.07
2016

공무 접대비

주: 张英伪 主编(2017: 33)을 근거로 작성

(3) 공금접대 풍조 근절
공금접대 풍조는 일부 고위급 간부들이 나쁜 기풍을 조성하여 사회적
으로 많은 물의를 빚었다. 18차 당대회 이래, 중앙은 전국 범위에서 공금
접대 관련 규정을 관철시켜, 공금회식과 고소비 행위들을 금지시키고, 공
금접대 행위를 엄격히 다스렸다. 2012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
국적으로 총 1.6만 건의 공금접대 행위를 적발 및 입건하고, 2.3만여 명
을 처벌했다. 그중, 2012년 12월부터 2013년까지 입건 1,134건, 처벌자
수 1,206명, 2014년은 입건 2,007건, 처벌자 수 2,668명으로 동기 대비
각각 77%, 121% 증가, 2015년은 입건 4,671건, 처벌자 수 6,591명으
로, 동기 대비 137%, 147% 증가, 2016년은 입건 5,229건, 처벌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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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4명으로 동기 대비 9.8%, 21% 증가, 2017년 1~7월까지 입건
3,023건, 처벌자 수 4,942명이었다(<그림3-10>).

그림 3-10

공금접대 문제 적발 및 처벌 상황(2013~2017년)

주: 张英伪 主编(2017: 117)을 근거로 작성

2013~2015년까지, 공금접대 문제와 처벌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하다가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공금접대 문제가 기본적으로 억제되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
다. 또한, 재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2016년 4년간, 중앙
급 공금접대비용은 각각 12.09억, 9.2억, 5.42억, 4.19억 위안으로 뚜렷
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중앙의 8항규정이 실질적
으로 관철되고 있고, 공무접대 풍조가 점차 근절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그림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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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중앙급 공공접대 비용(2013~2016년)
(단위: 억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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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张英伪 主编(2017: 118)을 근거로 작성

(4) 공무차량 사적사용 통제
특권 의식과 관료중심 의식은 당과 국가의 지속성과 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이다. 공무차량 사적사용을 ‘차바퀴위의 부패’라
고도 부르는데, 특권 의식의 대표적인 표현 형태이다. 중앙기율위원회 감
찰부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8항규정을 실시한 이래, 중앙에서 ‘차바
퀴위의 부패’에 제동을 걸고 엄격하게 단속하여 현저한 효과를 거둔 것으
로 보인다.
다년간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공무차량 사적사용 문제로 입건 및 처벌
된 인원은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바뀌었다. 2013년 공무차량 사적사용으
로 입건 6,300건, 처벌자 6,200명, 2014년은 입건 6,700건, 처벌자
7,700여명, 2015년은 입건 8,600건, 처벌자 10,000여명, 2016년은 입
건 6,700건, 처벌자 8,600여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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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공무차량 사적사용 문제 입건 및 처리(2013~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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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张英伪 主编(2017: 118)을 근거로 작성

이외에도, 공무차량의 구입과 운행비용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3~2016년 사이, 중앙급 ‘3공’경비 예산 중의 공무차량 구입 및 운행
비용은 <그림 3-13>과 같다. 2016년은 34.4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 2015년은 34.5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6.2% 감소, 2014년
은 41.2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 2013년은 43.99억 위안으
로 전년 대비 0.7% 감소하였다. 이로부터 5년여 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공무차량 사적사용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3

공무차량 구입 및 운행비용 통제(2013~2016년)

주: 张英伪 主编(2017: 119)을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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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 (반)부패의 인식분석
부패는 다양한 부패 요인으로 형성되어 드러나는 부정적인 현상이며,
개인, 사회, 정부 등에 폐해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패에 대해 중국 인민이
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규명한다면, 중국
(반)부패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

1. 당정의 반부패 추진에 관한 인식분석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정풍 반부패(正风反腐败)에 대
한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2011년부터 중국사회과학원의 연구과제에
서 중국 32개 성, 구, 시, 및 각 계층의 간부와 군중들과 심층적인 교류를
진행했다. 해당 과제는 PPS 샘플추출 방식을 통해 지도간부, 보통간부,
전문가, 기업관리층 인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청렴한 당풍건설
과 반부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추적 및 관찰했다. 또한, 부패처벌, 전면
적 관리감독, 개혁제도, ‘3공’(三公) 관리감독, 공직자 교육, 청렴한 정치
문화건설 등의 방면에서 취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정리했다. 중국공산당
의 장기 집권과 통치는 제도적 우위를 갖고 있는 반면, 부정부패를 포함
한 많은 리스크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14억여 인구 대국이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는 한편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부패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들이 직면
한 문제이며, 각자의 방식으로 그 해답을 찾고 있다(张英伪 主编, 2017:
2-3).42)

42) 중국공산당은 창립 초기부터 당풍건설과 반부패를 중요시하였고, 집권 이후에는 효과적인 관리감독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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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부패의 원인 및 위해성에 관한 대중의 인식
조사에 따르면, ‘아래의 어떤 행위가 부패행위라고 생각하는가?’(다답
형)에 대해 ‘정부기관의 인맥중심 채용’과 ‘불건전한 사생활’이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는데 각각 81.57%와 78.84%에 달했다. 설문조사팀의
분석에 따르면, 18차 당대회 이후 중앙이 단호한 의지로 ‘호랑이’와 ‘파
리’를 같이 때려잡으며 수백 명의 고위급 간부 및 연루된 인사들이 낙마
하였는데, 이들은 한명도 예외 없이 사생활에 문제 있는 것(간통 또는 다
수의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 유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중들의 부패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생겨난 것이다. 그 외, 54.91%는 ‘관료가 명차와 호
화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관료의 느린 업무속도’와 ‘대중들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각각 36.52%와 33.79%, ‘감정적 업무처리’는 27.65%에 달
했다(商红日·张惠康 主编, 2017: 215).

그림 3-14

부패행위 유형

관료가 명차와 호화주택 소유

54.95%

관료의 불건전한 사생활

78.84%
36.52%

관료의 느린 업무속도
정부기관의 인맥중심 채용

81.57%

관료가 대중들과 소통하지 않음

33.79%
27.65%

관료의 감정적 업무처리
기타

15.02%

출처: 商红日·张惠康 主编(2017: 215)

지속적으로 구축해왔다. 많은 경험적 교훈과 노력을 통해, 특히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반부패 및 당풍건
설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부패문제를 억제하고 당내 정치생태를 최적화하려는 과
정이라 할 수 있다(张英伪 主编, 201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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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다답형)의 문항에 대해, ‘법률
법규 및 제도의 미비’라고 대답한 비중이 가장 많아 87.37%에 달했다.
‘법적 처벌 강도 부족’과 ‘사회 배금주의 풍조’를 원인이라고 대답한 비중
은 각각 65.87%, 66.55%, ‘관료 자질 문제’ 또는 ‘제보자 보호대책 부족’
이라고 답한 비중이 각각 50.51%, ‘낮은 대중 참여도’ 및 ‘낮은 월급 수
준’때문이라고 대답한 비중은 각각 46.42%와 25.26%였다. 설문조사팀
은 부정부패의 주관적·객관적 원인들로 선택항을 설계하여, 대중들의 부
패 원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중들이 부정부패를 야기
하는 원인에 대해 전면적인 이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商红日·张惠康
主编, 2017: 215).

그림 3-15

관료부패의 원인

법률법규 및
제도의 미비

낮은 대중 참여도

제보자 보호 대책
부족

관료 자질 문제

낮은 월급 수준

법적 처벌 강도 낮음
사회 배금주의 풍조

출처: 商红日·张惠康 主编(2017: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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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에서 볼 수 있다시피, ‘부정부패의 위해성이 얼마나 크다
고 생각하는가?(단답형)의 문항에 대해, ‘부정부패는 정부에 치명적이고,
인민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준다’를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아 67.58%
에 달했다. ‘부정부패는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며,
일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한다’를 선택한 비중은 23.55%에 달했다. 한편,
8.87%의 사람들은 ‘정부가 있으면 부패가 있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를 선택했다.

그림 3-16

부정부패의 위해성

80%
67.58%
60%

40%
23.55%
20%

8.87%

0%
정부가 있으면 부정부패가 있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

부정부패는 정부의 정상운영을 일정
부분 저해

부정부패가 정부에 대한 위해성은
치명적

출처: 商红日·张惠康 主编(2017: 216)

대중들의 부패행위 및 부패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을 때,
청렴과 부패의 경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부패행위와 관료
의 부패를 야기하는 원인, 및 부패의 위해성에 대해 일정 정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商红日·张惠康 主编, 2017: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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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과 국가의 반부패 정책 및 조직기구에 대한 대중인식
<그림 3-17>에서 보듯, ‘당신이 알고 있는 반부패기관은 어떤 것이 있
는가’(다답형)에 대한 질문에, ‘기율검사위원회’를 선택한 비중이 96.25%
로 제일 높았다. ‘검찰원 및 산하 반부패국’을 선택한 비중도 88.4%로 높
게 나타났다. 그 외, ‘감찰 및 감사기관’ 및 ‘국가부패예방국’을 선택한 비
중은 각각 61.77%, 46.08%였고, ‘법원’을 선택한 비중은 41.98%였다.
대다수의 대중들은 반부패기관과 조직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림 3-17

반부패 기관에 대한 인지도

125%
100%

96.25%

88.4%

75%

61.77%
46.08%

50%

41.98%

25%
0%
기율검사위원회

검찰원 및 산하
반탐국

감찰 및 감사기관

국가예방부패국

법원

출처: 商红日·张惠康 主编(2017: 217)

<그림 3-18>에서 보듯, ‘중국의 반부패 기본방침을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다답형)의 문항에 대해, ‘예방과 처벌 병행’, ‘표본겸치’(标本兼治),
‘종합관리’, ‘예방중심’을 선택한 비중은 각각 83.28%, 75.43%, 61.43%,
58.0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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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반부패의 기본방침에 대한 인식
예방에 치중:
58.02%
표본겸치: 75.43%

종합적 관리:
61.43%
처벌과 예방 병행:
83.28%
출처: 商红日·张惠康 主编(2017: 217)

<그림 3-19>에서 보듯, ‘당의 ‘3개회의, 1개수업’(三会一课)제도를 알
고 있는가’(다답형)의 문항에 대해, ‘당지부 당원대회’를 선택한 비중이
78.5%로 가장 높았다. ‘당 수업’과 ‘민주생활회’를 선택한 비중은 각각
74.74%, 59.39%였고, ‘당지부 위원회’를 선택한 비중은 49.83%, ‘조직
생활회의’와 ‘당소조회의’를 선택한 비중은 각각 45.73%, 40.61%였다.
그림 3-19

당의 3개회의, 1개수업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당 소조회의,
40.61%
당 수업, 74.74%
조직생활회의,
45.73%

당지부 위원회의,
49.83%

당지부 당원대회,
78.50%
민주생활회의,
59.39%
출처: 商红日·张惠康 主编(2017: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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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에서 보듯, ‘18차당대회 이래, 중앙의 당풍렴정건설 및 반
부패 투쟁 조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다답형)의 문항에 대해, ‘8항
규정’을 선택한 비중이 78.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엄3실’(68.94%),
‘양학일주’(两学一做)(68.6%), ‘중국공산당 당내 감독조항’(50.85%), ‘반4
풍’(反四风)(50.51%)43), ‘군중노선 교육실천 활동’(48.46%), ‘새로운 형
세에서의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44.71%) 순이었다(商红日·
张惠康 主编, 2017: 218).

그림 3-20

당풍청렴정치건설 및 반부패 조치에 대한 인식
8항규정

78.50%

3엄3실

68.94%

양학일주

68.60%

당내 관리감독 조항

50.85%

‘4가지 풍조’ 반대

50.51%

군중노선 교육실천
새로운 형세하의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

48.46%
44.71%

출처: 商红日·张惠康 主编(2017: 218)

<그림 3-21>에서 보듯, ‘당내 감독체계에 어떤 것이 포함된다고 생각
하는가’(다답형)의 문항에 대해, ‘기율검사기관의 감독’을 선택한 비중이

43) 양학일주(两学一做)는 공산당 당헌과 시진핑 담화 정신 두 가지를 배워 합격 당원이 되는 것을, 반4풍(反四
風)은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반대를 의미한다. 삼엄삼실(三严三实)은 공산당원이 엄격히
지키고 실천해야 할 3대 지침이다. 즉, 삼엄(三严)이란, 엄격히 다스려야 할 세 가지로 ⅰ) 严以修身(엄이수
신): 자신의 수양을 엄격히 하고, ⅱ) 엄이용권(严以用权): 권력을 휘두르는데 엄격히 하고, ⅲ) 엄이율기(严
以律己): 자신을 엄격히 단속하라는 의미이다. 한편, 삼실(三实)이란, 세 가지 실천 사항, 즉 ⅰ) 모사요실(谋
事要实): 일을 도모할 때는 실천하고, ⅱ) 창업요실(创业要实): 새로운 일을 일으키는 것을 실천하고, ⅲ) 주
인요실(做人要实):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을 실천하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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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당위원회의 전면감독’, ‘당원민주감
독’, ‘당 기층조직의 일상감독’을 선택한 비중은 각각 73.38%, 68.26%,
60.75% 순이었다.

그림 3-21

당내 감독체계 포함된 내용인식 여부

당원의 민주적
관리감독, 68.26%

당 기관의
관리감독, 59.04%

당중앙 통치 강화,
59.04%
당조직의 전면적
관리감독, 73.38%

기율검사기관의
관리감독, 83.28%

기층조직의
일상적 관리감독,
60.75%

출처: 商红日·张惠康 主编(2017: 219)

종합하여 당과 국가의 반부패 투쟁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도를 살펴보
면, 대부분의 대중들이 관련 정책과 조직기관들에 대해 일정한 지식을 갖
고 있지만, 잘못된 상식도 동시에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과 국
가에서 진행하는 당풍청렴건설 및 반부패 투쟁의 형세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만, 교육과 홍보를 통해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商红日·
张惠康 主编, 2017: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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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과 정부의 반부패 조치 및 효과에 대한 대중 평가
(1) 사회적 공감대와 기대
18차 당대회의 반부패 운동은 거의 모든 공공부문을 포괄했다. 중앙의
반부패 결단과, 군중들의 적극적 참여,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 효과적인
관리감독 조치, 문책 강화 등의 노력으로 부패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당내 정치생태도 뚜렷이 호전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의 청렴결백 의식도
강화되었고, 당원과 군중들의 반부패에 대한 만족도가 대폭 상승하였다
(张英伪 主编, 2017: 49).
중국사회과학원의 중국청렴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7년 보통간부의 98.3%, 전문가의 97.8%, 기업관리층의 91.4%가 당
과 정부가 반부패 운동을 위해 ‘매우 노력한다’ 또는 ‘비교적 노력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2년보다 각각 6.1%, 21.5%, 14.4% 상승한 수치이다.
반부패 운동에 대해 대중의 만족도도 빠르게 상승했는데, 2017년 지도간
부의 96.1%, 보통간부의 95.5%, 전문가의 89%, 기업관리층의 74.6%,
일반주민의 79.2%가 현재의 반부패 운동에 대해 ‘만족’ 또는 ‘비교적 만
족’한다고 답했다(张英伪 主编, 2017: 49).
지도간부의 96.7%, 보통간부의 96.5%, 전문가의 93.4%, 기업관리층
의 90.9%, 일반주민의 89.2%가 청렴정치건설 및 반부패 투쟁에 대해 낙
관적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12년보다 각각 8.7%, 22.4%, 41.2%,
37.3%, 29.2% 상승한 것이다(<그림 3-22>)(张英伪 主编, 201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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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2012~2017년 당정의 반부패 운동에 대해 ‘자신 있다’에 응답 비중

출처: 中国社会科学院中国廉政研究中心 2012~2017年问卷调查
주: 张英伪 主编(2017: 50)을 근거로 작성함

2017년, 보통간부의 99.3%, 전문가의 99.6%, 기업관리층의 95.1%가
부정부패 현상이 ‘전반적으로 효과적으로 억제’ 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억제’되었다고 답했으며, 2012년보다 각각 11.3%, 29.4%, 34.1% 상승
하였다(<그림 3-23>)(张英伪 主编, 2017: 50).

그림 3-23

2012~2017년 당정의 반부패의 억제 정도에 대한 응답 비중

주: 张英伪 主编(2017: 51)을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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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의 공감대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중들은, 중앙의 반부패 의지, 부패처벌 효과, 8
항규정의 영향력, 간부들의 변화, 제도집행 상황, 군중이익 수호, 사회청
렴 정도, 중국의 이미지 제고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张英伪 主编, 2017: 50-51).
대중들은 TV, 인터넷, 위챗(wechat)을 통해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중앙의 반부패 의지와 입장을 직관적으로 접하였다. ‘호랑이와 파리
를 때려잡고’(打虎拍蝇), ‘등잔 밑이 어두운 것’(灯下黑)을 예방하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寸步不让) 등 슬로건은 직관적이고 생동적으로 중앙의
의지를 명확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마우스로 기율검사위원회
와 직접 연결되어(鼠标直通纪委) 기율검사감찰기관의 업무 투명도를 제
고하고 대중의 참여도와 알권리를 제고시켰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
부 온라인 사이트는 솔선수범으로, 기율 또는 8항규정 위반으로 처벌된
간부들의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외, 중국공영채널 중앙방송에서 다수의 반부패 관련 다큐멘터리(가령,
‘永远在路上’, ‘打铁还需自身硬’, ‘巡视利剑’ 등)를 상영하여 대중들에게
부패의 심각성과 중앙의 의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다양한 부패 관련 전
시회, 교육프로그램, 영화 등이 각종 매체를 통해 전파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부패에 연루되면 오점을 영원히 지울 수 없다는 경각심도 심어주
었다. 또한, 인터넷과 정보화 시대에 부정부패는 숨길 수 없으며, 중앙에
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부패 문제를 드러내고 반부패 투쟁을 진행하는 것
은 당과 국가의 발전에 유리하며 당과 국가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지도간부의 93.4%, 보통간부의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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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92.7%, 기업관리층의 84.6%가 당과 정부의 반부패 운동에 대
해 ‘아주 단호하다’ 또는 ‘비교적 단호하다’고 답했다(<표 3-13>)(张英伪
主编, 2017: 51-52).

표 3-13

당정의 반부패 운동의 엄격성 여부 비중
연도

지도간부

보통간부

전문가

기업관리층

2017

93.4

95.7

92.7

84.6

2016

93.5

93.5

86.7

74.6

2015

-

86.3

92.5

89.6

2014

-

82.4

80.4

80.4

2013

-

78.9

76.9

-

2012

-

-

57

-

출처: 中国社会科学院中国廉政研究中心 2012~2017年问卷调查; 张英伪 主编(2017: 52)에서 재인용

중앙기율위원회감찰부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중앙 8항규
정이 실시된 이후부터 2017년 7월까지, 8항규정 위반으로 입건 및 처벌
된 횟수는 18만 건에 달하여 하루 평균 100건을 초과하고, 처벌자 수는
2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3만여 명은 당기율 및 정치기
율 위반으로 처벌되었다. 이로부터, 18차 당대회 이래 중앙의 반부패 결
단을 알 수 있다. 5년간 8항규정은 일상으로 관철되어 뚜렷한 효과를 거
두었는데, 당풍, 민풍, 사회풍조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중국국가통계국이 2017년 6월에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94.8%가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제정한 8항규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85.5%는 8항규정의 실시로 인해 당원간부의 근무
태도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보았다. 2017년에 수행한 당풍청렴건설
여론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92.7%가 8항규정과 ‘4대악풍’(四风)근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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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2013년보다 11.4%가 높
은 수치였다. 이로부터, 중앙의 8항규정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4>에서 보듯, ‘최근 당과 정부의 당풍청렴건설과 반부패 투
쟁의 성과에 만족하는가?’(단답형)의 문항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65.19%, ‘아주 만족한다’고 답한 비중이 15.36%, ‘만족하지
못한다’를 선택한 비율이 19.45%로 나타났다. 이는 80% 이상의 대중들
이 당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당풍청렴건설 및 반부패 투쟁의 단계적 성과
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商红日·张惠康, 2017: 219).

그림 3-24

당풍청렴건설 및 반부패 투쟁의 성과에 만족도

만족스럽지 않다
19.45%

매우 만족한다
15.36%

비교적 만족한다
65.19%
출처: 商红日·张惠康(2017: 219)

<그림 3-25>에서 보듯, ‘최근의 당풍청렴건설 및 반부패 투쟁을 통해
기관 및 간부의 부패 현상이 억제되었다고 생각하는가?’(단답형)의 문항
에 대해, ‘억제효과가 일반적이다’를 선택한 비중이 46.08%로, ‘많은 억
제효과가 있다’를 선택한 비중인 45.73%보다 조금 높았다. ‘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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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를 선택한 비중은 8.19%이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패 현상이 억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반부패 투쟁의 성과를 비
교적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

당풍청렴건설 및 반부패 투쟁의 부패 억제 정도
거의 효과 없다
8.19%

많은 억제효과가 있다
45.73%

일반적 수준이다
46.08%

출처: 商红日·张惠康(2017: 220)

<그림 3-26>에서 보듯 ‘지방정부의 반부패 정책 실행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단답형)의 문항에 대해, 51.88%의 사람들이 ‘비교적 효과적’
이라고 선택했고, ‘건성건성한다’를 선택한 비중이 36.18%이었다. ‘매우
효과적’을 선택한 비중은 9.9%, 2.05%의 사람들은 ‘당의 정책을 완전히
무시한다’를 선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집
행에 일부 부정적 견해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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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지방정부의 반부패 정책집행 상황에 대한 견해

비교적 효과적이다

51.88%

건성건성이다

36.18%

9.9%

매우 효과적이다

당의 정책을 완전히 무시한다

2.05%

출처: 商红日·张惠康(2017: 220)

<그림 3-27>에서 보듯, ‘반부패 정책으로 인해 낙마된 관원들에 대해
만족하는가?’(단답형)의 문항에 대해, ‘만족한다’를 선택한 비중이
47.78%으로 ‘만족스럽지 않다’인 42.32%보다 조금 높다. 이는 대다수
대중들이 부정부패 관료들을 증오하면서도, 제도와 법률적 처벌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7

반부패로 낙마된 관료에 대한 처벌 강도에 만족 정도
상관없다
9.9%

만족스럽지 않다
42.32%

만족한다
47.78%

출처: 商红日·张惠康(2017: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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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에서 보듯, ‘앞으로 부패 현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생
각하는가’(단답형)의 문항에 대해, ‘점차 줄어들 것이다’를 선택한 비중이
58.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8차 당대회에서 ‘간부청정, 정부청렴,
정치청명(干部清正, 政府清廉, 政治清明)의 ‘3청’(三清) 목표를 제기한 이
후, 대부분의 대중들이 반부패 운동을 지지하고, 반부패 효과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예측하기 어렵다’를 선택
한 비중도 32.7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변화 없다’와 ‘더 심각
해질 것’을 선택한 비중은 각각 5.8%와 3.07%로, 일부 대중들이 앞으로
반부패 투쟁의 불확정성에 대해 비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商红日·张
惠康, 2017: 221).

그림 3-28

향후 부패 현상의 변화에 대한 견해

70%
60%

58.36%

50%
40%

32.76%

30%
20%
5.8%

10%

3.07%

0%
점차 줄어들 것이다

예측하기 어렵다

변화 없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출처: 商红日·张惠康(2017: 221)

조사결과에서, 당과 정부의 반부패 투쟁의 조치와 효과에 대해 대다수
의 대중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부는 반부
패 투쟁을 비관적 또는 소극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반부패 투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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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속성과 그 복잡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商红
日·张惠康, 2017: 221).

4) 대중의 반부패 정책제안 조사
<그림 3-29>에서 보듯, ‘부패 관련 단서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
가?’(단답형)의 문항에 대해, ‘보복이 두려워 제보하지 않는다’를 선택한
비율이 전체의 34.13%로 가장 높았다. ‘적극 제보한다’는 31.06%로 그
다음으로 높았고, ‘본인의 이익과 관련된 것만 제보’, ‘관심 없다’, ‘어떤
상황이든 제보하지 않는다’, ‘이득이 되면 제보한다’를 선택한 것이 각각
19.11%, 10.2%, 4.44%, 1.02%였다. 이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
평가를 할 때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

그림 3-29
40%
35%

부패 관련 단서에 대한 견해

34.13%
31.06%

30%
25%
19.11%

20%
15%

10.24%

10%

4.44%

5%

1.02%

0%
보복이 두려워
제보하지 못한다

적극 제보한다

본인 이익에
관련된 것만
제보한다

관심 없다

어떤 상황이든
제보하지 않는다

이득이 되면
제보한다

출처: 商红日·张惠康(2017: 222)

<그림 3-30>에서 보듯, ‘부패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
다고 생각하는가?’(다답형)의 문항에 대해, ‘청렴한 정치제도건설’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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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84.98%로 가장 많았다. ‘반부패 법집행 강화’를 선택한 비중
은 81.57%, ‘여론과 대중감독 강화’, ‘부패처벌 강화’, ‘사상도덕건설 강
화’, ‘효과적인 법치제도’, ‘관료 처우 개선’은 각각 78.84%, 75.09%,
53.92%, 50.17%, 32.42%였다. 이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패 문제
에 대한 해결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단편적이고 이상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0

부패행위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한 견해
관료 처우 개선,
32.42%
청렴정치제도 건설,
84.98%

효과적인 법치제도
50.17%

사상도덕건설 강화,
53.92%
반부패 법집행 강화,
81.57%
부패에 대한 처벌
강화, 75.09%
여론, 대중감독 강화,
78.84%
출처: 商红日·张惠康(2017: 222)

<그림 3-31>에서 보듯, ‘실명제보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
각하는가?’(단답형)의 문항에 대해, ‘필요하다’를 선택한 비중이 75.09%
로 가장 높았다. ‘반대한다’를 선택한 비중은 17.75%, ‘상관없다’는
7.1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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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실명제보제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7.17%
상관 없음

17.75%
반대

75.09%
필요
출처: 商红日·张惠康(2017: 223)

<그림 3-32>에서 보듯, ‘관료 수입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단
답형)의 문항에 대해, ‘그렇다, 투명화해야 한다’를 선택한 비중이
77.1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니다, 기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는 16.72%, ‘상관없다’는 6.14%로 나타났다.

그림 3-32

정부 관료들의 수입 공개 여부에 관한 견해
6.14%
상관없다

77.13%
그렇다
출처: 商红日·张惠康(2017: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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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아니다

<그림 3-33>에서 보듯, ‘반부패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단답형)의 문항에 대해, ‘그렇다, 현행법은 불완전하다’를 선택한 비
중이 62.8%, ‘아니다, 법집행이 더 중요하다’가 35.49%, ‘상관없다’가
1.71%로 나타났다.

그림 3-33

반부패를 위한 법률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그렇다 현행법은 불완전하다

62.8%

아니다, 법 집행이 더 중요하다

상관없다

35.49%

1.71%

출처: 商红日·张惠康(2017: 224)

대중의 청렴의식은 그들의 가치관, 교육참여 정도, 청렴한 행위습관,
부패와의 투쟁 등 부분에서 표현될 수 있다. 상술한 설문조사에서 보듯,
대중들은 올바른 반부패 가치관을 갖고 있고, 당과 국가의 반부패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부패 투쟁과정에서는 개인의 이
익을 생각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대중들은 부패 현상을 증오하며 저지되기를 바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은 주동적으로 앞장서고자 하지 않는, 복잡한 사회심리를 알 수 있다(商
红日·张惠康, 2017: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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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의 (반)부패에 관한 인식분석44)
1) 현 HZ시 청렴정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분석
2009년 HZ(항저우, 杭州)시 당내 간부들의 부패척결 및 청렴정치건설
에 관한 조사에 근거하여 HZ시가 현재 직면한 청렴정치의 위험성을 분
석했다(何增科, 2017: 254).

(1) HZ시의 청렴한 정치의 위험성이 많은 분야
200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귀하는 다음 항목 중 부정한 기풍이
존재하거나 부패문제 등이 비교적 심각한 영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
까?’란 질문에 대해 HZ시의 일반 대중들과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 3-14

청렴정치의 위험성이 심각한 영역에 대한 대중의 인식

영역 분포/ 인터뷰 응답자 유형

일반 대중

직장인

1

건설

건설

2

토지차용허가

토지차용허가

3

인력고용

인력고용

4

행정심사

행정심사

5

정부지출금

정부지출금

6

융자 대출

융자 대출

7

국유기업

재산권 거래

8

재산권 거래

국유기업

주: 2009년 HZ시 청렴정치건설을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何增科 작성
출처: 何增科(2017: 254-5)

44) 何增科(2017: 254-270)를 근거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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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처럼 HZ시의 일반 대중과 직장인들이 청렴정치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영역 분포에 대해 가진 인식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7위와 8위를 차지한 국유기업의 영향력과 재산권 거래만이 다소 차이를
보일 뿐이다. 이처럼 HZ시의 청렴정치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8대 영역은
건설, 토지차용허가, 인력고용, 행정심사, 정부지출금, 융자 대출, 국유기
업 및 재산권 거래 등이다.

(2) HZ시 청렴정치의 위험성이 비교적 많은 부문
200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귀하는 현재 어느 부문에서 나쁜 기
풍과 부정부패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HZ시의 일반 대중과 직장인들은 다음 8가지 부문들을 가장 많이 선
택했다.

표 3-15

부정부패의 위험이 높은 영역에 대한 선택

부문분포 / 인터뷰 응답자 유형

일반 대중

직장인

1

국토자원관리

국토자원관리

2

병원

병원

3

도시계획

도시계획

4

인사조직

인사조직, 공안

5

환경보호

교통

6

공안

환경보호, 세무

7

교통

도시관리

8

학교

학교

주: 2009년 HZ시 청렴정치건설을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何增科 작성
출처: 何增科(2017: 255-6)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HZ시가 현재 직면한 청렴정치에서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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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높은 부문은 다음 10개와 같다. 국토자원, 병원, 도시계획, 인사
조직, 공안, 환경보호, 세무, 교통, 도시관리, 학교 등이다(何增科, 2017:
256).

(3) HZ시 청렴정치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중개조직
200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귀하는 현재 어느 중개조직이 나쁜
기풍과 부패 문제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HZ시 일반 대중들과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8개 조직은 <표
3-16>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3-16

나쁜 기풍이 많은 사회조직에 대한 대중 인식

중개조직 / 인터뷰 응답자 유형

일반 대중

직장인

1

부동산 평가기구

부동산 평가기구

2

건축 감독관리 회사

건축 감독관리 회사

3

자산평가기구

자산평가기구

4

변호사 사무소

사법감정기구, 변호사 사무소

5

회계사 사무소

환경 감독기구

6

세무사 사무소

세무사 사무소

7

질량기술 감독기구

질량기술 감독기구

8

환경 감독기구

회계사 사무소

주: 2009년 HZ시 청렴정치건설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何增科 작성
출처: 何增科(2017: 256)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HZ시가 현재 직면한 청렴정치의 위험성이 높
은 중개조직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평가기구, 건축 감독관리회사, 자산
평가기구, 변호사사무소, 사법감정기구, 환경감독기구, 회계사 사무소,
세무사 사무소 및 질량기술 감독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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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Z시 청렴정치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조직
200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귀하는 많은 부패 문제를 지니고 있
는 지도자 간부의 계급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HZ시의
일반 대중들과 직장인들은 다음과 같이 5개의 항목을 선택했다.

표 3-17

청렴정치의 위험도가 높은 5개 조직

중개조직 / 인터뷰응답자 유형

일반 대중

직장인

1

현처급(縣處級)

현처급

2

향과급(鄕科級)

향과급

3

지정급(地庭級)

지정급

4

성부급(省部級)

성부급

5

고급(股級)45)

고급

주: 2009년 HZ시 청렴정치건설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何增科 작성
출처: 何增科(2017: 257)

<표 3-17>에서처럼 현재 HZ시의 청렴정치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조
직은 현처급 지도자간부이며, 그 뒤로는 향과급, 지정급, 성부급 및 고급
간부이다.

(5) HZ시 농촌간부 청렴정치 위험도 분석
200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귀하는 현재 농촌에서 청렴정치 분야
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HZ시의 대중들은 다음 8가지를 꼽았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45) 중국 지방정부에서 과급 이하 급별이다. 한국의 종전 6급 주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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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농촌 청렴정치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순위

문제점

1

촌급 선거에서의 뇌물, 표 모으기 등의 행위

2

재정관리 혼란

3

촌 간부의 공금유용

4

촌 간부의 불공평한 업무처리

5

업무 책임회피

6

불법자금모금 및 불법자금할당

7

촌 간부의 횡령

8

촌 간부의 도박행위

출처: 何增科(2017: 258)

현재 HZ시 농촌지역의 8대 청렴정치와 관련한 위험요소들은 <표
3-18>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何增科, 2017: 258).

(6) HZ시 국유기업 지도자 간부들의 청렴정치 위험요소 분석
2009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청렴정치 측면에서 국유기업 지
도자 및 간부들과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HZ시 대중들이 선택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표 3-19

국유기업 지도자 간부들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인식

순위

문제점

1

본인, 배우자, 자녀 및 특정 관계자들을 위해 직권을 이용한 이익 도모

2

국유자산, 현금 및 유가증권 횡령

3

공금을 이용한 사치, 향락 활동 및 사비 청구

4

독단적인 결정과 비민주적인 정책결정

5

직권을 이용한 개인 또는 파트너와의 기업 설립

6

허위날조, 업무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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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계속

순위

문제점

7

자신이 만든 급여 관련 규정 위반, 겸직을 통한 급여 수령, 과도한 보조금 및 장려금 지급

8

도덕적 타락, 문란한 생활

출처: 何增科(2017: 258)

<표 3-19>에서처럼 8가지 문제점들은 현재 HZ시 국유기업 지도자 및
간부조직이 직면한 것들이다.

(7) HZ시 간부들의 태도 측면의 청렴정치 위험도 분석
2009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귀하는 현재 간부들의 태도와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HZ시 대중, 직장인
및 공무원들이 선택한 8가지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표 3-20

간부들의 태도에 관한 사회각층의 인식
대중

직장인

공무원

탁상공론: 과장법, 실질적 문제해결 능력 결여

문제점 / 순위

1

1

2

비현실적이며,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일처리 방식: ‘이미지 설정’ 및 ‘정치적 업적’만 중시

2

1 (공동)

1

허위 날조: 허위과장, 희소식만 전하고 나쁜 소식은 보고하지 않음

3

2

3

대중들에 대한 무관심: 대중들의 어려움에 대해 무관심함

4

3

7

사치 및 낭비: 공금 남용, 안일한 생활과 향락만을 탐냄

5

4

5

아첨 및 영합: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인 문제를 회피하며, 자아비판 및 타인에 대한
비판을 피함

6

5

4

불성실한 태도: 형식적인 일처리 또는 업무책임 회피

7

6

8

경솔한 태도: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꾀하며, 오로지 직위 상승과 지위 발탁만을 생각함

8

7

6

사리사욕만을 채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함

8

출처: 何增科(2017: 259)

<표 3-20>에서 나타나듯이, 상술한 9가지의 문제점들은 HZ시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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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청렴정치를 해하는 위험 요소들이다.

(8) HZ시의 청렴정치를 해하는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나쁜 기풍과
부패 형식
2009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귀하는 나쁜 기풍과 부패 현상과 관련
하여 문제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
문에서 HZ시 대중, 직장인들, 공무원들이 꼽은 최대 8가지 문제점들은
<표 3-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21

청렴정치건설과 태도의 문제점에 관한 사회각층의 인식
문제점 / 순위

대중

직장인

횡령 및 수뢰

1

1

배우자, 자녀를 위해 직권남용을 통한 편의 제공

2

2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행위

3

3

허위날조

4

4

현금수수

5

7

문란하고 타락한 생활방식

6

6

기업지도자들의 국유재산 횡령

7

심각한 관료주의와 직무상 과실 및 독직

8

8

사법기관 직원들의 위법행위

8

5

출처: 何增科(2017: 260)

<표 3-21>와 같이, 현재 HZ시 청렴정치를 해하는 부패와 부정한 행위
들의 형식들은 주로 9가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何增科, 2017: 260).

(9) HZ시의 대중들의 이익을 해하는 청렴정치의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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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귀하는 대중들과 관련한 이익을 해치는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HZ시 대중, 직장
인들은 다음 8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표 3-22

대중과 직장인의 이익손상 행위에 관한 인식
문제점 / 순위

대중

직장인

비싼 진료비

1

1

토지수용 과정에서 농민의 이익 침해

2

3

식품안전 분야에서 합당한 보장제도 결여

3

2

도시, 읍의 철거 이주 과정에서의 거주민 이익 침해

4

4

진찰 받는 것의 어려움

5

5

기업의 체제개편과 파산과정에서 직원들의 합법적 이익 침해

6

6

농민공 급여 연체 및 미지불

7

7

기업의 오물배출의 위법행위

8

자녀 교육비

8

출처: 何增科(2017: 260-1)

앞서 제시한 9개 문제는 현재 항저우의 청렴정치 영역에서 대중들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된다. 비싼
의료비와 불균형적으로 집중된 의료자원, 토지수용 과정에서 농민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무력한 식품안전 감독관리, 도시와 읍 철거 및 이주 과정
에서 군중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기업체제 개편 및 파산 과정에서 직원
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농민공들의 급여연체 및 미지불 문
제를 다루는 부서들의 직무유기 행위, 오염배출 기업들의 감독관리 부실,
교육 분야에서 불법요금 수령 등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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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Z시 청렴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공무원, 직장인, 일반 대중 등 3개 그룹의 시각에서 HZ시 청렴정치 위
험도와 관련한 요소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다.

(1) HZ시 각 지역과 단위별 당 지도자들의 청렴정치건설과 반부패
투쟁에 대한 중요성 강조 정도가 해당 지역과 단위의 청렴정치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력
HZ시 청렴정치건설 설문조사에서 ‘귀하께서 현재 소속된 지역과 단위
의 당지도자가 청렴정치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
십니까?’라는 질문에 대중들의 답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34

지도자들의 반부패 중요시 여부에 대한 대중의 평가

90
8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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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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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0

2001

2002

중시한다

2003

2004

비교적 중시한다

2005

2008

2009

합계

주1: 여러 해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何增科 작성
주2: 何增科(2017: 261)을 근거로 작성함

<그림 3-34>처럼, 일반 대중들은 반부패와 청렴정치건설에 대한 각
지역과 단위의 당 지도자들이 중요시하는 정도가 ‘16대’ 이전에 50% 이
하에서 이후 점차 상승하고 있다고 본다. 2008년 76.9%로 정점을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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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다. 각 지역과 단위의 당 지도자들은 청렴정치건설과 반부패 투쟁의
중요성 제고가 청렴정치의 위험 정도가 낮아진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2009년 소재지역과 단위에
서 나타난 당지도자들의 중요도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를 보면 역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도자들이 ‘중시한다’는 항목의 비율이 90% 떨어졌다.
지도자들이 반부패와 청렴정치건설을 중요시하는 정도의 하락은 청렴정
치의 위험성이 오른 것과 관계가 있음이 확실하다(何增科, 2017: 262).

(2) 당과 정부의 당지도자 간부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도가 청렴정치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력
HZ시 당 청렴정치건설을 주제로 한 조사에서 ‘귀하는 최근 당 지도자
및 간부의 위법행위에 대해 당과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가 영향력이 있다
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중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그림 3-35>처
럼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림 3-35

위법행위 사건조사 방식의 강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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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何增科(2017: 262)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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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에서 나타나듯, HZ시 대중들은 최근 당과 정부에서 실시
한 당 간부들의 위법행위의 조사 강도에 대해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상
승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답한다. 2000년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의 강
도를 두고 ‘매우 강함’과 ‘비교적 강함’라고 답한 비율이 41.33%밖에 되
지 않지만, 2008년에는 그 두 가지에 답한 비율이 88.1%까지 올랐다. 그
러나 주목할 점은 2009년의 경우, ‘매우 강함’과 ‘비교적 강함’이라고 답
한 응답자의 비율이 13.5% 떨어진 74.6%를 차지했다. 인터뷰에 응한 대
중들은 당과 정부가 지도자 및 간부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도가
‘매우 강함’과 ‘비교적 강함’이라고 답함으로써 그 비율이 상승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HZ시 청렴정치의 위험 수준 역시 바뀐 것에
해당된다. 그러나 2009년 인터뷰에 응답한 대중들이 ‘매우 강함’과 ‘비교
적 강함’이라고 한 비율이 떨어진 동시에, HZ시 청렴정치의 위험 수준
역시 역전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당과 정부가 당 지도자 및 간부
들의 위법행위 조사 수준이 청렴정치의 위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청렴정치 법규에 대한 공무원 단체의 고려 수준이 청렴정치의 위
험성에 미치는 영향력
2006년 이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HZ시 청렴정치건설에 관한 설문조
사를 진행하였다. 2006~2009년에 걸쳐 HZ시 인터뷰에 응한 공무원들
중 청렴정치 법규에 대해 ‘매우 고려함’과 ‘비교적 고려함’이라고 응답자
의 비율은 <그림 3-36>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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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청렴한 정치 법규에 대한 공무원들의 고려 수준

주1: 何增科가 2006~2009년 HZ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정치건설에 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작성
주2: 何增科(2017: 263)를 근거로 작성함

<그림 3-36>처럼, 청렴정치 법규에 관한 공무원들의 고려 수준은 지
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HZ시 청렴정치 위험 수준의 전반적인 상
황 역시 계속 좋아지고 있다. 2009년 청렴정치 법규에 대한 공무원들의
고려 수준은 확연히 낮아졌으며, 2009년 청렴정치의 위험 상황 역시 역
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청렴정치 법규에 대한 공무원들의 고려 수준
이 청렴정치의 위험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何增科, 2017: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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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 소재단위와 부서의 청렴정치 제도의 완비 수준이 청렴정
치의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력
2006~2009년 HZ시 공무원 인터뷰 응답자들이 ‘귀하는 현재 속해있
는 단위 혹은 부서가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라
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비교적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그
림 3-37>과 같다.
그림 3-37

소속단위의 부패예방제도 완비 수준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

93.9

87.9
86.4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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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 비교적 그렇다(%)
주1: 何增科가 직접 2006~2009년 HZ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정치건설에 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작성
주2: 何增科(2017: 264)를 근거로 작성함

<그림 3-37>처럼,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단위의 부패예방제도의
완비 수준에 대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서히 그 수준이 상승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청렴정치의 위험한 상황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
다고 생각하나, 2009년 상반기의 경우 그 비율이 확연히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009년 청렴정치의 위험도는 상승했으며, 이는 공무원들
이 자신들이 속한 단위나 부서가 가진 부패예방제도의 완비성이 청렴정
치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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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 소재의 단위나 부서의 청렴정치제도의 이행 수준이 청렴
정치의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력
2006~2009년 HZ시 공무원 인터뷰 응답자들 중 ‘귀하는 현재 속한
단위나 부서가 청렴정치건설을 위한 각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이미 시행되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
율은 <그림 3-38>과 같다.

그림 3-38

소속단위의 청렴정치건설 제도시행 상황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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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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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행되고 있다” (단위: %)
주1: 何增科가 직접 2006~2009년 HZ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정치건설에 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작성
주2: 何增科(2017: 264)를 근거로 작성함

위의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2006~2009년 HZ시 공무원들은 자신
이 속한 단위와 부서의 청렴정치 제도의 시행 정도가 점차 좋아지고 있
으며, 이러한 상황은 청렴정치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6) 직장인들이 직접 겪은 부패의 비율이 청렴정치의 위험 수준에 미
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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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9년 HZ시 직장인 인터뷰 응답자들 중 ‘귀하가 접한 부패
관련 소식의 근원은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에 ‘직접 경험한 것’이라고 답
한 응답자의 비율은 <그림 3-39>과 같다.

그림 3-39

직장인들의 부패 직접 경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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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何增科가 2006~2009년 HZ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정치건설에 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작성
주2: 何增科(2017: 265)를 근거로 작성함

뇌물을 강요받거나 주는 행위를 직접 경험한 직장인들이 부패를 다시
일삼을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며, 청렴정치의 위험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 HZ시에서 이러한 경험을 직접 겪었다고 답한
직장인의 비율은 증가와 감소의 과정을 겪었다.

(7) 직장인들의 부패 성향이 청렴정치의 위험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직장인들이 부패를 일삼는 성향이 강해질수록 청렴정치의 위험성 역
시 올라간다. 2008년과 2009년 HZ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
정치건설 설문조사에서 ‘귀하가 만약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를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라는 질문을 던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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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결과는 <표 3-2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何增科, 2017: 266).

표 3-23

부패행위에 대한 직장인들의 의지 수준
2008

2009

정상적인 경로와 수속절차를 통해 처리함

경로 / 비율

77.4

69.7

친구, 직장 동료 등을 통해 도움 요청함

10.0

14.3

지인을 통해 잘 아는 사람을 소개받아 처리한 후, 답례를 함

2.9

4.8

제대로 처리만 되면,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음

5.9

7.6

확실하지 않음

3.8

3.7

주: 2006~2009년 HZ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정치건설에 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何增科가 작성
자료: 何增科(2017: 266)

위의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해보면, 직장
인 인터뷰 응답자 중 ‘정상적인 경로와 수속절차를 통해 일을 처리하겠
다’는 비율이 77.4%에서 69.7%로 떨어진 반면, ‘지인을 통해 잘 아는 사
람을 소개 받아 일을 처리 한 후 답례를 하겠다’와 ‘제대로만 처리되면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다’는 답변의 비율 모두가 현저히 늘어났으며, 이
와 같은 직장인들의 부패행위의 증가는 HZ시의 청렴정치의 위험성을 높
이는데 기여하기에 충분하다.

(8) 직장인들의 부패를 고발하겠다는 의지가 청렴정치의 위험성에 미
치는 영향력
직장인들이 부패 고발에 대한 의지가 강할수록 청렴정치의 위험성은
낮아지며, 반대로 의지가 약할수록 청렴정치의 위험성은 높아진다. 2008
년과 2009년 HZ시 청렴정치건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직장인
인터뷰 응답자들에게 이미 ‘만약 부패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단서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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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했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대답
은 <표 3-24>와 같다.

직장인들의 부패 고발에 대한 의지 수준

표 3-24

연도 / 비율

적극적으로 고발함

자신의 이익과
연관되어야만
고발함

보복이 두려워서
고발하기 두려움

어떤 상황에서든
고발하지 않음

관심 없음

2008

54.2

15.0

16.5

2.7

11.7

2009

46.6

25.2

15.6

1.8

10.7

주: 2006~2009년 HZ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청렴정치건설 설문조사를 근거로 何增科 작성
출처: 何增科(2017: 267)

위의 데이터에서 보듯,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했을 때, HZ시 직장
인들이 ‘부패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겠다’는 의지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자신의 이익과 결부될 경우에만 고발하겠단 응답자의 수가 10% 가까이
늘었다. 이는 2009년 HZ시 청렴정치건설에 미비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
에 없다.

(9) 대중의 반부패 활동에 참여에 따르는 위험 수준이 청렴정치 위험
도에 미치는 영향력
대중의 참여와 반부패의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참여의 적극성은 떨어
지며, 청렴정치의 위험성 역시 높아지게 된다. HZ시 당내 청렴정치건설
설문조사에서 대중들에게 부패 고발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설문조사는 대중의 반부패 활동 참여의 위험 수준을 부분적으로 보여
준다. 이 조사에서는 대중들에게 ‘만약 귀하가 부패의 구체적인 단서를
알게 되었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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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보복이 두려워서 고발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비율은 <그림
3-4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0

대중의 반부패 활동 참여 위험 정도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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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00~2009년에 걸쳐 何增科가 HZ시 공무원들의 당내 청렴정치건설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何增科가 직접 수집 및 분석함
주2: 2006년과 2007년의 설문조사는 이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자료가 부족함
주3: 何增科(2017: 267)를 근거로 작성함

<그림 3-40>에서 보듯, HZ시는 보복이 두려워서 고발하지 못한다는
일반 대중 인터뷰 응답자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전반
적으로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을 비교
해보면 약 3% 상승하였다. 대중들이 고발을 할 경우 그 위험성은 그들의
반부패 활동 참여에 대한 적극성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대중의 참여를 저해하고, 청렴정치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10) 대중의 반부패 참여의 효과와 청렴정치 위험 수준에 미치는 영
향력
대중의 반부패 참여의 효과 또는 성취감이 강할수록 대중들의 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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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한 적극성은 더욱 높아지며, 청렴정치의 위험성은 낮아지게 된
다. HZ시 당내 청렴정치건설과 관련한 설문조사 및 데이터는 대중의 반
부패 참여 효과 강도 및 그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2006년 당내 청렴정치건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일반 대중 응답자에
게 ‘향후 귀하는 강제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제공받거나 또는 개인
의 권익이 훼손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
다’라고 답한 비율은 51.9%이며, ‘아니요’라고 대답한 비율은 48.1%이
다. 응답자중 ‘고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표
3-25>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표 3-25

대중의 고발처리 결과에 대한 평가
비율 (%)

- 결과가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관련 책임자는 조사를 받음

1.8

- 결과가 비교적 만족스러웠지만, 관련 책임자는 조사받지 않음

20.0

- 결과는 그저 그러했으며, 조사에 대한 결과물은 없었음

47.3

- 결과가 비교적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고발을 접수하지 못함

21.8

- 결과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며, 보복을 당함

9.1

출처: 2006년 HZ시 당내 청렴정치건설 사회의 평가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何增科, 2017: 268)

위의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2006년 대중들의 보고처리 결과에 대
해 ‘결과가 매우 만족스럽다’ 또는 ‘비교적 만족스럽다’는 비율의 합계가
21.8%에 그쳤으며, 대중들은 자신들의 고발이 가져오는 효과가 매우 미
비하다고 여긴다. 이는 향후 그들이 취할 고발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청렴정치의 위험성도 높일 수 있다.
2007, 2008, 2009년의 당내 청렴정치건설에 대한 설문조사의 질문은
‘귀하와 귀하의 주변 분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귀하는 현재 대중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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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활동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와 ‘귀하는 각종 감독활동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 반영 서비스에 만족
하고 계십니까?’로 바뀌었으며, 이 두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은 <그
림 3-41>과 <그림 3-42>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41

각 감독창구의 원활한 정도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

주1: 2007~2009년 HZ시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당내 청렴정치건설에 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何增科 작성
주2: 何增科(2017: 268)를 근거로 작성함

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2007년 이후 대중 응답자들은 현재 대중들
의 감독활동에 대한 참여방법이 ‘원활’하며, 현재 각각의 감독 방법은 감
독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 반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만
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그다지 원활하지 않다’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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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감독활동 접수 효과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

주: 何增科(2017: 268)를 근거로 작성함

이 두 개의 질문은 대중들의 반부패 활동 참여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두 질문에 대해 계속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
의 비율은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사람들
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대중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참여 효과가 낮아
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청렴정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11) 대중의 부패행위에 대한 의지가 청렴정치의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대중들의 부패에 대한 의지 및 그 외의 부패 현상은 자신들의 부패 경
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공적인 일처리를
위해 택한 방식 또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001년 이후 HZ시 당내 청렴정치건설을 주제로 일반 대중들에게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귀하와 귀하의 주변인들이 부패문제에 대해 특정
의견을 갖게 된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직접 경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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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즉 부패를 직접 경험한 것이 부패에 대한 자신
의 의견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응답 비율은 <그림 3-43>와 같다.

그림 3-43

부패 직접 경험의 인식 비율

주1: 2001년 이후 HZ시 대중들을 대상으로 당내 청렴정치건설 관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何增科 작성
주2: 何增科(2017: 269)를 근거로 작성함

<그림 3-43>에서 보듯, 2001년 이후 대중 응답자들이 부패를 ‘직접
경험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주목할 점은 2008년 이후 부패를 직접 경험
했다고 답한 비율이 2년 동안 다시 올라갔다는 것이며, 이는 대중들의 향
후 부패에 대한 의지가 강해졌음을 보여준다.
2004, 2005, 2008, 2009년 HZ시 당내 청렴정치건설을 주제로 한 일
반 대중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중 응답자들은 ‘만약 병으로 병원
에 입원해야 하거나, 자녀의 진학 문제 등의 비교적 중요한 문제에 직면
한다면, 귀하께서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
자의 대답은 <그림 3-44>과 같다(何增科, 2017: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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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대중의 부패행위에 대한 의지 수준

주1: 2004, 2005, 2008, 2009년 HZ시 당내 청렴정치건설 관련 설문조사를 근거로 何增科가 작성
주2: 何增科(2017: 270)를 근거로 작성함

만약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일 경우, ‘정상적인 경로
를 통해 일을 처리하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004년 이후 지속적
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2008년에는 줄어들고 있다. 또한, ‘잘 아는 사람
을 소개받아 일을 처리한 후, 답례를 하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역시
처음에는 줄어들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9년에 나타
난 이러한 역전 추세는 부패행위에 대한 대중들의 의지가 강해졌음을 의
미하며, 이로 인해 청렴정치의 위험도가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12) 정무공개 효과가 청렴정치에 미치는 영향력
정부기관의 일처리의 근거와 결과가 대중들에게 공개될수록, 즉 정무
공개의 효과가 가시적일수록, 부패 거래의 필요성은 줄어들게 되며, 청렴
정치의 위험성 역시 작아지게 된다. 2000년 이후 HZ시 당내 청렴정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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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중응답자들에게 ‘귀하가 관심을 두고 있
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기관의 일처리 결과가 공개되는지의 여부에 대
해 정확하게 알고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림 3-45>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45

정무공개 상황에 대한 대중의 만족도

주: 何增科(2017: 270)를 근거로 작성함

2000년 정무의 일처리의 기준과 결과가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
해 대중들이 ‘매우 잘 알고 있다’ 또는 ‘비교적 잘 알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21.67%에 지나지 않으며, 이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2009년
그 비율은 59.6%까지 상승했다. 이는 정무공개의 효과가 나날이 현저하
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부패 거래의 필요성을 줄이고, 이로 인해 청렴
정치의 위험성 역시 줄어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13) 청렴정치 문화건설의 효과가 청렴정치의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력
청렴정치 문화건설은 부패를 부끄러워하며, 깨끗한 사회 분위기를 조

제3장 중국 (반)부패의 실태분석 ❙ 255

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렴정치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청렴정치
문화건설의 효과가 뚜렷해질수록 청렴정치의 위험 수준도 낮출 수 있다.
2005부터 2009까지 HZ시 당내 청렴정치건설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에
서 대중 응답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귀하가 느끼기에 최근
청렴정치문화의 건설을 통해 이전 사회와 달리 현재 반부패 분위기가 많
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을 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의
결과는 <그림 3-46>과 같다.

그림 3-46

반부패 분위기 변화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

주: 2005, 2008, 2009년 HZ시 당내 청렴정치건설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토대로 何增科(2017: 273)가 작성함

3. 민간기업의 중국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분석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다. 중
국에서 기업운영에서 뇌물제공은 상식이며, 경쟁기업은 더 맹렬하게 제
공하며, 이는 산업계에서 묵시적 규칙(an unspoken rule of industry)
이다. 10중 9개 기업은 부패가 만연하며, 더 강한 반부패를 원하고 있으
며, 61% 기업 인터뷰 대상자는 부패가 심각한 문제이며, 더 강력한 반부

256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패를 원하고 있다. 29%는 뇌물이 중대한 이슈이지만 이를 막을 반부패에
대해선 매우 회의적이라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46)하였다
(Charney & Qazi, 2015: 3).

1) 지역별 기업의 뇌물제공 인식 수준
<그림 3-47>은 Charney & Qazi(2015)가 조사한 중국 지역별 부패
의 만연 정도를 보여준다. 홍콩 소재 기업들은 뇌물을 44%가 제공하고,
외국 기업들은 37%를, 낙후된 중국 기업들은 32%가 뇌물을 제공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그림 3-47 중국 지역별 뇌물제공 정도
National Average: 35%

Northeast

North

West

Beijing

Shanghai
Central
Guangdong
Southwest
19%~23%

24%~28% 29%~33% 34%~39%

40%+

출처: Charney & Qazi(2015:2)

46) 중국 공무원에 관한 믿을 만한 행태기반 자료를 얻기 위해서 Charney & Qazi는 2014년 2~3월에서 중국
전역의 경제부문에서 추출한 2,293명의 C-level 임원 그리고 9월에 수행한 27 건의 질적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시장 정보조사를 실시하였다(Charney & Qazi,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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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업할 경우 부패는 매우 큰 문제이다. Charney & Qazi
(2015)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35%가 사업운영을 위해서 뇌물,
비공식적 비용, 선물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한다. 권력과 돈은 부패를 수
반하다. 지역적으로 보면, 가장 심한 곳은 관청(officialdom)이 집중된
베이징(43%), 광둥(39%) 등이며, 서부가 가장 약하다. 한편 기업 소유주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기업은 더 뇌물을 제공해야 한다. 홍콩 소재
기업은 44%가, 외국 소재 기업은 37%가, 낙후된 중국 대륙 소재 기업은
32%가 부패지불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Charney & Qazi, 2015: 2).

2) 기업 규모와 소유권에 따른 뇌물제공 인식 수준
기업 규모와 소유권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민영기업은 30%가 부패지불
을 하는 반면, 소형 국유기업은 관료 지배에 있고 저항 수단이 없기 때문
훨씬 취약하여 50%가 부패지불을 하며, 중대형 민영 및 국유기업은 37%
정도에서 부패지불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Charney & Qazi, 2015: 2)
그림 3-48 기업 규모에 따른 뇌물제공 비율

출처: Charney & Qazi(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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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부문별 뇌물제공 인식 수준
영역별로는 부동산과 건축 41%, 제조업 36%, 서비스 35%, 도매 34%,
교통 32%, 탄광 30%, 농업 23%가 뇌물이나 비용을 지불하여 부패는 모
든 영역에서 1/5~2/5 기업이 겪고 있다(Charney & Qazi, 2015: 2-3).

그림 3-49 산업 부문별 뇌물제공 비율

주: Charney & Qazi(2015:3)를 근거로 작성함

그렇다면 누가 이런 뇌물의 수혜자인가? 지방공무원은 자기 지역에서
기업 경영을 도와줄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 있는 권한과 규제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이 부패의 최대 수혜자(79%)이다. 두 번째
수혜자는 조세를 과다 혹은 축소시킬 권한을 갖고 있는 조세공무원이다.
반면, 기업의 34%는 기업운영의 파열음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공무원에
게 지불한다고 응답한다. 이어서 세관공무원 22%, 도로경찰 11%가 수혜
자라 응답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전역에서 상당히 동일하며, 지방공무
원 및 조세공무원로부터의 뇌물 위험은 현실이다(Charney & Qazi,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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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 (반)부패의 분야별 사례분석
공공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부패는 당과 정부의 공직자가 공공이익을
대가로 개인 이익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이론은 행위 결과의
측면에서 부패를 ‘공직에 있는 사람이 특수 이익(개인, 가정, 소집단의 이
익)을 위해 공공이익이나 공동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보고 있다
(徐喜林, 2013: 28-29).
부패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도 발생했고, 현재도 발
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부패는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가정, 직장, 사회, 정부, 국가, 글로벌 차원
곳곳에서 부패는 발생할 수 있다. 14여 억 인구에서 벌어지는 부패의 양
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부패가 발생한 건수를 먼저 파악한다면, 분야별 부패 사례를 집중하여
파악할 수 있다. 过勇·宋伪(2015: 170)도 “부패 안건의 누적량을 통해
부패 발생과 관련한 제도적 근원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부패와 경제 전환 간의 밀접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부
패행위와 경제전환 간의 관계에서 각종 개혁정책이 야기한 고위관리들의
부패행위 발생 수는 <표 3-26>와 같다.
표 3-26

부패 목적별 고위관리 부패 발생 수

유형

직접적인 목적
독직

행정 심사 물자 부족
및 비준 대출심사 비준 및 담보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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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수(건)
사례 데이터베이스 A

사례 데이터베이스 B

4

2

3

43

19

76

1

3

표 3-26

계속

유형

직접적인 목적

사례 데이터베이스 A

사례 데이터베이스 B

토지

5

21

주주제도 변경 및 상장

6

12

국유자산 매각

1

4

정부 자금 조달

1

14

8

31

행정 심사
및 비준 경영권 및 허가증
해외무역

0

7

외국인투자

2

5

세금감면

0

9

발탁 및 임명

11

98

하부기관 방임

4

0

신입모집

0

4

인사 관계 홍콩으로 가는 편도 허가증, 여권

행정 관여

사건 발생 수(건)

5

10

호적

0

10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및 선정

0

1

군 입대

0

1

밀수밀매 지지

4

25

사법 및 행정 기관 집행에 대해 간섭

7

27

공사 및 프로젝트의 하청

14

109

1

18

0

10

투기 및 차익매매

1

5

본인 또는 친척이 기업경영

10

8

1

8

정부 물품
물품구매
구매
도시계획, 부동산개발

이익 충돌 연계업무
친척의 뇌물수수

3

0

기업의 불법 활동 지원

5

15

출처: 过勇·宋伪(2015: 171)

过勇·宋伪(2015)는 고위관료가 추구하는 부패의 목적에 따라 부패 유

형을 행정심사 및 비준, 인사관계, 행정관여, 정부물품구매, 이익충돌로
구분하고 각각 부패 발생 빈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공직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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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공사 및 프로젝트의 하청 > 발탁 및 임명 > 대출심사 비준 및 담보
> 물자 부족 > 경영권 및 허가증 등의 순으로 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분
야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本书编写组(2017)에 담긴 기율 및 규범 위반 행위를 여
섯 가지 관점에서 사례와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기율과
규범 위반 행위를 크게 정치생활 측면, 인사조직 측면, 청렴결백 측면, 인
민을 위한 서비스 측면, 업무이행 측면, 일상생활 측면에서 볼 수 있다.

1. 정치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정치생활에서는 주로 당의 노선과 정책, 국정방침, 당과 국가 이미지,
유해 서적, 반대집회, 정책 불이행, 파벌형성, 민족정책 위반, 사이비 종
교, 외교 훼손, 조사방해, 기율규범 위반 무마 등에서 기율 및 규범 위반
이 발생한다.

표 3-27

정치생활 분야의 기율 및 규범 위반 행위
사례

주요 내용

1. 당의 노선방침 및 정책을 - 각종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정해진 당의 노선방침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유포한 위반행위에 대한 그 핵심내용을 공개 및 유포시킬 경우, 당원으로서의 기질이 부족한 것은 물론, 당의 정책이
논의
행을 방해할 수 있으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국정방침을 마음대로 비판, 왜곡 및 발표하는 행위를 가리킴
2. 중앙의 국정방침에 대한
- 이는 본질적으로 ‘중앙정부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행위’이며, 당이 추구하는 민주집중제의
엉터리 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임
3. 당과 국가이미지를 훼손 - 근거 없는 사실들에 기반을 두어 유언비어를 날조 및 유포하여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시키는 유언비어 날조 및 것을 말함
유포
- 주로 서적, 핸드폰, 인터넷 및 구두 등의 방법으로 유포시킴
4. 정치 관련 유해서적, 비디 - 정치에 관한 유해서적을 비롯한 비디오테이프, 전자도서 등을 휴대 또는 운송의 방식으로
오테이프 또는 전자도서 국내외 반입 및 수출하는 행위를 가리킴
등의 국내 불법 반입 및 수 - 해외의 경우, 주로 홍콩, 마카오와 대만을 지칭함. 또한 정치적 유해 물건이란, 중국공산당의
출
기본 논리, 정책 및 강령을 포함한 중대방침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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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계속
사례

주요 내용

- 당원이 당의 기본이념, 노선, 강령, 주요 정책 등을 반대하는 집회나 시위 활동 등을 지지
5. 당의 이론, 노선, 방침, 정
또는 조직하거나 거기에 참석하는 행위를 말함
책 등을 반대하는 집회, 시
- 집회, 시위나 데모 등의 활동이란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특정
위 활동 등의 조직 및 참가
사안에 대해 요구, 반대나 지지를 나타내는 등의 활동을 말함
6. 당과 국가의 방침 및 정책
의 불이행

- 당의 조직이나 당 간부가 당과 국가정책에 대립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다양
한 원인으로 인해 당의 지시나 정책, 방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정책
시행을 방해하는 것
- 이는 당과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당과 인민들의 이익에 손실을 입힐 수도 있음

7. 파벌의 형성

- 일부 당 간부들이 순수한 동지의 관계가 아닌 ‘고향친구’, ‘전우’나 ‘동문’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그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 그들은 당 안에서 파벌
을 만들어 사익을 추구하며, 권력에서의 공생 관계를 형성하여 정치적 자본을 취득함
- 이러한 파벌은 소수간부들 간의 교류를 통해 형성되며, 주로 술친구, 저속한 문화를 즐기는
관계, 서로 치켜세워주는 등 불건전한 관계를 맺고 있음. 이는 또한 당내 부패를 부추김

8. 당과 국가의 민족정책
위반

- 당원이 민족간 관계를 이간질하거나 민족분열 활동에 참가하거나 또는 당과 국가의 민족정
책을 따르지 않는 것을 뜻함
- 당과 국가의 민족정책에는 주로 민족간 평등 유지, 민족의 단결력 강화, 민족자치 정책시행,
소수민족 자치지역의 경제·문화정책 발전, 소수민족간부등용 정책, 각 민족의 종교자유보
장 관련 정책, 소수민족 지역의 풍습 및 사상 존중 정책 등이 포함됨

- 중국 내 미신이나 종교조직은 신중국 이전, 제국주의자와 국내 반동분자들이 대중을 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
9. 미신, 이단 종교조직의 결 - 건국 이후, 이들 조직의 활동들을 일제히 금지시켰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성 및 참가
있음. 이단종교의 대표적인 ‘파룬궁’의 경우, 중국공산당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할 뿐 아니
라 인민들의 생명 및 재산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침
-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이단종교를 만들거나 거기에 참가하는 행위를 뜻함
10. 미신 활동의 조직 및
참가

- 일부 당 간부들은 승진 및 성공은 물론, 심지어 중요한 정책결정을 앞두고 점을 보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모두 미신을 믿는 것이며, 동시에 마르크스 레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으로 공산당원이 추구해야할 신념을 잃는 것과 같음

- 종교집단이나 신앙단체 등을 조직 및 이용하여 대중들을 선동한 후, 당과 국가의 종교정책을
위반하고 당의 노선, 방침 및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11. 종교 활동을 이용한 당
말함
의 노선, 방침 및 정책의
- 공산당원은 마르크스주의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당의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무신론자로서
반대
종교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이념을 찾지 말아야 하며, 종교 활동을 통해 당의 정책을 반대하면
안됨
- 당의 간부나 기층조직이 각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종교 세력을 활용하여 당과 정부에 대항하
는 일련의 행위를 지칭하며, 이는 당과 국가의 정책시행을 방해하거나 당의 기층조직 형성을
12. 종교 세력을 조직하거나
막을 수 있음
활용하여 당과 정부에
- 핵심 당원이나 당의 정책결정자들은 규정에 의거하여 이와 같은 행위들을 엄중히 처벌함으
저항
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그들의 엄격함을 보여줘야 함
- 그러나 저항 활동에 연루된 참가자들이 잘못을 뉘우칠 경우, 면죄부를 줄 수도 있음
- 외교활동 과정에서 당 간부가 당과 국가의 존엄성 및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지칭함
13. 외교활동의 과정에서 당
- 예를 들면, ‘두 개의 중국’이나 ‘티베트 독립’ 등에 대해 침묵하거나, 중요한 문제를 두고 마음
과 국가의 존엄성 및 이
대로 승인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매국을 하는 행위 또는 당과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익의 훼손
것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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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계속
사례

주요 내용

- 당이 기율을 위반한 조직들을 조사할 때, 허위 진술을 하거나 거짓증거를 조작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막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함
14. 집단에 대한 조사 방해 - 최근 중앙에서는 기율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
히 당의 기율 준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특정 조직을 조사할 때 간섭이나 방해
등의 행위를 일삼음. 이는 반부패 활동의 복잡성과 험난함을 보여줌
- 당 간부가 정치기율과 규범을 위배하는 등의 잘못된 행위와 생각들을 방임하고 무조건적으
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치기율이란, 당의 각급 조직과 전체 당원들의 정치적 입장, 발언 및 행동 등이 따라야 하는
15. 정치기율과 정치규범 위
규율을 뜻하며, 정치규범이란 장기적으로 형성되어온 우수한 전통과 관례를 지칭함
반행위 감싸기
- 정치기율은 당의 단결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인 만큼, 당원들의 잘못된 행위를 감독 및 관리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의 원칙과 입장이 흔들리게 됨
-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당의 우수한 전통과 업무상의 관례를 위반하여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말함
16. 당의 규율위반이 정치에
- 당의 규범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규범이 정치규범임.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당의 정치규범의 준수는 규범의 각 조항의 기초와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당원들은 당의 정치적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주: 本书编写组(2017: 3-42)를 근거로 작성함

2. 인사조직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인사 및 조직에서의 기율 및 규범 위반 행위는 주로 민주집중제 원칙,
당결정, 상급기관 보고, 허위문서 작성, 선거위반, 간부임용, 관직청탁,
채용조작, 입당절차, 당원의 권리침해, 외국 국적취득 등에서 발생한다.

표 3-28

인사조직 측면에서의 기율 및 규범 위반 행위
사례

주요 내용

- 조직적 차원에서 결정한 중대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바꾸거나, 의사절차를 따르
17. 당의 민주집중제 원칙의
지 않고, 개인이나 소수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또는 하급의 당 조직이 상급 당 조직의
위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함

18. 당 결정의 미집행

- 당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 조직의 인사이동과 관련한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당의 중대한
결정과 다른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지칭함
- 특히, 당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거나 또는 표출한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조직의 중대한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는 행위도 이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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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계속
사례

주요 내용

- 상급기관에 문의를 하거나 보고하는 제도는 각급의 당 조직과 당원들이 상급 당 조직 및 관련
부서들에게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각각의 상황을 문의하거나 혹은 사후에 보고하는 제도를
19. 규정에 따라 중요한 사 말함
항을 상급기관에 보고 - 이는 당의 중요한 정치조직 제도 중 하나이자 민주집중제 시행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제이며,
또는 문의하지 않음
뿐만 아니라 조직 기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상급기관에 문의 또는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문제를 은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당 간부들의 부패 문제에 관한 잠재적인 지표
가 될 수도 있음
- 당 간부는 개인의 결혼, 출입국 기록, 수입, 부동산, 자산, 배우자 및 자녀 등과 같은 내용들을
20. 개인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 그대로 당에 보고해야 함
보고하지 않고 숨김
- 만약 허위로 보고했을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기간 내 수정, 조사, 경고 및 면직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음
- 개인 파일의 허위 작성이란 서류에서 나이, 이력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함. 간부파
일이란 그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정치사상, 업무능력 및 실적 등을 기재한 것으로 간부를
다각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됨
21. 개인 파일의 허위 작성
- 그러나 최근 간부들의 파일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인민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음. 이처럼 파일의 거짓작성은 조직을 기만하는 것은 물론, 당과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시
킬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민주적인 추천, 민주적인 평가, 조직 내 관찰 및 당내 선거 또는 법률로 규정한 투표나 선거활
동 등에서 더 많은 표를 얻고자 다른 사람들을 꾀거나 종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의 투표나
22.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표결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말함
비조직적 활동
- 선거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당의 분위기를 흐릴 뿐 아니라 인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림.
또한 간부에 대한 대중들의 믿음을 와해시키면서 민주정치의 건설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 간부의 선발 및 임용 과정에서 「당과 정부 지도자 간부 선발 임용 업무 조례」 규정 및 간부선발
23. 간부의 선발 및 임용 규 절차 등을 모두 위배하는 것임
정 위반
- 만약 관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간부를 임용할 경우, 부당하고 불공정한 과정으로 인해
인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기풍을 조성할 수 있음

24. 관직을 얻기 위한 활동

- 본인 또는 청탁인의 승진을 위해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상급 지도자에게 청탁하는 행위는
조직의 원칙과 간부 선발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이는 당의 분위기를 흐릴 뿐 아니라
각종 부패 현상을 야기함
- 이처럼 돈으로 관직을 사고판다면, 그 결과는 더욱 심각해질 뿐임

- 당 간부가 자신의 직무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하급이나 원래의 근무지역 등의 인사업무
에 마음대로 간여하는 행위를 말함. 일부 지역에서는 간부선발과 관련한 인사청탁이 빈번이
25. 하급 간부 인사 업무에
일어남
대한 간여
- 이러한 인사청탁은 인사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관직을 얻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등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 이는 결국 대중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음
26. 친인척 및 주변 사람의
선발을 위한 요구나
지시

- 당 간부들이 조직의 인사 담당자에게 본인의 친인척 및 지인을 선발해줄 것을 직접 부탁하는
것을 가리키며, 선발임용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탁을 부탁하는 것은 절
대 삼가야 함
- 인사를 부탁하거나 지시하는 모든 행위는 당의 기율을 어기는 행위임

- 간부채용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공정한 원칙을 깨는 행위를 말함. 예를 들면, 채용하는 부서에
서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어 채용 조건을 그에 맞춰 제시하거나, 시간, 장소 및 채용정보 등을
27. 모집채용 과정의 조작
제한적으로 공개하면서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시험문제 등을 유출함
- 이러한 행위는 당과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정부기관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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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계속
사례

주요 내용

28. 입당 절차 위배

-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인물을 당원으로
만드는 등의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당내 법규를 어기는 것임
- 예를 들면, 입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에 대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당의 기본
이념, 노선, 방침 및 정책 등에 회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거나, 당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험이 있는 등 당원의 기본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자가 입당 신청을 함
- 또는 상급 당 조직의 비준이나 지부 회의를 통과하지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자를
당원으로 뽑는 행위가 있음

29. 당원의 권리침해

- 당내 법규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당원의 각종 권리를 침범하는 것을 가리키며, 주로 협박,
기만 및 압박 등의 수단으로 당원의 자주적인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경우를 말함
- 당원의 비판, 신고 및 소송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그 과정을 훼방하는 경우도 여기
에 해당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류, 훼손하거나 고의로 유출하거나 증인, 고소인 등에
게 보복을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됨
- 또한, 당원의 변호, 제소와 증인 등을 압박하는 등 당원의 호소행위를 법률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등 행위도 규율위반임

30. 날조를 통한 부당이익 - 당원이 속임수를 써서 부당하게 직급, 직무, 자격, 학력, 학위 및 명예 등을 얻어 각종 혜택과
편취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일컬음

31. 외국 국적 취득

- 외국 국적의 취득은 물론, 장기체류 자격 취득 등은 모두 당과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임
- 국가공무원 중 당원이나 당 간부 모두는 해외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허가를 받아서는 안 됨.
퇴직 이후에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음

주: 本书编写组(2017: 43-80)를 근거로 작성함

3. 청렴결백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청렴결백의 위반 행위는 주로 권력 거래, 성접대, 선물수수, 공공재 사
적 이용, 기업경영, 겸직행위, 공금유용, 보조금 유용, 출장 남용, 관용차
목적외 사용, 호화청사 등에서 나타난다.

표 3-29

청렴결백 측면에서의 기율 및 규범 위반 행위
사례

32. 권력 거래

주요 내용
- 당 간부 간에 자신들의 직권이나 직무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함
- 권력 거래란 당과 인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사리사욕
을 채우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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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계속
사례

33. 성접대와 금전 거래

주요 내용
- 일방에서 성접대를 하면, 다른 일방에서 자신의 직권이나 금전을 통해 상대에게 이익을 제공
하는 방식으로 쌍방이 상호이익을 교환하는 방식
- 금전거래는 당 간부의 직무상의 청렴성을 저해하며, 성접대를 받은 쪽은 자신의 직권이나
직무상의 영향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이익을 제공함

- 당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물, 사례금 및 상품권 등을 받는
것을 지칭함
- 선물은 주로 현금, 주식 및 차용증 등이 있으며, 공정한 업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로는
34. 선물, 사례금 및 상품권
업무와 관련된 상대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특정 조직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에게 선물
등의 수수
을 주는 것 등을 말함
- 또한, 선물 범위의 초과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수준 및 풍습 등을 크게 벗어난 선물을
일컬음
- 공공재산의 관리규정에 어긋나는 일로 직권을 이용하여 공공소유의 물건을 개인이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영리활동 또는 불법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지칭함
35. 공공의 물건을 개인적인 -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다양한 이유로 자신이 속한 部委나 관할 부서 또는 업무상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곳으로부터 자동차, 카메라, 노트북 등을 ‘빌린’ 후 자신이 소유함
- 심지어 일부 당 간부들은 공공소유의 물건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주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대중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36. 기업의 경영

- 개인자본이나 다른 사람들과 공동출자하여 기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개인이나 타인의 명의
로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참가하거나, 불법적으로 청부나 초빙의 방식으로 기업
활동에 종사하는 등 모든 기업 활동을 가리킴
- 기업경영의 주관적인 목적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임. 규정에 의하면 당 간부는
영리성 활동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개인은 물론,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 모두 금지됨
- 또한 사직이나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원래 직무의 관할지역 이었거나 그와 관련된 민영기업,
외국기업 등에서 일하는 모든 행위도 금지됨. 이러한 규정은 당 간부들이 자신들의 직권을
이용하여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함

37.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음

- 당원이 비준을 거치지 않고 각종 기업체나 사회단체 등에서 겸직을 맡으면서 보수를 받는
행위를 말함
- 당 간부들이 지닌 공공관리의 직권을 이용해 사회단체나 경제단체에서 겸직을 맡게 되면,
부정적인 수단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로가 되며, 이는 곧 부패행위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
에 겸직을 통한 월급 수령 등의 모든 행위를 금지
- 일부 공익단체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당 간부의 겸직을 승인하지만, 그에 따른
사례금은 받을 수 없음

38. 개인 비용의 청구

- 공금을 개인사비로 사용하는 행위를 지칭함. 이와 같은 행위는 오늘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당 간부들은 직무를 위해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도 있음
- 심지어는 정부기관을 지을 때 개인의 집 수리비용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종종 ‘편승청구비용’이라고도 불림

- 공금으로 선물을 사는 행위는 공금남용의 일종이며, 공공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임.
예로부터 명절이 되면 선물을 보내거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인간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이를 공금으로 해결한다면, 공권남용은 물론, 간부의 부패 문제로 귀결될
39. 공금으로 명절선물 구입 수 있음
- 또한, 이는 정부의 공신력 또한 훼손시킬 수 있음. 대중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명절부패’
라 일컬으며, 이러한 행위는 당을 포함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흐릴 수 있으며, 당과
대중들의 거리도 멀어지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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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계속
사례

주요 내용

- 공금으로 설 선물을 구매하는 행위는 공금횡령에 속하며, 이는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
40. 공금으로 설 선물의 대 등의 행위로 중앙의 8대 정신과 위배됨
량 구입
-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때에 개선하지 못할 경우, 당과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국가 차원에서 지정한 정책적 보조금 및 수당 외에, 각종 명목으로 보조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일컬음. 중앙과 각 지방 공무원들의 보조금 및 수당에 관한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지
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은 아직 없음
- 따라서 각 지역 및 부서 간의 보조금 및 장려금의 기준이 매우 상이함. 일부 지방정부나 기관에
41. 보조금 및 수당의 남용
서는 복지 관련 수당을 내놓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이는 일부 간부들이 부패를 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줌
- 또한 이런 보조금 정책은 재정의 재분배수단인 만큼, 국가의 수입 배분제도에도 영향을 미치
며, 결국 분배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
- 업무로 인해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여행을 가거나 지인을 만나는 등의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함
42. 업무 출장에서 사적인
- 이처럼 공무상의 업무를 보러 출장을 간다는 명의로 사적인 업무를 보는 행위는 공공재산을
활동을 행함
낭비하는 것 외에도, 정상적인 출퇴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함
- 당 간부가 지방 시찰의 기회를 통해 일부 명승지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가리킴. 본래 타
지역으로 시찰을 가는 것은 타지의 성공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업무상의 귀감을 얻기
위함
43. 시찰을 기회삼아 명승지
- 그러나 일부 지역과 부서에서 시행한 타지 시찰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부패의
관광
문제도 불거짐. 이 외에도 일부 간부들은 시찰을 복지의 일환으로 생각하거나 공금으로 여행
을 가는 기회로 여기기도 함
- 이러한 문제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중들은 이를 두고 ‘시찰 부패’라고 부름
- 공무활동 중 선물이나 지역 특산품을 받는 일은 당 간부가 공무수행 중 지방 부서, 하급 부서
또는 기타 부서나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행위를 지칭함
44. 공무 활동 중 선물 수령
- 규정에 따르면 당 간부는 공무수행 중 개인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형태의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됨. 만약 거절하지 못했을 경우, 조직에 바로 보고하거나 상급 부서에 제출해야 함
- 출장 다녀온 후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제3자가
45. 허위로 출장비의 중복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장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청구
- 이처럼 지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비를 청구하는 허위청구는 공공재산을 사취하는 행
위임에 분명함

46. 공금의 용도를 바꿔 해
외여행을 감

- 공무가 없음에도 공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행위를 가리킴. 해외의 선진기술과 발전 경험
등을 학습하여 국내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반면, 일부
당 간부들은 공무활동을 핑계로 출국하여 해외여행을 하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이는 국고를 낭비할 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당과 정부의 이미지
를 훼손시킴

47. 회의나 연수 등을 핑계 - 회의나 연수 등을 핑계로 삼아 공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가리킴. 규율의 허점을 이용하
로 삼아 공금으로 해외 여 각종 연수 등을 핑계로 출국해서 관광활동을 즐기며, 여행 경비는 연수비용에서 사용함
여행을 감
- 이러한 위반 행위는 공금횡령에 속하며, 대중들은 이를 ‘회의 부패’라고 칭함
- 회의 활동을 이유로 기념품, 특산품 등을 제작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사실상 공금의 사용
48. 회의 활동을 핑계로 기 목적을 변경하여 선물을 구매하는 행위로, 엄연히 공금낭비에 해당됨
념품 제작
- 규정에 의하면 회의를 조직하는 부서에서는 손님에게 여행, 참관, 식사대접 등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 이런 규정을 위반한 당원에겐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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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계속
사례

주요 내용

- 친척이나 지인의 방문을 공무상 응대 범위에 포함시켜, 공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49. 친척이나 지인 방문을 이는 공무접대관리 규정에 어긋남
공무의 범위에 넣음
- 국가기관 직원들이 공무와 관계없는 활동을 할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부서의 손님응접 범위
에 포함시켜선 안 됨
- 사적으로 친한 사람을 공금으로 응접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되며,
공권을 이용한 이익 도모의 전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음
50.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을
- 일부 당 간부들은 친척이나 친구 등을 공무의 응대대상에 포함시켜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공금으로 응접
할 비용을 공무상의 지출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공무접대 규율을 위반하는 것 외에
도, 국가와 단체의 이익을 저해시킴
- 공무상 응대과정에서 상대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는 공금으로 선물을 주는 것과 동일하며,
오늘날 이러한 행위는 사례금, 유가증권, 지불 영수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음
51. 공무상 응대를 이유로 - 공금으로 선물을 주는 과정에서 거액의 공공자금이 암암리에 개인에게 전달되며, 이로 인해
선물을 줌
각종 관련 금지령과 조례들이 무의미해지고 있음
- 이러한 행위들은 당과 정부의 명성을 해치며, 당원과 간부들을 부패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패가 만연하게끔 함
- 중국에서는 식사를 함께 하는 문화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관계를 다지는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52. 공무상의 응대를 핑계로
- 그러나 공금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은 정과 원칙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기율을
마구 먹고 마심
어기는 행위임
- 대중들은 이를 두고 ‘혓속의 부패’라고 부름
- 일부 당 간부들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거나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방문하거나,
자신의 사비로 지불해야 하는 것을 공무상의 응대로 포함시켜 함께 청구하는 등 공무접대와
53. 공무상의 응대를 핑계로 관련된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일컬음
- 일부 당 간부는 공무상의 응대를 돈줄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응대는 하지 않은 채, 공무를
이익의 취함
통해 자신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만을 모색하기도 함. 이는 공공재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당과 정부의 이미지도 훼손시킴
- 고가의 오락 활동이란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인민들의 생활 수준 및 국가공무원들의
54. 공금으로 고가의 오락 수입을 초과하여 일반 대중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일컬음
활동을 즐김
- 당은 각종 핑계로 공금으로 만찬을 즐기거나 연회를 열거나 또는 여행을 가거나, 고가의 오락
활동을 즐기는 등의 모든 행위를 일절 금하고 있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엄벌에 처하고 있음
- 관용차 관리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관용차를 개인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일컬음. 관용차는
말 그대로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근무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음
55. 개인이 각종 명분으로 - 그러나 일부 당 간부들은 자신들의 특권 사상에 젖어 관용차가 마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관용차 사용
특혜이며, 지위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로 인해 관용차를 개인이 마음
껏 사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대중들은 이를 두고 ‘자동차 부패’라고 부름
- 관용차에 연료를 넣거나 차 수리를 할 때, 공금으로 자신의 차에도 기름을 넣거나 개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함께 청구하거나 또는 가운데서 수수료를 챙기는 등 관용차 재정관리
56. 자동차에 연료를 넣거나 규정을 어기는 행위임
수리할 때 개인의 이익 - 이는 공공재산을 침범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자동차 부패’에서 핵심적인 부분
을 차지함
을 취함
- 또한, 이러한 행위는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공적인 명분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행위임이 분명하며, 공공재산을 침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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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계속
사례

주요 내용

- 관용차 개혁을 핑계로 삼아 부서에서 발급하지 말아야 하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의 혜택을
57. 자동차 변경 보조금 지 남발하여 공공재산에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가리킴
원을 변형한 복지혜택 - 현금 보조금 지원은 분명 관용차 개혁의 방향이지만, 이것의 핵심은 관용차를 공무상의 본래
의 남발
목적으로 되돌리는 것일 뿐, 각종 명분으로 당 간부들이 복지 관련 혜택을 남용하라는 것이
아님
- 내부적으로 관용차를 헐값에 판매하는 것은 관용차 개혁 기율에 어긋나는 행위임. 관용차
개혁의 사회화, 시장화의 방향은 ‘차를 판매하는’ 기관이 대중들에게 상용차 판매 사실을
58. 내부적으로 관용차를 헐 알리고, 불법적으로 판매를 조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
값에 판매
- 그러나 일부 지방에선 공개적으로 판매를 하지만, 사실상 대중들이 참여하기보다는 내부
사람들 위주로 진행되거나 ‘가짜로 판매’할 뿐, 실질적으로는 형식적 또는 폐쇄적으로 판매함
- 결과적으로는 내부 사람들이 저가로 차를 구매하게 되며, 이는 국유자산의 손실을 초래함
- 당이나 정부기관의 사무실은 소박하게 꾸미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며, 실용성과 지방의
특색 및 미관을 함께 고려해야 함. 각 정당기관이 새로운 사무실을 짓거나 내부 공사를 실시
59. 공용의 집을 호화롭게 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새로 짓거나 구매해야 할 경우, 까다로운
꾸밈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 그럼에도 일부 부서들은 불필요한 지출과 함께 사무실을 호화롭게 꾸미며, 이러한 양상은
대중들로 하여금 반감을 갖게 하며, 이를 두고 ‘관청 부패’라함
- 사무실 사용 및 관리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실제로 불필요한 곳까지 사무실로 만들어 낭비
60. 다수의 곳을 사무실로 하는 행위를 일컬음
점거하는 위반행위
- 규정에 의하면, 각 지도자들은 한 사무실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사무실을 소지하
고 있을 경우, 반드시 반납해야 함
61. 사무실 사용 및 물자배
치의 기준 초과

- 기준치 이상으로 사무실을 꾸미고 물자를 구입하는 것은 사무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어긴
행위이며, 당 간부들의 이러한 태도는 사치를 즐기고 남들의 이목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반드
시 고쳐져야 함
- 또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당원에겐 책임을 지게 해야 함

주: 本书编写组(2017: 81-154)를 근거로 작성함

4. 인민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인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기율 및 규범 위반 행위는 주로
서비스 제공 대가의 뇌물수수, 서류절차에서 사익추구, 불공정한 업무처
리,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기업협찬, 비용징수, 무료여행, 접대비용 전가,
출장비용 전가, 출장협찬 등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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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서비스 측면의 기율 및 규범 위반 행위
사례

주요 내용

- 당 간부들이 인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대중들로부
62. 인민들에게 자신의 직책 터 이익을 얻으려는 모습을 일컬음
을 이용하여 뇌물을 바 -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것이자 당원이 인민들에게 뇌물을
치도록 요구함
요구하는 태도임. 이런 양상이 지속될 경우, 국가 공무원의 청렴성은 물론, 당과 정부의 이미
지를 훼손하게 됨
- 당 간부가 행정상의 허가, 비준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인민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를 지칭함
63. 서류처리 권한을 이용한 - 일부 행정기관 직원들은 자신들의 서류처리 권한을 돈줄로 여기고 인민들이 ‘소정의 팁’을
사리추구
주지 않을 경우 고의로 일을 처리해주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등의 행태를 보임
-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행정 비준권 및 허가권의 남용이며, 인민들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당의 분위기를 흐림
- 사회복지, 정책지원, 재난구제 물품 배분 등과 관한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가리키
며, 특히 가족이나 친구의 업무를 먼저 처리해 주는 등의 방식임
- 일부 당 간부들은 복지, 정책 지원 등의 분야에서 자신들과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시
64. 불공정한 일처리 및 지
하여 일을 처리하며, 당과 정부의 정책시행을 사익을 얻을 수 있는 루트로 인식하는 경우가
인 우대
종종 있음
- 이러한 행위는 대중의 이익을 저해하며, 간부와 대중들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기층 당 조직에 대한 신뢰를 극심하게 저해함
- 인민들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위조 및 은폐하거나 업적을 거짓으로 기록하
는 등 상급기관, 관련 부서 및 대중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이는 당 간부들이 신뢰를
65.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기 얻거나 자신들의 책임규명을 회피하려는 목적을 지님
만하면서 대중의 이익을 - 이러한 행위는 주로 상급기관에는 문제를 은폐하고, 허위로 업무실적을 보고하며, 또한 하급
저해시킴
기관으로부터는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부패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을 기만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태는 관료주의와 형식주
의가 표출되는 것이며, 대중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당과 대중의 관계도 해침
- 부족한 경비를 메우거나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일부 정부기관들은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물질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일컬음
- 여기에는 리더와의 사적인 친분으로 협찬을 받거나, 행정집행 부서의 직권을 이용하여 금전
66. 기업에게 협찬을 받는
적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반대로 원래 자신들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협찬을 해주지 않으면
위반행위
일처리를 해주지 않는 등의 행태가 포함됨
- 그러나 이와 같이 협찬을 받는 행위는 재정적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방해하며, 기업과 대중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의 이미지 역시 훼손시키며, 결국 심각한 부패를 야기함
- 폭력, 협박 등의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제멋대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자금, 물품 및 인력의
후원을 요하거나, 또는 마음대로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가리킴
67. 제멋대로 비용을 징수함 - 각 부서는 권력을 이용하여 수입을 늘리고 부를 축적하며, 이러한 행위는 대중의 이익을 저해
시킬 뿐만 아니라 당과 국가의 관리체계를 방해하고 당과 인민, 간부와 인민 간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듦
- 훈련반을 개설한다는 명분하에 훈련반에 참가하는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비용이나 물품 등
을 얻는 행위를 지칭함
68. 훈련반 개설을 핑계로 -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훈련반을 개설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허가
사익도모
를 받아야 함
- 만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훈련반을 개설하거나, 훈련반에 참가하는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가 발각될 경우, 모든 관련 담당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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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계속
사례

주요 내용

- 비교평가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표창장을 주는 과정에서, 그 활동에 참여한 부서나 개인
으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를 말함. 각종 비교평가 및 표창활동은 업무의 효율성과 적극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음
69. 비교평가 및 표창 활동 - 그러나 비교평가 후 표창활동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은 본래의 활동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
중 돈을 받는 행위
하게 만들며, 일부 기관과 부서가 제멋대로 비용을 걷을 수 있게 도움. 이는 결국 비교평가
및 표창활동이 권력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에 불과하게 만들며, 기업이나
기층 부서에게 마음대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협찬하게끔 만드는 발판을 제공함
- 이러한 행위는 인민들이 기층간부들에게 반감을 갖게 만들 뿐임
- 공금으로 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거나 축제활동을 핑계로 비용, 물품 및 상금 등을 협찬
받는 등의 사치스러운 행위를 지칭함
- 축제는 홍보, 단결력 응집, 사기 고양 외에도, 경제발전의 촉진, 선진문화의 발전 등 여러
70. 공금이나 협찬비용으로
가지 장점이 있음. 그러나 일부 축제활동의 경우, ‘정치업적’, ‘이미지’ 등만을 생각하고 대량
축제 개최
의 인력과 물자를 낭비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특히, 일부 지방에서는 공금을 쓰거나 기업과 대중들로부터 협찬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부담
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입힘
- 당과 국가의 회의 활동에 관한 관리규정을 위배되는 행동이며, 재정자금이나 협찬 비용으로
영업의 성격을 띠는 문예 관련 축제를 개최하거나, 공금으로 유명 가수 등을 초청하는 일련의
활동을 가리킴
71. 협찬비용이나 공금으로
- 이는 당이 주장하는 근검절약 정신과 상충함. 또한, 재정자금으로 영업성의 문예활동 축제를
호화로운 문예활동 축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당정기관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경영활동 참여의 변형된
제 개최
것임
- 그리고 이는 대중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며,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
론, 대중들의 반감을 살 수 있음
- 당 간부가 공무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물이나 식사대접을 받는 등 청렴 관련 규율을
72. 공정하게 공무를 보는데 어기는 행위를 말함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물 - 공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물이나 식사대접인지의 여부는 당 간부의 주관적인 의지로
등을 받음
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당 간부는 자신의 권력, 지위가 상대방의 정치, 경제 등 분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반드시 객관적으로 분석 및 판단해야 함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인민이 준비한 무료여행 선물을 받은 것은 당의 청렴기율과 대중의 기율
을 어기는 행위로, 서비스를 받은 대상으로부터 공무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물을 받는
73. 서비스 관리 대상이 준 것을 가리킴
비한 무료여행 선물을 - 자신이 지불해야 할 자신의 여행 경비를 타인이 지불한 것은 사실상 타인으로부터 재화를
받음
받은 것과 같음
- 만약 당 간부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상대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형법상 뇌물수수
에 해당함
- 당 간부가 서비스를 받은 후 지불해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보다 지불한 비용이 훨씬 적은 경우
74. 상징적으로만 비용을 지 를 가리킴
불하고 서비스를 받음 - 이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침범한 행위의 일종이며, 당 간부는 반드시 합당한 모든 비용
을 지불해야 함
- 빌린다는 명목 하에 장기적으로 물건을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것을 일컬으며, 타인의 재물을
75. 빌린다는 명목으로 관리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의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대상자의 물건을 소유함 - 불법적으로 소유하는 것과 정상적으로 빌리는 것 사이의 유사성이 있지만, 반드시 이를 정확
하게 구별해야 함

272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표 3-30

계속
사례

주요 내용

- 원래의 부서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직권을 이용하여 아래의 부서나 기업에게 비용을 지불하
게 만드는 것을 가리킴
76. 기업에게 응대비용을 전
- 이러한 행동의 목적은 감독을 피하고, 공금으로 마구 먹고 마신 금액을 은폐하려는 데 있음.
가시킴
이는 청렴기율과 재정경제 관리의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기업과 대중들에게 부담을 떠넘
기는 행위임
- 출장비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원래의 부서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출장비용을 아래의
부서나 기업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말함
77. 기업이나 부속 단위에게 - 규정에 따르면, 당정기관의 여행비는 모두 예산도급제로 시행되며, 해당 부서의 직원들은
출장비용을 전가함
공무상의 출장에서 측정된 총액을 넘게 사용해서는 안 됨
-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이나 밑의 부서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는 모두 금지됨. 만약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당원은 반드시 모든 사안을 규명해야 함
- 공무상 출국비용관리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며, 이는 반드시 해당 부서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
해야 하며, 하급단위나 기업에게 이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됨. 규정에 의하면 당 간부가 출국
78. 출국에 필요한 비용을 할 경우, 기타 공공자금은 물론 기업으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일절 받아서는 안 됨. 또한 개인
협찬 받거나 전가함
적인 이유로 출국할 경우에는 공금을 사용해서는 안 됨
- 이와 같은 모든 행위는 공금으로 출국하는 것의 변형된 형태로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할 필요
가 있음
- 이는 관용차관리 규정 및 청렴기율과 어긋나는 행위이며,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차를 빌려
79.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차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일컬음
를 빌리는 위반행위
- 이는 관용차관리 제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대중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침해함. 일부 간부들
은 ‘빌려 쓴다’는 명분하에 뇌물을 받는 등의 잘못된 행동을 함
- 당 조직이 국가법률 및 법규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당무, 정무 및 기업의 정책, 촌급
및 시급 조직의 중대한 결정을 비롯해 각종 업무를 공개하지 않은 등의 행위는 인민들의 알권
리를 침해한 것임
- 당무의 경우, 보안사항이 아닌 사항들은 적당한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함. 정무 또한 정부의
80. 인민들의 알 권리 침해
성명발표, 정부의 홈페이지나 언론 등을 통해 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함
- 그리고 촌급과 시급 조직 역시 행정구역의 관리 및 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이는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제도이며, 주민 자치제도와 민주적인 방법의 감독
을 실현하는 것임
주: 本书编写组(2017: 155-198)를 근거로 작성함

5. 업무수행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율 및 규범 위반 행위는 무책임, 부당행위, 근무
태만, 시장에 간여, 법집행에 영향력 행사, 기밀문서 폭로, 비밀금고, 담
보제공, 자금유용, 허위 영수증, 출장한도 초과, 자의적 해외출장, 불필요
한 회의, 관공서 남설, 사무실 임대 등에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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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업무수행 측면의 기율 및 규범 위반 행위
사례

주요 내용

- 당의 임무를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지 않고, 업무이행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당 조직 차원에서 당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함
81. 자주적으로 책임을 지지
- 당의 주체적인 책임은 기율검사위원회의 감독 분야에 대한 책임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않거나 감독을 소홀히 함
자주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하는 행위는 청렴성과 당의 선진적인 부분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집권의 기반을 흔듦. 또한 당의 응집력과 투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당이 당원에게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린 이후, 당의 기율에 따라 처리하지 않거나 또는 국가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당의 기율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가리킴
82. 당의 기율에 어긋나는
- 또한, 당 기율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한 후에 당적, 직무, 직급 및 대우 사항 등에 대해 제대로
부당행위의 보호
처벌을 내리지 않은 경우나 당원이 당의 기율에 따라 처벌을 받은 이후 간부의 관리 권한으로
당원의 교육, 관리 및 감독 행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함
- 당 간부가 근무태만이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킴. 근무태만의 양상은 신념의 타락이나 집중력의 부족으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83. 근무태만이나 소극적인 서비스 의식의 부족으로 인해 인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또는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태도 등 업무를 제대로 공과 사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 등을 가리킴
하지 않음
- 또한, 조직의 기율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업무상의 책임감이 결핍되어 있는 등의 모습도
나타남. 이는 당의 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정책시행을 방해하고, 당과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림. 이는 결국 국가와 당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당 지도자 및 간부가 법률, 법규, 정책성 규정이나 의사 절차 등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특히
직무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관련 부서 및 직원들에게 자신의 의사 표현이나 암시 및 강요
등을 통해 미시적으로 시장경제 활동에 간섭하며, 시장경제 활동의 정상적인 발전이나 일상
84.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적인 감독, 집행 활동 등에 개입하는 것
간섭
- 이는 주로 건설 프로젝트의 청부, 토지사용권 양도, 부동산 개발 및 경영 측면의 간섭 또는
국유기업의 개편, 합병, 파산 등 중요한 경영활동으로의 개입, 각 행정허가 및 자금 대출 등의
관여 등의 형태로 나타남
- 당 간부 및 지도자들이 관련 지방이나 부서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사법 활동이나 법의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간섭 행위를 말함
- 주로 간부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검찰이나 법원의 담당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85. 사법 활동이나 법의 집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있으며, 이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태임
행활동에 관여
- 또한, 당 간부들이 담당직원을 매수하기도 함. 이외에도 개인의 감정의 호소하거나 친분을
이용해 담당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음. 이는 사회의 공평성과 당과 국가의
기율을 훼손함
- 업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간부 선발과정, 기율검열 등 아직 대중들에게 공개 되지
86. 공개되지 않은 사항이나
않은 내용을 폭로나 유포하거나 또는 정보를 훔치는 등의 행위를 일컬음
기밀문서들을 폭로나 유
- 또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행위 역시 이에 포함됨. 이러
포함
한 행위는 보안 관련 기율을 위반하는 것으로 당이나 부서의 업무에 커다란 손해를 입힘
- 부서 장부의 각 항목별 자금 또는 그에 의해 형성된 자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나, 포함시키
지 않은 자산들을 가리킴
87. 사적인 ‘비밀금고’ 보유 - 당은 ‘비밀금고’를 만드는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으며, 사설 ‘비밀금고’의 보유는 재정관리법규를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관
리 질서를 훼손하며, 부패 문제를 쉽게 발생시킬 수 있음
- 개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공금을 보관하는 것을 가리킴. 이는 ‘비밀금고’
보유의 전형적인 방식이며, 금융질서를 혼란케 할뿐 아니라 부서의 위법행위 문제도 쉽게
88. 공금을 개인적으로 보관
감출 수 있음
함
- 이러한 행위는 비합리적인 지출과 같은 낭비행위를 야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업무
책임자가 기율을 위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부패가 쉽게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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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례

주요 내용

89. 타인의 담보를 서는
행위

- 법률에서 당정기관이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음. 즉,
당이나 국가기관이자 공익을 목적으로 둔 사업체나 사회단체가 국유기업법인의 지사나 부
서 또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게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됨
- 이런 행위는 담보법과 재정관리 법규를 어기는 것으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

90. 특정 자금의 유용

- 국가기관이 과학연구, 교육, 위생, 군사 등 분야를 위해 단체나 사업체에 할당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행위를 가리킴
- 이러한 행위는 재정관리의 질서를 혼란케 함. 만약 특정 자금을 해당 부서가 아닌 타인이나
타 부서에서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공금유용죄에 해당함

- 부서나 개인이 감독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정상적인 지출을 상쇄시키고자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공공재산 낭비의 일종임
- 여기에는 주로 실제 가격과 발급영수증과의 차액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비용
91. 거짓 영수증으로 공금을
을 다른 항목에 포함시키거나, 비용이 큰 금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청구하거나 또는 거짓
청구함
영수증을 발급받아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음
- 이와 같은 행위는 당정기관과 국유기업의 재정제도를 훼손시키며, 공공재정의 비용지출을
늘릴 뿐 아니라 부패를 조장함
- 공무상 출장에서 교통비, 숙박비 또는 식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지칭함
92. 공무상 출장에서 기준선
- 각각의 항목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만약 당 간부가 이를 어길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
의 초과
을 져야 함
- 당, 국가나 정부 部委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본인이나 타인이 공금으로 출국하는
93. 부정한 방식으로 공금을 행위를 일컬음
- 여기에는 거짓으로 시찰 일정을 짜서 출국 승인을 받거나,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사용하여 출국함
공금으로 출국하거나 또는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됨
- 단기간 출국한 단체나 직원들이 승인을 받지 않고 국외에서 머무는 일정을 연장하거나 시찰,
연수나 해외 방문 등의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국가나 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가져옴
- 주로 관광, 쇼핑 또는 지인을 방문하거나 개인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일정을 변경함. 만약
94. 마음대로 해외체류 일정
업무상 부득이한 이유로 일정을 변경해야 하거나 사전에 승인을 받을 시간이 부족할 경우,
변경
반드시 사후에 보고해야 하며, 조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일 경우, 이는 당과 국가의 외교 업무 제도를 위반하는 것으로 일상적
인 외사관리질서를 혼란케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잘못을 반드시 책임져야 함
95. 해외에서의 기업유치 활
동을 사치스럽게 개최

- 해외에서 기업유치 활동을 진행할 때,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장식하거나, 겉치레를 매우 중시
하거나 또는 돈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등의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당과 국가의 기업 투자유치
활동 관리규정에 어긋남
- 또한, 이러한 행동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며, 중앙이
강조하는 절약정신과도 상충함

96. 기준치 초과의 응대

- 공무상의 응대에서 당과 국가 또는 지역 해당 부서의 규정이 제시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여
접대하는 것을 지칭함
- 규정의 기준 범위 이내의 접대는 모두 정당한 것이지만, 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치를 초과하
는 응접은 당의 기율을 위반하는 행위임

- 투자유치 활동 중에 규정에서 제시한 접대비를 초과하고, 시찰활동을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길
97. 투자유치 활동 중 기준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는 등 투자유치 활동 기간의 사치스러운 소비와 접대문화를 일컬음
치를 초과한 접대
- 이러한 행위는 모두 심각한 향락주의와 사치스러운 풍조에 해당하며, 공금을 낭비하는 행동
의 일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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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례

주요 내용

- 관용차 관리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심사 및 승인을 교묘하게 피해서 규정의 범위를 넘어선
고급 차량을 구비하는 행위를 말함. 관용차는 당정기관의 공금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공무활
98. 관용차 구비에 있어서
동에만 사용해야 하며, 이는 공공관리 및 공공 서비스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구비하는 것임
기준치의 초과
- 따라서 기준치를 넘어선 차량의 구비는 심각한 자원의 낭비이자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며,
특히 허영심, 체면 중시 등의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인민의 신뢰를 잃게 됨

99. 집행 차량의 유용

- 집행 활동에만 사용해야 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집행 차량 관리 및 사용규정에 어긋남
- 집행 차량은 집행과 관련된 공무를 볼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부서나 개인 모두 어떠한 이유에
서든 사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집행 차량을 빌려주거나, 간부들이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 모두 용납되지 않음

- 당과 국가의 회의관련 활동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관광지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100. 관광지에서 회의 개최 - 소위 관광지란, 풍경이 아름답고 관광지가 모여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인지도와 규모
및 관광 조건 등을 갖추고, 휴식, 오락 및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말함. 당정 기관은
이와 같은 지역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당과 국가 회의활동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각종 이유로 불필요한 회의를 개최하는
101.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 것을 말함. 일부 지방에서는 절약하지 않고 동원회의, 표창회의, 좌담회, 통보회의, 결산회의
로 필요 이상으로 회의 등 각종 명분으로 회의를 빈번하게 염
를 많이 엶
- 회의를 지나치게 많이 개최하는 것은 회의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력, 물적 자원 및
재정 모두를 낭비하는 행위임
102. 기준치 이상의 회의
개최

- 당과 국가의 회의 관련 활동 관리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회의의 규모, 등급, 참가 인원수
및 비용 등이 기준이 초과한 채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말함
- 당과 국가는 회의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각 사항에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각 급의 당정기관은 반드시 기준에 따라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마음대로 기준치를 초과함으
로써 공공재산을 낭비하는 것을 엄격히 금함

103. 거짓 사무실 정리

- 상급기관과 대중을 속이고 형식적으로만 사무실을 정리하는 행위를 가리킴. 사무실 정리는
당 중앙의 중요한 업무이며, 이는 당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대중과 밀접하게 연락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임
- 또한,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향락주의와 사치의 풍습을 바로잡기 위한 방책임. 따라서 제대로
사무실 정리를 하지 않는 것은 중앙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며, 향락주의를 추구하는 것으
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사건의 경위에 대해 확실히 규명해야 함

-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무실 건설을 제멋대로 시작하는 양상을 지칭하며, 이는 관공서 승인
및 건설관리 규정에 어긋남
- 당과 정부의 관공서 건축은 건설 계획의 입안, 승인에서 건설까지 모든 절차가 규정에 의거하
104.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먼
여 진행되어야 함
저 관공서를 건설함
- 그러나 일부 당 간부들은 이를 무시한 채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건축을 진행함. 더욱
심각한 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배후에서는 여전히 권력을 남용하며, 당 간부들의 직무
상의 범죄를 저지르게끔 유도하여 부패가 발생하게끔 한다는 것임
-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무실 건설을 제멋대로 시작하는 양상을 지칭하며, 이는 관공서 승인
및 건설관리 규정에 어긋남
- 당과 정부의 관공서 건축은 건설 계획의 입안, 승인에서 건설까지 모든 절차가 규정에 의거하
104.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먼
여 진행되어야 함
저 관공서를 건설함
- 그러나 일부 당 간부들은 이를 무시한 채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건축을 진행함. 더욱
심각한 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배후에서는 여전히 권력을 남용하며, 당 간부들의 직무
상의 범죄를 저지르게끔 유도하여 부패가 발생하게끔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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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계속
사례

주요 내용

105. 사무실 건축의 기준치
초과

- 사무실의 규모, 기준, 투자 예산액 등을 초과하여 사무실을 만드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사무실 관리 규정에 어긋남. 최근 중앙에서 사무실 시공과 관련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책적 효과는 거두었지만,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행위는 재정과 세수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 ‘네 가지의 나쁜 풍조’(형식주의, 관료주
의, 향락주의, 사치낭비풍조)를 조장하기도 함

106. 사무실 임대해 주는
행위

- 승인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사무실 관리 규정에
어긋남
- 규정에 의하면 당정기관의 사무실은 임대해 줄 수 없으며, 이미 임대를 해 준 경우, 기한이
만료되면 바로 회수해야 함. 만약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지고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하며, 기율상의 책임을 규명하도록 해야 함

-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권력을 남용하여 공금으로 호텔을 장기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사무실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임.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사무실이
107. 장기로 호텔을 임대하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한시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음
여 사무실로 사용
- 그러나 이 때 사무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당장에 해결이 어려우며, 조직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한시로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호텔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음. 그 외의 모든
상황은 모두 기율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를 어긴 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함
108. 훈련센터를 핑계로 호
텔을 지음

- 훈련센터를 짓는다는 핑계로 승인받지 않은 호텔을 짓는 행위를 일컬으며, 이는 당과 국가의
관공서 건설 승인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임
- 이러한 행위는 향락주의와 사치스러운 행태임

주: 本书编写组(2017: 199-268)를 근거로 작성함

6. 일상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기율 및 규범 위반행위로는 사치, 부당한 관
계, 부적절한 행동, 미풍양속 위배, 호화로운 장소, 출국규정 위배, 도박,
경조사 악용, 호화묘지, 가족과 친척에 이익제공 등이 있다.

표 3-32

일상생활 교류 측면의 기율 및 규범 위반 행위
사례

주요 내용

109. 사치스럽고 향락을 즐
기는 생활

- 당 간부가 의식주, 문화, 오락, 체육 등의 측면에서 과소비를 하거나 겉치레를 추구하며, 일반
적인 소비 수준을 뛰어넘어서 인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
는 행위를 가리킴
- 이는 향락을 즐기고, 현재의 생활에 안주하며, 도전의식 없이 어려움만을 피하는 등의 향락주
의적인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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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계속
사례

주요 내용

110. 타인과의 부당한 관계

- 양쪽 다 배우자가 있거나 한 쪽이 배우자가 있으나 의도적으로 부당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함.
또는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거나 사회의 도덕이나 풍습에 위배되는 관계를 맺는 것 역시 포함됨
- 부도덕한 관계는 양측이 모두 호감이 있는 상태로 만나는 것을 말하며, 금전과 같은 어떤
매개도 존재하지 않음

-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저해하며,
사회의 공공질서를 혼란케 함. 또한 사회의 풍속이나 도덕관념 등에 위배되어 부정적인 영향
111. 공공장소에서의 부당
을 미치기도 함
한 행위와 사회 공공
-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은 대중들과 언론에 나쁜 방향으로 비춰지면서 잘못을 저지
질서의 위배
른 사람이 속한 조직이나 부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이는 또한 당과 정부의 명성에도
해를 끼침
112. 사회의 공중도덕과 가 - 공중도덕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덕활동과 상충되는 행동들을 가리킴
정의 미덕에 위배되는 - 당 간부들이 사회의 공중도덕과 가정의 미덕을 어기는 행동은 당의 생활기율을 어기는 것으
활동에 참여
로 이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함
- 고급 클럽의 사적인 특성, 상업성, 과시적인 성격 등으로 인해 갈수록 많은 정부 공무원들이
113. 고급 클럽과 호화로운 애용하고 있음
오락장소의 출입
- 이들의 사치스러운 소비행위는 당과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며, ‘클럽 부패’의 위험을 양
산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경계해야 함

114. 교제의 위반행위

- 일부 당 간부들이 청렴결백에 관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자발적으로 동창회, 전우회나 동향
회 등을 결성하거나 일부 기업인이나 유명 연예인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등의 행동을 지칭
함. 일부 간부들은 재벌들과 매우 친숙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이를 영광이라고 생각함
- 또한, 일부의 재벌들 역시 고위 간부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익을 취함. 이와 같은 돈과 권력
의 거래는 사회 분위기를 흐리며, 당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그들은 당의
기율과 국가의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됨

- 당 간부들이 친척이나 친구 방문, 여행, 재산상속이나 처리 등의 업무 등과 같은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행위를 가리킴. 당 간부들이 개인적인 업무로 출국할 경우 일반
여권과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이는 관련 규정과 간부관리 권한에 따라 엄격하게 허가절차
115. 개인 출국 관리 규정의
를 밟아야 함
위반
- 귀국 후에는 자발적으로 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 일률적으로 보관해야 함. 어떤 이유이
든 개인 출국서류를 허위로 조작해서는 안 되며, 출국절차를 밟지 않아서도 안 됨. 규정을
어길 시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함
- 도박성을 띤 오락이란 마작, 주사위 던지기, 카드게임 등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행위를 말함.
도박은 사회관리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사회는 물론, 가정에서도 분쟁도 일으
킬 수 있으며, 심각하게는 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는 등 여러 가지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116. 도박성을 띤 오락 활동
수 있음
을 즐김
- 일부 간부들은 도박 문제에 지속적으로 연루되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도박을 한다던가, 도박을 통해 횡령을 하거나 뇌물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공금으로 도박을
하는 등의 경우도 종종 발생함. 이는 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117. 혼례와 장례 등을 기회
로 삼아 재물을 모음

- 일부 간부들은 혼사나 장례 등을 대규모로 진행하며, 특히 겉치레를 매우 중시하면서 이를
기회로 삼아 재물을 모으기도 함. 이러한 행위는 당 간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며, 사치와
과소비를 조장함
-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풍조를 바꿔나
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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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계속
사례

주요 내용

- 큰 무덤이나 살아있는 사람의 묘지를 만드는 등의 행위는 「장례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위반
하는 일이며, 토지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임. 이는 당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장례
118. 호화롭게 묘지를 재건 의 간소화’와도 상충되며, 당원 및 간부들의 이미지 또한 훼손시킬 수 있음
- 규정에 따르면, 각급 지도자 및 간부들은 장례개혁에 앞장서야 함. 즉, 묘지를 만들거나 화장
함
하는 지역에 매장을 하거나 장례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함
- 당 간부들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배우자, 자녀 및 친척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컬음
- 여기에는 가족 및 친척 등을 선발할 것을 지시하거나 친척이 운영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거나
119. 직권을 이용하여 친척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친척들이 타인으로부터 물질적 이익을 취하거나, 친척들이
에게 이익을 줌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친척들이 자신의 관할 지역이나
업무 영역과 관련하여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임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됨
- 이러한 행위는 권력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당과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함
- 당 간부가 배우자, 자녀 및 친척들의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지받
지 않은 채 그대로 방임하는 것을 말함. 규정에 따르면, 간부의 배우자, 자녀 및 가족들은
120. 배우자와 자녀들의 취 간부의 관할 지역 또는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간부의 업무 관련 기업에도 절대 취직
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 해서는 안 됨
한 방임
- 이러한 규정은 이익충돌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당 간부들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친척들
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막기 위함. 만약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반드
시 바로 잡아야 하며, 간부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함
- 당 간부가 배우자, 자녀 및 친척들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이익
을 취하는 행위를 가리킴. 이는 주로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친척들이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121. 친척의 부탁으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 또한, 일부 간부들은 당의 기율과 국가의 법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금품을 취하기
꾀함
보다는, 부탁을 한 사람이 그의 친척이나 함께 이익이 달려있는 사람이 금품을 받게끔 함
- 이러한 행위는 뇌물수수의 변형된 형태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함
122.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 - 간부의 주변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알고서도 방임하는
이 자신의 직권이나 영 것을 지칭함
향력을 이용하여 이익 - 일부 간부들은 자신의 지인들이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거나 또는 알고 있음
을 취하는 것을 묵인함 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약도 하지 않은 채 방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주: 本书编写组(2017: 269-299)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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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국 반부패의 기구(조직)분석
중국의 반부패 기구는 주로 중국공산당의 반부패 조사업무를 담당하
는 당기율검사위원회, 반부패 국가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 사법기관인
인민검찰원, 우리나라 감사원에 해당하는 심계서 등이 있다.

1. 당기율검사위원회
중국공산당 기율위원회는 중국공산당 내부의 반부패 업무를 전담하는
기율감찰기관으로 정부 부위(部委: 한국의 중앙부처)가 아닌 공산당 기관
이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정부를 영도하고, 대부분의 정부 부위 공직자
들이 공산당원인 중국의 특성상 반부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또한,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와 함께 중국공산당 3대 권력기관이다.

1) 기구 연혁
중국공산당 기율위원회는 신중국이 설립되기 이전인 1927년 4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감찰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1928년 중국공산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중국공산당 당장(党章)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건국 이후인 1949년 11월에 11명
으로 구성된 기율검사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이후 1955년 3월에 명칭을
감찰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에 감찰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시기 중앙검찰위원회는 21명으로 확대되었고, 1962년에는 60명으로 확
대되었다. 그러나 1969년 4월에 ‘당장’에서 당의 감찰기관에 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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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삭제하면서 중앙감찰위원회도 폐지되었다. 이후 1977년 8월에 ‘중국
공산당 당장’에 당의 기율검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조례를 추가하고, 각
급 기율위원회는 동급의 당위원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고 규정하였
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1978년 12월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새롭게
설립되었다. 1982년에 통과된 ‘당장’에서는 지방의 기율검사위원회는 동
급의 당 위원회와 상급 기율위원회의 이중영도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천
윈(陈云)을 비롯한 132명으로 구성된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선출하였다
(中央纪委国家监委网站, 2013.08.28).
1993년 1월부터 행정감찰기관인 감찰부와 함께 업무를 보기 시작하
였다(中央纪委国家监委网站, 2013.08.28).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당의
영도를 받는 중국의 특성상 반부패 업무에서 감찰부보다는 기율검사위원
회의 권력이 더 막강하였다. 2017년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9차 전
국대표대회에서는 133명으로 구성된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선출하였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자오러지(赵乐际)가
맡고 있다(中央纪委国家监委网站, 2013.08.28).
18대 이후 당의 반부패 기제는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위 기율
위원회 서기는 상급 기율위원에서 정하여 이중영도체제를 실현하는 동시
에 수직 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반부패 사업을 강화하였다. 중대한
반부패 사건은 반드시 상급 기율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기율검사조가 모든 기관에 배정되었는데 중
앙정부에는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전
국인대의 각 기관, 전국정협의 각 기관, 사회단체 등 139개 조직이 포함
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 부위에 속한 당원들뿐만 아니라 사업단위와 사회
단체에 속한 당원들까지 부패감독 대상에 포함되었다. 순시제도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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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조장, 순시대상, 순시조와 순시대상 간 관계 세 가지를 확정하
지 않는 모형을 모색하고 있다. 2014년에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신
쟝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에 모두 순시조를 파견함과 동시에 전
문 항목에 대한 순시도 진행하였다(澎湃新闻网, 2017.1.23).

2) 주요 기능과 조직
「중국공산당 당헌(党章)」(이하 「당헌」으로 표시)에서 명시한 기율검사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당헌과 당내의 법규를 수호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결정의 집행 상황을 조사하고, 당 위원회와 협조하여 엄격하게 당
을 관리하고, 당의 기풍건설을 강화하며, 반부패 사업을 조직하고 조율하
는 것이다.
「당헌」에 따르면, 당의 각급 기율검사위원회의 기능은 감독, 기율집행,
문책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ⅰ) 당원과 감독 대상 기관에 대하여
감독하고 문책하며, 당원들에 대한 교육과 당의 기율을 지키는 것, ⅱ) 당
의 조직과 당원 영도간부들의 직무이행과 권력행사를 감독하고, 당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며, 상담과 문서통보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
는 것, ⅲ) 당조직과 당원이 당헌과 기타 당내 법규를 위반하고, 사건이
심각한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하여 당원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거나 취소
하는 것, ⅳ) 문책 혹은 책임 추궁, ⅴ) 당원에 대한 고소 접수, ⅵ) 당원의
권리보장 등이 있다.
「당내감독조례」 (党内监督条例)는 “기율감독 업무는 이중영도체제를
유지한다.”고 규정하였다. 기율검사 업무는 상급 기율감독위원회의 영도
를 위주로 하고, 증거물의 처리와 기율검사 상황은 동급 당위에 보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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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각급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부
서기의 임명과 평가는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의 조직부서가 담당한다.
「당헌」과 「당내감독조례」는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의 영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당헌」은 “기율검사위원회는 동급의 당 위원회 위
원이 당의 기율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먼저 초보적인 사실 확인을
진행할 수 있고, 만약 사건을 입안하여 조사할 경우 동급 당위에 보고하
는 동시에 상급 기율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상무
위원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상급 기율
검사위원회가 초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심사가 필요할 경우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서 동급의 당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당내감독조례」는 “기율검사위원회가 동급 당위의 주요 영도간부
가 문제 있음을 발견하면 직접 상급 기율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규
정하여 「당헌」보다는 상급의 영도를 더 강조하였다. 또한, “하급 기율감
독위원회는 적어도 반년에 한 번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
고, 매년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 업무에 관한 전체 보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당헌」은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 상급 기율검사위원회는 하위 기율검
사위원회가 내린 사건에 대한 결정을 승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만약
하위 기율검사위원회의 결정을 수정할 경우 만약 해당 결정이 하위 당위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상급 당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수정해야 한다.
지방 기율위원회와 기층 기율위원회가 만약 동급의 당위원회가 처리
한 안건에 대한 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의 재조사
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당위원회나 소속 당원이 당의 기율을 위반한 정
황이 발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급 당위원회가 제때에 해결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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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급 기율위원회에 신고하여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율감독위원회는 중앙部委에 감독업무를 담당할 기율검사조 혹은 기
율검사원을 파견하는데 「당내감독조례」는 이에 대하여 “기율감독위원회
가 각 파견기관에 대하여 책임지고, 피감독기관의 영도들과 구성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파견기관과 피감독기관 당
조직에 보고하여 조사 및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시 문책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파견기관은 정기적으로 피감독기
관의 주요 당조직 책임자와 담화하고, 당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재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파견기구는 정기적으로 기율감독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3) 특징과 함의
중국공산당 기율감독위원회는 당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감독하
는 기관으로 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중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정부의 감찰기관인 감찰부와 함께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고, 새로 설립된 감찰위원회와도 계속하여 함께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당원뿐만 아니라 비당원인 공무원들과 민주당파,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기관,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조직의 관리인들까지 모두
감독대상에 포함되어 언제보다도 막강한 감독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
었다. 이는 정부에서 당원과 비당원들 사이에 권한과 책임이 크게 차이가
없고 업무들이 서로 연관되는 점을 감안 할 때 효과적으로 부패를 다스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율감독위원회는 비록 독립적인 기관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의 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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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은 독립적인 인력과 예산체계를 갖지 못하고 모두 지방정부에
의존해야 한다(李永忠, 2004: 27). 또한, 상급 기율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동시에 동급 당위의 영도를 받는데 상위 기율위원회는 흔히 하위 기
율위원회가 구성원을 임용할 때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얻고, 업무를 영
도하지만 인력과 재정은 동급 당위의 영도를 받기 때문에 독립성이 약하
고, 동급 당위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하기 어렵다(李永忠, 2004; 陈平,
2017: 88). ‘이중영도’(双重领导)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에 각 기관에
파견한 기율위원회 구성원에 대하여 2003년부터 중앙기율위원회와 주둔
기관이 ‘이중영도’를 하던 제도를 2004년부터 중앙기율위원회의 직접 영
도로 전환하였다(李永忠, 2004: 28). 2016년 중앙기율위원회는 중앙部
委에 47개 파견기구를 설립하였는데 그중에서 20개는 단독파견기관이고

27개는 종합파견기관이었다. 이 기관들은 119개 기관들을 감독하였다
(中央纪委监察部网站, 2016.1.5).
그러나 파견기구가 파견된 部委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
각 기관에 파견된 기율감독위원회 위원은 평균 2명에 불과하고, 아예 없
는 기관들도 있다(钟稳, 2014: 38). 또한, 당과 정부가 사실상 일체화된
반부패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당조직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다른 사회 역
량의 역할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내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특히 당의 기율감독위원회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이 부재하다
(陈平, 2017: 91).

2. 국가감찰위원회
2018년 국가감찰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출범하였다. 국가감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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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혁의 목적은 반부패에 대한 당의 일괄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에 있다.
개혁 자체가 주체적 책임을 관철시키고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실천과정
이다.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헌법 수정안은, 당의 핵심지위
에 대해 명확히 했다. 감찰법에서도 중국공산당의 국가감찰위원회에 대
한 지도를 견지할 것을 명확히 했다. 즉, 당의 의지를 국가의 의지로 전
환하고, 법률을 통해 반부패에 대한 당의 지도기제를 공고히 하여 당의
통일된 지도를 기본 정치원칙으로 삼아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한 것이
다(中国纪检监察杂志, 2018.3.29).
국가감찰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에 따라 중국공산당 기관,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기관, 정부, 감찰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
찰원, 정치협상회의 각급 위원회 기관, 민주당파, 심계기관, 상공연(工商
业联合会)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직자들과 공공

사무를 위탁관리하는 조직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 국유기업 관리자,
공립교육, 연구기관, 문화체육기관, 의료기관의 관리자, 기층의 군중성
자치조직의 관리자, 기타 공직을 이행하는 자를 감독하고 조사 및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감찰법」에 따라 전국감찰위원회 주임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같으며, 한 번
연임이 가능하다.

1) 기구 연혁
국가감찰위원회는 국무원 조직기구로 2018년 3월에 진행한 국무원
조직개편에서 이전의 감찰부와 국가부패예방국, 그리고 검찰국에 속해있
던 반탐오(반횡령 및 뇌물수수) 기능을 재조직하여 설립되었다. 이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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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사법기관과 같은 등급인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1927년 중국공산당 제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처음
중앙감찰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 기구는 이후 1945년에 중앙감찰위원
회로 개명하였다(中央纪委国家监委网站，2013.08.28). 이후 이 기구는
여러 차례의 개명을 거쳐 오늘날의 중앙기율위원회로 발전하였다. 그러
나 중앙기율위원회는 당의 기관과 당원들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당원이
아닌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감독할 수 없었다. 행정감찰기관으로는 1949
년 10월, 국무원의 전신인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에 인민감찰위원회를 설
립하였는데 1954년 9월에 정무원이 국무원으로 변경되고 정무원 인민감
찰위원회는 국무원 감찰부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감찰부는 이후 국가의
관리체제의 조정을 진행하면서 1959년 4월에 폐지되었다(中央纪委国家
监委网站，2013.08.28).

1986년 12월에 열린 제6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국
가의 행정감찰체제를 수립하고, 국가의 감찰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
찰부의 설립을 결정하고, 1987년 7월에 정식으로 설립하였다. 이후
1993년 1월부터 감찰부와 중앙기율감독위원회가 명칭은 따로 쓰되 함께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당의 김율검사와 정부의 행정감찰 두 가
지 기능을 함께 이행할 수 있게 하였다. 감찰부의 부장은 중앙기율감독위
원회의 부서기에 속하고, 감찰부의 부부장은 중앙기율감독위원회의 상무
위원에 속하여 실질적으로 감찰부가 중앙기율감독위원회보다 등급이 낮
았다(中央纪委国家监委网站，2013.08.28).
2007년 5월, 중앙정부는 ‘유엔반부패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무원
직속기구로 국가부패예방국을 새롭게 설립하였는데 이 기구는 감찰부에
새로운 명칭을 추가하고 관련 인원을 충원하여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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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었다(人民网，2007.9.7). 사무공간은 중앙기율위원회와 감찰부 내부
에 있는 예방부패실과 같은 공간이었다. 관련 인원은 중앙기율위원회와
감찰부 소속 인력 20명을 부패예방국으로 이전하고 추가로 10명을 충원
하였다. 국가부패예방국의 부장은 감찰부 부장이 겸임하고 두 명의 부국
장을 두었는데 한 명은 감찰부 부국장이 겸임하고, 다른 한 명은 전문직
부국장을 새로 두어 일상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주요 기능은 ⅰ) 전
국의 부패예방 사업을 계획 및 조직하고, 관련 정책을 제정하며, 조사를
지도하는 것, ⅱ)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중개기관과 기타 사회조직의
부패예방 사업을 지도하는 것, ⅲ) 부패예방과 관련된 국제협력과 국제원
조 사업을 책임지는 것 등이었다(百度百科-中华人民共和国国家预防腐
败局).

2017년 1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기율위원회 서기인 왕치산
(王岐山)이 제18기 중앙기율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가감찰법」의 통과와 ‘국가감찰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하였다(南方网,
2017.1.20). 이후 2018년 3월 제13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에서 두 가지
안건이 통과되면서 최고감찰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전
의 감찰부와 국가예방부패국은 국가감찰위원회에 합병되었다. 새로 설립
된 국가감찰위원회도 당의 감독기관인 중앙기율위원회와 함께 사무를 본
다(中央纪委监察部网站，2018.2.5).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전의 반부패 기능의 분산과 행정감찰 기능이 당
의 기율감독위원회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반
부패 기구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2016년 11월, 중앙
정부는 베이징, 산시(山西), 저쟝 세 개 성을 시범 성으로 지정하고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7년 10월, 중앙판공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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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관한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후 다른 지역들도 해당 시범모형을 채택하
였다. 2018년 2월 25일까지 전국의 모든 성, 시, 현 3급 정부에 모두 통
합된 감찰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중앙정부에 앞서 설립하였다(新华网,
2018.2.25).

2) 주요 기능과 조직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 감찰기관으로 감독, 조사, 처벌 기능을 갖는다.
「감찰법」에 따라 감찰기관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ⅰ) 공직
자들에 대하여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권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정치활동과 업무에서 청렴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
및 조사한다. ⅱ) 횡령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권력의 지대추
구,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권력남용과 같은 직무범죄를 조사한다. ⅲ)
불법을 저지른 공직자들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정부처분을 할 수 있고, 직
무유기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영도자들에 대하여 문책할 수 있으며, 직무
범죄를 지을 경우 조사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심사받
도록 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감찰대상 소속기관에 감찰을 건의할
수 있다.
「감찰법」은 “각급 감찰위원회가 동급의 공산당기관, 국가기관, 법에
따라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조직이나 기관 및 관할 행정구역이나 국유기
업에 감찰기구나 감찰원을 파견할 수 있고, 감찰기관이나 감찰원은 감찰
위원회에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파견한 감찰기관이나 감찰원은 관
리권한에 따라 공직자들을 감독할 수 있고, 감찰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
며, 법에 따라 공직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 감찰기관은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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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많은 감독 권한47)을 갖는다.

47) ① 감찰기관은 감독,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법에 따라 관련 기관과 개인을 상대로 조사하고, 증거를 수
집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 기관과 개인은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감독 및 조사과정에서 국가기밀이나 상업
비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든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 혹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② 직무 관련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감찰대상에 대하여 감찰기관은 직접 혹은 관련 기관
이나 인원에 위탁하여 담화하거나 혹은 상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과정에서 직무 관련 불법행위를
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를 제시
할 수 있다. 뇌물수수나 직무유기와 같은 직무 관련 범죄와 연루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감찰기관은 심문할
수 있고, 사실대로 조사에 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감찰기관은 증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조사대상자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심각한 직무 관련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감찰기관의 조사로 사실로 드
러나고 증거가 있으며, 더 조사가 필요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심사를 거쳐 특정 장소에 유치(留置)할
수 있다. ⅰ)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할 경우, ⅱ) 도주 혹은 자살 가능성이 있는 경우, ⅲ) 공모 혹은 증거를 위
조, 은닉,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ⅳ) 조사를 방해할 기타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치장소의 결
정, 관리 및 감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⑥ 감찰기관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심각한 직무범죄를 조
사할 때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기관과 개인의 예금, 외환거래, 채권, 주식, 기금 등 재산을 조사하고 동결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동결한 재산이 사건과 무관할 경우 조사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동결을 해지하고, 반납해야 한다. ⑦ 감찰기관은 직무범죄와 관련된 피조사자와 피조사자 혹은 범죄
증거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물품, 거처, 기타 관련 공간을 수색할 수 있다. 수색 시 조사증을 제시
해야 하고, 피조사자나 기타 가족 등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여성의 신체를 수색할 때에는 반드시 여성
공직자가 진행해야 한다. 감찰기관에서 수색할 때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공안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
며 공안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⑧ 감찰기관은 조사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재물, 문서와 전자파일 등
정보를 압수·차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차압한 물건은 원본이어야 하고, 소유자 혹은 보관인,
증인이 보는 앞에서 사진을 찍고 기록해야 한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대조확인하고 사인해야 하며, 물품 리
스트 사본을 소유자 혹은 보관자에게 주어야 한다. 감찰기관은 압수, 차압한 재물, 문서를 전용 장부에 기록
하고 전용장소에 보관하며, 전문인이 관리해야 한다. 관리인의 업무교대, 자료압수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
고, 정기적으로 조사 확인하며, 기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물품은
제때에 감별하고, 밀봉하여 보관해야 한다. 압수·차압한 물건, 문서가 조사를 거쳐 사건과 무관함이 밝혀지
면 조사가 끝난 이후 3일 이내에 돌려줘야 한다. ⑨ 감찰기관은 조사과정에서 직접 혹은 전문지식이나 자격
을 갖춘 사람을 파견하거나 초빙하여 감정조사할 수 있다. 감정조사 상황은 기록하고, 감정조사에 참가한 사
람이나 증인의 사인 혹은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⑩ 감찰기관은 조사과정에서 사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파견 혹은 초빙하여 감정을 진행한다. 감정인은 감정이 끝난 후 감정의견을 제출해야 하
고 사인해야 한다. ⑪ 감찰기관이 중대한 퇴물수수 등 직무범죄를 조사할 때 필요에 따라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술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하여 집행한다. 기술조사 조
치의 유형과 적용대상을 명시하여 비준하고, 사인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복
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기한이 만료되어도 계속하여 기술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비준을 거쳐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매번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술조사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제때에 취소해야 한다.
⑫ 구속 중인 피조사자가 도주할 경우 감찰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에서 지명수배 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에서
수배령을 내리고 체포한다. 지명수배 범위가 자체 행정구역을 초과하면 관련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급 감찰
기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⑬ 감찰기관은 피조사자 및 관련 인원이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성급
이상의 감찰기관의 비준을 받고 피조사자와 관련 인원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에
서 법에 따라 집행한다. 출국금지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제때에 해지해야 한다. ⑭ 직무범죄와 관
련된 피조사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감찰기관의 영도들과 함께 의논하여
상급 감찰기관의 비준을 거쳐 인민검찰원에 사건을 이송하고, 관대하게 처벌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ⅰ) 자
수하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경우, 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감찰기관에서 미처 알지 못하는 범죄

292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그림 4-1

감찰위원회 내부 기구설치 및 운영기제

출처: 杜倩博(2018: 59)48)

행위를 사실대로 자백할 경우, ⅲ) 받은 뇌물을 반환하여 손실을 줄일 경우, ⅳ) 중대한 공을 세우거나 혹은
관련 사건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될 경우이다. ⑮ 직무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관련 피조사자의 직무범
죄 행위를 적발하고 조사를 거쳐 사실임이 밝혀지거나 혹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다른 사건의 조사에 도
움이 되면 감찰기관은 영도자들의 논의를 거쳐 상위 1급 감찰기관의 비준을 받아 인민검찰원에 사건을 이송
할 때 관대하게 처벌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⑯ 감찰기관은 본 법에서 규정에 따라 수집한 물증, 서면자료,
증언 피조사자의 진술과 변론, 영상자료, 전자데이터 등 증거자료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감찰기관은 증거를 수집, 고정, 심사, 운송할 때 형사심사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요구와 기준과 일치해야 한
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배제하고, 사건처리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⑰ 인민법원, 인민
검찰원, 공안기관, 심계기관 등 국가기관은 업무 중에 공직자의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직무범죄와 관련된
단서를 발견하면 감찰기관에 이송하고, 감찰기관에서 법에 따라 조사처벌한다. 피조사자가 심각한 직무범
죄와 관련이 있고, 기타 범죄에도 연루될 경우 감찰기관을 위주로 조사하고, 기타 기관에서 협조한다.
48) 절차 1(사건의 발견과 접수): 거의 모든 업무형 내부기관이 이 기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기율감찰집행실
과 민원접수실, 순시조는 일상업무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파견기구는 파견 나간 기관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
다. 회계심사조사집행실, 사건심리실은 사건에 대한 회계심사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한다. 절차 2(담
화심문): 주로 기율감찰부서에서 담당한다. 기율감찰부서는 관련 감독 지역과 기관에 대한 일상감독을 진행
하고, 담화의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한다. 담화는 사건에 대한 설명, 경고, 비판 등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수집한 증거에 대한 사실확인을 진행한다. 가끔 이 절차가 생략되기도 한다. 절차 3(초보적인 사실 확인): 이
절차는 주로 회계심사조사집행실에서 담당하고, 초보적인 사실확인 결과에 근거하여 사건을 입안할지를 결
정하는데 이는 영도자들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절차 4(사건을 입안하고 정식 조사를 진행): 회계심사조
사집행실은 주요 책임자가 비준한 수사계획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 절차 5(사건심리): 이 절차는 사건심리
실에서 담당하고 심리결과는 영도자들에게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절차 6(기소와 재수사): 이 절
차는 사건심리실에서 담당하고 재수사 의견은 영도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杜倩博, 2018: 59-60).

제4장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 293

3) 특징과 함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설립된 국가감찰위원회는 과거 행정과 사법기구
로서 전국인대에서 선출되는 일부양원(一府两院)을 일부일위양원(一府一
委两院)49)으로 변경시킴으로써 과거 국무원의 부위 수준에서 벗어나 국

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병렬적인 강력한 법집행의 감독
기관으로 설계된 것이다(김윤권 외, 2018: 23).
과거에 중국 공산당 당원은 당기율검사위윈회에서, 공무원은 감찰부서
에서, 그리고 검찰원의 반부패 예방국에서 반부패를 담당하는 등 반부패
업무가 분리된 상태였다. 규율단속과 법률제재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2016년에 베이징, 산시(山西)성, 저쟝성에서 반부패 관련
권한을 집중시킨 통합적 사정기관인 ‘감찰위윈회’체제를 시험 출범시켰
다. 이어서 2017년 11월에는 전국적인 범위의 감찰위원회설치를 조기에
확대 실행키로 하였다. 감찰위원회의 설립·운영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
화가 시진핑 2기 집권의 중요한 목표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중국의
모든 분야에서 급변하듯, 반부패 제도와 기구 등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맥락에서 중국 반부패 연구는 매우 의미가
크다.
국가감찰위원회의 출범과 「감찰법」의 제정으로 반부패와 관련된 법규
정과 집행을 여러 部委의 법률에 근거하여 몇 개 부위에서 담당하던 권력
을 국가감찰위원회에서 담당함으로써 감찰권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49) 일부(一府)는 행정기관을, 양원(两院)은 인민법원(人民法院)과 인민검찰원(人民检察院)을 뜻한다. 중국에
서 국가행정기관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헌법상의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대에서 선출되며, 전국인대의
감독을 받는다. 2018년 3월에 열린 제13기 전국인대에서 국가감찰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중앙차원에서
전국인대에서 선출되고 직접 감독을 받는 국가기구는 일부양원에서 일부일위양원으로 변경되었는바, 이중
일위(一委)가 감찰위원회를 뜻하는 것이다(김윤권 외, 20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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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강화는 크게 수사권과 수사대상에서 나타난다. 국가감찰위원회가
수사 과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크게 확대되었는데 담화, 심문, 계
좌의 조회와 동결, 사건의 이송, 사건과 관련된 자료 혹은 물건에 대한
차압, 억류, 현장검증, 감정, 구속수사 등 12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찰대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또한, 감찰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하여 감찰권을 행정권, 입법
권, 사법권과 동등한 제4종류의 국가권력으로 상승시켰다. 이에 따라 국
가감찰위원회가 강력한 수사권을 갖고 반부패 업무를 집행하여 반부패
효과를 높일 수 있다(刘艳红·夏伟, 2018: 91).
감찰위원회는 당의 기관과 행정기관, 감찰기관과 모두 다른 기관으로
당의 기율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봄으로써 당의 기율감독, 행정
감독과 법률감독을 하나로 합친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다(杨建顺,
2017: 66). 국가감찰위원회 강력한 반부패 기구를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설립되었지만 국가감찰위원회의 권력에 대한 견제기관
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감찰법」에 따르면, “각급 감찰위원
회는 동급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였
다. 그러나 입법기관으로서의 인민대표대회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상무위
원회도 범죄조사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아니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국가
감찰기관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张长明·赵杰，2018: 111).
중국은 1993년부터 감찰부와 당기율검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였
는데 이번 개편에서도 국가감찰위원회와 당기율검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하나의 업무팀, 두 개의 명칭, 두 가지 기능
을 수행한다(一套工作机构, 两个机关名称, 履行两种职能)(王立峰·吕永祥,
2017: 10). 흔히 기율감찰기관으로 부른다. 이번 개혁은 과거에 감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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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할 때 당의 기율검사기관이 행정기관을 모두 감
독하고 수사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찰기관의 수사권과 수사대상
을 확대하여 감찰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미를 갖는다. 때문에 과거
의 감찰부는 행정기관이었다면 새로 설립된 국가감찰위원회는 「헌법」에
서 행정기관이 아닌 감독권과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 감찰기관으
로 규정한 것이다. 당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의 통합운영은 당
의 감독권한 국가의 감독권한을 동시에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법규정뿐만
아니라 당기관이나 당원을 감독하는 근거가 되는 당의 기율들, 예를 들어
「중국공산당 기율처분조례」, 「중국공산당 영도간부 청렴정치 충정에 관
한 일부 준칙」, ‘8항규정’ 등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沈子华, 2018: 15).
또한, 당위서기가 행정기관의 장보다 직급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부패사건
들은 당위서기가 연루되어 있다. 따라서 감찰기관과 당의 기율감독위원
회가 함께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张长明·赵杰, 2018: 10). 이 두 기관
은 1993년에 통합된 이후 하나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국
가감찰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함께 파견기관을 설립하고 명칭을 중앙기율
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파견 기율검찰조(中央纪律检查委员会国家监
察委员会派驻纪检监察组)로 명명하였다.

3. 사법기관인 검찰원
1) 연혁
사법기관인 검찰원은 중국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일찍이 소비에
트 정부가 설립되기 이전인 1931년부터 일부 혁명근거지에서 검찰제도
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正义网, 2011.10.17). 중국공산당은 193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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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농검찰인민위원부를 설립하였는데 「공농검찰부조직조례」에 따라
소비에트 기관, 기업 및 기타 공직자들의 법집행을 감독하고, 뇌물수수,
공금남용, 횡령 등 범죄가 발생하면 법원에 보고하고 공소를 제기할 권리
가 있었다(江西省人民检察院, 2011). 1932년 2월,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는 「군사재판소입시조직조례」를 발표하고, 군사검찰소를
설립하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 9월에 「중앙인민정부조직법」
을 제정하고, 최고인민검찰서를 국가의 최고심판기관이자 검찰기관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1953년 「인민검찰원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서’라
는 명칭 대신 ‘검찰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55년 1월
과 9월에 각각 최고인민검찰원에 철도수상운수검찰원과 군사검찰원을
각각 설립하였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후 1968년 10월에 최고인민검찰
원, 군사검찰원과 지방 검찰원들이 철거되었다. 1975년 1월에 수정한
「헌법」에서는 “검찰기관의 직권을 각급 공안기관에서 행사한다.”고 규정
하여 검찰원은 법적으로 철거되었다(澎湃, 2018.7.6).
문화대혁명이 끝난 이후 1979년 「인민검찰원조직법」이 통과되면서 인
민검찰원의 법률감독기관임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1982년 1월, 「중공중
앙 긴급통지」, 「심각한 경제 파괴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 관한 결
정」, 「경제 분야에서의 심각한 범죄 활동 타격에 관한 결정」이 발표된 후
각급 인민검찰원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중대한 경제범죄 사건을 조사
하기 시작하였다. 1982년 3월에 발표된 「민사소송법」과 1989년 4월에
발표된 「행정소송법」에서는 검찰기관이 민사행정 심판에 대한 감독권을
규정하였다. 1995년 11월, 최고인민검찰원 반탐오뇌물공여총국(反贪污
贿赂总局)이 설립되었다( 百度百科-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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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국가감찰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반탐오뇌물공여총국의 업무는
감찰위원회로 이전하였다. 2018년 7월, 시진핑 주석은 최고인민검찰원
공익소송검찰청을 설립할 것을 강조하였다(澎湃, 2018.7.6).

2) 주요 기능과 조직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조직법」 (이하 「인민검찰원조직법」으로 사
용)에서는 검찰원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배신 사
건, 국가분열 사건 및 국가의 정책, 법률, 법령, 정부명령의 집행을 심각
하게 파괴한 중대범죄사건에 대하여 검찰권을 행사한다. ② 직접 수리한
형사사건을 수사한다. ③ 공안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심사하고, 체포, 기
소 혹은 기소 면제할지를 결정하고, 공안기관의 수사가 합법적인지를 감
독한다. ④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지지한다. 인민법원
의 심판이 합법적인지에 대하여 감독한다. ⑤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 판
결의 집행과 감옥, 교도소, 노동개조기관의 활동이 합법적인지를 감독한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법을 위반한 국가 공직자들에 대한 공민의 고
소권을 보장하고, 공민의 인권, 민주권리와 기타 권리를 침범한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검찰원 중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 사법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
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최고인
민검찰원의 구체적으로 다양한 기능50)을 맡고 있다(最高人民检察院,
50) 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② 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안건을 제
출한다. ③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직 검찰들의 업무를 영도한다. 검찰업무의 지침을 확정하고, 배정
한다. ④ 법에 따라 횡령, 뇌물수수, 인민의 권리 침해, 직무유기, 그리고 법에 따라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기타
형사사건을 조사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직 검찰의 조사업무를 영도한다. ⑤ 중대한 형사범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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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16).
그림 4-2

인민검찰원 조직도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검찰원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검찰원
대군구, 군병종
군사검찰원

성군구, 집단군
군사검찰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철로운수
검찰분원

철로운수검찰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파출검찰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분원
자치주 및 성직할시
인민검찰원
현, 시, 자치현, 시직할구
인민검찰원

현급인민검찰원
파출검찰원

출처: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51)

건을 심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공소를 제기한다. ⑥ 각 지방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에서 진행
하는 민사사건, 경제심판, 행정소송에 대한 감독업무를 영도한다. ⑦ 지방 인민검찰원과 감옥감찰기관의 형
법집행과 감독활동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⑧ 각급 인민법원에서 이미 효력이 발생하
고 있는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한다. ⑨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에
서 행사한 검찰권에 대하여 심사하고, 잘못을 수정한다. ⑩ 공민의 고소, 적발한 사건을 수리한다. ⑪ 국가기
관 공직자들의 직무범죄 예방사업을 연구하고, 직무범죄의 예방대책과 검거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며, 직무
범죄의 법적인 홍보활동을 책임지며, 검찰활동에서 사회치안과 관련된 기타 종합관리업무를 지도한다. ⑫
탐오, 뇌물수수 등 범죄와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고, 전국의 검찰기관의 신고업무를 영도한다. ⑬ 전국의 검
찰기관에 대한 개혁의견을 제출하고, 주관 部委의 심사비준을 거쳐 진행한다. 전국의 검찰기관에 대한 기술
지도와 물증에 대한 검사, 검증, 심사업무를 계획하고 지도한다. ⑭ 검찰업무에서 법집행에 대한 사법해석
을 한다. ⑮ 검찰업무에 관한 조례, 세부규칙과 규정을 제정한다. ⑯ 검찰기관의 사상정치 업무와 발전을 책
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검찰관을 관리하도록 영도하고, 속기사에 대
한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⑰ 지방의 당위와 함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과 전문검찰원의 검찰장, 부
검찰장을 관리 및 평가하고, 전국인대에 검찰장의 임명 혹은 불허를 제청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전문
인민검찰원의 검찰장을 임명 혹은 불허할 것을 제청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하위 인민검찰원의 검
찰장, 부검찰장과 검찰위원회 위원회을 교체할 것을 건의한다. ⑱ 주관 部委들과 협력하여 인민검찰원의 부
서설치와 인원편제를 관리한다. ⑲ 검찰조직의 간부에 대한 교육을 조직 및 지도하고, 교육기관의 발전을
계획하고 지도한다. ⑳ 전국 검찰기관의 계획, 재무, 시설과 설비를 계획하고 지도한다. ㉑ 검찰기관의 대외
교류를 조직하고, 국제사법 활동을 협조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사건협조를 심사 비준한다. ㉒ 기관
간부와 직속 사업단위의 영도 간부를 관리하고, 직속 사업단위의 업무 계획과 발전계획을 심사 비준한다.
51)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pic/%E6%A3%80%E5%
AF%9F%E9%99%A2/369141/0/d833c895d143ad4bf53eb7d486025aafa40f0695?fr=lemma&ct
=single#aid=0&pic=d833c895d143ad4bf53eb7d486025aafa40f0695 (검색일, 201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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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의 내부조직으로는 중앙기율위원회 최고인민검찰원 기
율검사팀, 판공청, 정치부, 정찰감독청, 공소청, 형사집행검찰청, 민사행
정검찰청, 기소검찰청(控告监察厅), 형사제소검찰청(刑事申诉检察厅), 철
도운수검찰청, 법률정책연구실, 사건관리판공실, 공소2청, 감찰국, 국제
합작국, 계획재무장비국, 기관당위, 이퇴직간부국, 사법체제개혁영도소조
판공실, 신문판공실, 미성년자검찰사업판공실 등이 있다(最高人民检察院
-内设机构).

3) 특징과 함의
검찰원에서 반부패와 관련된 부서는 반탐오국이었다. 1989년 광둥성
에서 시범으로 도입한 이후 1995년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반탐오총뇌물수
수국을 설립하면서 검찰원 내부의 중요한 반부패 부서로 자리 잡았다. 기
율검사위원회와 이전의 감찰원이 공산당 내부의 감독과 행정감독이라면
감찰국의 반탐오뇌물수수총국은 사법감독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건
의 경우, 기율감독위원회와 감찰원의 경고처분을 받지만 기율검사위원회
에서 검찰원에 사건을 이송하면 사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즉, 사건을
재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하
게 된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할 경우 인도요청을 통해 피의자를 체포한
다(央视网，2014.11.5).
그러나 반부패 업무가 증가하고，특히 2012년 이후 업무의 양과 난이
도 강해지면서 기존의 반탐오뇌물수수총국의 수사인력으로는 매우 부족
하였다. 따라서 최고인민검찰원은 2015년 1월에 반탐오뇌물수수총국을
개혁하였다. 해당 개혁에서는 최고인민검찰원 내부에 반부패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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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몇 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반탐오뇌물수수총국으로 통합하고,
인력을 보충하여 큰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된 업
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업무처리에서의 제도적 장애를 없애는 데 주력
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강력한 반부패 부서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장에 부
부장급 검찰위원회 전문위원을 배정함으로써 부서의 등급을 높였다(财新
网，2016.1.8).

이는 이전에 중대한 반부패 사건일수록 기율검사위원회에서 사건을
모두 조사한 이후에 검찰원은 기소만 하던 비교적 수동적인 위치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반부패 업무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8
년 2월에 진행한 정부조직개편에서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최고
인민검찰원의 반탐오뇌물수수총국을 국가감찰위원회로 이전하였다.
이 개혁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기능을 모두 기율감찰기관으
로 이전하여 반부패와 관련된 검찰원의 인력이 대폭 약화되었다. 따라서
기율감찰기관에서 수사를 끝내고 검찰원에 이송을 하면 검찰원에서 수사
가 충분히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
면 다시 수사를 돌려보내거나 검찰원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직접
수사를 할 때 관련 인력의 부족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4. 국무원의 심계서
1) 연혁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심계서(审计署)는 국무원에 속한 26개 部委
중 하나로 1982년에 통과된 헌법에 따라 1983년 9월 15일 정식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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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었다. 심계서는 주로 정부기관과 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는 사업단위
와 사회단체, 정부의 투자로 진행되는 건설사업 등에 대한 재정사용을 감
독함으로써 관료들에 대한 성과평가와 반부패 업무에 중요한 근거를 제
공한다.
설립 이후 기구개혁보다는 감독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위(部委)
의 관할범위를 넓혀왔다. 특히, 1999년 5월에 「현급 이하 당정 영도간부
임기 내 경제책임 심계 임시규정(县级以下党政领导干部任期经济责任审
计暂行规定)」을 발표하여 2000년부터 성 (부)장급 영도간부들에 대한 회

계심사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05년부터 당정 영도간부에 대한 회
계감독의 범위를 지청급(地厅级)로 확대하였다(姚冬琴, 2014: 48). 그리
고 2010년에 제정한 「당정 주요 영도간부와 국유기업 영도인원 경제책
임 심계규칙」(党政主要领导干部和国有企业领导人员经济责任审计规定)과
2014년에 제정한 「세부규칙」을 통해 감독대상과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하였다.
2018년 2월에 진행한 중앙정부 기구개혁에서 심계서는 국가발전개혁
위원회의 중대 프로젝트 검열기능, 재정부의 중앙예산집행 상황 및 기타
재정수지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국유기업영도간부 경제책임 회계감사 기능, 국유중점대형기업감사회(폐
지)의 기능을 이관 받아 회계감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심계서에 통합하
였다.

2) 주요 기능과 조직
2018년 3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과 국가기관의 개혁심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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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에 근거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심계위원회
를 설립하였다. 이 「방안」은 “심계업무에 대한 당중앙의 영도를 강화하
고, 집중적·통일적·포괄적·권위적이고 효율이 높은 심계감독체계를 구축
하며, 심계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중앙의 정책결정 조절
기구인 중앙심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방안」은 “중
앙심계위원회의 기능을 심계 분야에서의 당의 영도를 강화할 수 있는 정
책을 연구 및 집행하고, 중대한 정책과 개혁안에 대한 회계심사를 심의하
고, 연도별 중앙예산의 집행과 기타 재정지출 상황에 대한 회계심사를 심
의하며, 기타 중대사건에 대한 회계심사를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심계위원회 판공실을 심계서에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계서는 국무원판공청의 ‘심계서의 주요 직책, 내설기구와 인원편제
규정에 관한 통지’, 「국무원의 심계사업 강화에 관한 의견」,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의 심계제도 개선에서 약간의 중대문제에 관한
의견」52) 등의 문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① 전국의 회계감사 업무를 주관한다.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국무원의
각 部委,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각 부서, 국유금융기관과 기업, 사업단위
의 재무수지 및 관련된 경제활동의 진실성·합법성·효과성을 감사하고,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의 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영도간부들의 경제적 책
임의 이행 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한다. 국가의 재정경제 질서를 지
키고, 재정자금의 사용 효과를 높이며, 청렴건설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와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한다.

52)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审计署主要职责内设机构和人员编制规定的通知」(国发办[2008]84号), 「国务院关
于加强审计工作的意见」(国发[2014]48号), 「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关于完善审计制度若干重大问
题的框架意见」(中办发[2015]5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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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계심사와 관련된 법률규정 초안을 작성하고, 정책의 초안을 작성
하며, 회계심사 규제, 규칙, 지침을 제정하고 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회계
심사 사업의 발전계획과 전문 분야에 대한 회계심사 계획을 작성하고 집
행하며, 연도별 회계심사 계획을 작성 및 집행한다. 재정경제 및 관련된
법률규정의 초안 작성에 참여한다. 직접 회계심사를 진행하고 조사와 대
조를 하는 항목에 대하여 법에 따라 회계심사 평가를 하고, 회계심사 결
과를 작성하고 건의를 한다.
③ 국무원 총리에게 한 해의 중앙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상황에
대한 회계심사 결과를 보고한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전국인대 상무위
원회에 중앙예산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상황에 대한 회계심사보고를 제출
하고, 문제점과 정돈 상황을 보고한다. 국무원에 기타 사항에 대한 회계
심사와 전문 항목에 대한 회계심사 상황과 결과를 보고한다. 법에 따라
사회에 회계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무원의 관련 部委와 성급 인민정부
에 회계심사 상황과 결과를 전달한다.
④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회계심사를 직접 진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법적인 직권범위 내에서 회계심사를 진행할 것을 결정하거나
관련 주관 部委에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ⅰ) 중앙정부의 예산집행 상황
과 기타 재정수지, 중앙정부의 결산초안 작성, 중앙 각 部委(직속단위 포
함)의 예산집행 상황, 결산 및 기타 재정수지, ⅱ) 성급 인민정부의 예산
집행 상황, 결산 및 기타 재정수지, 중앙재정 이전지출자금, ⅲ) 중앙재정
을 사용하는 사업단위와 사회단체의 재무수지, ⅳ) 중앙투자와 중앙투자
를 위주로 하는 건설사업의 예산집행 상황과 결산, ⅴ) 중국인민은행 및
국가외환관리국의 재무수지, 중앙국유기업과 금융기관, 국유자본이 지배
하거나 주도적 지위에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손익,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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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部委 혹은 성급 인민정부가 관리하거나 혹은 기타 국무원 및 소속
부위의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사회보장기금, 사회기부자금 및 기타 관련
기금과 자금의 재정수지, ⅶ) 해외에 있는 정부의 비경영성 기관에 대한
재무수지를 조사하고, 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중앙국유기업과 금융
기관의 해외자산, 부채 및 손익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한다. ⅷ) 국제조
직과 외국 정부의 원조, 대출사업의 재무수지, ⅸ) 법률, 행정규범으로 심
계서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한 기타 사항이다.
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급 당정 주요 영도간부, 국유기업의 영도 및
법에서 심계서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한 기타 기관의 주요 책임자들
에 대하여 경제적 책임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한다.
⑥ 국가의 중대한 정책과 거시적 조절 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한다.
⑦ 영도간부들이 퇴임할 때 그들의 자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한다.
⑧ 회계감사 결과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발견된 문제를 조속히 해
결하도록 재촉한다. 회계감사를 받은 기관이 제기한 행정심의, 행정소송
혹은 국무원의 제재에 관한 관련 사항을 법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部委
와 함께 중대한 사건을 조사한다.
⑨ 내부의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사회의 회계감사기관이 회계감사 대
상기관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대조한다.
⑩ 성급 인민정부와 함께 성급 심계기관을 영도한다. 지방정부의 심계
기관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지방정부의 심계기관을 조직하여 특
정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며, 지방정부의 심계기관이 국가의 규
정을 위반하여 내린 결정을 수정한다. 성급 심계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한다. 간부관리권한에 따라 성급 심계기관의 영도간부들의 업무를 지도
한다. 지방에 파견된 특파원 사무처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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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회계감사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정보기술을 적용하
고, 국가의 회계감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⑫ 국무원에서 배정한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심계서 조직은 <표 4-1>에서 보듯, 내부조직, 직속기구, 파견심
계국, 지방 특파원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다. ⅰ) 심계서의 내부조직은 판
공청 등 21개 조직으로 구성되며, 682명이 배치되어 있다. ⅱ) 컴퓨터기
술센터, 기관서비스국 등을 비롯한 10개 직속기관을 두고 있다. ⅲ) 외교
외사심계국을 비롯한 20개 파견심계국을 두고 있다. ⅳ) 전국에서 18개
지역에 특파원 사무처를 두고 있는데 특파원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인원
은 2,710명이다.

표 4-1

심계서의 조직구조
내부조직

직속기구

파견 심계국

지방 특파원사무실

· 판공청
· 정책연구실
· 법규사
· 전자데이터심계사
· 재정심계사
· 조세징수심계사
· 행정정법심계사
· 교육과학문화심계사
· 농업심계사
· 고정자산투자심계사
· 사회보장심계사
· 자원환경심계사
· 금융심계사
· 기업심계사
· 외자운용심계사
· 국외심계사
· 경제책임심계사
· 국제협력사(홍콩, 마카오, 타이
완판공실)
· 기관당위원회(인사교육사)
· 기관 기율위원회(순시업무판
공실)
·이퇴직간부판공실

· 심계서 기관서비스국
· 심계서 컴퓨터기술센터
· 심계서 심계연구소
· 중국심계신문사
· 중국시대경제출판사
(원 중 국심계출판사)
· 심계서 심계간부교육센
터(심계선전센터)
· 중국 심계학회
· 심계서 해외대출금 심계
서비스센터
· 심계 박물관
· 심계서 심계간부교육
학원

· 심계서 외교외사심계국
· 심계서 발전통계심계국
· 심계서 교육심계국
· 심계서 과학기술심계국
· 심계서 공업심계국
· 심계서 민족종교심계국
· 심계서 정법심계국
· 심계서 민정사회보험심계국
· 심계서 자원환경보호심계국
· 심계서 건설심계국
· 심계서 교통운수심계국
· 심계서 농림수리심계국
· 심계서 무역심계국
· 심계서 문화체육심계국
· 심계서 위생약품심계국
· 심계서 국가자산감독관리
심계국
· 심계서 경제집법심계국
· 심계서 방송통신심계국
· 심계서 관광교포업무심계국
· 심계서 지진기상심계국

· 심계서
주 징진지(京津冀),
주 타이웬(太原),
주 션양(沈阳),
주 하얼빈(哈尔滨),
주 상하이(上海),
주 난징(南京),
주 우한(武汉),
주 광저우(广州),
주 정저우(郑州),
주 지난(济南),
주 시안(西安),
주 란저우(兰州),
주 쿤밍(昆明),
주 청두(成都),
주 창사(长沙),
주 선쩐(深圳),
주 장춘(长春),
주 충칭(重庆) 특파
원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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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과 함의
반부패 과정에서 심계서는 중요한 물증인 회계심사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2010년과 2014년에 각각 「당정 주요 영도간
부와 국유기업 영도인원 경제책임 심계규칙(党政主要领导干部和国有企
业领导人员经济责任审计规定)」과 「세부규칙」을 제정하면서 심계서의 회

계심사는 심사대상이 더욱 광범해지고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졌으
며, 더욱 강력하고 정규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
우선, 회계감사 대상에는 지방 각급 당위, 정부, 사법기관, 각급 당정
기관의 업무부서,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에 있는 당위의 영도간부, 가도
판사처(街道办事处)와 같이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주요 영도간부,
정부가 설립한 특구 등의 주요 영도간부, 정부가 설립하고 1년 이상이 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임시기관의 주요 영도간부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도 국유기업의 법인대표와 법인대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결정권
을 갖고 있는 사장, 당위서기 등 관리자들도 회계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2만 여 차례의 심사가 진행되었는데 그중에서
성 (부)급 영도간부에 대한 심사가 160여 차례, 지청급(地厅级) 간부에
대한 심사가 4,600여 차례, 현처급(县处级) 간부에 대한 심사가 5만여 차례,
향과급 간부에 대한 심사가 17만 차례 진행되었다(人民网, 2014.7.28).
즉, 모든 등급의 간부가 회계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음, 절차 면에서 ‘심사 전 공동논의, 심사 과정에서의 협력, 심사 후
운영’의 원칙에 따라 심계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앙조직부, 중앙기구
편제위원회판공실(中央机构编制委员会办公室), (구)감찰부, 인력자원사
회보장부, 국무원국유자산관리위원회 등 部委들이 연석회의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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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회계심사내용을 사전에 제정하고, 회계심사 과정에 대해 지도·
감독한다(人民网, 2014.7.28).
셋째, 회계감사 내용은 임기 내의 채무 상황, 자연자원과 관련된 자산
관리, 환경보호, 민생개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회계감사 내용에서 문
제가 생겼을 경우 직접책임, 주관책임, 영도책임인지를 구분하여 처벌하
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심계서는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
은 아니다. 「심계법」(审计法)에 의하면 “심계기관은 직접책임을 지는 관
리인과 기타 책임자들이 법에 따라 처벌해야 된다고 여기면 해당 기관의
영도나 혹은 상급 기관, 감찰기관에 처벌을 건의할 수 있고, 이런 기관들
은 처벌결과를 심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심계서는 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데, 특히 업무수행의 독립성
문제가 관건이다(李辉, 2013: 216). 심계기관의 독립성은 입법주도, 사법
주도, 행정주도, 독립형 등의 귀속 문제에 있다(公婷, 2010: 82; 李辉,
2013: 217에서 재인용). 어떠한 귀속 형태이든 심계의 독립성은 심계제
도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인데, 중국의 심계는 심계 과정 및 결과에
이르는 여러 측면에서, 특히 당정 지도자의 간섭이 너무 많아서 효과적으
로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李辉, 2013: 217).
그리고 张曾莲·高琦鹤(2013: 19)이 지적하듯, 심계서는 아직 심사인
력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 방대한 정부 部委와 국유기업 수로 인하여 모
든 간부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어렵고, 아직은 임기 내에
한 번 심사할 수 정도다. 또한, 회계심사 내용을 잘 공개하지 않기 때문
에 인민들의 감독을 받기 어렵다. 1995년 7월, 국무원은 심계서가 매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전년도 중앙예산 집행 상황과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회계심사를 보고할 겻을 경정하여 1996년에 첫 회계심사보고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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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였다. 또한, 2001년에 「심계기관의 심계결과 발표 준칙(审计机关公
布审计结果准测)」을 제정하였는데 “사회에 회계심사결과를 발표하려면

반드시 심계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중대한 사건일 경
우 동급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때문에 많은 지방정
부에서 회계심사 내용을 공개하기를 꺼리고,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심계
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거나 혹은 중앙정부의 처벌
을 면하기 위해 회계심사 내용을 조작하기도 하였다(项俊波, 2001: 19).
2003년부터 심계서는 심계결과를 대중에 공개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정부정보공개조례(政府信息公开条例)」가 발표된 후 회계심사 결과의 발
표는 점차 제도화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지방정부들이 공개를 하지 않거
나 지방정부마다 공개하는 기준이 달라 평가에 사용하기 어렵다.
2018년 3월에 당중앙은 중앙심계위원회를 설립하고, 5월에 첫 중앙심
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5월에 열린 회의에서는 「중앙심계위원회
업무규칙(中央审计委员会工作规则)」, 「중앙심계위원회 판공실 업무규칙
(中央审计委员会办公室工作细则)」, 「2017년도 중앙예산집행과 기타 재정
지출상황심계보고(2017年度中央预算执行和其他财政支出情况审计报告)」,
「2018년 성부급 당정 주요영도간부와 중앙기업 영도인원 경제책임 심계
및 자연자원 자산 이직(임기 중) 심계계획(2018年省部级党政主要领导干
部和中央企业领导人员经济责任审计及自让资源资产离任(任中)审计计划)」

등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각 지역 각 기관
의 영도간부들은 해당 기관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자료와 전자데이터를
제때에 정확하게 완전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중앙심계위원회
의 설립과 이상의 사업들은 크게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하나는 회계심
사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심계서는 국무원의 部委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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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 영향력이 당조직보다는 약하고 정부기관이 아닌 당기관에 대한
회계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때문에 중앙정부에 기능 부서인 중앙심계
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정부기관인 심계서에 대한 감독과 전국의 심계업
무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중앙심계위원회의
영도자들에서 잘 나타나는데 중앙심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이
맡고, 부위원장은 리커챵 총리와 기율검사위원회의 위원장인 자오러지가
맡았다. 중앙심계위원회의 설립의 또 다른 의의는 당중앙에 심계심의기
관을 설립하고, 기율검사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심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음으로써 반부패 사업에서 중요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회계심사업
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앞으로도 반부패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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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 반부패의 법령분석
1. 헌법
1) 반부패 관련 취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부패 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중앙기율
검사위원회의 반부패 운동의 근거는 바로 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
체의 권력이 인민에 속한다는 당위성에 기반을 둔다(양갑용, 2015: 32).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헌법정신 강조, 의법집행과 법치정부 건설, 공
정한 사법제도 확립, 법치관념 증대 및 법치사회 건설, 사법인원 자질 강
화, 공산당의 의법치국을 강화하는 것이다(김동하, 2015: 71).
중국은 1949년 9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체회의에서 통과
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이하 ‘공동강령’으로 칭함)을 통과
시킴으로써 새로운 중국의 탄생을 선고하였다. 이 공동강령에서는 국가
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신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 국가이며,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합(노동자-농민
연합)을 기초로 하며, 각 민주계급과 국내의 각 민족을 단결하는 인민민
주 전제정권53)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권은 인민에게 속한다.”고 규정
하였다. 이 공동강령을 기초로 제정된 첫 「헌법」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
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합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국가이다.

53) 인민민주 전제정권이란, 인민 내부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점차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확대하여 민주정
권을 발전시키지만 대외의 적대세력과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전제정치를 실행함을 의미한다(百度百科-人
民民主专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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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
가의 주인이 ‘인민’이고, 국가의 권력은 ‘인민을 위하여 봉사’해야 함을
헌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권력의 근원을 명시하고 남용을 예방하려는 목적
을 갖고 있다.
이후 「헌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이러한 내용은 「헌법」의 총
강령에 계속하여 명시되고 있다. 현재 「헌법」은 1982년에 12월에 통과
된 「헌법」을 골자로 하고 1988년부터 2018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수
정되었다. 「헌법」의 제1장 총강령 제1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
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권인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
은 인민에게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반부패 주요 내용
부패는 주로 권력의 지대추구(rent seeking)과 같이 변이 현상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헌법」은 주로 권력체계의 내부의 분배와 제약, 권력체계
외부의 감독 두 가지 측면에서 반부패를 규정하고 있다(邢芝凡, 2014:
15). 권력체계 내부의 분배와 제약을 보면, 첫째, 「헌법」은 최고 입법기
관을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최고행정기관을 국무원, 최고사
법기관으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감찰위원회를 최고감찰기관으로 규정하
고 있다. 둘째, 이러한 권력기관들은 서로 견제하고 감독한다. 국무원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장은 전국인대에서 선출하고, 전국인대
의 감독을 받는다. 또한, 사법기관은 행정기관을 견제하는데 사법권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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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행정기관이나 조직,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사법기관 간에도
상호견제 역할을 하는데 최고인민검찰원은 심판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어 최고인민법원의 심판업무를 감독한다. 새로 설립된 감찰위원회도
「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직무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심판기관, 검찰
기관, 법집행 部委들과 서로 협력하고 제약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와
지방의 각급 행정기관, 사법기관, 감찰기관들은 횡적으로 동급의 인민대표
대회와 사법기관, 감찰기관의 감독을 받는 동시에 종적으로 상급정부와
상급 사법기관, 감찰기관의 감독을 받는 이중영도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어서 「헌법」은 인민의 기본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직무범
죄가 권력체계 외부의 감독과 제약을 받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41조
는 “인민은 국가기관과 국가 공직자에 대하여 비판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국가기관과 국가 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 국가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 인민의 신고, 고소 혹은 적발에 대하여 국
가기관은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인민의 감독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규정으로 인민들이 자발적
으로 반부패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헌법」 제
35조는 “인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인민의 감독권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볼 수 있다.

3) 특징과 함의
「헌법」은 모든 권력의 근원을 인민으로 규정함으로써 ‘인민주권’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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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권력의 남용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반부패 활동
이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인민이 권력을 행사는 방식
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거이고 다른 하나는 신고이다. 「헌
법」 제34조는 “18세 이상의 공민은 민족, 종족, 성별, 직업, 가정출신, 종
교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기한을 막론하고 모두 선거권과 피선
거권을 갖는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 정치권리를 박탈한 사람은 제외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간접선거와 직접선거를 모두 도입
하고 있고, 유권자는 현, 구, 향, 진의 인대대표만 직접 선거할 수 있다.
그 이상 등급의 인대대표는 모두 하위 인대대표대회에서 간접선거를 거
쳐 선출된다. 때문에 직급이 높을수록 유권자들의 선거의 영향을 받지 않
는다는 단점이 있다. 인민의 신고제도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신
고했을 경우, 권력을 가진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을 때가 많다
(张瑞婧, 2017: 146). 신고제도와 마찬가지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
진, 시위의 자유도 제한을 받을 때가 많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
생했을 시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인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여 이 조항은 「헌법」 규정으로만 남아있고, 실제 제대
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邢芝凡, 2014: 16).
「헌법」은 국가 권력기관과 각각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과거에 반부패
활동이 오랫동안 게릴라식으로 진행되던 데로부터 점차 제도적으로 반부
패 활동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감찰위원회의 설립을 「헌법」에 포함시켜 ‘하나의 정부, 두 개의
원, 하나의 위원회’(一府两院一委员会) 구조를 형성하여 중요한 반부패
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를 행정권과 사법권과 대등한 위치에서 반부패 활
동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의법치국’을 실현하고, 최고법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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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따라 부패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 형법
1) 반부패 관련 취지
「형법」은 부패행위가 도덕적 규범의 범위를 넘어서 법에 저촉되어 범
죄가 성립될 때 적용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범죄 성립의 기준과 처벌을
규정한 가장 중요한 법이다. 이는 범죄자들에게 일정한 형벌을 내리고,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처벌과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예방효
과를 얻으려는 것이다(姚万勤, 2017: 136). 「형법」을 통한 처벌은 반부
패에서 가장 최후에 사용하고 가장 강력한 처벌수단이다(张瑞婧, 2017:
145). 중국은 1979년에 제정한 첫 「형법」부터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구
체적인 규정을 두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형법」은 2015년 8월에 수정
한 형법으로, 특히 최고인민검찰원이 작성한 초안에 따라 반부패와 관련
된 조항을 수정하였다.
이번 수정에서는 반부패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수정하였다.
첫 번째는 뇌물공여죄에 대한 관대처벌 조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였는
데 이는 이전의 「형법」에서 뇌물수수죄만 인정하여 엄벌하고 뇌물공여는
처벌하지 않거나 뇌물수수죄보다 경미하게 처벌하던 문제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를 모두 부패행위에 포함시켜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의도를 갖는
다(阿计, 2015: 30-33).
두 번째는 부패범죄의 형량을 과거의 5천 위안, 5만 위안, 10만 위안
의 뇌물수수 기준에서 ‘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혹은 사건이 비교적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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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금액이 매우 크거나 혹은 사건이 심각한 경우’, ‘금액이 특별히 크
거나 혹은 사건이 특히 심각한 경우’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세 번
째 경우에 사형까지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경제의 발전에 따라 뇌
물의 금액이 커지고, 뇌물수수는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
친 사건의 경우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阿计,
2015: 30-33).
세 번째는 중대한 탐오뇌물수수죄로 인하여 사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종신감금 조치를 추가하여 사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사
람이 몇 년이 지난 후 무기징역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이유로 석방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형법」 수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형처
벌을 줄였는데 이는 반부패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형을 신중히 집행하려
는 의도를 갖고 있다(阿计, 2015: 30-33; 张瑞婧, 2017: 145).

2) 반부패 주요 내용
중국의 「형법」은 반부패와 관련하여 주로 「형법」 제8장에서 공금횡령
과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형법」은 공금횡령
과 뇌물수수를 일곱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탐오
죄(贪污罪), 공금횡령죄, 뇌물수수죄(受贿罪), 뇌물공여죄(行贿罪), 알선
수뢰죄(介绍贿赂罪), 거액재산 출처불명죄 및 경외예금은닉죄(巨额财产
来源不明罪, 隐瞒境外存款罪), 국유자산사유화죄 및 벌금몰수재물사유화

죄(私分国有资产罪, 私分罚没财物罪)로 구성된다.
우선 탐오죄는 “국가의 공직자들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공공재
물을 횡령, 갈취, 사기 혹은 기타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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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탐오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탐오죄가 성립되는 대상에는
국가의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유기업, 기업, 사업단위, 인민
단체의 위탁을 받아 국유재산을 관리 및 경영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또한
“공직자와 위탁운영자가 결탁했을 경우 공범으로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탐오죄에 대한 처벌은 크게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ⅰ)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형기가 비교적 짧은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한다. ⅱ) 만약 금액이 크거나 사건이 비교적 엄중할 경우 3
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
한다. ⅲ) 만약 횡령 금액이 매우 크거나 사건이 매우 엄중할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
산을 몰수한다. 그러나 횡령 금액이 매우 크고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
실을 초래한 경우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탐오죄
가 여러 차례 성립되었지만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처벌한다.
공금횡령죄는 국가 공직자가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공금을 개인
이 사용하거나 불법 활동을 벌이고, 비교적 큰 금액의 공금으로 영리 활
동을 벌이거나 혹은 공금횡령 규모가 비교적 크고 3개월 넘게 반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뇌물수수죄는 공직자가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혹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받고 타인의 이익을 도모해주
는 행위를 말한다. 공직자가 경제거래에서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의의 리베이트,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소유로 챙기는 행위는 뇌물수수
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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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에는 또 기관뇌물수수죄(单位受贿罪)와 영향력을 이용한 뇌
물수수도 포함되는데 기관뇌물수수죄는 국가기관, 국유공사, 기업, 사업
단위, 인민단체가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불법으로 받았을 경우 사건
이 심각하면 기관에 벌금을 징수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으로 연
관이 있는 책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영향력을 이용한 뇌물
수수란, 국가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기타 공직자의
직무상의 행위에 영향을 주어 청탁자의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해주거나
청탁자의 재물이나 청탁을 받은자의 재물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뇌물공여죄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국가 공직자들에게 재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알선수뢰죄는 국가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려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심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징수한다. 거액재산 출처불명죄 및 경외예금은닉죄는 국가 공직
자의 재산지출이 합법적인 소득을 크게 초과할 경우 조사기관에서 공직
자의 재산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차
액을 불법소득으로 간주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차액이 매우 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차액재산은 모두 추징한다.
국가 공직자의 경외에 있는 예금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금액이 비교적 크고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건이
비교적 작으면 소속 기관 혹은 상급 주관 部委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국유자산사유화죄 및 벌금몰수재물사유화죄란 국가기관, 국유공사, 기
업, 사업단위, 인민단체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기관의 명의로 국유자산
을 개인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이 비교적 크면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 책임자들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징수한다. 금액이 매우 크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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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징수한다.

3) 특징과 함의
반부패 처벌에 관한 「형법」의 규정은 더욱 구체화되고 더욱 강력해졌
다. 이는 중국정부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반부패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갖
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의 「형법」도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축의금과 같이 뇌물의 경계에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谢雄伟·郑实, 2014: 13-16). 「형법」에서 이와 관련성이 높
은 조항은 제385조항으로 공직자가 뇌물을 요구한 경우는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만, 공직자가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타인의 이익을 도모’해주어
야만 범죄가 성립된다. 즉, 타인의 재물을 받았지만 타인의 이익을 도모
해주지 않은 상황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절이나 가
정의 혼사나 제사에 비교적 높은 금액의 경조사비를 내는 문화가 형성되
면서 간접적인 부패 수단이 된다. 비록 「형법」에서는 거액의 경조사비를
뇌물수수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中国共产党纪
律处分条例)」, 「중국공산당 당원영도간부 염결충정 약간준칙(中国共产党
党员领导干部廉洁从政若干准则)」에서는 직권과 직무상의 영향력을 이용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부패 사건
의 경우, 당의 기율처분을 받지만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中央纪
委监察部网站, 2014.6.23).

또한, 「유엔반부패공약」은 뇌물수수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직간접
적으로 이익을 도모해준 행위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현재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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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부패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형법」에서 반부패와 관련된 규정은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상의 편의’
조항과 ‘부당 이익의 도모’두 가지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형법은 ‘직무상의 편의’에서 직무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
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 판결에서는 ‘직무상의 편
의’를 공직자의 직접적인 업무만 ‘직무상의 편의’로 보고, 일부 판결에서
는 직접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
직자들이 편의를 봐주도록 하는 행위도 ‘직무상의 편의’ 범위에 포함시키
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들로 하여금
편의를 봐주도록 하는 행위를 뇌물수수죄의 ‘직무상의 편의’ 조항에 포함
시킬 경우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죄 이중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
장한다(王惠敏·蔡士林, 2018: 155). ‘부당이익의 도모’와 관련하여 독일
이나 일본과 같은 경우 거래가 발생하면 ‘부당이익의 도모’로 간주하지만
중국의 헌법은 ‘타인을 위한 이익 도모’와 ‘부당이익의 도모’를 구별하여
규정하였다. 따라서 일부 부패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정당이익을 위한 뇌
물공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당이익을 위한 뇌물공여’가 무
죄를 선고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苗有水，2018: 2). 때문에 ‘직무상의 편
의’와 ‘부당이익을 위한 뇌물공여’에 대한 규정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3. 형사소송법
1) 반부패 관련 취지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제정한 법률로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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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7월 1일에 첫 「형사소송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수
정을 거쳤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2012년 3월에 통과
되었다. 2012년에 통과된 「형사소송법」은 「유엔반부패공약」에 기초하여
반부패와 관련된 규정들을 대폭 수정하고 추가하였다. 중국은 2003년
12월에 「유엔반부패공약」에 서명하고, 2005년 10월 제10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반부패와 관련된 「형법」의 내
용은 여러 차례 수정하였지만 「형사소송법」은 2013년에야 수정하였다.
「형사소송법」을 수정함으로써 부패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자의 인권보호, 검찰기관의 조사권력, 외국으로 도피한 관료의 자산추징
과 국제공조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2018년 4월 25일에 열린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서 형사소송법 수정초안을 심의하였는데 불출석 재판제도와 신속재판 절
차가 새로 추가되고, 형사사건에서 용의자의 범죄인정에 대한 관대처벌
등 규정을 수정하였다. 불출석 재판제도는 주로 중대한 부패범죄 용의자
가 해외로 도피했을 경우, 과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외국에 인도요청
을 통해 용의자를 국내로 인도해야만 재판을 열 수 있었다. 때문에 이번
형사소송법 수정안에서는 “용의자가 체포되지 않았어도 혐의가 충분히
입증이 되면 검찰원에서 용의자를 기소할 수 있고, 기소가 되면 법원은
외국의 사법기관을 통해 기소장을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였다. “재
판이 열리면 용의자는 국내에 있는 친인척이나 변호사를 통해 변호할 수
있고, 판결이 나면 용의자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수정안은 법원이 전달한 기소장을 용
의자가 받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용의자가 기소장을
받지 못했을 경우 불출석재판이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周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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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 2018.9.16).

신속재판 절차의 적용조건은 지방의 법원에서 관할권 내에서 3년 이
하의 징역에 속하고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민사배상문제가 해결된
사건들이다. 신속재판 절차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조사와 변론이 필요
없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를 당일에 선
고하게 된다. 신속재판 절차를 적용받은 사건들에 대하여 법원은 사건을
받은 이후부터 10일 이내에 종결하고,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
이 있는 사건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적용되
지 않는 경우에 대한 추가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더 구체
적인 규정이 필요하다(周铭川, 2018.9.16).
형사소송법 수정안은 또 감찰위원회의 설립과 「감찰법」의 제정에 따라
검찰원과 감찰위원회의 기능을 조절하였다. 예를 들어, 반부패와 관련된
수사기능을 감찰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감찰위원회가 수사과정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검찰원이 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 수정하
였다. 또한, 감찰위원회의 수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원에서
보충수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周铭川, 2018.9.16).

2) 반부패 관련 내용
2013년부터 실행한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보호, 조사
과정에서의 기술수사 도입, 외국으로 도피한 관료의 자산추징, 국제공
조 등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부분에는 주로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기술
수사에 대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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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문제는 중국의 형사소송 절차에서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 고문을 통한 자백, 기간을 초과하여 구속하거나 불법으
로 증거를 채취하는 등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많은 관
료들이 해외로 도주한 후 인권을 이유로 인도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유
엔반부패공약」은 “피의자의 신분과 범죄 유형을 막론하고 모든 소송과정
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
가 종종 발생하고,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의 인도도 어려움을 겪었다.
2013년에 새로 수정한 「형사소송법」 제50조에는 “범죄를 인정하도록 강
요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제54조부터 58조까지 불법
증거 배제에 관한 규칙을 추가하였는데 “고문, 협박 등을 포함한 불법적
인 방식으로 수집한 범죄용의자, 피고인, 증인, 피해자의 진술은 배제하
고, 검찰은 불법적인 방식을 수정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 방식이 범
죄가 성립되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수사과정
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외국으로부터의 범죄자 인도에 유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王佳, 2012: 76).
부패범죄는 은닉성을 갖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기술적인 뒷받침
이 필요하다．「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규정」(2012년 수정)은 제
22조 제1항에서 “기술수사 조치란,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의 공안기관이
기술수사를 담당하는 部委가 진행하는 기술감시, 행적감시, 통신감시, 장
소감시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전의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 기술수사에 대한 권한 규정이 없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洪道德·李刚, 2013: 62)．수정한 「형사소송법」은 또 검찰기관에
중대한 횡령, 뇌물범죄를 수사할 때 기술 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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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였다. 기술 조치를 포함한 특별수사는 「형사소송법」이 수정되기
이전에 주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나 일반적인 형사범죄에 적용되
어 국가안전기관과 공안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다(王佳, 2012: 75).
그러나 부패범죄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기술수사의 필요성이 점
차 증가하였다. 따라서 수정된「형사소송법」은 제148조 제2항에서 “인민
검찰원은 사건을 입안(立案) 후 중대한 횡령, 뇌물범죄 사건 및 직권을 이
용하여 공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 범죄사건은 범죄수사의 필
요성에 따라 엄격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기술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기술수사는 수사기
관에서 설비를 사용하여 용의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
으로 보통 감청, 감시, 온라인정보 감시, 비밀녹음과 촬영, 잠입수사 등이
포함된다(王佳, 2012: 75).
또한, 「형사소송법」은 기술수사의 기한, 기술수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의 비밀유지, 파기 및 사용범위, 수집한 자료의 증거능력 등에 대해
서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洪道德·李刚, 2013: 62).

3) 특징과 함의
중국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범죄용의자들에 대
한 인권보호를 법으로 규정한 것은 용의자들의 인권보호와 국제법을 따
르는 면에서 큰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술조치가 포함되면서
기술조치를 자칫 잘못 사용할 경우 용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
가 있다. 따라서 기술조치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명
확히 규정하고, 기술조치 사용에 대한 심사 주체와 절차를 규정해야 한
다. 또한, 기술조치로 인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입었을 경우

324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이에 대한 구제절차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王佳, 2012: 77).
또한,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수사과정에서 변
호사의 접견권과 조사증거획득권(调查取证权)을 강화하여 용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수사인력들에 대한 큰 도전이 된다. 특히, 용
의자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던 기존의 수사방식에서 더 적극적으로 객관
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는 전반적으로 억울하게
범죄의 누명을 쓰는 피해를 줄이고, 수사기관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런 변화들은 반부패를 포함한 전반적인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이 세계의 발전 흐름을 좇아가면서 범죄인 인도와 외국에 은닉한 자
산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공조를 얻어내는 데도 유리하다.

4. 감찰법
1) 반부패 관련 취지
2018년에 새롭게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은 감찰기관의 지위
와 권한, 감찰절차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으로 실질적인 「반부패법」이다.
「감찰법」은 2018년 3월에 감찰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제11기 전국인대 1
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실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그동안 행정감찰 기능이
약했던 점을 감안하여 보다 강력한 반부패 기능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部委의 통합과 함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감찰법」은 “감찰체제의 개혁과 정책결정을 집행하고, 당의 의견을 법
적인 절차를 통하여 국가의 의지로 승화시키며, 법치사상과 방법으로 반
부패 사업을 진행하며, 입법으로 경험과 실전을 통해 증명된 방법을 법률
로 규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법치화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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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검찰법을 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반부패 관련 내용
「감찰법」은 제1장 4항에서 “감찰위원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
인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
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찰법」의 감독 대상으로는 ⅰ) 중국공산당기관, 인대대표 및 상무위
원회, 정부, 감찰위원회, 법원, 검찰원, 정치협상위원회, 민주당파와 공상
련 기관의 공무원, ⅱ) 국가기관의 위탁을 받아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조
직, ⅲ) 국유기업 관리자, ⅳ) 공립 교육기관, 과학연구원, 문화기관, 의료
위생기관, 체육기관 등에서의 관리인, ⅴ) 기층의 군중성 자치조직의 관
리인, ⅵ) 법에 따라 공직을 이행하는 사람 등이다.
「감찰법」에 따르면 감찰기관은 감찰대상에 대하여 교육, 감독, 조사
및 문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감찰법」은 감찰기관에 사실상의 형사
수사권을 부여하였는데 여기에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조사와 증거채취,
감독대상에 대하여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취조, 구속
수사, 몸수색, 자산조회, 자산압류, 기술조사, 검증, 체포, 출국제한, 관대
처벌요청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사건의 심각성이나 도주가능성, 증거인
멸, 조사방해 등이 의심될 경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를 구속수사 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데 최장 6개월까지 구속수사 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
의 근무기관과 개인의 예금, 송금내역, 채권, 주식, 기금 등 재산을 조회
및 동결할 수 있다. 그러나 감찰위원회는 기소권은 갖지 않으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에 이송하여 기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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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과 함의
「감찰법」은 기존에 반부패법이 없던 공백을 메우고 강력한 반부패법을
제정함으로써 반부패 대상부터 부패의 범위, 부패담당 기구인 국가감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 부패사건에 대한 처벌까지 반부패와 관련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
련하였다. 이는 중국의 반부패 업무가 단기성과 행사성의 속성에서 벗어
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계구축을 지향한 것이다.
「감찰법」은 “국가의 감찰사업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한다.”는 내용을 총
칙에 넣음으로써 당의 영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감찰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먼저 「헌법」을 수정함으로써 이전에 많은 법규정이 헌법과 충돌되
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또한, 「감찰법」의 제정과정에서 2017년
11월부터 초안을 사회에 공개하여 한 달 동안 13,268개의 의견을 받았
다. 이를 「감찰법」의 내용에 반영하였다(环球网, 2018.3.22). 이는 법제
정 과정에서 군중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감찰법은 새로 설립된 국가감찰위원회가 반부패 전문기구로 자리 잡
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감찰위원회가 새로 설립된
이후 원래 검찰원의 반부패 부서인 반탐오뇌물수수국을 국가검찰위원회
로 이전하여 部委 간의 업무충돌을 줄였다. 다만 「형사소송법」에서는 여
전히 검찰원을 반부패 수사기관을 규정하고 있어 「감찰법」과 법적인 충
돌이 생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수정 과정에서 이
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감찰법」은 감찰위원회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민의 권익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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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했을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인 법규정이 없다(中国江苏网, 2018.3.23). 따라서 앞으로 「감찰법」을 제
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정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5. 기타 반부패 관련 규정
이상의 규정 외에 반부패와 관련된 공산당당장,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
례 그리고 중국공산당순시업무조례를 검토한다.

1) 공산당 당장
(1) 공산당 당장과 반부패 관련 내용 검토
‘바이두 백과’(Baidu百科)54)에 따르면, “당장(党章)은 즉, 당의 장정
(章程: 조목별로 정한 규정)이며, 그것은 하나의 정당이 당의 강령의 실현
을 위하여, 정규적인 활동의 전개를 위하여, 당내의 사무를 규정하기 위
하여 규정한 근본적인 법규이다. 이것은 당이 의지하여 건립하고 활동하
는 법률체계의 기초이며, 당의 각급과 전체 당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
는 기본준칙과 규정으로 최고의 당법으로서, 근본대법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당장은 일반적으로 당의 대표회의 제정과 통과를 통해서, 그 내
용상 당의 강령, 조직기구, 조직제도, 당원 조건, 당원의 권리의무, 당의
기율 등을 규정한다. 당장의 내용은 형세의 발전, 임무의 변화, 투쟁의 필
요와 당원의 상황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55)

54) ‘바이두’(Baidu)는 한국의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에 해당하는, 중국의 인터넷 검색엔진이다.
55) 党章.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item/%E5%85%9A%E7%AB%A0/680564?fr=aladdin/
(검색일,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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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듯, 공산당 ‘당장’은 중국의 전체 당원과 당조직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한 당의 최고법이며, 근본법이다. 따라서 반부패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결국은 반부패가 가장 중요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독
할 것인가, 즉 당원 및 고위(党政)간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둘째, 그 반
부패가 실제 어떤 조직과 제도의 경로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적용되는가
를 탐구해야 한다면 말할 필요 없이, 당의 중앙, 지방 및 기층조직과 그
계급명령의 상하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를 없이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중
국의 반부패에 관한 분석을 시도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당장’에 대한 특
히, 반부패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표 4-2

중국 19차 당대회에서 수정 통과된 당장의 반부패 내용
중국의 19차 당대회에서 수정 통과된 ‘당장’(党章)과 반부패 관련 부분

총강

중국공산당은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家의 주인으로 삼으며, 법에 의거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유기적
통일의 방식을 통해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걷고, 사회주의민주를 확대하는 중국특색 사회주
의 법치체계를 건설한다.

제1장
당원

[제2조] 중국공산당원은 영원히 노동인민의 보통의 일원이다. 법률과 정책규정 범위 내의 개인의 이익과 업무
직권 이외에, 모든 공산당원은 어떠한 사적인 이익과 특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당원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四）스스로 자각하여 당의기율, 우선은 당의 정치기율과 정치규칙을 준수하며, 모범적으로 국가의 법률법
규를 준수하고, 엄격하게 당과 국가의 기밀을 보호하며, 당의 결정을 집행하고, 조직의 분배에 복종하
며, 당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성한다.
（六）확실히 비판과 자아비판을 전개하며, 용감하게 당의 원칙을 위반한 언행과 업무상의 결점과 잘못을
폭로하고 교정하며, 부정적인 부패 현상과 결연히 투쟁한다.
[제6조] 예비당원은 반드시 당기를 향하여 입당선서를 진행한다. 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는 지원하여
중국공산당에 가입하며, 당의 강령을 옹호하며, 당의 장정(章程)을 준수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한다.
당의 결정을 집행하고, 당의기율을 엄수하며, 당의 기밀을 보호하고, 당에 대하여 충성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며, 공산주의를 위하여 평생 분투한다. 수시로 당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영원히 당을 배반하지 않는다.
[제8조] 모든 당원은 직무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당의 하나의 지부나 소조 혹은 기타 특정조직에 편입되
어서,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하고, 당 내외의 군중의 감독을 받는다. 당원 지도자 간부는 또한 반드시 당위원
회, 당 조직의 민주생활회에 참가해야 한다. 당의 조직생활과, 당 내외의 군중의 감독을 받지 않는 어떠한
특수당원도 허락하지 않는다.

제2장
당의
조직제도

[제10조] 당은 자기의 강령과 장정(章程)에 근거하고, 민주집중제에 의거하여 조직된 통일적 정체(整体)이
다. 당의 민주집중제의 기본원칙은:
(四）당의 상급조직은 하급조직과 당원 군중의 의견을 자주 청취해야 하며, 제 때에 그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의 하급조직은 상급조직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또한 독립적으로 자기직책 범위 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급과 하급조직은 서로 정보를 통보하며, 서로 지지하고 상호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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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중국의 19차 당대회에서 수정 통과된 ‘당장’(党章)과 반부패 관련 부분

제2장
당의
조직제도

[제11조] 당 지방의 각급 대표대회와 기층의 대표대회의 선거에서, 만약 당장을 위반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 급 위 당의 위원회가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응당 선거무효와 상응하는 조치를 결정하고,
또한 다시 한 급 위의 상급 당 위원회에 심사 및 승인을 받은 후에 정식으로 집행을 선포한다.
[제14조] 당의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위원회는 순시제도(巡视制度)를 실행하는데, 첫 번째 임기 내에,
관리하는 지방, 부문, 기업 사업단위의 당 조직에 대하여 전부 순시한다. 중앙의 유관부, 위원회와 국가기관
부문의 당 조직(당 위원회)은 업무의 필요에 근거해서, 순시 업무를 전개하며, 당의 시(지地, 주州, 맹盟)와
현(시市, 구区, 기旗) 위원회는 순찰제도(巡察制度)를 건립한다.
[제18조] 당의 중앙, 지방과 기층조직, 모두는 반드시 당의 건설을 중시하며, 당의 홍보업무, 교육업무, 조직업
무, 기율검사업무, 군중업무, 통일전선 등을 자주 토론하고 검사한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0조] 당의 전국대표대회의 직권은:
（六）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21조] 당의 전국대표회의 직권은: 중대 문제를 토론 결정하며, 중앙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구성원
수를 조정한다.

제4장

당의 지방조직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30조] 기업, 농촌, 기관, 학교, 연구기관, 지역사회, 사회조직, 인민해방군(중대)와 기타 기층단위, 모두
정식 당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응당 당의 기층조직을 성립해야 한다.
[제32조] 당의 기층조직은 사회기층조직 가운데 당의 전투보루로서 그 기본임무는:
（七）당원 간부와 기타 어떤 직원들에 대하여서도 엄격하게 국가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의 재정 경제
법규와 인사제도를 준수하며, 국가, 단체와 군중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를 감독한다.
（八）당원과 군중이 자각하여 불량한 경향을 억제하도록 교육하고, 각종 기율위반 위법행위에 단호하게
투쟁한다.

제6장
당의 간부

[제36조] 당의 각급의 간부는 반드시 신념을 굳건히 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근면하게 일하며, 감히 담당
할 수 있어야 하며, 청렴하고 공정해야 한다.

제7장

당의 기율

제8장

당의 기율검사기관

제9장
당조
(党组)

[제48조]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 인민단체, 경제조직, 문화조직과 기타 당이 아닌 조직의 지도급기관은
당조를 성립할 수 있다. 당조(党组)는 영도에서 핵심 역할을 발휘한다. 당조의 주요 임무는,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 집행하는 것을 책임지며, 본 단위에서 당의 건설을 강화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의
관리’(全面从严治党)을 이행한다.

제10장

당과 공산주의 청년당의 관계

제11장

당휘와 당기

출처: Retrieved from http://www.12371.cn/special/zggcdzc/zggcdzcqw/ (검색일, 2018.9.25)

위의 <표 4-2>은 2017년 10월 24일, 중국 19차 당대회에서 수정 통
과된 당장(党章)의 내용 가운데 반부패와 관련한 부분만 요약적으로 발췌
하여 정리한 자료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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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산당 당장과 반부패 관련 취지와 중요성 및 함의
단적으로, 위의 <표 4-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반부패의 취지와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제5장 당의 기층조직’을 보면, “기업, 농
촌, 기관, 학교, 연구기관, 지역사회, 사회조직, 인민해방군(중대)와 기타
기층단위, 모두 정식 당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응당 당의 기층조직을
성립해야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제9장 당조(党组)’를 보면, “중앙
과 지방의 국가기관, 인민단체, 경제조직, 문화조직과 기타 ‘당이 아닌 조
직’의 지도급기관은 당조를 성립”하며, 또한, “당조는 영도에서 핵심 역
할을 발휘한다. 당조의 주요임무는,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 집행하
는 것을 책임지며, 본단위에서 당의건설을 강화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의 관리’(全面从严治党)을 이행한다.”고 명시한다.
정리하면, 중국에서는 어떠한 기업도, 도시가 아닌 산골 벽지의 농촌
에서도, 공공기관과 학교 및 연구기관, 지역사회 나아가 비영리조직인 사
회조직에 이르기까지, 단지 그 조직의 규모 ‘3인 이상’(당원)만 모이면 당
의 ‘기층조직’을 성립해야 한다. 즉, 중국사회에서는 사실상 어느 영역에
서도 기층조직이 성립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당장이 제시한 ‘기율’로부
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전면적인 엄격한
당의 관리’(全面从严治党)의 감독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은, 그것
을 실제 집행하고 책임지는 단위인 ‘당조’(党组)의 경우, 비록 그것이 ‘당
이 아닌 조직’일지라도 ‘지도급기관’이라면 마땅히 ‘당조를 성립’하라고

56) ⅰ) 당장(党章) 가운데 특히, 총강(总纲)의 부분에서 매우 중시하는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의 ‘지도사상’을 통
한 반부패의 정책적 분석과, ⅱ) 당장(党章)의 7장과 8장에 해당하는 ‘당의 기율’과 ‘기율검사기관’의 조직관
계를 통하여, 실제 반부패 정책이 중국정치의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ⅲ) ‘당
장’(党章)이 중국의 반부패 정책과 관련하여 갖는 핵심내용 및 그 함의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 제5장 중국 반
부패의 정책분석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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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한 대목에서 중요한 함의를 발견한다. 말하자면, 당의 기층조직과
‘당조’(党组)를 통해서 당원은 물론, 공무를 시행하는 주체인 당정 등 공
공기관 및 그와 연관되어 사무를 보는 기타 민간영역들까지도 모두 당정
(党政)의 (全面从严治党)의 정책기조 하에서 관리감독과 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당장’(党章)의 그 취지와 중요성을,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
책의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19차 당대회 이후에 계속해
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가령, 2018년 9월 21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중국공산당지부업무조례(시행)(中国共产党
产支部工作条例(试行)」와 「2018~2022년 전국간부교육양성계획(2018~

2022年全国干部教育培训规划)」를 심의하면서, 이 정책이 당의 기층조직
에서까지 잘 시행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집중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작년 5월 11일 시진핑 주석이 ‘중앙의 전면적인 심화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한 「중앙기업의 지도자 관리규정(中央企业领导人员管
理规定)」을, 2018년 9월 29일에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에서는

그 「규정」을 인쇄 발행하고, 통지를 발표하여, 각 지역과 각 부문에서 자
신들의 실질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성실히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19차 당대회 이후에 반부패 관련한 정책과 법규가 이처럼 계속
적으로 제출되고 또 발표되는 상황에서, 중국정치의 현장 속의 맥락에서,
과연 그 ‘심오한’(detail) 의미가 무엇이며, 실제 중국 정치시스템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규정들이 영향을 주고 작동을 할 수 있을까? 당의 근본법
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 ‘당장’(党章)에 대한 이해는, 바로 중국 반
부패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의 판’을 숙지하고 그것을 총체적이며, 체계
적으로 관찰해야 접근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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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당장’(党章)은 반부패와 연관하여 볼 때,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근본토대로서 중국정치의 ‘큰 그림’(Big Picture)이다.

2)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2018년 7월 31일 중앙정치국 회의는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中国
共产党纪律处分条例)」를 심의했다. 그리고 심의 결과 새롭게 수정된 「조

례」 전문이 8월 26일 공개되었다. 「조례」는 당의 기강에 관련된 일종의
당내 규범이다. 「조례」는 1997년 ‘시행(안)’이 공포된 이후 2003년 수정
되었다. 2015년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한차례 다시 대폭 수정된 후 겨
우 3년여 만에 다시 수정되었다. 이번에 수정된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이
자 배경은 중국이 이미 ‘신시대’에 진입했다는 환경 변화를 들 수 있다.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한 중공중앙의 「조례」 통지문에도 이 부분을 명
확히 하고 있다. 통지문에 따르면, 19대에서 기율건설을 신시대 당 건설
의 총체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당장(党章)에 기율건설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당중앙은 새로운 정세, 임무, 요구에 기초해서 조례를 수정, 개선
한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양갑용, 2018).
「조례」 개정의 정세 변화는 당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고 시진핑 주석
이 이미 핵심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변화된 환경을 당이 새롭게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당내 기율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3년 만
에 수정된 「조례」는 기존 「조례」와 비교하여 열한 가지 조항이 증가했고,
예순 다섯 곳을 수정하여 모두 142개 조항으로 재구성되었다. 정세 인식
의 변화가 「조례」 수정의 동력이 되었음을 통지문은 설명하고 있다. 다음
으로 변화된 정세에 부합하는 새로운 임무가 당에 부여되었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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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당내 기율처분 관련 내용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통지문은 ‘새로운 임무’로 표현하고 있다. ‘새로운 임무’는 정세가 변하고
당의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 「조례」를 한층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
하여 당원간부들이 변화된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의 요구가 높아지고 당위 권위가 한층 강화된 만큼 당중앙의 요
구에 부합하는 임무 수행을 요구하는 모양새이다. 다음으로 정세가 변하
고 임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요구에도 「조례」가 조응해야 한다
는 점이다. 당중앙의 높은 요구 못지않게 군중들의 요구 또한 높아졌다는
점을 「조례」 내용 수정으로 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양갑용, 2018).

3) 중국공산당순시업무조례
중앙순시조57)는 ⅰ) 건전한 당풍건설, ⅱ) 부패·타락, 사치풍조 척결,
ⅲ) 관료·형식주의 타파 등을 목표로 한다. 순시조는 해당 지역에 보통
2~3달 동안 머물며 정보를 수집하며, 지방정부의 각종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고, 관련 문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민원인이나 제보자를 만나
감찰 대상의 평판과 민심 동향을 파악한다. 그러나 중앙순시조는 감찰 활
동을 상부에 보고할 뿐 직접 사건을 처리하지는 않는다. 순시조는 당 중
앙의 눈과 귀 구실을 하는데 그친다. 감찰과 처리를 분리하는 것은 순시
57) 흠차대신(황제의 명을 받들어 지방에 파견되는 대신) 혹은 암행어사, 혹은 ‘현대판 포청천’으로 불리는 중앙
순시제도는 ‘부패척결과 엄정한 당풍건설’을 미션으로 한다. 순시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후진타오가 집권
을 시작한 2002년 11월 당 제16대 전국대표대회였으며, 2003년 8월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당 중앙조직
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5개의 순시조가 처음으로 가동되었다. 이어서 2007년 8월에는 11개로, 2009년 12
월에는 중앙순시조로 재정비되었다. 2013년도에 12개 순시조 중 6개 순시조는 지방을, 4개 순시조는 국유
기업가 금융을, 2개 순시조는 중앙국가기관을 감찰하였다. 중앙순시조의 각 조장은 70세 미만의 퇴직자 중
에서 맡는다.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오랜 근무 경험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
시조장은 1회 역임하는 데 이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순시조의 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다(상하이저널,
2013.7.12를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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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월권을 막으려는 장치이다. 중앙순시조의 업무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고, 이후의 처리는 사법기관이 담당한다. 중앙순시조의 감찰대상은
고위간부이기 때문에 이들의 처벌 문제는 순시조 차원에서 다를 문제가
아니라 당 중앙기율위원회 차원에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중앙순시조의
주된 임무는 감찰뿐만 아니라 각 하급 지방기관에 중앙의 지도방침과 업
무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지도업무도 한다(상하이저널, 2013.7.12를
일부 수정함).
1928년 당중앙은 중공중앙 통고 형식으로 순시조례를 제정하였다(袁
峰, 2017: 24). 2009년 「중국 공산당 순시(巡视)공작 조례(시행)」이 반포

되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당의 중앙과 성급위원회는 순시공작영도소조
를 설립하여 순시 업무를 담당한다. 정기적으로 파견되는 순시조의 감독
업무의 범위는 당의 노선을 집행하지 않고 파벌을 형성하는 문제, 부패
문제, 규정을 어긴 인사 문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등을 포함한다. 시진
핑 집권 1기의 반부패 성과는 상당부분 순시제도를 통하여 달성된 것으
로 평가받고 있다. 2015년에 조례를 더욱 수정시켜서 중국 공산당이 반
부패를 추진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순시제도
는 중국의 구조적 맥락에 어느 정도 정합성을 체현하는 중국특색의 반부
패 제도로 간주된다.
중국공산당 19차당대회는 정치순시·순찰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제시했
다. 「‘중앙순시업무계획’(中央巡视工作规划, 2018~2022年)」을 관철하고,
시진핑 총서기의 핵심 지위를 시종일관 수호하며, 당중앙의 권위 수호를
정치시찰의 근본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중앙의 시찰업무 5년
계획에서 제기한 ‘6개 중심(당의 정치건설, 사상건설, 조직건설, 작풍건
설, 기율건설 및 반부패 투쟁의 압도적 승리)’으로 감독을 강화하여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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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치생태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시급(市级)부문의 실제와 결부하
여 전형적인 문제를 발견 및 해결하여 시찰의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中央
纪委国家监委网站, 2018.6.21).

표 4-3

예의 주시할 6가지 시찰업무 및 내용

소수의 관건적
간부

- 중점적으로 ‘7가지 부정부패’, 당의 정치생태 파괴여부, 개인주의, 분산주의, 자유주의, 호인주의(好人
主义), 종파주의, 파벌주의 등 문제들이 있는지를 검사

권력 운영과정

- 정치시찰을 할 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피시찰 부문의 직책 및 권력기능에 대해 감독 및 검사를 진행해야 함
- 간부 인사권에 대해서는 선발과정 및 최종 인선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아야 하고, 행정비준권, 행정관리
권, 행정집행권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없었는지를 봄
- 자금자산자원의 배분권에 대해서는 정경유착, 사리도모, 이익추구 등 문제들이 없는지를 보아야 하고,
물자구매, 공공재정지출 등 권력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규정준수, 정경유착 등 문제들을 조사해야 함

‘4풍’문제

- 최근 몇 년간, 청두시(成都市)에서 업무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개선되었지
만 책임을 회피하고, 일처리가 번거로운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정치시찰에서 ‘4풍’을 바로잡고 작풍건설을 강화해야 함

민생 분야에서
인민의 수요

- 민심은 가장 중요한 정치로, 정치시찰을 함에 있어서 대중의 목소리를 듣고 수요를 만족시켜, 시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신뢰 및 지지를 제고해야 함
- 대중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대중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문제를 중점 공략대상으로
해야 함
- 아울러 기층의 ‘작은 부패’를 타격하고, 특히 탈빈곤 정책 집행과정의 부패 문제, 조직적 부패 문제를
척결해야 함

책임문제

- ‘당의 엄격한 관리’(从严治党)의 관건은 ‘엄격함’과 거버넌스에 있음. 이미 진행된 시찰에서, 일부 간부
들의 연말보고서가 매년 비슷하여 책임감에 문제 있음
- 시찰과정에서 반드시 ‘당의 엄격한 관리’(从严治党)의 책임을 제대로 관철하고 있는지, 중앙, 성, 시급
시찰에서 발견된 문제를 제때에 시정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해야 함

정책결정 및
집행의 관철

- 시찰은 중앙의 정책 방침, 및 성, 시위원회의 정책결정 관철 상황에 대해 감독임
- 정치시찰에서 중점적으로 시진핑 총서기의 시찰과정의 담화내용을 제대로 관철했는지를 감독해야 함
- 아울러 19차당대회의 이념을 관철시킴에 있어 형식주의에 지나지 않았는지, 전략적 배치 및 실천 조치가
구체적인지, 책임은 명확한지, 업무가 지연되지 않는지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감독해야 함

주: 中央纪委国家监委网站(2018.6.21)을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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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 반부패의 제도58)분석
반부패 운동의 기조로 개별 사안에 대한 처벌을 통해 근본 문제해결을
촉진한다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다. ‘선 처벌 후 제도화’를 통해 청렴정부
를 건설하고, 당의 통치능력과 정당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
부패 운동이 성공을 거두려면 제도화가 요구된다(이문기, 2015: 77).

1. 반부패 감독제도
1) 취지(배경)
부패행위에 대한 감독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진행함으로써 공직자가 감독받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 부패행위를 예방
하고, 부패행위가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대부분
의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의 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주
로 심계서의 회계심사,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감독위원회의 전문 감찰기
관의 감독, 검찰기관의 수사 등을 위주로 감독제도가 운영된다.

2) 주요 내용
감독제도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정
부 部委의 감독과 외부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가기구인 국가감찰
위원회와 당 기관인 기율감독위원회의 감독, 정부 부위의 감독은 주로 심

58) 제도와 정책은 학술적으로 다소 중첩적인 측면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도는 행위자에게 기회와 제약을 가
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공식적 제도(법령, 규정, 규제, 기구, 00제도 등)와 비공식적 제도(규범, 문화 등)를 의
미하기로 한다. 반면에 정책은 추진해야 할 비준, 지시, 방침, 지침, 의견, 문건, 운동 등 다소 방향성에 초점
을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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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서의 회계심사가 맡고, 그리고 사법기관인 검찰기관의 수사 등이 있다.
이는 당이나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성된 정규적이고 공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감독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권력체계를 형성하였다.
국가감찰과 당내감독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렴하고 공정한 간부,
청렴한 정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력
운영을 감독해야 하며, 당내감독과 국가감찰을 유기적으로 통일해야 한
다. 당과 국가의 각종 감독 형식 중에서 당의 집권 지위는 당내감독을 결
정지우는 가장 기본이며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당내감독체계는 여
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대, 정부, 감찰기관, 사법기관 등 국가감찰체
계를 강화하여 당내감독과 외부감독을 상호 촉진하고 상호 보완하여 달
성해야 한다(秦强，2017: 133).
이 중에서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는 고위직 영도간부들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인 감독을 통해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수사한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공식적 감독은 순시조 감독활동과 각 部委에 기율검사
위원회 파견기관을 두는 것이다.
심계서의 회계심사는 정부 부위의 예산집행 상황과 재정 상황을 정기
적으로 감독함으로써 재정을 좀 더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검찰기관
의 수사는 부패행위를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을
하는 대표적인 사후감독이다.
이러한 기관들의 장은 모두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
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진다. 또한, 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
위원회는 다른 국가기관들을 감독한다. 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
회의 수사결과는 검찰원의 재수사를 통해 감독을 받으며, 검찰은 자신들
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감독한다. 즉, 국가의 권력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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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직자를 포함한 국유기업, 사업단위 등 기관들을 감독하는 동시에 입
법권, 행정권, 사법권, 감찰권이 서로 간에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
해 감독하고 견제한다.
외부감독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민단체와 사기업, 일반 인민들이 공직
자와 정부 部委에 대한 감독을 말하는데, 특히 인터넷의 발전과 뉴미디어
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외부감독은 이전에 비하여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또한, 인민들의 교육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보다 많은 알 권리,
참여할 권리, 언론자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특히 지방정부
의 관료들의 기율위반 행위나 부패 활동이 온라인에서 전파되면서 이들
에 대한 감독이 더 강화되고 있다. 재산신고제도를 법으로 규정하려는 시
도도 외부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감독제도는, 또한 중국공산당 내부감독과 외부감독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중국공산당 내부감독은 각급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 조직
에서 세 명 혹은 그 이상의 당원이 있으면 당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당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와 정부와 당의 정책
에 대한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문화적 측면에서 부패를 예방하고 서로 감
독한다. 당원은 또 당의 기율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당의 기율감독은 정치적 측면에서 부패를 예방·감독·처벌하는 효과가 있
다.
당의 외부감독은 당원이 아닌 일반 인민들에 의한 감독과 민주당파59),
무당파인사(无党派人士), 시민단체, 각계 애국지사 등 정치협상회의에서

59) 민주당파에는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9.3학사, 대만민주자치동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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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을 뺀 기타 단체 혹은 인민들의 감독이다. 중국공산당과 민주
당파, 무당파인사들은 “장기적으로 공존하고, 서로 감독하며, 서로 보살
피고, 영광과 수치를 함께 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정치협상회의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독을 받는다.
감독제도는 또 사건의 발생 전과 후에 따라 사전예방, 사건 발생 과정
에 대한 통제, 사후 처벌로 구분할 수 있다(王帅·白召红, 2016：56). 사
전예방에는 임용전 재산신고제도, 정부의 예산사용계획의 발표, 다양한
부패예방교육 등이 포함된다. 사건 발생 과정에 대한 통제에는 심계서의
회계심사, 공무원 조직과 당 위원회의 감독 등이 포함된다. 사후 처벌에
는 기율감찰기관과 검찰원의 수사, 법원의 판결 등이 포함된다.

3) 특징과 함의
중국은 비교적 체계적이고 다양한 반부패 감독제도를 구축하였다. 그
러나 대부분 제도들이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사전 예방과 사건 발
생 과정에 대한 통제는 매우 미흡하다. 대표적으로 부패예방국의 폐지이
다. 중국은 2007년에 「유엔반부패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부패예
방국을 설립하고 기율감독위원회와 (구)감찰원과 함께 업무를 보았다.
그러나 부패예방과 관련된 활동이 매우 미비하였고, 별다른 성과를 거
두지 못하고 2018년에 폐지되었다. 부패예방국의 역할은 국가감찰위원
회가 수행한다. 다만, 국가감찰위원회는 대표적인 사후 감찰기관으로 사
전 부패예방까지 힘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반부패에서 사전 예방은 부패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사회문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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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문화가 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예물, 각종 경조사비 등 충분히
부패로 변질될 수 있는 문화들이 여전히 강한 중국에서 사전 예방은 앞으
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반면에 사후처벌의 경우 「형법」의 개정
과 당 규정들의 개정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부패사건의 적발이 활발해지면서 정부업무의 공개를
촉진하고, 기존의 반부패제도를 개선하고(王昭, 2017: 4), 제보자의 돈,
시간, 심리적 부담 등 제보에 필요한 투입을 줄여줌으로써 보다 많은 사
람들이 부패문제 제보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인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였다(李俊, 2015: 85). 그러나 새로운 영역인만큼
관련 입법이 사회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온라인을
통한 반부패 감독은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인육검색’(人肉搜索)과 같은 개인의 인
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王昭, 2017: 4). 때문에 앞으로 개혁과
정에서 정부의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적발과 명예훼손, 명
예회복 등 관련 규정과 제도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재산신고제도
1) 취지(배경)
재산신고제도는 공직자들이 임기 초기, 임기 동안 혹은 임기 후에 재
산을 신고함으로써 관료들의 부패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중국에
서 재산신고제도는 1980년대부터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었다.
재산신고제도는 1995년에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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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한 「당정기관 현(처)급 이상 영도간부들의 수입신고에 관한 규정(关
于党政机关县(处)级以上领导干部收入申报的规定)」(수입신고규정)이다.

이 규정은 당의 기관뿐만 아니라 인대기관, 행정기관, 정협기관, 법원, 검
찰기관의 현급과 처급 이상의 영도간부들과 사회단체, 사업단위, 국유기
업의 책임자들까지 포함하여 그들의 임금과 각종 상금, 자문료, 원고료
등 모든 소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2001년 중공중앙 기율감사위원회와 중공중앙 조직부는 「성부급
현직 영도간부 가정재산의 보고에 관한 규정(省部级现职领导干部报告家
庭财产的规定(试行)」(재산신고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전국인민대

표대회 또는 국무원에서 제정한 법령이 아닌 당의 문건으로서 당중앙기
율감사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기는 하였지만 당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기관의 현직 당 간부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수입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재산에 대해 모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 개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2010년에는 「개인정보 신고규정의 영도간부 개인 관련 정보 보고(关
于领导干部报告个人有关事项的规定)」(개인정보신고규정)이 제정되고 수

입신고규정은 폐지되었다(윤상윤, 2014: 275). 개인정보·재산신고대상,
내용, 기간, 접수·심사·제재, 내용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0년의
규정은 영도간부가 보고해야 할 혼인, 출입국, 수입, 부동산, 투자, 배우
자와 자녀의 취업 상황 등 14가지 분야의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그
러나 보고사항의 진실 여부에 대한 검사와 확인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재
산 내역을 기만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에 중공중앙 조직부는 「영도간부 개인 관련 정보보
고의 선택적 검사 및 확인 방법」을 반포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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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검사와 확인의 대상은 무작위추출과 중점추출에 의하여 결정된다. 무
작위추출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중점추출은 주로 승진 대상자, 그리고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실행된다.

2) 주요 내용
재산신고제도의 주요 내용은 2017년에 발표한 「지도 간부의 개인 사
항 보고 규정(领导干部报告个人有关事项规定)」에 따라 신고 주체, 신고
내용, 신고 기간, 관리기구, 검증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재산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ⅰ) 각급 당 기관, 인민대표대
회 기관, 행정기관, 정협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민주당파 기관 중 현
급 이상 간부(지도직이 아닌 간부 포함, 이하 동문), ⅱ)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하는 인민단체, 사업단위 중 현급 이상 간부, 공무원법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민단체, 사업단위의 지도부 구성원 및 내부관리기관 지
도자, ⅲ) 중앙기업의 지도부 구성원 및 중급 관리자, 성(자치구, 직할시),
시(지, 주, 맹) 관리 하의 국유기업 지도부 구성원이다. 상술한 범위 중 이
미 현직에서 물러났으나 아직 정년하지 않은 인원도 규정에 적용된다.
둘째, 재산신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소득, 부동산, 투자 등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ⅰ) 본인의 급여 및 각종 상여금, 수당, 보조금 등, ⅱ) 본
인의 강연, 원고, 컨설팅, 원고심사, 서화 등 노동소득, ⅲ) 본인, 배우자
및 같이 생활하는 자녀가 소유권자 또는 공유인으로 된 부동산, 단독 소
유권 증명서가 있는 차고, 주차 공간, 창고 등(기등록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권리증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미등록 부동산일 경우, 매매계
약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함), ⅳ) 본인, 배우자, 같이 생활하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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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주식, 펀드, 투자형 보험상품을 보유한 상황,
ⅴ) 배우자, 자녀 및 자녀 배우자의 기업경영 상황, 비상장기업, 유한책임
회사에 대한 투자 및 개인기업, 합명기업, 해외에서의 기업등록 또는 투자
상황, ⅵ) 본인, 배우자, 같이 생활하는 자녀의 해외예금 및 투자 상황이다.
셋째, 재산신고 기간은 지도 간부는 매년 1월 31일 이전에 본 규정의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상황을 집중 보고하고, 보고 내용의
진실성과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본 규정의 제2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이 발탁되어 제2조에 포함
되는 간부 후보 인선이 되면, 개인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본 규정
제2조의 범위에 해당되는 인원이 공직에서 사퇴하면, 사퇴 신청을 할 때,
개인 관련 사항들을 보고해야 한다.
넷째, 관리기구로는 개인 관련 사항을 보고할 때, 간부관리 권한에 따
라 관련 조직(인사) 부문에서 담당한다. ⅰ) 중앙 지도간부는 중공중앙 조
직부에 보고하고, 보고자료는 지도간부의 소속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열
람 및 서명 한 후, 소속기관의 조직(인사)부문에서 전달한다. ⅱ) 본 기관
에서 관리하는 지도 간부는 본 기관의 조직(인사) 부문에 보고하고, 본 기
관의 관리를 받지 않는 간부의 경우, 상급 당위원회의 조직(인사)부문에
보고한다. 보고자료는 해당 간부의 소속기관 주요 책임자가 열람 및 서명
한 후, 소속기관의 조직(인사)부문에서 전달한다. ⅲ) 지도 간부의 직무
변동으로 인해 접수기관이 바뀔 경우, 원 접수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지도간부의 모든 보고자료를 간부관리 권한에 따라 새로운 접수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다섯째, 검증 방식을 보면, 조직(인사) 부문은 간부관리 권한에 따라,
지도 간부가 보고한 개인 관련 사항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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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식은 무작위추출과 반드시 간부관리 권한에 따라 지도 간부가 개
인 관련 사항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보고하여 조사해야 한다. 조사방식은
무작위추출과 중점추출이 포함된다. 무작위추출 검사는 매년 1회, 10%
의 비율로 실시한다. 중점추출의 대상은 ⅰ) 본 규정 제2조의 범위에 포
함되는 대상으로 발탁 예정인 경우, ⅱ) 본 규정 제2조의 범위에 해당하
는 간부의 후보 인선에 포함된 경우, ⅲ) 진일보하게 활용할 인선일 경우,
ⅳ) 개인보고 사항에 대한 제보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ⅴ) 기타 검증이
필요한 경우이다.
기율검사감찰기관, 순시기관, 검찰기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 규정
제10조에 따라 비준절차를 이행한 후 조직(인사)부문에 간부관리 권한에
따라 간부의 개인 관련 사항 진실성과 완전성을 검증할 것을 위탁할 수
있다.
당위원회와 그 조직(인사)부문은 검사 결과를 간부의 충성도와 청렴성
을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하여, 간부의 임용, 선발, 관리감독 등에
활용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간부 임용 또는 검증에서 발견한 문제를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당위원회, 조직부문 및 관련 간부의 책
임을 추궁해야 한다.

3) 특징과 함의
중국의 재산신고제도의 특징은 첫째, 중국의 당국가체제로 인해 재산
신고제도는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ⅰ) 신고 주체 측면에
서 당기관, 인민대표기관, 행정기관, 정협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민주
당파 기관의 현급 이상 간부, 인민단체, 사업단위의 현급 이상 간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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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업, 성과 시에서 관리하는 국유기업의 관리자들이 포함된다. 즉,
신고 주체의 범위가 서구 국가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ⅱ) 국가의 법률과
법규가 연결되었다. 두개의 당내 법규의 출범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헌
법」,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
화국공무원법」 및 관련 법규와 연결되어 있다. ⅲ) 보고 결과의 검증과
관련하여, 무작위추출 방법과 중점추출 등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검
증방식, 비율, 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 서구 국가의 경우, 공
직자의 재산신고 상황을 자발적으로 검증하는 기제가 거의 없으며, 재산
이 소득 수준과 확연히 차이가 나거나 제보를 받았을 때에만 개입하여 조
사한다.
둘째, 지방 공직자도 재산신고 및 공개가 적용된다. 중앙의 통일적 규
정에 따라, 전국의 현급 이상 간부들은 모두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지방
의 당과 정부는 본 규정을 집행하는 한편 재산신고 주체의 확대 등에서
유의미한 시도를 이뤄졌다. 신쟝 아러타이(新疆 阿勒泰) 지역은 중국에서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를 일찍 시행한 지역이다. 2008년 5월, 아러타이시
는 「현급 간부 재산신고 규정(시행)」(이하 규정)을 출범했는데, 이는 ‘햇
빛법안’의 출범을 의미한다. 2008년 말, 현지 기율위원회, 감찰국, 부패
예방판공실 등 3개 기관이 연합하여 현지 청렴정치 사이트는 55명의 간
부의 재산신고표를 공개하고 일반 대중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러
타이 지역의 재산신고 규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즉, ⅰ) 신고 주체의
범위가 더 광범위하고, ⅱ) 신고하는 재산 범위가 더 광범위하고, ⅲ) 신
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2004년 4월, 쟝시성(江西省) 리촨(黎川)현
에서 ‘리촨현 신임 과급 지도간부 재산신고방법(시행)’(이하 ‘방법’)을 출
범했다. 리촨현의 재산신고 규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즉, ⅰ) 신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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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으며, ⅱ) 신임 과급(科级) 간부에 한정되며,
ⅲ)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다. 한편, 산시(陝西)성은 2014년도에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60)
셋째, 중국 공직자 재산신고제도의 유효성 여부이다. 제도 공포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재산신고 관리기관이나 공직자들 모두 재산신고를 중요
시 하지 않았다. 일부 공직자들은 개인 관련 사항을 불성실하게 누락하여
기재하였고, 일부는 요행 심리로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을 은
폐하고 또는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현상이 발생했다. 제도의 집행력
이 약화되자 제도의 구속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심층적으로 보면,
이는 신고 결과에 대한 조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다.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 이후,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시진핑 총
서기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2013년 상반기 중앙순시소조 순시
상황에 대한 종합보고’를 심의하면서 “예전에는 보고를 하더라도 검증이
부족했고, 조사하여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제대로 시정·처리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긴박감이 있어야 한다. 대중의 기대와 요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대중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번 무작위추출 조사 상황
을 보면, 다수의 신고내용이 불완전한데, 이렇게 하면 보고서 작성에 무
슨 의미가 있겠는가? 출범한 제도는 실행해야 하고, 샘플조사는 비례가
있어야 하며 발견된 문제는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전국적

60) 산시성은 통지문에서 승진하는 간부 공직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족재산 내역과 배우자 및 자녀의 국외 거주
여부, 출입국 기록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재산부문은 부동산은 물론 자동차, 은행 현금 보유 현황 등을 상세
히 밝혀야 한다. 신고 대상에는 성(省) 지방정부의 국장·부국장급 이상 간부와 산하 현(县)·시(市)·구(区)의
당·정 간부, 성 직할 산하기관의 처장급 이상 간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앞으로 통지서를 받고 나서 이틀
안에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승진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산시성 당국은 간부의 임기가 끝나거나 자리를 옮길 때도 재산변동 상황을 점검한다
(연합뉴스, 20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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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처급(副处级) 이상 간부를 총 439,200명을 조사했으며, 그 중 개
인 관련 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승진이 취소된 인원이 3,900여 명,
직위이동, 비지도직으로의 전환, 해임, 좌천 처리된 인원이 124명이었다.
그 외에도 160명은 신고내용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당기율 처
분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의 재산신고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李敏杰(2017: 107)는 그 이유를 크게 간부의 의지, 일반 공무원들의 협

조 그리고 사회의 관심 등 주관적인 요인과 객관적인 조건의 영향 때문으
로 지적한다.
徐行·杨鹏飞(2015：74)는 중국에서 재산신고제도가 근본적으로 시행

되지 못하는 이유를 심리적 측면과 제도설계 측면에서 지적한다. 첫째,
공무원들이 재산신고에 대해 저촉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집행에 소극적이
다. 그 원인은 전통적인 관본위와 전근대적인 의식의 영향으로 일부 공무
원들은 대중들의 감독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이 공개됨으로
써 부정행위가 노출될까봐 우려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명분으로 직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을 방해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저촉심리를 갖고 있는 다른 이유는 중국이 체계적인 사
회신용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데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합법적인 소득
과 불법소득, 공무원 개인소득과 가족 구성원 소득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
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재산을 많이 신고할수록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의심을 받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재산의 합법성을 증명해야 하는 책
임까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따라서
관료들은 개인의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제도설계와 연관되
어 있다. 재산신고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신고-공개-심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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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 등으로 구성된 보다 완벽한 제도적 시스템과 작동 모형을 갖고 있
어야 하지만 중국은 완전한 시스템이 아직 부재하다. 신고 주체의 범위,
공개 수준, 심사의 전문성이 아직 낮은 단계에 있다. 감독도 여러 기관들
이 서로 중첩되어 있고 마지막 단계인 문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徐行·杨鹏飞, 2015: 74).

3. 징계제도/문책제도
1) 취지(배경)
징계제도 또는 문책제도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가 법과 규정 혹은
조직의 내부규정이나 도덕적 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 일정한 제재 또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재발을 막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중
국에서 반부패 징계제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작
게는 조직 내부의 규정이나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기율처
분에서부터 크게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완전한 체계를 형성하였다.
특히, 최근의 개정된 「형법」과 국가감찰위원회의 설립은 2013년 시진
핑 주석의 집권 이후 강력한 반부패 활동과 함께 더욱 강력한 징계제도를
형성하였다. 이는 반부패의 예방보다는 사건 발생 이후의 처벌을 더 강화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력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권력의 크기만큼 책임의 크기도 크
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만약, 실책을 하면 책임
을 엄격히 묻고 추궁을 해야 한다. 18기 중앙기율위원회 7차 전체회의에
서 시진핑 총서기는 당의 18차 당대회 이후 종엄치당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원칙을 견지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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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책임추궁제도를 구축해야 한다(田力夫, 2017: 100).

2) 주요 내용
중국의 반부패와 관련된 징계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당의 기율위반과 「형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다. 「형법」은 공금횡령과
뇌물수수를 일곱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에는 탐오죄, 공금횡
령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 알선수뢰죄, 거액재산출처불명죄 및 경외
예금은닉죄, 국유자산사유화죄 등이다. 「형법」에서 명시한 처벌유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경우 탐오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 국유자산사유화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세 가지 등
급으로 분류하는데 ⅰ)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형기가 비교적 짧은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한다. ⅱ) 금액이 크거나 사건
이 비교적 엄중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ⅲ) 만약 횡령 금액이 매우 크거나 사건이
매우 엄중할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그러나 횡령 금액이 매우 크고 인민
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하고 재산
을 몰수한다. 탐오죄가 여러 차례 성립되었지만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처벌한다.
두 번째는 공금횡령, 뇌물공여(영향력 있는 관료가 아닌 관료의 가족
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뇌물을 주는 경우), 거액재산출처불명죄 및 경외은
닉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ⅰ)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부과, ⅱ)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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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부과, ⅲ)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
역, 그리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재산을 몰수한다.
세 번째는 뇌물수수 알선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
다. 이외에도 「형법」에서는 기관이나 기업이 뇌물을 공여하거나 받은 경
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 정한 형사처벌 외에 공직자는 또 「공무원법」과 「당헌」에서
정한 기율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법」 제56조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의
유형을 경고, 기록, 중과실 기록, 직급강등, 직위해제(撤职), 면직으로 분
류하고, 제58조에서는 경고의 경우 처벌기간을 6개월, 기록의 경우 12개
월, 중과실 기록은 18개월, 직급 강등과 직위해제는 24개월로 규정하였
다. 또한, 처벌기간에는 직위승진이 어렵고, 기록, 중과실 기록, 직급강
등, 직위해제 처벌을 받으면 임금등급도 올라가지 못한다. 오히려 직위해
제 처벌을 받으면 직급이 한 등급 내려간다. 그러나 「공무원법」은 어떠한
기율위반 행위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없고, 기율
위반 행위만 나열하였다.
「공무원법」과는 별도로 공직자가 당원인 경우 「당헌」과 「중국공산당
기율처분조례」와 같은 당의 기타 조례를 적용받게 된다. 「당헌」은 당원의
기율처분 유형을 경고, 엄중경고, 당내직위해제, 당내관찰(留党察看), 당
적제적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중에서 당내관찰의 경우 2년
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 기간 동안 표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당적제적은 최고처벌이다. 당의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에
대한 경고와 엄중경고 처벌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중앙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고, 당내직위해제, 당내관찰,
당적제적 처벌은 본인이 소속된 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3 이상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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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받아야 한다.
「당헌」 외에 「중국공산당문책조례」가 2016년 7월부터 실행되었는데
이는 비교적 구체적인 문책제도를 규정하였다. 특히, 과거에는 주로 개인
에 대한 문책에 집중하였다면 이 조례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문
책제도도 포함시키고, 업무상의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포함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정책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데 집중했다면, 이번 조례
는 집행과 중요한 정책결정자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강조하였다. 또한, 종
신문책제도를 도입하여 재직기간의 부패사건을 퇴직이후에도 책임지도
록 규정하였다(清风, 2016: 16). 그러나 문책조례의 제정은 당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문책과 처벌규정을 별도로 규정함을 의미한다.
당원에 대한 전문적인 처벌규정인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는 2018
년에 수정을 거쳐 2018년 10월부터 실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는 모두
142개 조항으로 당원들의 기율위반 행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
다. 해당 조례에서는 당헌에서 규정한 경고, 엄중경고, 당내직무해제, 당
내관찰, 당적제적 등 당원 개인에 대한 기율처분 외에 기율을 위반한 당
조직에 대한 조직개편과 해산 두 가지 처벌을 추가하였다.

3) 특징과 함의
「공무원법」과 「당헌」에서 규정한 기율위반 사건은 심각한 경우에만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먼저 당 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한다. 당원의 직급이 비교적 높은 ‘특수사건’의 경우 대부분
사건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당 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기율검사위원
회와 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기구)에서 먼저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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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원에 사건을 이송한다.
1996년 중앙기율위원회에서 발표한 규정한 ‘특수사건’에는 일곱 가지
경우가 포함되는 데 ⅰ) 비밀유지 필요성이 높고, 기층 당조직에서의 토
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ⅱ) 소속 기층 당조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
나 해당 기층 당 조직의 영도자가 기율위반 사건에 직접 연루되었을 경
우, ⅲ) 소속 기층 당조직에서 처리를 거부하거나 혹은 시간을 끌어 처리
하지 않을 경우, ⅳ) 소속 기층 당조직이 없어지거나 혹은 합병되어 처리
할 수 없을 경우, ⅴ) 여러 지역과 여러 기관이 사건에 연루되어 공동의
상급 당조직에서 처리가 필요할 경우, ⅵ) 각종 긴급 상황에 직면하여 신
속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 ⅶ) 기타 성급 혹은 그 이상의 당조직에서 반드
시 직접 처벌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이다.
이러한 ‘특수사건’의 경우 대부분 비교적 높은 등급의 기율검사위원회
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법」과 당의 기율, 「형법」에 모두 저촉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중국에서 공직자
들에게 있어서 당의 기율은 「형법」과 비슷하거나 우위에 있어서 공직자
들의 행위를 규범화한다. 이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형법」이나 기타 국
가의 법률로 판단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기
때문에 인민으로서의 처벌과 당원으로서의 처벌을 모두 감수해야 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최근 중국의 반부패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반부패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과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고압적인
반부패 활동이 공직자들의 업무불이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다. 특히, 중국의 계층제 하에서 상위 정부가 하위 정부에 압력을 가하거
나 하위 정부에 주는 권한을 줄이는 대신 업무와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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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하위 정부는 정경유착과 같은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吕永祥·王立峰, 2018: 61). 따라서 맹목적인
강압 정책보다는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지방정부가 정책혁
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대신 체계적인 반부패제도를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문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책제도에 관한 법률의 체계·
절차·기제를 정비하고, 책임의 법정화, 명확한 직책, 통일된 권한과 책임,
책임에 따른 문책, 책임정부 구현, 책임 있는 공권력 행사, 공민과 당 및
권력기관에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邱学强 等, 2015: 85).

4. 자산추징제도
1) 취지(배경)
자산추징제도는 범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
대한 만회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활동 범위를 줄임으로써 체포에
유리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赵秉志,
2014: 15). 2012년에 수정한 「형사소송법」의 제5장 제3절에서 “범죄피
의자, 피고인의 도주, 사망사건에서 불법소득에 대한 몰수절차”를 추가하
였다. 이는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의 죄가 성립되는 전제조건이 아니고, 재
물에 대한 상대적으로 독립된 절차이다(赵秉志, 2014: 16). 「형사소송
법」을 수정하기 이전에는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이 도주하면 불법으로 얻
은 자산을 추징할 방법이 없어서 대부분 차압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방
식으로 처리하였지만 「형사소송법」을 수정한 이후에는 불법자산을 추징
하는 절차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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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도피·사망한 사건의 경우, 불법소득에 대한 자
산추징절차를 추가하였다. 일부 범죄자들은 부패범죄로 얻은 자산을 다
양한 방식으로 은닉하고 심지어 해외로 도피한다. 범죄자가 장기간 도피
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전에는 자산추징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국가재산
의 대량유실을 초래하였고, 부패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어려웠다. 새로 수
정한 「형사소송법」은 「유엔반부패협약」의 제5장에 근거하여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도피 혹은 사망한 사건에서 불법소득에 대한 추징절차를 추가
하였다.
자산추징의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하나는 ‘횡령, 뇌
물수수, 테러활동 등 중대한 범죄사건에서 피의자, 피고인이 도피한 경
우’와 ‘지명수배가 내려진 1년 후에도 행적을 찾지 못하거나 혹은 피의
자,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형법」의 규정에 따라 “불법소득과 기타
자산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외에 ‘형법의 규정에 따라 불
법소득이나 기타 사건과 연관된 재산을 추징해야 할 경우’를 추가하였다.
「형법」에서 자산추징을 하도록 규정한 부패범죄로는 횡령죄, 뇌물수수
죄, 뇌물공여죄, 거액자산출처불명죄 및 경외은닉예금죄가 포함된다.
추징절차는 검찰기관이 법원에 신청하여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추징
을 신청할 때 검찰기관은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
에서 형사몰수 판정을 내리고, 사법절차를 통해 외국의 관련 기관에 재산
몰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혹은 검찰기관이 형사사법 협조를
먼저 요청하여 피의자의 자산을 차압하거나 동결할 것을 요청하고, 다음
자산추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赵秉志, 20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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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자산추징에 대한 구제절차도 명시하였는데 피의자나
피고인의 친인척,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상
소권, 검찰기관의 항소권을 규정하였다. 이는 부패사건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엔반부패공약」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취소절차도 두었는데, 첫째는 심리과정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자수
하거나 혹은 체포되었을 때 법원은 자산추징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둘
째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대한 자산추징을 잘못 진행했을 경우 이에 대
하여 반환하거나 배상하도록 규정하였다(赵建伟, 2012: 22).

3) 특징과 함의
해외도주 방지는 사실상 불법자산 환수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해외도
주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天网201761)은 해외도주 방지를 위해 ‘자
금, 증거, 사람‘ 등 3가지 부분에서 보다 전면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해외도주범들이 도주 이전에 종종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여 도
주를 위해 충분히 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이다(袁峰, 2017: 22).
자산추징은 부패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
도이지만 집행에서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외국으로 은닉한
자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제도와 자산추징절차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도 검찰, 법원, 외교, 공안, 재정, 국유자산위원회 등 部委

61) 天网2017은 天网2016 및 天网2015의 성공적 경험을 이어가는 동시에 도주 범죄용의자, 피고인의 은닉, 불
법소득 환수활동도 추가적으로 진행했는데, 이는 부패 관련 자금추징에 시간과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해외도주 방지는 사실상 불법자산 환수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해외도주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 天网2017은
해외도주 방지를 위해 ‘자금, 증거, 사람’ 3가지 부문에서 보다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
의 해외도주범들이 도주 이전에 종종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여 도주를 위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이
다(袁峰, 20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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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추징 절차를 집행할 때 필요한 구체
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불법자산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은 불법자산 일부를 반환
하고 일부를 유입국에서 갖는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중국은 캐나다
와 처음으로 범죄자산 반환 및 공유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런 협정을 체
결할 때 반드시 국가주권을 지키는 원칙, 피해자의 권익과 합법적 소유자
의 자산소유권을 보호하는 원칙으로 피해자가 명확한 재산은 무조건적으
로 반환하고, 공유에 대한 조건과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赵秉
志, 2014: 17).

배우자·자녀 등 친속 그리고 재산의 대부분을 국외에 두고 국내에 단
신으로 남아 있는 국가 간부를 가리키는 뤄관(裸官)62)은 부정한 수단으
로 재물을 축적하고, 가족들을 해외에 정착시키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
고, 자신도 여차하면 외국으로 도피할 기회를 찾으려 한다. 뤄관 중에서
도 고급간부는 주로 캐나다, 미국, 호주 등으로 도피하고, 초급간부는 태
국, 러시아, 남미 등으로 도피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뤄관(裸官)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대내적인 원인과 대외
적인 원인 두 가지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내적인 제도건설이 미비
한데 있다. 뤄관을 규제할 수 있는 일부 규정만 존재할 뿐 법으로 명문화
하지 못했다. 규제 조항도 공산당 문건과 정부의 정책성 법규 형식으로
존재하고 조례들이 불일치하여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집행의 실효
성이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 내부적인 감찰로 이루어지는데 내

62) 부패 관료 중에 처나 자식을 미리 해외에 보내놓고 문제가 생길 경우 언제든지 빈 몸으로 도주할 준비가 되
어 있는 부패관료를 뤄티관위웬(裸体官员)이라 한다. 우리말로 ‘탐관 기러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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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인 감찰이 진정으로 감독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미지수이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개인 상황, 자녀와 배우자의 해외거주 상황을 조직에 신고해
야 하는데 실제로 신고내용은 대부분 개인 상황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
고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되는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와 방법이 미비하
여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廖丽丽, 2016: 21).
감독역할이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론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문제도 존재한다. 공직자가 신고한 내용이 실제
와 다른 정황이 발견되었어도 조직과 인사부서에서 공직자에 대해 비판
과 교육을 하거나 제한된 기간 내에 신고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고 자아반
성을 할 것을 명령하는 등 형식적인 경고만 할뿐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
다. 대외적인 원인으로는 국제사법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
문에 해외로 도망친 뤄관 및 유출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뤄관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당중앙조직부는 2014년 2월 당정기구
는 물론 국유기업의 지도자급 보직을 맡을 수 없고, 군사·외교·안보 관련
부문에 보직을 배제시킨다는 규정을 만들었다(「中央组织部关于裸官的规
定」, 2014.7.22).

자산추징을 위한 이러한 규정 등의 제도와 더불어 시진핑의 강력한 반
부패 드라이브로 뤄관 등의 문제는 상당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인간의
탐욕이나 더 안전한 보호 본능은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제
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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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국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본 장에서는 중국 반부패의 정책에 대한 분석을 논의한다. 우선, 크게
ⅰ) 이해, ⅱ) 분석, ⅲ) 평가와 시사점이란 세 가지로 범주로 구분하여 진
행한다. 즉, 최근 중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비
교, 대조를 통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둘째, 그에 대한 분석을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지도사상’(思想)과 연계하여 진행한 다음, 셋째, 평가와
시사점은 앞서 진행한 중국 반부패 정책의 이해, 분석을 기초로 해서 소
결의 형태로 정리하는 방식을 택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패(corruption)는 부당한 수단을 통하여 공(公)
적인 권력을 행사하여 뇌물수수와 같은 사(私)적인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제1차적 차원의 부패의 의미에서 보면, 즉 ‘행위자의 도덕
적 관점’에서 행위자의 도덕성의 타락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제2차
적 차원의 의미는, W. Philips Shively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
의 경제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조건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패의 의미이다. 말하자면, “사회의 부패 정도는 즉, 공공의 자
원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관
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동원하여 사적이익을 도모하
고, 부정당한 개인의 이익을 획득하는 것으로서, 가령, 선거과정에서의
부정행위, 경찰이 뇌물을 수수하면서 범죄를 눈감아주거나, 주택검사원
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불안전한 건축물에 대하여 보고도 묵과하는 일
등”(Shively, 2014: 121)을 꼽을 수 있다.
중국 반부패에서 다룰 문제도 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차원의 부패의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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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유독 중국 반부패의 문제를 다룰 때(여기서 중국이라고 하면, ‘신
중국’을 뜻한다)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 그것은,
중국사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차원의 부패의 의미(정상적인 국
가라는 전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원) 이외에 더욱 역사적 연원의 차원
에서, 즉 신중국의 탄생 이전에 청나라가 왜 서구열강의 무차별적인 침략
과 폭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즉, 왜 무능했던
가와 관련해서, 과거 혈연중심의 신분제적 전통사회에서 뿌리 깊게 만연
했던 부패에 관한 근본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이것은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이라는 기치 가운데, ‘반봉건’에 대응하는 문제의식), 그런 인식의
기저에서 부패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하는 부분이 바로 ‘당과 국가의
생사존망’과 직결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접근되는 반
부패의 문제와 그에 대한 인식은 곧, 신중국의 탄생을 전후로 한 공산당
의 성립과 그 후 당의 집권의 정당성 및 집정의 합법성과도 매우 밀접하
게 관련된다.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필수교양 교과서 「毛泽东思想和中国特
色社会主义理论体系研究」에 따르면, “아편전쟁 후, 서방열강의 침입으

로, 또 봉건통치의 부패로 말미암아, 중국은 점차 반식민지 반봉건의 사
회가 되며, 이는 근대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국정(国情)이다”(本书编写组,
2018: 20). 여기서, 근대 중국사회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과 그 문제의 엄
중함을 지적한다. 첫째, 여기선 편의상 ‘전통 중국’(봉건시대의 중국)과
‘근대 중국’을 가르는 시대적 구분으로 아편전쟁을 기준점으로 삼는다.
둘째, 근대 중국의 시작은 중국 자신의 자체적인 필요와 요구에 따른 즉,
봉건시대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이 자발적 혹은 자율적 전환의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구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억압된 형태인 피동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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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 셋째, 이러한 최악의 굴욕적 상황을 유발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중국은, 전통 중국의 시기의 봉건통치가 유발한 부
패(반봉건에 대응)와 무능(반제국주의에 대응)에 있다고 판단한다. 넷째,
그 결과, 당시 중국은 서구열강의 침략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속수
무책으로, 점차 ‘자주권’을 상실한 반식민지와 반봉건의 처참한 상태로
진입한다. 이것이, 당시 중국의 실정으로서 국정이다.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당시 중국에게 있어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
일한 방향과 방법은 오직 봉건통치가 야기한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는 즉,
도덕성을 갖추면서도, 동시에 최소한 서구열강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유능, 즉 선진성을 갖춰야만 한다. 향후 이 두 가지 요소는 중국
공산당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과제가 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반부패의 문제는, 앞선 두 가지 차원의 부패의 의미
에서 논했듯, 단순히 개별 행위자의 관점에서 공직자나 관료의 도덕성을
논하는 차원에서만 토론하거나 혹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경제운영을 공정
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조건의 하나로만 한정해서 접근할
수 있는 차원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른 바 역사적 원인으로부터
기인한 특수한 성격이 있다. 이 문제는 중국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누가’
당시 중국의 부패와 무능을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물음을 던지는 것
이다. 즉,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공산당이 성공적으로 성립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역사적 시
대 문제를 나름대로 잘 풀었다고 중국사회의 내부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는 것이, 중국에서 중국공산당이 존립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이다.
청나라 말기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서구열강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반식민지와 반봉건의 중국적 시대 상황에서 그 근본 모순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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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동시에 신중국을 건국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역사적
실천의 단계에서, 중국공산당에게 반부패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첫째, 그것은 당의 결집과 응집력, 그리고 그 확장성의 제고에 있어서
당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 토대를 제공한 역사적 문제의식으로 볼 수 있
으며, 둘째, 신중국이 건립되고 난 후에, 반부패는 다시 청렴정치의 기반
위에서 무능함을 배격하고 선진적 국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전심전
력을 다해 인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종지(宗旨)로 삼는 공산당에
게 그 공고한 집정(執政)을 펼칠 수 있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보장하는 핵
심근거가 된다.
신중국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따라서 반부패는 시종 중국 공산
당에게 있어서 집정을 위한 근본적인 원칙이며, 무엇과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자리매김한다. 이런 의미에서, 반부패는 중국공산당 성립
(1921년) 이후 지금(시진핑 19대: 당을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길 위에 있는 것이다(全面从严治党))까지를 일이관지(一以貫之)로
관통하는, 당사(党史)의 범주에 속하는 중요한 과제로 규정할 수 있다.
2017년 10월 24일 통과된, 중국의 19차 당대회에서 부분적으로 수정
통과된 당장(党章)63)을 보면, 신중국 이전을 포함하여 중국의 당사(党史)
에 해당하는 핵심적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되어 있다. 눈여겨 봐
야할 대목은 당장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총강(总纲) 부분이다. 첫째, 공산
당은 무엇을 대표하며, 둘째, 신중국 이전과 이후로 당은 어떤 발전과정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여정을 거쳐왔고, 그 기초 위에서 셋째, 앞으로
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골간을 이룬다.

63) 党章. Retrieved from http://www.12371.cn/special/zggcdzc/zggcdzcqw/ (검색일, 201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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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흥미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비록 매우 생소한 방식이지
만, 당장에서는 지도사상을 각 시대를 가르는 중심축으로 삼고 있으며,
그 ‘사상’들은 모두 당대의 당을 대표하는 중국의 최고지도자와 함께 언
급되고 있다. 즉, 중국 공산당은 각각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
상’, ‘덩샤오핑이론’, ‘삼개대표중요사상’(장쩌민), ‘과학발전관’(후진타
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이른다. 이는, 중국이 각
각 당면했던 시대 과제를 당을 대표하는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
쳐서, 하나의 국가적 역량으로 고도로 집중 및 승화시킨 결과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 최고지도자가 이어받아 계승과 발전의 방식으로 지속한다. 총강의
세 번째 줄에서,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신중국 성
립 이전과 이후)사상, 덩샤오핑(당 제11기 제3차 전체회의)이론, ‘3개대
표’중요사상(장쩌민, 당 제13기 제4차 전체회의), 과학발전관(후진타오,
제16차 당대회), 시진핑(제18차 당대회)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자기(당)의 행동지침으로 삼는다.”고 언급한다.
이처럼 당장(党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의 행동지침으로서 지도사
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일련의 당의 관리와 계승발전의
진행과정 속에서, 첫째, 반부패는 역대 모든 당의 행동지침에 근본 토대
로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하며, 이러한 탄탄한 기초 위에서 당이 생각하는
당면과제 극복을 통한 선진적 방향으로 나아갈 목적으로, 중국의 시대정
신이자 동시에 행동지침으로서 지도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
중국의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만약 반부패를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한다
면, 이론상 그 정권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중국의
근본 문제로서의 반부패에 관한 문제의식은 지도사상에 어떤 식으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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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다. 그런데, 흔한 말로, “중이 제머리 못 깍는다.”는 말이 있듯이,
반부패의 정책이 다른 문제들에 비해 중국 정치에서 더욱 중요함을 가지
면서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특수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정책들과 달리 ‘반부패’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며, 그
것을 감독·처벌하는 당사자가 바로 ‘당 자신’이라는 점이다. 즉, 당이 정
책을 제시하고, 그 정책으로부터 자신을 제약하는 즉 당이 ‘당 자신을 감
독하는 정책’이다.
둘째, 행동지침으로서 지도사상의 역할은 당정(党政)이 유기적으로 연
결되어 있지만, 각각의 관련 업무단위들이 실무적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통합시켜서, 결국은 하나의 큰 방향
으로 나아가게 방향키를 잡아주는 정책조정의 기능도 한다. 이것이 정책
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국정치 시스템의 특징 가운데 하
나이다.64) 한 마디로, 중국의 당정에서는 유관 부서 모두가 이미 유기적
으로 협력해서 총력을 펼칠 수 있는 대오를 갖추고 있으며, 그중 해당 업

64) 예를 들어, 지난 6월 22일과 23일에, 베이징에서 ‘중앙외사업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하며,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외교사상’의 지도를 통해서, ‘중국특색 대국외교’의 새로운 국면
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요지의 회의였다. 언뜻 보기에도, 이 회의는 ‘중국외교’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모두 참석한 것은 물론, 왕치산 ‘국가부주석’ 및 ‘중앙
선전부’, ‘중앙대외연락부’,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등 당
과 정부의 거의 모든 중요 부서와 고위간부들이 참석을 했다. 그럼, 그 회의의 의제는 무엇인가? 중국의 “외
교는 무엇이고, ‘일대일로’건설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중국에서는 이처럼 국가의
중대한 정책으로서의 외교정책은, 실은 그 보다 더 고차원적 상위 개념인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외교사
상’을 통해서, ‘외교부’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부를 제외한 다른 중요한 당정부서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
해주는 ‘꼭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국내(內)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대외(外)업무를 직
간접적으로 취급하는 당정의 중요부서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국적 대응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토론
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8월 24일, 우리 외교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은 내달 초
서울에서 제22차 한중경제협력종합점검회를 개최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희상 외교부 양자외교국장이, 중
국 측에서는 상무부 국장급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표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언
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우리 외교부의 상대방으로서 중국의 상무부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다. 하지만,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것이 중국정치 시스템이고, 이것이 곧 중국정치 시스템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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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부서가 그 때마다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총
대를 메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정치는 이처럼 살아 움
직이는 생물이다.”
이처럼 중국에서 행동지침으로서 지도사상의 중요성은 각각 구체적으
로 실무를 나눠서 업무분장 하는 당정의 각 부서들을 총체적으로 상호 유
기적 연계성을 갖추게 하며, 그 역할과 책임을 조정해주는 ‘꼭지’로서 컨
트롤 기능을 한다고 봐야한다. 정리하면, 중국정치에서 이와 같은 지도사
상은, 당정의 모든 각 부서가 하나의 최종적이며, 궁극적 정책목표(中国
梦: 중국의 꿈)를 실현하는 데, 서로 다른 업무를 집행하는 개별 부서들에

게도 하나의 큰 구상(Big Picture)를 제시하고, 또 그를 바탕으로 상호
자신들의 업무와 타부서와의 연계성을 수시로 점검하며, 동시에 확인 감
독할 수 있는 바로미터(barometer)가 된다.
셋째, 이와 같은 지도사상의 지도아래, 당장(총강)부분에는 반부패와
관련하여 당의 건설에 관한 5가지 기본요구에서 ‘당의 엄격한 관리’(从严
治党)에 관한 사항과 당장(제7장과 제8장)에는 각각 당의 기율과 당의 기

율검사기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정치의 반부패를
전적으로 책임, 지휘 및 감독하는 기구가 결국은 당(기율검사위)이라고
한다면, 이에 관해 설명은 곧, 중국정치 시스템에서 반부패 정책이 어떠
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먼저, 당
의 기율 부분에서, 당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전면적으로 또
영원한 진행형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한다. 즉, 물샐 틈 없이 상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엄격히 당의 반부패 문제를 도덕적 청렴정치
의 차원과 연결하여 체계적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당원들로 하여금 감히 ‘부패하려는 마음먹을 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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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不敢腐), 또 실제로 ‘부패할 수도 없으며’(不能腐), ‘부패하고 싶지 않
은’(不想腐), 즉 ‘부패를 향한 마음의 싹’을 애시당초 원천적으로 발본하
지 못하게 하려는 목표를 달성코자 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목
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와 항목에(당장 제7장과 제8장) 관해 살
펴본다. 당의 기율65)은, 당의 단결과 통일을 보장할 목적으로, 당 각급의
조직과 그에 속한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그들이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행위규칙이다(제7장 제39조). 당원에 대한 기율처분에는 다섯 가지(① 경
고, ② 엄중경고, ③ 당내직무해임, ④ 당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관찰대상,
⑤ 당적박탈)가 있는데(제7장 제41조), 이러한 조치는 당조직이 당원에
대하여 관련 혐의를 ⅰ) 실사구시(實事求是)로 조사한 후에, ⅱ) 그 자료
와 본인을 직접 면담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ⅲ) 혐의자의 경위 설명
과 해명을 듣고, ⅳ) 최종처분을 결정한다(제7장 제43조).
이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난점은, 당의 위계구조상 엄격한
상하관계가 상존하는 계급적 당조직의 시스템에서, 같은 동급의 당기율
위가 같은 급의 최고책임자(一把手)의 부패혐의에 대해서 과연 실사구시
로 엄격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이다. 이에 대해, 당의 기율
검사기관의 항목인 제8장에서는, 당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① 당 중앙
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업무를 진행하며(제45조), ② 당 각급의 기율검
사위원회는 당내의 전문감독기구로서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제46조).
즉, ⅰ) 당장과 기타 당내의 법규를 준수하는지, ⅱ) 당의 노선과 방침,
ⅲ) 정책과 결의에 관한 집행 상황에 대한 검사, ⅳ) 당 위원회가 전면적

65) 이 ‘기율’은 당원에게는 ‘법’보다도 우선하는 것으로, 만약 당원이 ‘당의 기율’에 저촉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먼저, ‘당의 기율’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당하고, 그 후 다시 법률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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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사하는 엄격한 당의 관리에 대한 협조, ⅴ) 당의 기풍건설과 반부
패 업무에 대한 협조이다. 바로 이러한 업무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③
당중앙과 지방의 기율검사위원회는 동급에 해당하는 당과 국가기관에 당
의 기율검사조를 파견하여 주재하도록 하고, 기율검사조의 조장은 주재
하는 해당기관 당 지도부의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받으면서, 당 지도부
조직의 유관회의에 참가를 한다(제45조). ④ 만약, 그 과정에서 부패와
관련한 혐의가 발견되면, 제46조에 의거해서, 당 각급의 기율검사위원회
는 당의 기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먼저 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사
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ⅱ) 정식으로 입안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동급에 해당하는 당의 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는 동시
에, 한 단계 상위계급의 기율검사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혐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동급 당지도부에 의한 임의 혹은 자의적인 판단
에 따라 함부로 덮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에, 거꾸로 발생할 수
도 있는 문제, 예를 들면, 상위계급 기율검사위원회의 하급 당 지도부에
대한 월권이나 무분별한 검사착수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
고자, 실제로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위계급 기율검사위원회가 조사에 착
수를 할 경우에는, 상급의 기율검사위원회가 또한 그 동급의 당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할 뿐만 아니라, 승인을 받은 후에야 만 진행할 수 있도
록 규정한다.
당장(党章)이 왜 역대 중국공산당의 반부패 정책을 다루는 데에 있어
서 자세한 소개와 우리의 이해가 필요한가 하면, 바로 그것이 일차적으로
당사(党史)로서 중국 반부패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기본
인식의 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이런 기초 위에서, 당장(총강)에 설
명이 소개된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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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마오쩌둥을 대표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에 운영하며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실천을 통해
중국의 혁명과 건설을 증명함으로써 마오쩌둥사상을 형성한다. 장기간에
걸친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주의를 통해서 신중국을 성립한다. 그 다음, 덩
샤오핑을 대표(당 제11기 제3차 전체회의 이래)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신
중국이 성립한 이래로 정반(正反) 양면의 경험을 종합하고, 해방사상, 실
사구시를 통해서 전체 당 업무의 중심을 경제건설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시도를 실현하며, 개혁개방을 실행함으로써 덩샤오핑이론을 형성한다.
그것이 곧,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노선, 방침, 정책을 건설로 나타난다.
장쩌민을 대표(당 제13기 제4차 전체회의 이래)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중
국특색의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질문, 즉 “무엇이 사회주
의인가?” “어떻게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어떠한 당을 건설해야 하는가?”
“어떻게 당의 인식을 건설하는가?” 이런 당 본연의 정체성과 관련한 물음
위에서, 당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국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의 측면에
서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면서, 삼개대표 중요사상을 형성한다. 후진타오
를 대표(당 16대 이래)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발전의 요구에 근거하여, “중국은 어떠한 발전을 실현할 것인가?” “어떻
게 발전할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과학발전관을 형성한다. 시진핑
을 대표(당 18대 이래)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
둥사상, 덩샤오핑이론, ‘삼개대표’중요사상, 과학발전관을 계승 발전하면
서, 또 새로운 시대에 “어떠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한 물음에 답하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
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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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부패 관련 ‘정책’은 흔히 ‘제도’와 잘
구별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반부패의 제도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미 앞
선 4장에서 보듯, 기구(조직), 법령, 감독제도, 재산등록제도, 징계제도
등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contents)이나 대상을 제도로 간주하고
설명했다. 여기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의 의미는, 주로 반부패와
관련한 운동, 방침, 지침, 사상, 이념, 이론, 가치, 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제도와는 구분하여 접근한다. 이 경우에, 당의 행동지침
으로서의 지도사상에 우리가 더욱 주안점을 두고 중국의 반부패 정책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반부패 정책을 통해,
당의 과거와 현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당의 건설과 나아갈 방향
까지도 정책적 차원에서 가늠하고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
공산당의 관점에서 반부패는 많은 정책 가운데 하나이면서, 그 보다 중요
한 점은 당 자신의 존립근거로서 반부패가 바로 ‘당 자신’의 문제라는 매
우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제대로 꿰뚫어 보
기 위해서는 당의 지도사상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
겠다. 따라서 다음 제2절에서는 각 시대별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지
도사상을 반부패 정책과 연계시켜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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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
1. 마오쩌둥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赵秉志 等(2016: 38-40)에 따르면, 마오쩌둥을 핵심으로 하는, 제1대

당중앙 집단지도체제의 반부패 사상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눈다.
즉, 첫째, 민주가 부패를 억제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그 근거로, 연안시기
(1945년 7월)의 민주인사 황염배(黃炎培) 선생이 ‘역사주기율’의 문제를
제기하자, 마오쩌둥은 우리는 이미 이 주기율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민주이다. 오직 인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감찰
하게 할 때, 정부는 긴장을 풀 수 없다. 둘째, 비판과 자아비판을 깊이 전
개해야 한다. 그 근거로, 마오쩌둥은 반동계급 특히 자산계급의 사상과
기풍의 영향이 부패를 생산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에 오직 사상의 영
역에서 반부패에 관한 사전예방을 진행할 때만이 효과적으로 부패 현상
의 생산을 막을 수 있고, 따라서 그는 전체 당과 군대에 비판과 자아비판
을 자주 전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군중에 기대어 반부패 투쟁을 전개
해야 한다. 그 근거로, 건국초기에 실시한 ‘3반’(반부패, 반낭비, 반관료
주의), ‘5반’(반뇌물, 반탈세, 반국가재산절취, 반산업물자횡령, 반경제정
보절취)운동을 통해서 매우 좋은 효과를 얻었고, 이는 군중이 반부패 투
쟁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여준다. 더욱이, 마오쩌둥은
“누구라도 부패를 저지르기만 하면, 나 마오쩌둥은 누구의 머리라도 베버
릴 것이며, 만약 내가 부패를 한다면, 인민들이 마오쩌둥의 머리를 베게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염두하면서 신중국의 성립을 전후로 마오쩌둥 시대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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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정책과 관련한 사항들을 정리한 <표 5-1>을 검토한다. 마오쩌둥이
신중국 성립을 전후로 하여 시행한 반부패와 관련한 정책들에 그의 사상
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1

마오쩌둥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연도

신중국
성립
이전

1921

- 안원노동자운동(安源工人运动)은 중국공산당이 성립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전개한 반부패
및 청렴실현을 위한 실천임
- 혁명 대오에서 드러난 경제 문제로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부패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성과
가 있었음

1차 국내
- 당원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도덕적 품덕이 불량한 인사들도 당에 유입되고, ‘공금횡령,
착복의 부정’이 발생함
혁명전쟁 시기
(1924~1927) - 이런 정황에 대해, 1926년 8월 4일, 중공중앙 확대회의에서 전체 당에 「坚决清洗贪污腐化分
子」에 관한 통고를 보냄
- 중국공산당이 발부한 첫 번째 반부패 문건이며, 여기에는 당과 부패는 철저한 대립적 관계임을
명확히 밝히고, 반부패를 향한 경종을 울림
신중국
2차 국내
- 마오쩌둥을 대표로 하는 중국공산당원들은 사상교육을 매우 중시하며, 사상으로 당을 세우는
성립 혁명전쟁 시기
것을 강조하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반부패 문제를 잘 해결하려 노력
이전 (1927~1937) - (1929) 마오쩌둥이 주재한 ‘구티엔회의’(古田会议: 是红四军在1929年12月28日至29日在
福建省龙岩市上杭县召开的第九次党的代表大会)에서, 당 내와 홍군 내부에서는, 중점은 각
종 무산계급이 아닌 영향을 극복하는 것임
- 당 내, 군대 내의 부정적, 부패 현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면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사상
상 각종 잘못된 관점을 숙청하고, 동시에 당 내에 정확한 비판과 자아비판을 전개해서, 당 내의
생활이 정치화, 과학화 할 수 있도록 함
- 당은 자신이 영도할 수 있는 근거지와 정권을 확보하며, 더욱 부패에 대한 투쟁을 중시함
- (1932.7) 중화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는 제14호 훈령을 발표함. 여기서는 소비에트 안의 부
패한 인사에 대하여, 각 급의 정부가 일괄적으로 조사하며, 반드시 엄격한 기율상의 제재를 가함.
만약 누군가 이런 인사들에 대한 검사와 적발을 감추며 비호하려 한다면, 그가 누구든 똑 같은
방식으로 혁명적 질책을 받음
- (사례) 일찍이 강서(江西省) 서금(瑞金市) 엽평촌(叶坪村) 소비에트 정부의 主席을 역임한 谢
步升은 직권을 이용하여 지방의 토호를 때려잡고, 그 소득재물을 횡령함. 당시, 중공 瑞金县委
书记 덩샤오핑의 지지 하에, 그 안건의 조사원은 마오쩌둥 주석에게 보고함. 마오쩌둥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패와의 투쟁은 우리 공산당의 천직이며,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함
- 이로써, 谢步升는 중국공산당이 성립한 이후 당에 의해 총살당한 첫 번째 부패한 공직자임
(1932.5.9)
- 청렴정치를 추진할 때는 반드시 법제(法制)에 따라야 함
- (1933.12.15)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주석 마오쩌둥은 「중화 소비에트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
훈령」 제26호 「부정횡령과 낭비행위 처벌에 관한(中华苏维埃共和国中央执行委员会训令」
第26号 「关于惩治贪污浪费行为」 문건을 공포함. 이것은 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청렴정치
법제(法制) 문헌임
- 어떤 이가 부정횡령하고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구’(苏区：소비에트 지역)에는 또한
비교적 잘 정비된 재정제도를 건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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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연도

신중국
성립
이전

1931~1937

- 중화 소비에트공화국 임시 중앙정부 시절(1931~1937)
- 당은 공농병(工农兵)을 대표로 하는 대회제도를 확립하고, 공농병(工农兵)을 국가권력의 주인
으로 규정함. 인민 군중은 대표를 선발 파견하여 정권을 맡기고 담당할 권한과 정부관원을 비판,
감독, 조사와 파면할 권한이 있음
- 소비에트 정부의 공농(工农)검찰기구는 ⅰ) 고소국(控告局)을 설립해서, 군중이 청렴하지 못한
간부를 신고할 수 있고 ⅱ) 임시검찰위원회를 조직하여, 정부직원을 고발·감찰하여, 부패인사
를 처리하며, ⅲ) 돌격대를 건립하여, 경기병(轻骑队)을 조직하고, 순시원(巡视员)과 통신원을
설치하여, 검사작업의 역량 강화

항일전쟁
- (1938.8.15) 공포한 「샨간 닝변구 부정횡령 처벌 조례(陕甘宁边区惩治贪污条例)」(草案)은
(1937~1945)
신탐관오리와 지방의 악덕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근거
및
- 당은 제국주의와 국민당 정권과 맞서 투쟁을 하는 동시에, 자신의 부패한 현상에 대해 조금의
해방전쟁 시기
여지도 남기지 않고 완강한 투쟁을 벌이면서, 당과 당의 군대, 근거지 정부에는 전에 없던 청렴한
(1946~1949)
풍조를 형성함
- 이에 대해, 1949년, 당시 주중국 미국 대사 司徒雷登(John Leighton Stuart, 1876~1962)은
“공산당이 국민당에 전승하고, 신중국의 정권을 건립한다. 오직 기댄 것은 비행기와 대포가 아
니라, 청렴이다. 청렴한 것으로 민심을 얻었다.”고함
- 항일전쟁 시기, 당은 각급 간부에 대한 ‘머슴’(长工) 교육 즉, 공복(公仆) 교육임
- 주요한 것은 자기와 인민군중의 공복과 주인의 관계를 바로잡고, 공복의 지위와 신분에 만족하
며, 충실하게 공복의 직책을 수행하는 교육임
- 이 때문에, ‘변구’(边区: 중앙정권에 상대되는 지역개념으로, 해방 및 항일전쟁 시기에 중국공산
당이 혁명근거지)의 인민과 ‘국통구’(国统区: 국민당 통치구역)에서 온 시찰자는 모두 말하길
“공복을 볼 수 있을 뿐 관(官)은 보이지 않는다.”
신중국
성립
이후

제7기
- 중국공산당이 전국의 정권을 쟁취한 이후, 반부패 투쟁에 관한 새로운 시험에 직면함
2중전회(第7 - 제7기 2중전회(第7届二中全会: 1949年3月5日~13日在河北省平山县西柏坡举行)에서, 마
届二中全会:
오쩌둥은 전체 당원들에게 “자본가계급(资产阶级)의 ‘사탕발림(糖衣炮弹)의 공격’이 앞으로
1949.3.5~13) 당이 집정한 후에 주요한 위험이 될 것”임을 경고
- “일부 공산당원들은 사탕발림 앞에서 패전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
여, 당중앙(党中央)은 결정한다. 전 당원 동지, 특히 당 간부들의 교육을 강화한다. 반드시, 당
동지들은 계속해서 각고의 분투를 다하는 기풍을 유지해야 한다.”
- 신중국이 성립한 이후 곧, 당중앙(党中央)은 부패 현상이 신속하게 만연하는 실제적 상황에
대해, 즉시 반부패를 주요한 내용으로 한 ‘삼반’(三反)운동을 전개하며, 이후 또한 여러 차례의
반부패 군중운동을 진행함
- 마오쩌둥은, 부패 현상은 사회주의 사회의 혼란의 근원으로, 그 정도가 가벼우면 군중의 반대와
불만을 야기하고, 엄중하면 ‘제2차 혁명’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함
- 마오쩌둥 집권 시기, 구사회의 썩어빠지고 탁한 물을 청소하고, 당과 국가기관의 청렴성을 유지
하는 것을 중시함
- 신중국이 성립한 후에, 당은 군중에 의존하여, 여러 차례 다양한 형식의 군중운동을 전개하며,
효과적으로 부패 현상의 번식과 만연을 억제함
- 신중국 성립 후 제1차 대규모의 반부패 투쟁의 ‘삼반’(三反)운동에서, 마오쩌둥이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제출한 방침정책은 “부정횡령 반대, 낭비행위 반대, 관료주의 반대하는 투쟁을, 반혁
명을 진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똑같이 민주당파 및 사회의 각계 인사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군중을 향해 발동하며,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수장들이 책임을 지고, 친히 단행
하여, 숨김없이 고백할 것에 호소해서, 경미한 경우에는 비판 교육을, 엄중한 자에게는 직위를
박탈 처벌하며, 징역에 처해(노동개조)서, 가장 엄중한 부패 범에게는 총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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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연도

신중국
성립
이후

제7기
- 마오쩌둥은 당의 반부패 청렴건설에 중요한 이론적 기초와 책략의 기초를 확립함. 마오쩌둥은
2중전회(第7
“정치사상의 부패와 변질, 경제상의 부정횡령과 뇌물수뢰, 생활상의 낭비와 향락, 이 모든 것이
届二中全会:
부패의 범주에 속한다.”고 함
1949.3.5~13) - 부패는 반당 반사회주의의 행위이며, 부패분자는 우리들 대오 안에 나쁜 분자로, 부패 변질된
분자, 이런 사람들은, 인민의 머리 위에 올라 대소변을 보는 흉악무도한 것과 같다. 엄중히 법을
위반하고, 기율을 어지럽힌 것임
- 마오쩌둥의 주요한 방법은 교육, 처벌, 감독 이 셋을 밀접하게 결합함

주: 邵景均(2011: 62-66)을 토대로 작성

마오쩌둥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에 주
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하듯,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서구열
강의 침략으로 반식민지의 상황으로 넘어갔을 때, 그 근본적 원인을 어디
서 찾는가 하면 바로 첫째, 봉건통치에서 비롯한 도덕적 부패와 둘째,
‘양’(洋)은 단순한 ‘이’(夷)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바로 제국주의의 선진적
군대와 과학기술의 역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청나라의 무능에서 찾는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서구의 선진
적 역량에 필적할만한 힘을 단번에 키워서 열강에 대항할 수 있는가? 만
약 그렇지 못하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불법적이며, 불평등한 그들
의 침략적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항복해야만 하는가? 분명 아니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 유일한 해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최대한 사람을 끌어 모아 최대한의 양적인 힘
이라도 축적하고, 그것을 조직화하고, 전술을 통한 파급력 있는 정밀 투
쟁과 공격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관건은 어떻게 해야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선진
적 역량을 제외하고, 마오쩌둥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명성을 부각하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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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 순결한 도덕성뿐이다. 철저히 반부패
를 표명한다. 말하자면, 제국주의의 힘은 비록 강력하나, 불평등과 불법
적인 측면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국내의 역량을 자신을 중
심으로 하나로 집중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방식이 위
안스카이(袁世凱)처럼 봉건적 형태의 민본적 형태를 지향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민주를 외치면서, 군중을 모으고, 다시 군중운동을 통해서 열강에
대항할 수 있는 권력(power)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막상 그런 운
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생각이 요동치는 외부의 정세 속에서 흔들리면 어
떨까? 조직이 흔들리면, 그것이 곧 망(亡)하는 길이다. 마오쩌둥이 당내
비판과 자아비판과 같은 사상교육에 중점을 두며, 계속해서 감시하고, 통
제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 덩샤오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赵秉志 等(2016: 41-43)에 따르면, 덩샤오핑을 핵심으로 하는, 제2대

당중앙 집단지도체제는 개혁개방 이래로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회의 모순이 폭발하던 시기를 특징으로 한다. 이때
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눈다. 즉, 첫째, 전체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부패를 반대해야 한다. 그 근거로, 반부패의 청렴정
치건설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물
질문명 건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만약 부패 현상이 만연한 것을 내버
려두면, 중국의 경제는 끝내 거기에 연루되어,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업의
건설 또한 탁상공론이 된다. 둘째, 건설과 법제를 두 손으로 잡는다. 그
근거로, 1982년, 덩샤오핑은 우리에게는 두 손이 있다. 한 손은 대외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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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내적으로는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며, 또 한 손은 경제범죄 활동에
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1989년 1월에는, 한 손으로는 건설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법제를 잡아야 한다. 또, 한 손으로는 개혁개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패를 징벌해야 한다. 셋째, 반부패는 제도건설을 중
시해야 한다. 그 근거로, 덩샤오핑은 「당과 국가 영도제도의 개혁」의 보
고에서, 특권 등 부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문제도 해결해
야 하지만, 또한 제도의 문제도 해결해야만 한다. 제도가 좋으면 나쁜 사
람도 멋대로 행할 수 없지만, 제도가 좋지 않으면, 좋은 사람도 좋은 일
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는 그 반대로 향하게 한다.
또, 邵景均(2011: 63)에 따르면, 당의 제 11기 3중전회(1978年12月
18日~22日，中国共产党第十一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在北京举行)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신역사 단계로 진입하
고, 반부패 투쟁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세와 특징이 드러난다. 덩샤
오핑은, 반부패는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한 손은 개혁개방, 한 손은 부패
를 징벌’을 제시하며, 당중앙은 군중운동에 기댄 방법을 바꾸고, 반부패
교육과 제도를 견지해야 한다. 당간부의 특권화를 반대하며 교정한다. 또
한, 경제영역의 각종 범죄행위를 타격하고, 부패 현상이 만연한 기세를
억제한다.
또한, 개혁개방 이래, 당은 문화대혁명의 역사교훈을 거울삼아, 다시
는 군중운동을 하지 않으며, 군중이 질서 있게 반부패 청렴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방도로서, 민주를 발전시키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감독의 주요 형식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즉,
ⅰ) 인민대표대회 감독, ⅱ) 정부 전문기관 감독, ⅲ) 사법 감독, ⅳ) 정치
협상민주회의 감독, ⅴ) 일반군중 감독, ⅵ) 신문여론 감독이다(邵景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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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4).
邵景均(2011: 64)은 당의 제 11기 3중전회 이후, 덩샤오핑은 과학적

으로 새로운 역사의 조건하에서 왜 반부패 청렴이 필요한지와 어떻게 반
부패 청렴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덩샤오핑
반부패 청렴이론을 형성한다. 그 요점으로는 ⅰ) 집권당의 풍조와 청렴정
치 문제는 당과 국가의 생사존망이 걸린 문제다. ⅱ) 개혁개방의 과정에
서 반부패 견지하며, 두 손(한 손은 개혁개방, 또 한 손은 반부패)을 꽉
잡아야 한다. ⅲ) 반부패는 군중운동을 하지 않지만, 반드시 군중에 의지
해야 한다. ⅳ) 각종 부정부패의 바람을 바로잡고, 엄중하게 사회에 위해
(危害)를 가하는 부패 현상을 제지해야 한다. ⅴ) 당의 청렴정치건설과 반
부패는 당 간부를 중점으로 삼고, 당 간부는 더욱이 고위간부는 당 전체
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ⅵ) 반부패는 교육에 기대며, 더욱 법제에 의존해
야 한다. ⅶ) 엄격하게 당을 다스리며, 엄숙한 기율을 견지하며, 법률과
기율 앞에서 사람은 평등하다. ⅷ) 당의 우량한 기풍을 견지하고 발양하
며, 힘들게 분투하는 전통을 유지할 때 비로소 부패를 누를 수 있다. ⅸ)
당은 감독을 받아들여야 하며, 당내의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전문기구를
통해서 사사로움 없는 감독검사를 해야 한다. ⅹ) 오직 사회주의만이 부
패를 제거할 수 있으며, 우리당과 국가는 점차 부패를 극복하고 끝내 부
패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래의 <표 5-2>, <표 5-3>, <표 5-4>는, 덩샤오핑의 시대(주로 당 12
대, 당 13대와 당시의 주요 부패 사례)의 반부패 정책과 관련한 사항들을
정리한 분석자료이다. 위에서 제시한 덩샤오핑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고
려하면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이후에 시행한 반부패와 관련한 정책들
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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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위톈장 중대 부패사건 개요

연도

위톈장 중대 부패사건 개요

1980.
11

- 흑룡강성은 중대한 사기 사건안의 범죄자를 적발하여 체포함. 범인 于天章(위톈장)은 공사(公社)의 서기, 현위
원회(县委) 서기, 지방위원회(地委)서기 등을 사칭하며, 각종 관계를 이용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제공하
는 방식을 통해서, 간부와 관계를 맺고 그들을 타락시킴
- 통계에 따르면, 그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은 모두 100여 명으로, 그 중 간부가 23명인데, 지시급(地市级: 성급
이하, 현급 이상) 2인, 현단급(县团级: 현급과 군대의 사단급) 5인, 과급(科级: 계장급)6인, 일반간부 10인이며,
흑룡강 등 9개 성시의 자치구에 관련된다. 당시 기준으로, 사기 금액은 총 28,500위안
(판결) 당시에는 상당한 금액의 사기사건
- 위톈장은 소개편지(letter) 등의 문서위조, 지도자 신분으로 사칭 및 남의 명의로 공공연히 사기를 치는 죄로,
1974년 5월 유기징역 28년을 선고받음
- 하지만, 그는 위암으로 사칭을 하여, 감옥에 수감되지 않고, 또 아무한테도 감시 받지를 않음
(정치) 이 사건은, 신화사(新华社) ‘国内动态清样’ 제771기에 처음 발표. 당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당중앙의
업무를 주관하는 후야오방(胡耀邦)은 이 사건을 보고 중앙기율위원회에 중요한 지시를 함: “이 안은 정말 마음을
놀라게 하고, 넋을 놓게 만든다.” 또한, “우리들의 간부대오에 존재하는 부패의 풍조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이 사례를 확실히 잡아서, 전 당원들에게 통보하고, 전 당원을 교육해야 한다.”

1981.
7.24

- 중앙기율위원회는 「간부대오 가운데 뇌물을 주고받으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행위를 하는 왜곡된 풍조를
결연히 교정하는 것에 관한 통보(关于坚决纠正干部队伍中行贿受贿徇私舞弊的歪风的通报)」를 발표함 →
공식 문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처음으로 ‘부패’(腐败)라는 단어를 사용함
- 후야오방(胡耀邦)은, 약 6개월 후 광둥의 한 좌담회에서 첫 번째로 ‘반부패’의 문제를 토론하며, 말하길, “반드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 내의 특별히 어떤 당원 간부의 부패 현상에 대하여 엄숙하고 성실하게 임해, 완강히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 후야오방(胡耀邦)은 “두 가지 종류의 부패행위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물질적 경제의 영역이며, 또 하나는 사상의
영역이다.”라고 언급

1982.
4.1

- 인민일보에서 발표한 평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부패 현상과 투쟁한다.”(坚定不移地同腐败现象作斗争)는
문장에서 “굳건하게 경제영역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위법적 범죄활동에 대하여 끝까지 타격을 가하면, 곧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고, 제 때에 ‘당과 국가신체’(国家肌体)상의 부패하여 변질된 부분을 제거하여, 당의 순결성
을 유지하고, 이번 세기 안에 당의 사업의 발전에 강력한 보장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함

1984.
9.23

- 당의 전국대표대회에서, 덩샤오핑은 담화 중 반부패 문제를 거론하며 말하길, “사회의 풍조에 엄중한 해를 가하
는 부패 현상에 대하여, 단호하게 제지하고 금지해야 한다.”
- 이선념(李先念: 중공의 8대 원로)은 폐막사에서 말하길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서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당 내와 사회상의 각종 법을 위반하고 기율을 혼란하게 만드는 현상과 부패의 추악한 현상에 매서운 타격을
가해서,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1985.
11.26

-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에서 연합하여 「지금 기관의 풍조 가운데 몇 가지 엄중한 문제에 관한 통지(关
于当前机关作风中几个严重问题的通知)」를 발표함
- 이 후에, ‘반부패’(反腐败)란 단어가 전국에서 점차 사용되기 시작하여, 특별히 당정(党政) 간부가 직권을 이용하
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가리켜. 사상과 정신적 측면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주: 沈士光(2004: 35)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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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12대 반부패 정책
12대(1982~1987)

위상 및 - 12대 보고는 반부패 업무를 경제범죄 활동에 타격을 가하고, 당의 건설이라는 이 두 가지 항목 하에 둘뿐, 단독으
위치
로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한 단락이 없음. 역사적 조건의 제약으로 부패 현상에 대한 당의 인식이 아직 초보적임을
의미함. 즉, 단순히 그것을 범죄활동과 불순한 기풍으로 보고, 심지어는 ‘새로운 역사조건 하에서의 계급투쟁’
으로만 볼 뿐임
-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12대 보고에는 또한 날카로운 통찰과 핵심을 찌른 곳이 있음
- 천운(陈云)의 저명한 논단에 근거하여 보고에선 “당의 기풍 문제는 집정당의 생사존망의 문제와 관계된다.”
즉, 당이 혁명시기이든, 집정시기이든 모두 우량한 기풍을 유지하고, 부패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해야 함. 이것은
당의 청렴정치건설의 중요성을 당의 생사존망의 고도로까지 상승시킴
특징

- 12대에서는 지난 10년의 폐해를 숙청하며, 당의 기풍을 근본적으로 호전되는 방향으로 돌리고, 경제범죄 활동
에 타격을 주는 방식을 중심으로 전개함. 대회에서는 혼란을 뿌리 뽑고, 정상으로 돌려서 국가의 정상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안배를 하며, 또한 새로운 시기, 새로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조치에 초점을 맞춤
- 하지만, 당시의 중앙의 지도자는 단기간의 준엄한 타격을 통해서 사회의 분위기를 교정할 수 있고, 징벌을 정비
하고, 여기에 공산주의 교육의 가미하는 방법을 통해서 부패 현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따라서 12대에서는 아직 장기적인 계획은 없었고, 단지 경제영역 내에서의 심각한 범죄활동에 대한 타격과
당의 기율과 기풍을 바로잡는 것을 반부패를 위한 두 가지 구체적인 조치로 삼음

방침

- 개혁개방의 초에 개최한 12대에서는, 아직 명확한 반부패 방침에 대한 제시가 없음. 단지, 반부패를 경제범죄에
타격을 주고, 당의 기율과 기풍을 바로잡는 일을 진행함
- 12대에서 힘쓴 것은, 당내에서 1차로 보편적인 사상정치교육으로 부패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부패가 발생하는 사회역사적 원인에 대한 인식의 결핍을 의미함. 즉, 부패를 야기하는 근본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사상적 기풍과 도덕품질로 귀결시킴으로써, 12대의 반부패 청렴정치 방침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 존재함

조치

- 12대에 제출된, 부패관리 책략은 ‘경제범죄 활동에 대한 타격’과 ‘당의 기풍을 바로잡는 것’임

주: 杨悦·王静(2014: 192-194)을 토대로 작성

표 5-4

13대 반부패 정책
13대(1987~1992)

위상 및 - 개혁개방이 점차 심화되면서, 반부패 투쟁과 경제건설의 관계는 점차 당 전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중대과제
위치
가됨
- 13대 보고에서 제시되길, “우리들은 반드시 부패한 찌꺼기가 건설과 개혁 안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만약 당 내에 부패분자를 용인한다면, 당 전체는 쇠퇴할 것이다.” 건설과 개혁, 즉 개혁개
방 자체에 부패가 끼어있다는 것을 의미임. 이것은 부패와 개혁개방은 뗄 수 없는 것으로, 개혁개방이 부패를
끌어들인다는 인식임
- 이런 상황에서, 반부패를 한다면 개혁과 경제건설을 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임. 즉, 적극적인
반부패는 경제건설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좌’경의 실수를 범한 것). 즉, 경제건설과 반부패를 대립시켜 실제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반부패를 경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김. 개혁개방의 큰 산 뒤에 반부패는 가려지는 상황
특징

- 13대 보고에서는, 당의 기율을 바로잡는 것에 대한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 하며, “지난 수년 간 당의 기율을
바로잡는 업무성적은 주요하다.” 하지만, 과거의 묵은 문제를 해결하면, 새로운 문제가 다시 생김. 바로 이 때문
에, 13대에서는 부패의 뿌리는 단 한 번의 조치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함
- 그래서 당 조직에 기반한 평상시의 업무를 제시하며, 또 개혁과 제도에 기초하여 당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출함. 단, 이처럼 장기적이며 멀리 내다보는 생각은 그 후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지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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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계속
13대(1987~1992)

방침

- 13대에서는, 12대 이래로 사상정치교육에 의거하여 부패의 발원지를 숙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지 않은 반성
을 하며, 단순히 교육에만 기대어서는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며, 반드시 단호히 제거할 수 있는 방침을 채택해
야 한다고 생각함
- 당중앙은 이미 단지 사상교육에만 의거해서는 부패의 자생과 만연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식했으며, 반드시
당의 기율과 국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엄중하게 당을 관리하고, 단호히 제거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당내의 불량
한 현상에 끈질긴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표명함

조치

- 12대의 부패 생산에 대한 사회적 원인에 대한 심각한 인식의 결핍(단순히 부패가 자생하는 근원을 사상적 기풍
과 도덕품질로 귀결), 동시에 당의 기풍과 청렴정치건설의 장기적 그리고 막중함에 대한 깊은 인식의 결여로,
대회에서 통과한 반부패 조치에 여러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면할 수 없었음
- 따라서 13대 보고에서는, 12대의 두 가지 조치가 취득한 성과를 긍정하면서도, 또한 그것들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정치운동을 하지 않으며, 개혁과 제도건설에 기초한 새로운 길”에 대한 구상을 시작함

주: 杨悦·王静(2014: 192-194)을 토대로 작성

덩샤오핑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이 아
니라 ‘제도’(制度)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곤한 것이 곧 사회
주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덩샤오핑은 이전 마오쩌둥의 실사구시(實事
求是)적 사상은 인정하면서도, 세계 대 중국의 대립구도의 경직된 사상으

로부터 해방을 통하여, ‘백묘’, ‘흑묘’로 대변되는 국가의 경제를 발전하
기 위한 실용적 국가전략을 최고의 방침으로 제시한다. 이것이 곧 개혁개
방이며, 그 결과 중국특색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방향
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한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중국의 사
회주의체제 안에서 자본주의의 경제시스템을 받아들이고 학습할 수 있다
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이제 과거의 대결적 구도로부터 벗어나, 세계 속의 중국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위에서 모두 언급한 것처럼, 개혁개방의 전
체 과정에서 ‘부패를 반대해야 한다.’는 말은, 시장경제의 도입이 곧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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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부패를 용인할 수 있거나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당시 중국사회에 만
연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
전히 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달리 군중
운동의 방식의 폐해를 잘 알기 때문에, 특히 법제와 제도의 건설을 통해
서 반부패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3. 장쩌민 시기의 반부패 정책분석
赵秉志 等(2016: 43-44)에 따르면, 장쩌민을 핵심으로 하는, 제3대

당중앙 집단지도체제는 개혁개방 이래로 직면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당
의 건설을 어떻게 강화하고 개진할 것인가, 당의 지도력의 수준과 집정능
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등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조건에서의 당의 청
렴정치와 반부패 문제에 대한 깊은 사고를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
적한다. 이 때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눈다.
즉, 첫째,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당을 다스려야 하며, 당
을 다스리는 것은 반드시 엄격하게 해야 한다. 그 근거로, 만약에 부패
현상의 범람을 그냥 내버려두고, 뇌물수수가 횡행하면, 우리당은 엄중하
게 군중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며, 그럼 곧 당과 국가가 망하는 위험에 처
할 수 있다. 장쩌민은, “중국공산당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영도하
는 핵심적 역량이다. 지금 중국의 진행되는 일이 어떠냐 하는 것의 관건
은 우리당에 달려있는 문제로서, 당의 사상, 기풍, 기율, 조직 상황과 전
투능력, 지도력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당의 성격, 당이 국가와 사회생활
중에서 처한 지위, 당이 짊어지고 있는 역사적 사명을 고려할 때, 우리는
치국할 때 반드시 먼저 당을 다스려야 할 것과, 당을 다스릴 때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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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해야 한다.” 둘째, 부패 현상에 대하여 표본겸치(標本兼治)가 필
요하다. 그 근거로 “두 손으로 잡고, 두 손 모두 꽉 잡아야 한다.”는 것을
견지해야 하며, 통일적 지도력을 강화하고,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당중앙
의 반부패 청렴정치에 대한 방침정책과 각 업무 부서를 관철하고, 표본겸
치(標本兼治)를 견지하며, 근본을 다스리는 업무의 강도를 강화하고, 발
원지에서부터 부패를 예방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개혁, 발전, 안정적
인 국면을 추진한다. 셋째, 반부패는 당의 간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근
거로, 각 급의 당정 간부들은 대부분 일정한 권력을 장악한다. 이 권력은
모두 인민이 부여한 것으로, 오직 인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로만
써야하고, 결코 사적인 이익에 써서는 안 된다. 한 명의 간부가 만약 부
패하고 변질된다면, 그 영향은 아마도 하나의 부문, 한 지역의 풍조에까
지 미칠 것이고, 그럼 더욱 넓은 범위의 군중들이 우리당에 대한 의견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교훈은 이미 적지 않다. 우리들은 항상 경종을 울려
야 한다.
邵景均(2011: 63)에 따르면,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 중국경제

는 점차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부패
현상은 전례 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다. “당중앙은 부패 현상은 당
과 국가기관의 조직에 침입한 바이러스 병균”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우
리가 이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그것이 범람한다면, 우리 당을
장례치를 것이며, 우리 인민정부, 우리의 사회주의 현대화 대업을 파멸할
것”이다. 당중앙은 ‘반부패 3가지 업무의 구성’(反腐败三项工作格局), 즉
당간부의 청렴자율을 꽉 잡고, 위법하고 기율을 어긴 안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군중이익의 손해를 교정하기 위해, 그 부패의 발원지로부터 강도
높게 부패를 관리한다.

382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邵景均(2011: 65)은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기(新时期)에 진입한 후, 당

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반부패청렴 업무 구성을 확정한다. 1980년대
후반기, 당중앙은 기율검사위원회(纪委, 혹은 纪检委: 纪律检查委员会의
약칭)가 ‘보호, 감독, 처벌, 교육’의 네 가지 항목의 직능을 수행할 것을
제시한다. 1990년대 초, 당 간부의 청렴자율, 기율위반 및 위법한 안건에
대한 철저조사, 부서와 업계의 부정부패한 풍조를 바로잡는 반부패 업무
3가지 구성을 확립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부패 현상의 번식과 만연한 기
세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당의 15대(1997~2002) 이후,
3가지 업무 구성의 기초 위에서, 체제, 기제, 제도의 개혁을 착수하여, 부
패의 발원지로부터 부패를 관리하는 업무의 역량을 강화한다.
邵景均(2011: 66)에 따르면, 제13기 4중전회(1989.6.23.~24) 이후,

장쩌민을 핵심으로 하는 제3대 중앙영도집단지도체제, 당의 청렴정치건
설과 반부패 투쟁에 대하여 새로운 논점과 조치들을 제시한다. 이론의 요
점은 ⅰ)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며, 이 당의 집정과 국가를 흥하게 발전
하는 것을 제일의 중요한 임무로 삼는다. ⅱ) 당이 당을 관리하며, 엄격하
게 당을 다스린다는 방침(党要管党, 从严治党)을 견지하고, 우선 당의 지
도부 집단과 당의 간부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 ⅲ) 영도자 간부(당 간부)
의 청렴자율, 큰 중대사건의 철저한 조사, 부정부패의 풍조를 바로잡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반부패 업무 구성, 사상도덕 및 당 기율과 국법
의 두 방어선을 구축한다. ⅳ) ‘지엽적인 것과 근본을 함께 다스리는 것’
(标本兼治), 종합적인 관리를 견지하고, 점차 근본을 다스리는 데에 역점
을 둔다. 교육은 기초, 법제는 보증, 감독은 관건으로, 부단한 개혁의 심
화를 통해서 부패 현상이 번식하고 만연한 토양을 제거한다. ⅴ) 사람에
대한 처리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며, 실사구시를 달성하며, 구별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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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다. ⅵ) 당의 군중노선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민주를 발전시키며, 정
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강화를 강화한다. ⅶ) 청렴
정치의 입법을 견지하고, 기율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교육과 법을 집행
하고 검사업무, 당이 청렴정치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법제화의 궤도로 올
려놓는다. ⅷ) 당 전체가 함께 꽉 붙잡고, 엄격하게 책임제를 실행하는 것
을 견지해서, 당의 청렴건설과 반부패 투쟁에 힘을 합친다.
아래의 <표 5-5>, <표 5-6>은 장쩌민의 시대(주로 당 14대, 당 15대
와)의 반부패 정책과 관련한 사항들을 정리한 분석자료이다. 위에서 간략
히 제시한 장쩌민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그것이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이후에 시행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더욱 심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부패와 관련한 정책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본다.
표 5-5

14대 반부패 정책
14대(1992~1997)

위상
및
위치

- 14대 보고에서 “당의 기풍을 단정하게 바로잡고 청렴정치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하나의 큰 사업으로 삼는다.”
“개혁개방의 전체 과정에서 반부패를 해야 한다.” 동시에 다시는 반부패 업무를 경제업무에 종속시켜서는 안 됨
- (1993.8) 장쩌민은 다시 한 번 반부패와 경제건설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언급하길 “반부패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이며, 이것은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의 하나의 중요한 방면이다.” “반부패를 경제건설과 대립시키는 것, 그리고 개혁개방과 대립시키는
것은 틀린 것이다.”
- 이것은 바로, 반부패의 경제건설에 대한 영향을 긍정한 것이며, 반부패와 경제건설과의 관계에 비교적 균형을
잡은 것임. 13기 4중 전체회의 이후, 중앙은 부패처벌의 강도를 강화함

특징

- 소련과 동유럽의 급변사태와 국내의 풍파 이후, 반부패 투쟁의 엄중성과 중요성은 신속하게 부각됨
- 덩샤오핑은 당 전체에 반복적으로 훈계하길, “한 손에는 개혁개방을, 또 한 손에는 부패처벌을, 양 손 모두 잡아야
하고, 양 손 모두 꽉 잡아야 한다.” “부패를 처벌하지 않으면, 특히 당 내의 고위층의 부패 현상에 대해, 확실히
실패할 위험이 있다.” ”당은 반드시 잡아야 하고, 잡지 않으면 끝이다.”
- 14대 보고에서는, 덩샤오핑의 이러한 당부와 주문에 근거해, 반부패 투쟁의 긴박성, 장기적인 그리고 막중함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제시함

방침

- 14대 보고에서는, 13대의 반부패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태도를 유지하면서, 일단 부패분자가 당과 인민에 위험과
해를 가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반드시 결연하게 징벌함
- (1993)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될 때, 장쩌민이 제시하길, “부패처벌은 하나의
시스템적 공정으로써, ‘지엽과 근본을 함께 다스린다.’(标本兼治)과 종합적인 통치를 항구적으로 견지해야 한다.”

조치

- 14대에서 반부패 조치에 관한 큰 공헌은, 처음으로 ‘교육, 제도, 감독’ 이 삼위일체의 모형이 등장함

주: 杨悦·王静(2014: 192-194)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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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15대 반부패 정책
15대(1997~2002)

위상 및 - 15대 보고는, 14대 보고의 서술을 계승하여, 변함없이 당과 국가의 높이에서 반부패의 중요성을 강조
위치 - 즉, 전체 개혁개방의 과정 모두에서 반부패를 해야 하며, 항상 경종을 울려야 함
- 15대 보고에서는, 14대로부터 더욱 장기적·단계적인 방법을 결합할 것을 요구함. 전체 개혁개방의 과정 모두에서
반부패를 해야 함. 경종을 울려야 하며, 이를 위해선, 지구전에 필요한 사상도 수립해야 하며, 또한 하나하나 단계적
인 방법도 잘 세워야 함
특징

- 계속해서 당 간부의 청렴 자율, 중대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기관 부문과 업종별 부정부패의 업무풍조를 바로
잡아야 함. 각 급의 당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선명한 기치와, 확고부동한 태도로, 반드시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해내야 함
- 여기서, ‘단계적’인 것은 현 단계에서의 주요 업무에 전력투구를 한다는 것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로,
14대 보고에서의 ‘긴박성’과 유사함
- (2000) 중국공산당 중앙검사기율위원회의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장쩌민은 부패를 생산하는 근원으로부터, 반부
패 청렴정치 업무의 장기적 측면을 논술하면서, “이러한 토양과 조건에서는 짧은 시기에 뿌리를 뽑을 수 없다.
따라서 부패 현상의 근원을 뿌리 뽑는 것은 매우 오랜 역사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반드시 끈질기게 부패 현상과
투쟁을 하며, 그것을 최소한도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침

- 15대 보고에서 장쩌민은 처음으로 제시하길 “부패처벌은 하나의 시스템적 공정으로써, ‘지엽과 근본을 함께 다스
린다.’(标本兼治)와 종합적인 통치를 항구적으로 견지해야 한다.”
- 반부패 방침이 직접 15대 보고에 원본(original version)으로 제공됨. 즉, 标本兼治(지엽과 근본을 함께 다스린다)
을 견지하고, 교육은 기초, 법제는 보증, 관건은 감독임. 부패를 뿌리 뽑는 토양은 반부패 사고의 중대한 전환이며,
당중앙이 더욱 근본을 다스리는 것과 예방을 중시하고, 더욱 발원지로부터 부패를 방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강조한
것임
- (2000) 중앙기율검사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장쩌민은 ‘지엽과 근본을 함께 다스린다’(标本兼治)와 ‘종합적인
통치’(综合治理)를 다시 언급함. 장쩌민은 지엽적인 것과 근본을 다스리는 관계를 잘 처리할 것을 강조함

조치

- 15대 보고에서, 반부패 청렴정치 조치 상의 혁신은 감독을 교육과 법제와 동등하게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았으며,
‘교육은 기초, 법제는 보증, 감독은 관건’을 제출함
- 감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관념적으로 ‘권력을 통한 반부패’에서 ‘제도를 통한 반부패’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从严治党, 依规治党’의 특색을 반영한 것임

주: 杨悦·王静(2014: 192-194)을 토대로 작성

장쩌민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삼개대표’ 중요
사상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삼개대표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선진생
산력의 발전요구를 대표하고, 중국 선진문화의 추진방향을 대표하며, 가
장 광범위한 중국인민들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요컨
대, 마오쩌둥 시대와 덩샤오핑 시대의 가장 큰 차별점은 전자는 계급투쟁
중심의 정치에 중점을 뒀다면, 후자에 들어서는 그 폐해로부터 벗어나 경
제 중심으로 국가의 발전전략을 전환했다는 데에 있다. 장쩌민은 덩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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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의 시대를 이어서, 그럼 시장경제의 도입을 통해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의 길을 가는 마당에 과연 사회주의는 무엇이고, 중국공산당은 어떤 당을
건설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경제 분야만으로 따로 분리하
거나 또 그 부패 범죄자를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도덕적 타락의 문제로만
접근하기에는 부패의 문제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형
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혁개방 이래로 이와 같은 새로운 정
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 문제해결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과연 당의 정
체성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깊은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장쩌민은 반부패의 정책에 접근한다.

4. 후진타오 시기 반부패 정책분석
赵秉志 等(2016: 45-46)에 따르면, 후진타오를 핵심으로 하는, 제4대

당중앙 집단지도체제는 과학발전관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의 집정능력
건설과 선진성 건설의 강화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표본겸치(标本兼治),
종합치리(综合治理), 징방병거(惩防并举), 주중예방(注重预防)의 전략방
침을 내세우는 특징을 지적한다. 이 때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눈다. 즉, 첫째, 반부패 청렴정치건설은 당이 반드시 시
종 잘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정치임무이다. 그 근거로, 후진타오는 고도
의 전략적 관점으로부터 반부패 청렴정치건설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심각
하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반부패 투쟁의 형세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
해야 한다. 그 근거로, 전체 당은 반드시 항상 경종을 울리며, 충분히 반
부패 투쟁의 장기성, 복잡성, 막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건전하고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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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부채 처벌과 예방의 체계를 건립해야 한다. 그 근거로, 점진적으로
사상도덕교육의 장기적 효과기제, 반부패 청렴정치의 제도체계, 권력운
행의 감독감시체계를 건립해야 한다.
또, 邵景均(2011: 66)에 따르면, 21세기에 들어서, 당의 16대
(2002.11.8~14) 이래로, 반부패 청렴업무가 직면한 새로운 형세에 대해
후진타오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党中央)은 한층 더 부패를 방지
(예방)하는 업무에 대한 강도를 강화한다. 하나는 지엽과 근본을 함께(标
本兼治), 종합관리, 처벌과 예방을 함께(惩防并举), 예방의 반부패 청렴

방침을 중시하며, 부패의 처벌관리와 부패를 예방하는 것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한다. 두 번째는, 건전한 처벌관리와 예방부패의 체계를 건립한
다는 목표를 제출하고, 반부패 청렴의 업무를 더욱 시스템(系统化)화 한
다. 세 번째는, 발원지로부터 부패를 방지하는 업무의 영역을 확대하고,
부패방지의 실현을 위한 방도를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다
음과 같은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ⅰ) 당은 장기적으로 집정을 하면 할
수록, 반부패 청렴의 임무는 더욱 어렵고 막중해진다. 견고하게 한결같이
반부패를 할수록, 개혁개방을 할수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킬수
록, 엄격하게 당을 다스려야 한다(从严治党). 집정의 기초는 부패로 인하
여 가장 쉽게 쇄락할 수 있다. 집정의 능력은 부패로 인하여 가장 쉽게
떨어질 수 있다. 집정의 지위는 부패로 인하여 가장 쉽게 동요할 수 있다.
반부패 투쟁의 장기적 성격, 복잡한 성격, 어렵고 막중한 성격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ⅱ) 확고부동하게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엽적인 것과 근
본을 함께(标本兼治), 종합관리, 처벌과 예방을 함께(惩防并举), 예방을
중시하는 전략방침을 관철하여, 부패의 처벌과 예방체계를 완전하게 해
서, 반부패 청렴업무를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과 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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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으로 집어넣고, 부패의 발원지로부터 부패를 방지하는 업무의 영
역을 확대한다. ⅲ) 단호하게 부패를 처벌·관리하는 것은 당의 집정능력
의 중요한 구현이며, 효과적으로 부패를 처벌·관리하는 것은 당의 집정
능력의 중요한 표지이다. 단호하게 부패를 처벌·관리하는 동시에 더욱
근본을 중시하며, 더욱 예방을 중시하며, 더욱 제도건설에 중점을 둔다.
ⅳ) 부패를 방지하고 관리하는 데, 교육은 기초이다. ⅴ) 양호한 풍조는
부패 현상을 막아내고 청정하고 청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보장이다.
ⅵ) 제도에 의거하여 부패를 처벌하고 부패를 예방하는 것, 반부패청렴
업무를 잘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ⅶ) 당내의 민주는 당의 생명이며, 당
의 생기와 활력을 유지하는 관건이다. 또한, 당의 청렴정치건설과 반부패
업무를 잘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이다. ⅷ) 권력운행에 대한 감독제약을
강화하고, 인민이 부여한 권력을 인민의 봉사를 위해 쓰는 것을 보장한
다. ⅸ) 당의 집정능력 건설과 선진적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인민
을 위한, 실용적인 것, 청렴 등을 실행한다. ⅹ) 반부패청렴건설은 반드시
사람을 근본에 두며, 집정은 인민을 위한다는 점을 견지한다. 이러한 중
요사상은, 효과적으로 반부패청렴건설을 추진한다.
당의 17대(2007~2012)에는 반부패청렴건설과 당의 사상건설, 조직건
설, 기풍건설과 제도건설을 하나로 일치하여, 당건설의 기본임무로 확정
하고, 당의 청렴건설과 반부패 업무를 계승하며 발전한다. 개혁 가운데
혁신을 도모하고, 특히 큰 중요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며, 부패인사를
깊숙한 곳까지 파헤치고, 제도건설에 더욱 힘쓰며, 당 간부에 대한 감독,
상업(기업)인으로부터의 뇌물수수, 군중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교
정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다(邵景均, 2011: 63).
아래의 <표 5-7>, <표 5-8>은 후진타오 시기(주로 당 16대, 당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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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반부패 정책과 관련한 사항들을 정리한 분석자료이다. 위에서 간략
히 제시한 후진타오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또 장쩌민의 시기를 통해서 더욱 심화되는 중국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모순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후진타
오는 반부패와 관련한 정책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본다.

표 5-7

16대 반부패 정책
16대(2002~2007)

위상 및 - 16대 보고에선 “반드시 선명한 기치를 내걸고, 조금의 동요도 없이 반부패 투쟁을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위치
제시됨
특징

- 16대 보고에선 14대 이래의 기본관점을 계승하며, 긴박성과 장기적인 측면을 변증적 통일을 강조함

방침

- (2000) 중앙기율검사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장쩌민은 标本兼治(지엽과 근본을 함께 다스린다)과 综合治
理(종합적인 통치)를 재차 강조함
- 장쩌민은 지엽적인 것과 근본을 다스리는 관계를 잘 처리할 것을 강조한 이 담화의 내용은, 16대 보고의 관련
논술에 원본(original version)을 제공됨
- 반부패 관련 여러 관점들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보고서 안에 들어감. 이로부터 16대에 확정된 반부패
방침이 형성됨

조치

- 15대 이후, 반부패 체계의 건설에 큰 발전이 있고, 관련 법규가 집중적으로 등장하며, 하나의 완비된 부패징벌의
체계가 점차 건립되기 시작함
- 16대 보고에서는, ‘교육을 강조, 민주를 발전, 법제를 완전, 감독을 강화, 혁신의 체제’를 제출함. 여기서, ‘혁신
의 체제’는 반부패를 위해서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오직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제도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반부패 가운데의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제압할 수 있음
- “반부패 영도체제와 작업 기제를 완비 한다.”는 것으로 이는 반부패는 하나의 시스템적 공정이며, 제도는 반드
시 하나의 체인처럼 한 고리 한 고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각각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구멍이
생기지 않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부패의 예방과 징벌의 작용이 발생함
- 덧붙여 반부패는 예리한 검이며, ‘당의 기풍과 청렴정치건설의 책임제’는, 16대로부터 시작해서, 연속해서
세 차례, 당 대회 보고에 삽입됨

주: 杨悦·王静(2014: 192-194)을 토대로 작성

표 5-8

17대 반부패 정책
17대(2007~2012)

위상 및 - 14대부터 역대 당대회 보고에서는 한 단락을 통해서 반부패 문제를 다룸. 이것은 당중앙이 이미 반부패 업무가
위치
당건설 업무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인식했음을 의미
- 17대 보고에선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반부패 청렴정치건설을 당의 기풍건설 중에서 따로 뽑아내어, ‘5대건설’
가운데 하나로 됨
- 이러한 방법은 당시의 심각한 반부패 형세에 기인한 것이며, 현실에서 반부패 업무의 특출한 지위를 반영함
- 다만 반부패는 인식의 문제인가? 지의 문제인가? 이제는 실천, 즉 행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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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계속
17대(2007~2012)

특징

- 17대 보고에선 기존 반부패에 대한 기본 관점에서 시작하여, 반부패 업무의 기본 특징을 장기적인 측면, 복잡한
측면, 막중한 측면으로 개괄함
- 그 중, ‘복잡한 측면’은 당 대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말임

방침

- 17대 보고에선 세 가지(반부패 업무의 특징을 장기적, 복잡성, 막중한 책임성) ‘更加注重’을 제시함
- 이 세 가지 ‘更加注重’은 중국 공산당 반부패청렴정치 정책 발전의 추세와 장기적인 목표를 선명하게 제시함.
전방위적인 반부패 장벽의 형성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를 가짐

조치

- 17대 보고는, 원래의 ‘교육, 제도, 감독’의 표현을 ‘부패를 막고 변질을 방지하는 교육의 장기적 효과기제, 반부패
청렴정치 제도체계, 권력운영의 감시제어 기제’(拒腐防变教育长效机制, 反腐倡廉制度体系, 权力运行监控机
制)로 바꾸며, 반부패 조치의 제도화·체계화·일상화를 더욱 강조함. 이것은, 당중앙은 반부패 조치로부터 확보할
수 없는 문제를 상시적이며 안정적인 운영 기제를 통해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
- 17대 보고에선, 또한 처음으로 ‘청렴정치 문화건설의 강화’와 ‘규율검사감찰의 파견한 주재 기구에 대한 통일관리
의 완비, 순찰제도의 완성’(健全纪检监察派驻机构统一管理, 完善巡视制度)을 제출함

주: 杨悦·王静(2014: 192-194)을 토대로 작성

후진타오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학발전관’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다.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당지도부가 탄
생한자 불과 얼마 안 되어, 2003년 SARS(급성호흡기증후군)이 발생하여
중국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간,
도시와 농촌간의 양극화와 불균형의 문제, 교통문제, 부동산 집값 문제,
농민공 문제, 매연, 스모그 등의 환경오염 문제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GDP 규모가 날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발전’을 해야하는가
하는 근본적 물음을 던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和谐)이라는 화두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행을 하였고(물
론, 거기에는 ‘조화롭다’는 것이 전통유교문화와 가치관에 기인한 것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에서는 거부하는 경향도 있었음), 최종적으로는 당
면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과
학발전관이 확립된다. 즉, 시종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의 큰 주제에 맞
춰서 당이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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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며 동시에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과학발전관의 요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
점에서 반부패의 문제를 볼 때, 눈여겨 볼 대목은 반부패는 당이 중심이
되어 해결해야 할 중대한 정치임무라는 점과 이제 그 문제의 수위가 긴박
성과 함께 복잡성을 띈 형태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반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예방적 차원과 제도적 해결방안(권력운행의 감독감시체계의
확립 등)을 모색하는 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5.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1) 제18대(2012~2017)
杨悦·王静(2014: 192)에 따르면, 당의 청렴정치건설은 당의 생사존망

과 관계된다. 개혁개방 이래, 역대 중앙영도집단지도체제는 모두 반부패
업무를 고도로 중시한다. 1978년 이래, 중국공산당은 선후 7차례 전국대
표대회를 연다. 매 회의의 배경이 다르고 형세 또한 같지 않아서, 반부패
업무에 대한 인식과 조치가 대략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책이 어떻게 진
전하든지, 정치보고 중의 관련 논술 모두는 기본적인 공통의 인식을 구현
한다. 시진핑은 제시한다. 일부 당원 간부 가운데 발생한 부정횡령의 부
패, 군중과 단절된,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의 문제는 반드시 많은 공력을
들여서 해결해야 한다. 당 전체는 반드시 각성해서 깨어나야 한다. 철을
때리려면 자신 또한 단단해야 한다.
또, 赵秉志 等(2016: 45-46)에 따르면,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제5
대 당중앙 집단지도체제는 극약처방을 한다는 결심을 하고, “뼈를 긁어
독을 치료한다.”는 용기로, ‘호랑이’(고위관료)든 ‘파리’(하위관료)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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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겠다는 마음을 견지해서, 반부패 투쟁에서 압도적인 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눈다. 즉,
첫째, 무관용의 태도로 부패를 처벌한다. 그 근거로, 시진핑은 반부패는
고압적 태도로 반드시 견지하면서, 무관용의 태도로 부패를 처벌해야 한
다. 둘째,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는다. 그 근거로, 2013년 1월 22일,
중앙기율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이 강조하길,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아야 하고, 단호히 당간부의 기율위반과 법위반 안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또 군중들에게서 발생한 부정한 풍조와 부패문제를 확
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셋째, 권력을 제도의 바구니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 근거로, 시진핑은 여러 장소에서 언급하길, “권력운행의 제약과 감독
을 강화하고, 권력을 제도의 바구니 안으로 집어넣어서, 감히 부패를 하
려는 마음이 생길 수 없는 처벌기제, 실제로 부패를 행할 수 없는 방범기
제, 부패하기가 쉽지 않은 보장기제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어떻게 제도
에 의거하여 효과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처리하는가는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하나의 중대한 과제이다.” 넷째, 반부패의 관건은 상시적(常)과 장
기적(长) 이 두 글자에 얼마나 힘 쓰냐에 달려있다. 그 근거로, 반부패는
하나의 장기적이고 막중하며 복잡한 임무이다. 시진핑이 언급하길, “반부
패 청렴정치는 반드시 상시적으로 잡는 것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썩고
변질되는 것을 막는 것에 항상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 관건은 바로 ‘常’
과 ‘长’이 두 글자에 달려있다. 하나는 늘상 잡으라는 것, 또 하나는 장기
적으로 계속 잡으라는 것이다.”
시진핑 반부패 사상의 특징(18대)과 그 성과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
로 말하면, 이전 정권들과는 눈에 띄게 다른 점들이 포착된다. 간략히 살
펴볼 때, 李成言·庄德水(2016: 38)에 따르면, 2015년 10월 31일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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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으로 할 때, ‘8항규정’(八项规定)이 실시된 이래로, 중국의 전역에 걸
쳐서 중앙정부의 8항규정의 정신을 위반한 문제는 누적 건수로 10만 여
건이 적발되고, 약 13만 명이 그것으로 처벌을 받았다. 2015년 이래로,
4개의 성급(省部级) 간부와 283개의 지급(地厅级) 간부를 포함한 23,951
명이 당의 기율(党纪)과 행정기율(政纪)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 그 가운
데, ⅰ) 관용차 사용 위반, ⅱ) 대규모 경조사, ⅲ) 공금으로 식대 위반,
ⅳ) 선물제공 위반이다. 이것은 전국에서 8항규정 문제를 위반한 유형의
대표적인 네 가지 유형이다. “뒤로 갈수록 기율을 집행하는 것이 더 엄격
해진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 잡고, 당의 기풍 및 전반적인 사
회의 분위기가 비교적 크게 전환된다.
둘째, 반부패 정책의 집행에 성역(特区)이 없다. 2015년 12월 15일까
지를 기점으로 할 때, 1년 내에 궈보슝(郭伯雄), 저우번순(周本顺) 등 20
여 명 넘게 성급 이상의 간부들이 낙마하였다. 전국 31개 성 지역에서 부
급(部级) 이상의 ‘老虎’ 간부들이 낙마하고, 더욱이 국유기업, 사업단위와
사회단체에서 각급의 관원들이 낙마하는 등, 지금은 어떤 지방정부나 부
문이라고 해서 부패할 수 있는 특별구역(特区)는 존재하지 않는다(李成
言·庄德水, 2016: 38).

셋째, 반부패 정책의 집행에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2015년 3월,
‘중앙의 반부패 협조소조’(中央反腐败协调小组)는 해외로 도망가는 부패
분자에 대한 ‘天网’행동(경찰업무, 검찰업무, 외교, 금융 등의 수단 동원)
을 정식 가동한다. ‘天网’행동의 통일배치에 근거하여, 국제형사경찰조직
은 집중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고, 해외로 도피한 국가공무원 및 중요한
부패 안건에 연루된 사람 등 100여 명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공포했다.
나아가서 해외 탈주범과 장물을 추격하는 것에 과녁을 정조준 한 것이다.

제5장 중국 반부패의 정책분석 ❙ 393

10월 31일까지, 전국의 공안기관은 총 63개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627명
의 해외도피자를 검거하였다. 연루된 금액은 천만 위안 이상이 162건이
고, 국외에서 10년 이상 도망 다닌 경우가 32건이다. 12월에 이르러서,
중국은 이미 38개 국가와 인도조약을 맺고, 51개 국가와 형사사법협조와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고, 93개 국가와 검찰업무협력 협의 혹은 양해비망
록을 체결하였다. 또한, 189개 국가와 경찰업무협력 관계를 맺고,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과 사법과 법 집행협력 기제를 건립하고, 초보
적으로 반부패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李成言·庄德水, 2016: 39).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시진핑 집권(2012년, 18대) 후 8항규정 등 관
련 반부패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추진하는데 과거와 달리 성
급 이상의 고위간부 또한 성역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으로 해외도피 하는 경우에도 국제협력을 통해서 반드시 부패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집행을 하고 있다.
邵景均(2011: 62)이 언급하듯이, “중국공산당이 성립된 이래로 청렴함

을 유지하고, 부패에 반대하는 것은 중국공산당 스스로의 역사였고, 이런
측면에서 과거 중국공산당의 역사는 한 편으로는 혁명 및 건설과 개혁개
방의 역사, 또는 반부패 청렴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당 내에
서 반부패에 대한 문제는 당의 건설은 물론 정권의 건설에서 두드러진 위
치를 점한다.”

표 5-9

18대 반부패 정책
18대(2012~2017)

위상 및
위치

- 17대에 이어서, 18대 보고에서는 당심과 민심에 더욱 부합하기 위하여, ‘반부패와 청렴정치건설’을 ‘인민이
집중적으로 주목하는 중대한 정치문제’로 설정함
- 또한,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을 잘 하지 못하면, 당과 국가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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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계속
18대(2012~2017)

특징

- 18대 보고에서는 “반부패청렴은 반드시 상시적으로 잡고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부패를 막고 변질을 방지하
는 것에 항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재차 천명함
- 이에 대해 시진핑 총서기는 “관건은 ‘상’(常)과 ‘장’(长) 이 두 글자임. 하나는 상시적으로 잡는 것이며,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잡는 것이다. 우리는 확고부동한 결심이 필요하며, 부패와 횡령에 대해서는 반드
시 반대하며,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
- “부패 현상이 지속적으로 자생하고 만연하는 토양의 뿌리를 완전히 뽑고, 그 실질적인 효과로써 인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역설함

방침

- 18대 보고에선 대체로 17대의 반부패 방침을 대체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중국특색의 반부패 청렴정치
노정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편입시킴

조치

- 18대 보고는, 17대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청렴정치 문화건설의 강화’(加强廉政文化建设)와 ‘규율검사감찰
의 파견한 주재 기구에 대한 통일관리의 완비, 순찰제도의 완성임’(健全纪检监察派驻机构统一管理, 完善巡
视制度)
- 이외에, ‘당 간부의 중대사항 보고를 엄격하게 집행하는 제도’(严格执行领导干部重大事项报告制度)와 ‘반
부패 국제협력을 강화’(加强反腐败国际合作) 등의 조치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당중앙의 반부패 수단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한 편에서는, “호랑이(고위관료)와 파리(하위관료)를 함께 일망타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단호하게 당 간부의
기율과 법을 위반한 안건을 찾아내서 조사하며, 또 군중(대중)사이에서 발생한 부정한 기풍과 부패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다.”(坚持‘老虎’, ’苍蝇’一起打, 既坚决查处领导干部违纪违法案件, 又切实解决发生在
群众身边的不正之风和腐败问题)
- 다른 한 편에서는, “권력행사의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고, 권력을 제도의 틀 안에 담아두고, 감히 부패하려
할 수 없는 징계기제, 부패할 수 없는 방범기제, 쉽게 부패를 범하지 않는 보장기제를 형성한다”(加强对权力运
行的制约和监督, 把权力关进制度的笼子里, 形成不敢腐的惩戒机制, 不能腐的防范机制, 不易腐的保障
机制)

주: 杨悦·王静(2014: 192-194)을 토대로 작성

2) 19대(2017~2022)
시진핑 2기 정부는 5년을 하나의 주기로 볼 때, 이제 막 시작을 한 상
황이며, 또한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관련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큰 흐름과 방향의 측면
에서 접근을 하고자 한다. 19차 당대회에서는, 18대(2012~2017)를 통해
서 추진됐던 반부패 정책과 관련한 업무성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하
고, 그 기초 위에서 19대 이후의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 업무에 대해서까
지도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볼 때, 시진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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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19대에서 발표한 보고에서, “전면적인 엄격한 당의 다스림(全面从
严治党)에서 탁월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이러한 발표는 2018년 전국 양회(两会)에서 「국가감찰법(国家监察法)」
이 심의 및 통과되고, ‘국가검찰위원회’(国家监察委员会)를 설립하며, 동
시에 국가검찰위원회 구성원을 조직하는 등 법률 제정으로 뒷받침된다.
이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감찰체제개혁’(监察体制改革)
이 헌법을 통한 법률적인 근거를 갖게 되고, 관련기구들을 통해서 실질적
으로 뒷받침되고 있다(China Newsweek, 2018: 15).
좀 더 자세히 보면, 2018년 3월 11일, 13회 전국인민대표 1차회의에
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수정안」과 3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통과, 또 이를 통해서 ‘국가감찰위원회’가 국가기구로서 독립된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그 조직의 리더와 구성원이 탄생한다. 3월 17
일에, 「국무원기구개혁방안(国务院机构改革方案)」의 비준에 따라서, 국
가감찰위원회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합쳐서 함께 사무를 보고, 기율검
사와 감찰이라는 두 가지 직책을 수행한다. 둘은 한 세트의 업무기구를
실행하면서 두 개의 기관 명칭을 갖는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인민대
표대회를 통해서 성립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과거의 ‘감찰부’와 ‘국가부패예방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Vista看天下, 2018: 39-46).
중국의 반부패 정책과 관련한 이러한 조직의 큰 개편은, 일차적으로
당의 헌장과 규정에 제약을 받는 당원을 대상으로 했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ⅰ) 국가의 헌법적 차원에서, ⅱ)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구성원’
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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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2기 정부가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을 만약 한 마디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국가감찰체제개혁(国家监察体制改革)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이
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위와 같은 의제(agenda)를 19차 당대회에 제출
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또 일련의 실질적인 후속 작업으로 뒷받침하기 위
하여, 실은 2016년 11월부터 그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왔다는 점
이다. 그 하나가, 3곳의 시범지역(베이징시, 산시성, 저쟝성)을 미리 선정
하고, 19차 당대회까지 약 1년여 시간을 두고,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
하면서 그 경과를 살펴본 것이다. 그 시범지역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토
대로, 19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감찰체제개혁시범지역을
전국적으로 확충한다.”고 발표했다(China Newsweek, 2018: 15).
여기서 주의할 점 가운데 하나는, 19대 폐막하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
아서, 첫째, 「중공중앙정치국 중앙이 8항규정을 관철 실행하기 위한 실시
세칙(中共中央政治局贯彻落实中央八项规定的实施细则)」을 심의한 것이
나, 둘째, 중공중앙선전부 부부장이었던 루웨이(鲁炜)와, 랴오닝성 부성
장이었던 류챵(刘强) 등 당의 고위관료들을 기율위반 문제로 곧바로 잡아
들인 것은, 시진핑 2기 정부에 들어서도 여전히 반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
한 실천과 그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그 뿐만 아니
라, 정책 측면에서도 반부패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18기 중앙위
원회 5차 전체회의(2015.10) 개최를 앞두고 발표된 「중국공산당기율처
분조례」를 불과 3년도 채 안 되는, 최근 8월 26일 새롭게 수정 발표했다
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은, 18대를 거친 시진핑 2기 정부
가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이, 중국의 정치개혁이라는 큰 방향 및 그 목표
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유감없이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 못
지않게, 다른 한 편으로는 법제화를 통해서 반부패를 제도적으로 정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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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얼마나 디테일하고 또 심도 있게 물샐
틈 없이 접근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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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앞서 중국의 반부패 정책과 관련하여 ‘이해’와 ‘분석’에 초점을 맞추
고, 역대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자인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
오, 시진핑의 ‘지도사상’(思想)을 토대로 해서 접근하였다. 우리는 이 작
업의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평가’의 항목 아래 각 시대
별반부패 정책에 대한 ⅰ) 시대적 맥락, ⅱ) 정책적 기조, ⅲ) 정책의 내용
이란 세 가지 측면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데 기초하여 중국 반부패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1) 마오쩌둥 시대
첫째, 시대적 맥락으로 보면, 신중국이 성립하기 전과 후를 일관되게
관통할 수 있는 시대적 환경은 ‘대결구도의 형성’이다. 즉, 신중국 성립
전에는 외적으로는 제국주의와의 대결구도가 있었고, 내적으론 전통 봉
건통치로부터 유래된 부패와의 대결구도가 있다. 신중국의 성립 후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사회주의 진영 대 자본주의 진영 사이의 냉전
구도가 낳은 이념적 대결구도였다. 국내외의 이와 같은 대결구도의 형성
에서, 마오쩌둥이 가장 손쉽고 효과적이며 또 유일하게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은, 당 조직의 ‘순결한 도덕성’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어서, 그 대결구
도로부터 형성된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선명성 부각을 통한 경쟁력을 확
보하고, 국내의 민심을 규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규모 군중운동을 통
해서 세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즉, 순결한 도덕성의 유지를 위한 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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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의 추구는, 마오쩌둥 권력의 원천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책적 기조로 보면,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부패
와의 투쟁은 중국공산당의 천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마오쩌둥 권력의
원천은 순결한 도덕성의 확보이다. 또, 이것은 동시에 사상적 이데올로기
를 통해서 검증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당이 무너지고, 신중
국이 무너지고, 곧 마오쩌둥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상적 이데올로
기를 뒷받침하는 순결한 도덕성의 유지가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치라는
뜻이다. 위의 <표 5-1>에서, 단적으로 谢步升의 사례는 이를 잘 뒷받침
한다. 즉, 중국공산당이 성립한 이후에 당에 의해 총살당한 첫 번째 부패
한 공직자라는 점이 그것이다.
셋째, 정책의 내용으로 보면, 마오쩌둥의 입장에서 반부패는 매우 중
요한 문제이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반부패의 실현을 위한 정책
을 구성한다. 가령, 도덕적 품덕이 불량한 인사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의 문제에 있어서, ⅰ) 당내 비판과 자아비판을 전개한다든지, ⅱ) 법제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든지, 나아가 ⅲ) 소비에트 임시정부 시절에는 검찰기
구를 두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ⅳ) 신중국 성립 후에는 ‘3반’, ‘5반’ 등
의 군중운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 가운데 마오쩌둥이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한 방법은, 또 가장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방법으로 반부패를 추구했던
것은 역시 ‘제도’가 아닌, ‘사람’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것은 ‘사상교
육’과 ‘군중운동’으로 귀결된다. 실제로, ‘3면홍기’정책(미국과 영국을 10년
이내에 따라잡겠다는 급진적인 경제정책으로 총노선, 대약진, 인민공사)
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 실패의 중요한 원인을 아직 중국사회와 인민
내부에서 자본주의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이유에서 찾는 경향
이 있고, 그 결과 이것은 후에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지는 실마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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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덩샤오핑 시대
첫째, 시대적 맥락으로 보면, 덩샤오핑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발전’
을 목표로 삼는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1979년 미국과의 수
교를 계기로 해서, 이전에 형성됐던 냉전중심의 세계와의 대결구도를 종
식을 의미한다. 주목할 것은 1960~1970년, 이 시기 중국은 자체적으로
‘양탄일성’(兩彈一星) 및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국가의 안보 문
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나아가 국내적 정치개혁을 발판으로 개혁개
방을 통해서 이제 세계 속의 중국으로 진입하는 역사적 전환의 시점을 맞
이한다. 덩샤오핑 시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걸으면서, 발전에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된다면,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대전환은 아직 당시의 중국인들에게 생소한 점이 있었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마오쩌둥 시대에는 자본주의나
자산가 계급의 중국사회 내부로의 진입은 필연적으로 불순한 것의 유입,
즉 부패한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용인한 것이 아닌가?
혹은 부패 없이 어떻게 경제를 발전하지? 등의 그릇된 인식을 불러온다.
이 점을 혁파하기 위하여,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실사구시적 사상을 인
정하면서도 동시에 경직되어서는 안 된다는 해방사상을 말한다. 어쨌든,
아직 그런 상황 속에서, <표 5-2>와 같은 중대한 부패사건도 발생한다.
그런데 더 문제는, 정작 이 부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
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여전히 사상교육에
만 머물고 있는 것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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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책적 기조로 보면, 개혁개방의 수준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경
제 문제와 부패 문제를 어떻게 분리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립된다. 이전에는 새로운 역사조건 하에서의 계급투쟁의 각도에
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았는데, 점차 ‘당의 기풍의 문제는 집권당의 생사
존망의 문제로 관계 된다.’는 것이 정책적 기조로 확립된다. 이것은 반부
패의 위상, 다시 말하면 청렴정치건설의 중요성을 ‘당의 생사존망’이 걸
린 중대한 수준으로까지 격상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책의 내용상, 위의 <표 5-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2대에는
부패의 문제를 일단 경제 분야와 그 범죄자에만 국한시켜서 봄으로써,
‘경제범죄 활동에 대한 타격’과 ‘당의 기풍을 바로잡는 것’을 주요한 정책
으로 삼는다. 말하자면, 아직은 마오쩌둥 시대에서 볼 수 있었던, ‘제도’
보다는 여전히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반부패 정책을 추진했던 인식과
방법이 아직 남아있다. 사상교육을 중시하는 이유다. 하지만, 13대에 들
어서부터는, 부패의 문제를 경제 분야에서 개인의 도덕적 타락의 관점으
로만 초점을 맞출 수 없고, 점차 사회구조적인 관점, 또 사회역사적 연원
에서 그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이전에 ‘교육’에만 과도
하게 의존을 해서는 절대 부족하고, 이제는 ‘제도’건설에 기초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한다.

3) 장쩌민 시기
첫째, 시대적 맥락상, 장쩌민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외의 정치적
풍파(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및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당의 정체성과 향
후 건설 및 발전 방향에 대해 확립을 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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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동시에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심화된 발전이 이뤄
지면서 전례 없이 부패 현상이 만발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직접적
으로 표현해주듯, 종전에 부패의 문제가 당의 생사존망과 관계된다는 지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에서 한 층 더 나아가서, 당이 이렇게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례치를 수 있다는 수준으로, 상당히 직접적이
며 자극적인 표현까지 등장한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반
부패의 문제와 그 해결이 당의 입장에서 얼마나 절실하며 시급한 과제인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정책기조로 보면, 당이 중심이 되어, 특히 당의 간부들이 주축이
되어, 지엽적인 것과 근본을 함께 다스리는 것’(标本兼治)을 정책의 기조
로 삼고, 반부패 정책에 접근을 한다. 더욱이, 개혁개방의 수준이 점차 심
화되면서 개혁개방의 전 과정에서 반부패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부패 문제에 대해서 늘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여
전히 반부패의 문제를 경제발전과 대립의 각도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즉, 반부패를 하면 경제가 위축되어 발전할 수 없고, 경제를 발전하려면
부패 현상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이런 대립적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당은 지적한다. 당중앙은 경제도 발전하면서, 부패 문제도 반드시 해결한
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현한다. 하지만, 동시에 당에서도 지적을 하고, 인
식을 하듯 정작 문제는 부패의 뿌리가 이미 깊이 파고들어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이며, 단계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셋째, 정책의 내용상, 이제는 단순한 사상교육의 차원에서만 반부패
문제를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1993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베이징)에서 장쩌민은 부패처벌의 문제를 하나의 체계적
이고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고, 지엽적인 것과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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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다. 이 때
(14대) 처음으로, 반부패 조치를 위한 삼위일체(교육, 제도, 감독)의 모형
이 제시된다. 특히, 2000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장
쩌민은 부패의 발원지로부터 접근할 것과 예방적 차원에 관한 부패 관리
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반부패업무의 장기적 접근을 지시한다. 15대에
와서 반부패 정책의 내용 가운데 특징은 ‘권력에 의한 반부패’적 접근에
서 ‘제도를 통한 반부패로 전환’하였다는 점, 또 하나는 반부패 접근에 있
어서 ‘교육은 기초, 법제는 보증, 감독은 관건’이라고 함으로써,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

4) 후진타오 시기
첫째, 시대적 맥락상, 후진타오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대외적으로
WTO에 가입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경제질서와 시스템에 깊숙이 개입,
명실상부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국내적으로는 SARS(급성호흡
기증후군)의 문제 등 급속하고 고도의 양적인 경제성장의 발전 속에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모순과 사회 문제들이 하나둘 폭발하는 시기였다. 이
런 과정에서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으며, 그 발전
은 반드시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고, 그
것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과 방법의 수립이 중요한 발전전략이 된다. 이것
이 과학발전관이 형성된 배경이다. 반부패 문제에 있어서도, 따라서 제도
적 접근을 통한 접근을 중시하는 까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특
징은 비록 후진타오가 2002년 총서기와 국가주석에 취임을 하였지만, 중
앙군사위 주석의 자리는 장쩌민으로부터 바로 물려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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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것이 직접적인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부패 문제만 보더라
도, 특히 16대에서는 대부분 장쩌민의 것을 채택하고 있음(가령, 16대 보
고에는, 2000년 장쩌민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강조한
‘标本兼治’과 ‘综合治理’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하여 보고서에 채택한
다)을 발견한다.
둘째, 정책기조로 본다면, 당이 중심이 되어 선명한 기치를 내걸고 조
금의 동요도 없이 반부패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14대 이래
의 기본관점을 계승하면서 지엽적인 것과 근본을 함께 다스리는 것(标本
兼治)을 정책을 기조로 삼고, 반부패 문제의 긴박성과 장기적인 측면 그

리고 복잡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셋째, 정책의 내용상, 17대 보고서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 있는데, 가
령, 과거에는 반부패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서 ‘교육, 제도, 감독’의 표현
을 썼다면, 이제는 ‘부패를 막고 변질을 방지하는 교육의 장기적 효과기
제, 반부패 청렴정치 제도체계, 권력운영의 감시제어기제’ 등, 즉 ‘기제’,
‘체계’ 등의 단어로 전환함으로써 반부패 문제를 보다 제도적이며, 과학
적 방법으로 접근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18대의 전
단계로서, 처음으로 ‘청렴정치 문화건설의 강화’, ‘규율검사감찰을 파견
한 주재기구에 대한 통일적 관리’, ‘순찰제도의 완성’ 등의 정책이 제시되
고 있다.

5) 시진핑 시기
첫째, 시대적 맥락상, 중국은 2001년에 미국의 권유와 도움에 힘입어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2010년에는 GDP 규모에서 일본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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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며 세계 2위로 올라선다. 2012년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오르면서, 시
간이 지날수록 일본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점차 미국과 좁혀지는
국면 속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한다. 하
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 및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곧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전망들을 쏟아낸다. 그 중 하나가 ‘중진국의 함
정’(Middle Income Trap)이고, 또 하나가 ‘투키디데스’(Thucydides
Trap)의 함정66)이다.

66) ‘중진국의 함정’(Middle Income Trap)은 중국에서는 ‘중등 수입 국가의 함정’(中等收入国家陷穽)이라고
도 한다. 이것은, 2006년 세계은행 「동아시아경제발전보고」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한 경제체제의 1인당 평
균수입이 ‘세계의 중등 수준’(1인당 평균 GDP 4,000 달러에서 12,700 달러에 이르는 구간)에 도달한 후에,
그 발전전략과 발전방식을 순조롭게 전환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잃고, 장기 경기침체의
길로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경제의 고속성장 당시에 집적되었던 빈부 양극화, 산업구조조정, 기타
사회모순이 폭발된다(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item/ 검색일, 2018.10.5). 한편, ‘투키
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함정’이라는 단어에 있다. 사실, ‘투키디데스 함정’
을 처음 제시한 것은, 2012년, 하버드대 교수이자, 국제문제 전문가인 Graham Allison이 「Thucydides’s
Trap Has Been Sprung in the Pacific」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그는 2500년 전 「펠레폰네소스전쟁사」를
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장군이자,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에 자신이 직접 ‘함정’(Trap)을 결합하여 제시한
다. 즉,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연원은 아테네의 굴기가 스파르타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을 유발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시 전쟁의 결과는 해전에서 스파르타의 승리로 귀결되고, 이로
써 아테네의 패권은 무너진다. 다시 이러한 그의 관점으로부터, ‘신흥대국’이 기존의 ‘수성대국’에게 도전을
할 경우,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다(Retrieved from https://baijiahao.baidu.com/s?id 검색일,
2018.10.05). 이 두 문제는 모두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으로부터 비롯한다. 이를 반부패와 연
관하여 살펴볼 수 있다. 林毅夫에 의하면, “개혁 전, 중국사회의 각계각층의 수입의 출처는 단일화되어 있었
고, 횡령과 부패의 현상은 쉽게 발각되어 억제하기가 쉬웠다. 개혁 후, 물질의 자극은 효율을 제고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모든 사람의 수입의 출처가 다원화되면서, 단 긍정적인 면에 제고가 되는 동시에, 또한 형형색
색의 검은 수입들에 각종 보호세력이 제공됐다. 원래부터 피하기 어려웠던 각급 정부관원들의 횡령과 부패
현상은, 개혁 후에 수입분배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켰다. 개혁의 진행과정에서 손해를 본 사람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한 편, 또한 정부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렸다”(林毅夫, 2014: 18). 정리하여 결론적으로 말하
면, 올해로 개혁개방 40주년을 맞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의 고도의 성장을 통해서 대내외적으
로 이룩한 성과와 발전을 “앞으로도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가 핵심 과제이다. 즉, 두 자릿수 이상의 경
제성장이 이제 더는 지속하기 어려운 7% 정도의 중고성장으로 내려오는 ‘신창타이’(新常态)의 상황에서, 이
를 타개하기 위하여 첫째, 국내의 산업의 구조개혁과 함께 둘째, ‘일대일로’(一带一路)를 통해서 서쪽으로
유라시아를 향하는 대외시장의 확대를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미국의 반응은, 현재 첨예하게 미중사
이에서 벌어지는 ‘무역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중국 패권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져서 결과적으로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접어들고 있는 양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중국의 반부패가 갖는 의미는, 역설적으로 중국내의 공
공조직에 대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계속해서 과감히 단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적대적 외부환경
의 조성으로부터 당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정치적 명령실행체계의 단일대오 형성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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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면에서, 시진핑 정부는 이제 개혁개방 후 약 40년 동안 지속
됐던 약 10% 가량의 두자릿수 성장은 어렵고, 경제성장률 7% 아래의 중
고성장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을 얘기
하면서, 동시에 이와 같은 우려의 시선이 중국 내(內)로 쏠리는 사이,
2015년에 ‘일대일로’ 행동계획을 발표한다. 즉, 태평양을 마주보고 미국
과 대립하는 구도로부터 적극적으로 탈피하여, 중국의 시선을 서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유럽과 함께 ‘유라시아대륙’을 또 하나의 번영의 경제시장
공동체로 만들자는 ‘인류운명공동체’의 건설을 새로운 기치로 내걸고, 덩
샤오핑 시대의 ‘도광양회’(韬光养晦)’로부터 ‘주동작위’(主动作为)로 전환
한다. 과거와는 달리, 대외적으로 중국적 지혜와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
하는 중국특색 대국 외교(外交) 노선을 채택한 국가전략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렇듯, 매우 중차대한 역사적 전환의 시점으로 성
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갈림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에 이르는 시기까지가 ‘세계
속의 중국’이었다면, 시진핑은 ‘중국의 꿈’을 얘기하며 ‘중국의 세계’로
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중국의 반부패 정책을 생각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중국 최
고지도부에서 결정한 ‘의사’는 곧 ‘국가의 의지’로서 그것이 신속하게 정
치와 행정의 시스템을 통해서 지방의 각각의 기층조직에까지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매 ‘단위’
가 부패하고 방만한 조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명약
관화한 일이다.

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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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실제 개혁개방 후 올해로 40년 이상의 시
간이 경과된 후진타오 시기에 이르기까지는, 실은 어느 정부와 정권을 막
론하고 반부패에 대하여 중요하거나 엄중한 입장과 법적 제도적 차원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하지 않은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정작
문제는 그 많은 정책과 제도들이 상당부분 ‘당위적 관점’에서 혹은 ‘구호’
적 차원에서만 머물면서 반부패의 실현을 위한 그 정책의 효과와 성과적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했다는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시진핑은 삼국지에서
관우가 전장에서 독이 든 화살을 맞고 막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화
타의 의술로 가까이 살아날 때 한 말인 “뼈를 긁어 독을 치료한다.”(刮骨
疗毒)라는 말을 인용하겠는가? 당을 이대로 가만두면 모두 다 썩어 죽게

생겼는데, 호랑이나 파리를 구분할 겨를이 있겠는가?
둘째, 정책적 기조로 보면, 인민 군중이 가장 아파하는 것을 부패 현상
으로 규정하면서, 부패야말로 당이 직면한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14대 이래의 기본 관
점을 계승하면서 심화된 ‘지엽적인 것과 근본을 함께 다스리는 것’(标本
兼治)을 정책기조로 삼는다. 반부패 정책의 압도적 성공을 위한 관건은

다름아닌 ‘상’(常)과 ‘장’(長) 이 두 글자에 있다고 본다.
셋째, 정책의 내용상, 2017년 1월 6일, 19대 국가부주석인 왕치산(王
岐山)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해서, 18기 제7차 전체회

의 업무보고를 한다. 이 전체회의의 임무는, 당의 18기 6중 전체회의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2016년 기율검사업무를 종결·정리하며, 2017년
의 임무를 배치(안배)하는 것이다. 이 회의 내용 가운데 특히 두 가지 점
에 주목하려고 한다. 먼저, 18대 시진핑 정부 들어서 8항규정을 시작으
로 전국의 주요 당조직을 모두 포괄하면서 실시한 순시(巡视)제도를 통해

408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서 반부패 측면에서 전에 없던 풍부한 성과를 달성한다. 그 일례로, 이
회의에서 왕치산이 보고한 바대로, “당의 18대 이래로, 정식 입안하여 심
사받은 중관간부(中管干部: 중앙위원회조직부에서 관리하는 간부로서,
일반적으로 부부급/차관급 이상) 240명이 조사를 받고, 그 중 223명이
처분을 받고, 사법기관으로 이송된 경우는 105명, 이러한 강력한 충격과
공포속에서, 2016년에는 5.7만 명의 당원 간부들이 주동적으로 기율을
어긴 문제를 제출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반부패 정책에서 거둬들인 이와 같은 압도적인 성과들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치(法治)를 통한 제도화가 중요하다. 즉, 왕치산이
보고한 바대로, “국가감찰체제 개혁방안을 깊이 있게 제정하고, 시간표,
노선도를 확정하고,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한다. 당중앙은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중대한 정치체제개혁으로 삼고, 당이 통일적으로 영도하는 국가
반부패 기구로 구축하며, 당과 국가의 자체감독을 강화한다.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은 전면적인 심화개혁영도소조의 5차 전
문연구, 개혁과 시범방안을 심의통과하고, 반부패의 역량을 정합하기로
결정하며,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들에
게 전방위적 감찰을 실현한다. 당의 기율검사기관과 감찰기관을 합하여
사무를 보고, 집중통일을 꾀하여, 권위와 효율이 높은 감찰체계를 구축한
다.” 이를 요약하면, 궁극적으로 ‘법치’를 통하여 조금의 빈틈도 결코 허
용하지 않는 ‘당과 국가의 국내외 감독체계망’의 구축이다.

2. 중국 반부패 정책의 시사점
앞선 논의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특히 개혁개방 이후에 진행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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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책의 방향과 특징은 역대 당대회 보고에서 제시된 부패형세에
대한 판단 및 그 대응방안에서 잘 드러난다.
표 5-10

역대 당대회보고 중 부패 형세에 대한 판단

당대회

보고 내용

12대

- 지금 우리 당은 확실히 사상적 불순함, 기풍의 불순함, 조직의 불순한 문제가 존재하는데, 당의 기풍은 아직
근본적인 호전이 없음
- 일부 당 조직 간부 업무에서 나사 풀린 것과 같은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게 존재함. 일부 당의 기층조직은 마땅히
갖춰야할 전투력이 없음. 심지어 반신불수의 상태에 빠져있음
- 개별 당원과 간부들은 심지어 타락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부패하여, 사적인 이익을 꾀하며 마구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엄중한 경제범죄 활동을 하고 있음

13대

- 몇 년 사이, 세금포탈, 밀수밀매, 뇌물수수, 횡령절도, 국가기밀과 경제정보누설, 외교사무의 기율위반, 측근
만 임용하고, 보복앙갚음하기, 도덕적 해이 등의 현상이 일부 공산당원 가운데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당 내에서 부패를 반대하는 투쟁은 피할 수 없음. 만약 부패분자를 당 내에서 용인한다면,
곧 전체 당은 몰락하고 말 것임

14대

- 현재 당간부 중에 존재하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불량한 기풍과 소수 당원간부의 위법과 기율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심각히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과 대중의 관계를 위태롭게 함

15대

- 만약 부패에 대하여 효과적인 징벌을 가하지 못하면, 당은 곧 인민대중의 신임과 지지를 상실함
- 전체 개혁개방의 과정 모두에서 부패에 반대해야 하며, 경종을 울리고, 지구전의 사상을 수립해야 하며, 또
하나하나 단계적인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함

16대

- 각 급의 당위원회는 충분히 반부패 투쟁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또한 충분히 그 장기적 과제임을 인식하며,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정치적 태도를 분명히 하여, 조금도 반부패 투쟁에 동요하지
않고 철저히 계획한대로 나아가야 함

17대

- 전체 당원 동지들은 반드시 반부패 투쟁의 장기성, 복잡성, 막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여, 부패 반대와 청렴정치
건설을 더욱 특별난 위치에 놓고, 정치적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부패에 반대함

18대

- 일부 간부들의 과학발전 능력이 강하지 않고, 일부 기층 당조직의 나사풀림, 소수당원 간부들 이상 신념의
동요, 종지(宗旨)의식의 박약, 형식주의, 관료주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사치 낭비 현상이 엄중함
- 일부 영역에서의 소극적인 부패 현상이 자주 많이 발생하여, 반부패 투쟁의 형세가 전과 다름없이 가혹한
상황임

주: 过勇·宋伟(2015: 231)의 ‘역대 당대회 보고 중 부패형세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작성

过勇·宋伟(2015: 230-233)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의 부패발전의 추세

를 삼고(三高: 부패의 정도가 ‘高’, 반부패의 강도가 ‘高’, 부패의 리스크
가 ‘高’)라는 총체적 특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미래에 장시
간 동안 부패가 만연한 추세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개혁개방 이래로,
시장경제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부패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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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의 각 영역으로 침투되었다. 현재 자주 또 많이 발생하는 부패의
추세는 여전히 매우 엄중한 상황이며, 부패의 구조와 유형 또한 부단히
발생 변화하고 있다. 부패의 복잡성과 은폐화 추세 또한 매우 뚜렷하다.
따라서 중국의 부패의 정도는 단기간 내에 급속하게 감소하기 어렵다.
둘째, 중국은 앞으로도 고강도의 반부패 상태를 유지하여, 부패의 총
량을 감소시킬 것이며, 부패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반부패 ‘신
창타이’로 진입할 것이다. 당중앙은 반부패에 대한 명확하고 확고한 입장
을 견지하고 있으며, 부패가 가져올 수 있는 엄중한 위해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만연한 추세로 존재하고 있는 부패 문
제에 대하여, 중국은 반드시 고강도의 반부패 행동과 또 반부패에 대한
타격을 중국이 발전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임무로 상정한다.
이외에, 중국 인민들 또한 반부패에 대하여 극도의 높은 관심을 보이며,
반부패에 대한 그들의 큰 지지는 또한 중국이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무
관용’(零容忍)의 고압적 반부패를 추동할 것이다.
셋째, 중국 각 영역에서의 부패 리스크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수준에서 중국은 여전히 경제사회가 구조적으
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 영역의 체제 기제에 존재하는 문제
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경제사회 운행 중의 제도의 허점과 결함은 여전히
매우 많다. 이로부터 생산되는 서로 다른 수준의 부패 리스크는 도처에
존재한다. 전면적인 심화개혁이 필요로 하는 제도건설과 거버넌스(治理)
능력의 제고에는 비교적 긴 시간의 주기가 필요하며, 반부패는 현상을 치
료하는 ‘치표’(治標)에서 근본을 치료하는 ‘치본’(治本)으로 전환하는 데
에도 비교적 긴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영역에서의 부패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것 또한 하루아침에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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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향후 중국의 반부패 정책 및 그 성과에 관한 전망을 토대로, 한
층 더 심화하여 중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의 지도
사상을 결합하면, 중국의 정치시스템에서 작동하는 반부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한다. 즉, 당면한 시기의 중점과제와 그 문제의 질적 수준
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전임 지도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그것을 발전시킨
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중국 공산당이 발전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단순히 전임 최고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추앙의 결과로만 치부할 수
는 없고, 사실상 마오쩌둥이 최고 정책결정자로 있을 때 덩샤오핑 또한
그러한 위치에서 국정에 참모로서 참여를 했고, 역시 덩샤오핑이 최고 정
책결정자로 있을 때 장쩌민도, 또 후진타오, 시진핑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중국정치 시스템은 이처럼 하나의 궁극적인
정책결정과 목표를 향하여 고도의 유기적으로 조직된 형태를 보인다. 따
라서 한 명의 최고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중국 공산당의 발전방향과 목
표가 한 순간에 쉽게 확 바뀐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동시에 덩샤오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획기적
인 대전환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또한 중국의 정치시스템이 갖는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본문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결정 시스템의 중국 정치구조에서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는 획기적인
체제개혁과 방향의 전환이 가능할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양립 가능한
가? 놀랍게도, 우리가 이 글에서 관심 갖고 있는 중국 반부패의 문제를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사상에 대입해 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각 시기별 중국 공산당의 지도사상은 계
승과 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그 시대의 특징을 반영하고, 당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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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의 차원에서 다소간의 차이점이 분명히 발견되
지만, 놀랍게도 중국공산당이 그러한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당 조직은 스
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관하여 하나의 공통된 인식이 근저에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파편화된 것들을 모아보자.
우선, 「마오쩌둥사상과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체계개론」에 의거하면,
군중노선을 견지한다는 것은, 당이 인민군중과 ‘혈육과 같이 연계된 관
계’를 유지해야 한다. 당의 기풍문제, 당이 인민군중과 잘 연결이 되어있
는가 하는 문제는 당의 ‘생사존망’과 관계된 문제이다. 마오쩌둥은 말하
길, “A) 우리 공산당원은 씨앗에 비유할 수 있고, 인민은 토지에 비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지방에 왔다면, 바로 그 쪽 지역의 인민들과 결합하여,
인민들 사이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야 한다”(本书编写组, 2018:
13; 毛泽东选集, 1991: 1162).
다음, 1978년 당의 제11기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전날 저녁, 중앙업무
회의에서, 덩샤오핑은 「해방사상, 실사구시, 일치단결하여 앞을 향하여
본다(解放思, 实事求是, 团结一致向前看)」을 발표하며 말하길, “하나의
당,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만약 일체 모두가 ‘本本’(교조주의)에서 출
발하면, 사상이 경직되고, 미신이 성행한다. 그러면 전진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B) 그 ‘생기’(生机)는 곧 멈추며, 당과 국가는 곧 망한다”(本书编
写组, 2018: 97; 邓小平, 1994: 143).

그 다음, 당이 당을 관리해야 하며, ‘엄격하게 당을 다스려야 한다’는
방침과 관련하여, 장쩌민은 말하길, “국가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먼저 당
을 다스려야 하며, 당을 다스리는 것은 반드시 엄격해야 한다. 당을 다스
림에 시종 강력한 힘이 있어야만,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 반드시 정확한
효과가 생긴다”(本书编写组, 2018: 139; 江泽民, 2006: 496). 당 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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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원과 간부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요구를 해야 한다.
‘엄격하게 당을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당장’에 근거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며, 반드시 당의 사상, 정치, 조직, 기풍과 제도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관통하는 가운데에 있다. 당의 기풍은 당의 형상과 연계되며, 인심의 향
배에도 연관되며, C) 당의 생명과 관계된다(本书编写组, 2018: 139).
2003년 초, ‘사스’(SARS) 문제가 발생하고 중국사회 전역에 신속하게
만연되는 상황에서, 2003년 7월에 후진타오는 말하길, “우리들은 더욱
전면적인 발전, 협조적인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발전관을 견지해
야 한다. 더욱 자각하여 사회주의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의 협조
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경제사회발전의 기초 위에서 사람의 전면적인 발
전을 견지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추진해야 한다”(本书编写组, 2018:
149; 胡锦涛, 2016: 67). 후진타오는 말하길 “D) 자연계는 인류를 포함

한 일체 생물의 요람이며, 인류가 생존과 발전을 의뢰하는 기본조건이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곧 인류를 보호하는 것이며, 자연을 건설하는 것은
곧 인류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다”(本书编写组, 2018: 163; 「十六大
以来重要文献选编」(上), 2011: 853). 후진타오가 말하길, “당의 집정능력

을 제공하고, 당의 집정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은 우리당이 집정한 이후의
하나의 근본적 임무이며, 또한 우리당이 장기적으로 직면한 또 반드시 해
결을 잘 해야 하는 역사적인 과제이다”(本书编写组, 2018: 166; 「十六大
以来重要文献选编」(中), 2011: 593). 당의 선진성을 유지하고 당을 발전

시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정당 자신을 건설하는 근본적인 임무이며, 영
원한 과제이다. 후진타오는 말하길, “선진성은 마르크스주의 정당의 본질적
속성이며, 마르크스주의 정당의 ‘생명’이 걸려있고, 역량이 소재한 곳이다”
(本书编写组, 2018: 166; 「十六大以来重要文献选编」(下), 2011: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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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 당의 건설을 강화하는 데에 지도사상의 중요성을 설파
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 그것이 곧 당의 건설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며, 기초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가령, “E) 시진핑은 이상 신념

을 공산당인 정신적인 ‘칼슘’에 비유하고, 정신적으로 ‘칼슘’이 부족하면,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탐욕스럽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하며, 생활상에서는 썩을 수밖에 없다”(本书编写组, 2018: 263). 당
의 기풍문제, 당이 인민군중과 연계된 문제는 곧바로 당의 생사존망과 관
계된 문제이다. 시진핑이 반복적으로 말하길, “업무와 관련한 기풍의 문
제는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다. 만약 불량한 기풍을 결단코 바로잡지 않
은 채로 계속 발전해나간다면, 하나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벽이 우리당과
인민군중 사이를 막아내고 분리할 것이다. 그러면 F) 우리당은 곧 ‘근기’

(根基)를 잃고, ‘혈맥’(血脈)을 잃고, 역량을 잃게 된다”(本书编写组,
2018: 264; 「习近平谈治国理政」第1卷, 2018: 387).
위 A), B), C), D), E), F) 구절 모두는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들이 반부
패와 관련하여 당의 건설 및 집정과 관련한 언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런데, 그들이 모두 각자 당면했던 시기가 다르고, 당면문제의 수위가 달
라서 내용의 강조점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러한 차이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한다. 그것은 바로 ‘당 조직’을 하나의 ‘유기
적 생명체’로, ‘당의 활동’을 하나의 ‘생명 활동’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매우 흥미롭게도 나는 문득 아래의 「장자」의 구절을 떠올린다.

백 개의 뼈, 아홉 개의 구멍, 여섯 개의 내장은 갖추어져 존재하지만,
나는 그것들 중 무엇과 특별히 친한가? “백해(百骸), 구규(九竅), 육장
(六藏), 해이존언(賅而存焉), 오수여위친(吾誰與爲親)?”「장자·제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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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구절의 해석은, “신체의 여러 기관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
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각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각 신체기
관들 서로는 누구와 더 친하고, 소원할 수 없는 관계이다”(이국봉, 2009:
91-92).
이러한 생명 활동은 마치 ‘심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콩팥’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과 같으며, ‘건강’이라는 것은 오직 신체의
생명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각 ‘단위’(기관)들이 모두가 온전한 ‘썩지 않
은, 조금도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잘 작동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왜냐
하면, 생명체는 그 안의 각 세포들을 통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염이나, 전이할 수 있는’ 상호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
기 때문이다.
마치 중국공산당을 하나의 생명체로 규정할 때, 부패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바이러스 병균이 체내에 침입한 것으로 묘사할 수 있으며, 만약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 병균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종양으로
까지 커질 수 있으며, 다시 생명체 내의 온 세포와 조직으로 전염시키거
나 전이되어, 결국은 생명체 자체가 그 기능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썩어서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연상하게 한다. 이것은 중국의 반부패 정책을 통하
여 확인할 수 있는 당 최고지도자들의 당에 대한, 당의 조직과 건설에 대
한 ‘공통된 인식’의 ‘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반부패 정책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중국정치의 시스템은 유기적 통일을 고도로 지
향하는 ‘생명67)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가장 큰 반부패 정책의 특징

67) 여기서 말하는 ‘생명’ 모형은, 단순히 영어의 ‘biology’나 ‘life’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생’물적 토대 위에서,
역사적 사‘명’을 실현코자 하는 모형이라는 뜻에서 ‘생명’(生命)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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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선 실사구시 시각에서 정치 생태계를 파악하고, 생명 활동에 반드시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며, 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왕성한 생명력 발현을 위한 방법이며, 그
실행의 원칙은 ‘亲’이 아니라, ‘公’의 실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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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과 정부가 반부패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패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으며, CPI 지수도 답보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왜 반부패 추진이 쉽지 않고, 가시적인 부패 감소가 드러나지
않을까? 반부패의 근원적인 제약은 어떠한 요인들이 있을까? 여기서는
Mahoney & Snyder68)(1999)가 제시한 제도변화의 틀을 응용하여 중국
반부패의 제약을 거시맥락적 제약, 제도적 제약, 행위적 제약으로 구분하
여 세부적인 제약요인을 분석하기로 한다.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분석
1. 정치체제의 제약
정치체제의 제약은 주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내부통제의 미흡 및 외
부감독의 부재에서 체현된다. 중국공산당은 정권 초기부터 구소련의 체
제를 모방하여 고도로 집중된 권력구조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권력구조
는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성을 갖고 고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
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이에 대해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맹목적으로
일체의 권한을 당위원회에 집중시키고, 당위원회의 권한은 또 제1서기에
집중되어 모든 것을 제1서기가 결정하게 함으로써 당의 일원화 영도가
개인 영도로 변질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한적 있다(邓小平, 1993:
328-329). 문제는 덩샤오핑이 지적한 이러한 권력구조가 환경변화와 관

68) 제6장 중국 반부패 추진의 제약 및 제7장의 반부패 개혁에 관한 접근은 Mahoney & Snyder(1999)가 제시
한 제도분석 차원의 논리를 활용하기로 한다. Mahoney & Snyder는 제도(공식적인 조직·규칙·절차, 정당
체제, 군부조직, 관료제, 헌법·법령 등) 수준을 중심으로, 위로는 구조(또는 맥락)(세계체제, 국가체제, 경제
발전, 문화유형, 정치·사회·경제적 위치 등), 아래로는 행위(집단의 상호작용, 리더십 등)로 분석 수준을 계
층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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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지속성을 갖고 고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상으로는 과도한 권력집중을 막기 위한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
행하고 있지만, 각급 당정기관의 실질적인 운행을 보면 권력의 ‘집중’은
잘 되지만 ‘민주’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당위원회를 예로 들면,
업무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당 상임위원회에서 서기와 기타 상임위
원회의 권한은 명확한 차이가 있다. 당위서기는 상임위의 회의 소집권과
의제(agenda) 결정권, 간부인사에서 후보자 추천권, 그리고 동급 상임위
위원들의 인사변동에 관하여 핵심적인 건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정책과 각종 공공사업에 관한 사항에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
다(黄建国, 2012: 51-54).
이는 특히 지방정부에서 더욱 선명하게 체현되고 있다. 중국의 현급
당정기관에서 돌고 있는 “현 당위서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누가 아무
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현 당위서기가 하고 싶은 일은 누가 아무리 반
대를 해도 소용없다.”, “현 당위서기가 말을 하면 기타 상임위원들은 입
도 벙긋하지 못한다.” 등의 말들은 현 일인자의 권력을 생생하게 들려주
고 있으며, 관련 정부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러한 권력집중은 부패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张明军·陈朋, 2018). 구
체적인 사례로, 2013년에 부패로 인하여 무기징역을 판결을 받은 깐수성
(甘肃省) 화팅현(华亭县)의 런쩡루(任增禄)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현
장과 현당위서기를 담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 승진 청탁으로 돈을 받은 사
람이 71명이나 된다고 한다(京华时报, 2014.3.1).
당정기관 일인자(一把手)의 절대적인 통제권을 제약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정부에서 일인자가 재무, 인사, 공공프로젝트, 인허가 및 물품조달
등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못하게 하고, 중대한 정책결정, 중요한 인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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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대형 프로젝트와 대규모 자금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단적으로 토
론하고 결정하는 등의 규정을 반포하였지만 이 역시 일인자의 독선을 막
는 내부통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刘宗洪, 2015: 51-54; 陈家喜·
李辉勇, 2016: 15-20).

정치체제의 제약은 사법기관과 민주당파의 감독역할이 미흡한 것 등
에서도 체현되고 있다.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효과적인 부패척
결의 전제조건임을 인식한 중국공산당도 2014년에 반포한 「중공중앙의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에 관련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지도간부들이 사법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적인
행사를 보장하는 일부 조치를 제기하였다. 그렇지만 ‘당이 정법을 관리하
는’(党管政法) 원칙과 이에 상응한 조직구조69) 및 인사평가 등의 요인이
남아 있어 사법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陈柏峰, 2015:
37-45). 중앙정법위원회에서 2015년과 2016년에 공개한 장쑤성 서주시
(江苏省徐州市)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딩워이허(丁维和), 후난성 익양시
(湖南省益阳市) 당서기 마융(马勇), 샨시성 서안시(陕西省西安市) 공안국
부국장 왕앙췬(王安群) 등 사법기관의 업무에 간섭하여 그 책임을 추궁당
한 관료들의 사례들은 사법기관의 공정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의 심각
성을 시사하고 있다(徐亚文·邵敏, 2016: 10-14; 人民法院报, 2016.2.2).
중국에는 중국공산당 외에 민주당파로 통칭하는 중국국민당, 중국민주
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대
만민주자치동맹, 구삼학사 등이 존재한다. 중국에서 각 민주당파는 재야

69) 각급 당위원회 산하에는 당의 정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당의 영도원칙에 따라 검찰, 법원, 공안,
사법행정기관과 국가안전부서의 업무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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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 아니고 반대당도 아닌 참정당의 대접을 받고 있다. 역대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민주당파가 감독역할을 잘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여왔
다. 민주당파는 사실상 각급 인민대표와 인대상임위원회, 그리고 각급 정
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당파소속 관료들을 통하여 부패행위를 감독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공산당과의 대회를 통하여 부패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수립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주
당파는 부패행위에 대한 감독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까지
2012년까지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민주당파가 제기한 정책건의 내용을
보면, 총 210건 가운데서 민주적인 감독에 내용이 18건밖에 안 된다. 何
旗는 민주당파가 부패감독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은 중국에서 민주당파의 역할을 비관적으로 보는 당원들의 의식, 집권당
과 충돌을 원치 않는 두려움, 그리고 조직화된 감독기제의 부족 등을 들
고 있다(何旗, 2016).
세계적인 반부패 경험을 보면, 언론이나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에 의
한 외부감독은 부패에 대한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동시에 보완할 수 있
는 유력한 부패통제 장치이다. 따라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건의하고 있
는 국가 반부패 시스템에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감독이 주요한 구성요소
로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중국의 학계와 언론에서도 부패의 은밀성과 집
단성의 특징으로 인하여 외부감독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부패척결에 필
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任铁缨, 2009; 徐永平, 2012; 21世纪经
济报道, 2014.6.26).

하지만 당국가 정치체제를 신성불가침의 원칙으로 견지하면서 당을
중심으로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독립된 언론과
시민사회에 의한 실질적인 부패감독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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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에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인터넷을 이용한 허난성 정저우시(河
南省郑州市) 및 샨시성 선무시(陕西省神木市)의 ‘房妹’와 ‘房姐’ 사건, 그

리고 샨시성 서안시의 ‘表哥’ 사건 등70)의 부패폭로 및 신속한 척결 등으
로 짧은 기간 인민들을 흥분시키는 일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범국가
적인 사회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치체제하에서 외부감독은 더욱더 위
축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민간학자인 둥잉호우(董英豪)가
2014년에 출판한 저서 「민간반부패와 부패방지」에서 소개한 민간인의
포텔 접속이 가장 많은 중국의 다섯 개 민간 반부패 웹사이트71)가 2018
년 5월 현재 검색한 결과 전부 접속이 차단된 것을 보면 반부패에 대한
외부감독의 현황을 실감할 수 있다.

2. 경제체제의 제약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은 중국이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개혁개방이 시작된지 이미 40년이 되어가지
만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은 아직도 진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체
제전환(体制转轨)은 중국경제체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의
내용에는 주로 경제자유화, 분권화, 민영화, 경제 글로벌화 등을 포함하

70) ‘房妹’와 ‘房姐’ 사건은 2012년 연말과 2013년 연초, 하남성(河南省郑州市)의 20대 여성과 산시성 선무시
(陕西省神木市) 모 국유상업은행의 부행장직에 있던 40대 여성이 각각 정저우시와 베이징에 다량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네티즌에 의해 폭로되었다. 이에 개입된 정부조사에 의해 두 가족의 부패 사실이 드
러나 전국을 흔들었던 사건들이다(董英豪·陆玉荣, 2014: 243-244). ‘表哥’사건은 샨시성 안전감독관리국
국장 양모씨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현장에서 웃는 모습에 네티즌이 분노했고, 이어 인터넷에 공개된 양모
씨의 사진에서 네티즌들이 그의 손목시계가 고가 명품인 것을 폭로함으로써 부패 사실이 탄로되어 척결 받
은 사건이다(中国日报网, 2012.9.24).
71) 다섯 개의 반부패 민간사이트는 中国百姓喉舌网, 中国正义反腐网, 中国舆论监督网, 人民监督网, 网络民
间举报网이다(董英豪·陆玉荣, 2014: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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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이 역시 부패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꿔
융(过勇, 2006)이 1978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정처급 이상의 594개
(이중 부부장급 이상 68개, 처장급과 국장급 526개) 부패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개혁개방 이래 경제체제의 전환과 부패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주고
있다(<표 6-1>).

표 6-1

경제체제 전환기 개혁으로 인한 중고위 관료의 부패 사례
유형
경제자유화

분권화

민영화

경제 글로벌화

개혁 내용

부부장급 이상

처장급과 국장급

이중가격제도

24

127

시장 개방

19

39

재정 분권화

0

14

행정 분권화

43

457

주식제개혁

7

16

민영기업 발전

5

15

국유자산 매각

5

21

국유기업 경영

0

8

외국인 투자

2

5

수출입무역

4

32

해외교류

5

10

출처: 过勇(2006)

경제자유화를 위한 개혁에는 1980년대에 실행된 이중가격제(价格双
轨制)가 포함된다. 국가가 통제하는 가격과 시장의 가격이 동시에 존재하

는 상황에서 일부 관료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가 정한 낮은 가격으로
철강, 목재, 화학비료, 자동차, TV, 냉장고 등 물품들을 높은 시장가격으
로 팔아 남겨 거액의 이득을 챙기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런 불법전
매를 중국에서는 관따오(官倒)라고 불렀다(人民日报, 1988.9.3). 불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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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현상은 대중들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텐안문 사태를 발생시킨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1989년 연말에 중국 정부가 불법전매의
대표적 기업이었던 중국캉화(康华)발전총회사 및 당정기관이 운영하던
90% 이상의 회사들을 철폐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불법전매 현
상은 점차 누그러졌다(中国共产党新闻网, 2009.1.6).
또한, 관료들은 민영기업의 시장진입 규제를 이용하여 정부의 심사허
가 과정에서 개인의 이득을 챙긴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의약품분야에
서 집중적으로 적발된 부패 사건들이다. 2005년부터 민영기업으로부터
고액금품을 받고 의약품 인허가를 준 사실이 적발되어 정쇼위(郑筱萸) 국
가식품의약관리국 국장(차관급)을 포함하여, 약품등록국 국장, 의료기구
국 국장, 화학약품처 처장, 중국약학회 부비서장 등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人民网, 2010.4.18). 2014년부터는 ‘작은 국무원’(小国务院)으로 불리는
핵심행정부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국에서만 전후임 국장, 부국장
을 포함하여 국장급 5명이 금품을 받고 의약품 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들
어나 전부 구속되었다(搜狐网, 2016.12.29).
분권화는 재정과 행정의 분권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재정체제개혁을 통하여 전통적인 재정 집권제 국가로부터 분권제
국가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재정권한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전되었으며, 지방정부가 지배할 수 있는 재력은 지방의 경제발
전 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경제발전 수준 또한 각급 지방정부 지도자를
평가하고 승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분권개혁 이후 지
방정부가 지배할 수 있는 수입, 특히 예산외수입의 증가, 그리고 재정 분
권화와 동시에 추진된 인사임명, 정부구매, 공공입찰과 같은 행정권한의
이전 등이 지방관료들의 부패를 초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우이판(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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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凡)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의 중국내 29개성 실증자료 분석을 통

하여 재정분권이 중국의 부패를 심화시켰음을 입증하였다(吴一凡, 2008).
이어 판춘양(潘春阳) 등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각성의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재정분권은 정부규모의 확장과 예산지출구조의 왜곡을 통하여
지방의 부패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입증하였다(潘春阳 等, 2011).
민영화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우선 국유자산의 민영화 과정에서 사영
기업주들이 금품제공을 통해 국유자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받고, 저가구
매로 폭리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또한, 민간부분에서 새로 나타난 사영기
업주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고 국유자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련 공
무원들에게 뇌물을 바치게 된다. 산시성과 국가에네지국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부패사건들이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중국에서 석탄 등 자연자
원이 풍부한 것으로 이름난 산시성은 탄광 관련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현
지 관료와 탄광주가 유착된 경우가 많아 부패의 온상으로 낙인 찍혀왔다
(新京报, 2016.3.7). 시진핑 정부 이래 이미 성장, 부성장급 당정지도자
가 7명이 부패로 적발되었다. 그중 산시성 당상무위원 네춘위(聂春玉)를
예로 들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산시성 뤼량시(山西省吕梁市) 시장
이 당서기직에 있는 기간 탄광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탄광주
들이 거대한 부를 쌓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한다. 산시성에서
5대 석탄회사의 일인자가 전부 부패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것을 보면
지방에서 정부와 기업의 유착관계를 알 수 있다(新京报, 2014.9.1). 물
론, 이러한 관계는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2013년부터 국
가발전계획위원회 직속 차관급 기구인 국가에너지국에서는 류테난(刘铁
男) 국장(차관급)을 포함하여 산하 핵전력국 국장, 석탄국 부국장, 전력국

부국장,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국 국장, 기획국 국장 등이 관련 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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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
한 소식에 의하면 검찰은 석탄국 부국장인 웨이펑웬(魏鹏远)의 집에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 2억 위안을 발견했다고 한다(新京报, 2014.11.1).
부패로 이어진 정경유착(政商关系)은 정부와 국유기업의 관계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난다. 2015년 한해만 해도 장차관급 대우를 받는 초대형
국유기업인 중국통신그룹, 둥펑자동차그룹, 중국남방항공, 중국제1자동
차그룹,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중국석유화학공업그룹, 무한강철그룹의
총수들이 부패행위로 하여 구속되었다. 2014년과 2015년에 구속된 115
명의 대형 국유기업 임원의 업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20.9%, 기계제조 12.2%, 건설투자 11.3%, 통신 9.6%, 교통운수 5.2%,
금융 3.5% 순으로 나타났다(商红日·张惠康 主编, 2017: 67-71). 국유기업
부패 현상의 발생 원인으로는 기업의 모호한 역할 문제, 책임과 권한이
분리된 기업지배구조 문제, 외부와 내부감독의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경제 글로벌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초창기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관료들의 자유재량권이 크고 경제에 대한 간섭이 많
은 것을 고려하여 금품제공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전환경을 확보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제무역의 발전에 따라 기업의 무역활동이 외환,
외국무역경영권, 수입품배정할당, 수출보조와 세금환불 등의 제약을 받
았는데 상기 분야의 규제는 부패 발생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초기
단계에는 밀수와 관련된 부패 현상도 많이 발생하였는바 대표적인 것이
푸잰성 샤먼시(福建省厦门市)에서 터진 위앤화그룹 사건이다. 대만을 마
주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특구인 샤먼시에 위치하고 있는 위앤화그룹의
회장 라이창싱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샤먼 앞바다에 대형 선박을 띄
워놓고 석유류, 자동차, 담배, 술, 가전제품 등을 대규모로 들여왔다.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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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너 속에 은닉한 밀수품은 해관, 공안 등의 묵인 하에 자유롭게 통과
되었는바, 위앤화그룹이 밀수한 물건은 530억 위안, 탈루세액은 300억
위안에 달했다(人民网, 2001.7.23). 사건조사 결과에 따라 베이징의 공
안부 부부장(차관급)과 푸잰성의 공안청 부청장, 샤먼시 부시장, 해관 관
장 등 300여 명의 관료들이 부패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3. 문화적 제약
부패와 관련된 문화적 요인은 주로 가부장문화(家长制文化), 본위주의
문화(本位主义文化), 관본위문화(官本位文化), 인정문화(人情文化) 등으
로 볼 수 있다.
전통중국에서 ‘가’(家)와 ‘국’(国)은 일체이며 가족의 가장은 일국의 군
주와 같은 권위를 갖고 있었다. 국가와 가족의 양극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기타 조직들도 비슷하다. 각급 기관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가장으로 여기
고 있고, 부하 직원들도 지도자를 가장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결정은 모두 가장에게 맡겨버린다. 가부장문화의 영향
으로 지도자 일인의 부패는 집단적 부패로 이어지며, 집단 구성원들의 부
패도 지도자의 가부장적 보호로 인하여 추궁하기 어렵게 된다(李可,
2017).
가부장문화와 밀접한 것이 본위주의문화인데 이는 개체(个体)가 전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본위(本位)로 생각하고 집단의 이익을 개체이익을 초
과한 상위이익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소속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잘못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위주의문화는 극단적으로 집단이
익 문화를 산생시킨다. 본위주의문화의 영향아래 내부 성원들은 단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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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사분란하게 외부에 대응한다. “집의 흉측함은 밖에 공개하지 않는
다.”(家丑不外扬), “한집 사람들은 두말 하지 않는다.”(一家人不说两家话)
등의 고사성어들이 바로 이러한 문화를 표현하는 것들이다. 본위주의문
화의 존재는 부패 현상이 쉽게 발견되지 않게 하며, 최종적으로는 집단부
패를 유발한다. 이에 못지않게 관본위 문화 역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
다. 과거 중국 지식인들의 꿈은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관료가 되어 ‘금의
환향’(衣锦还乡)하는 것이다. 현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꿈은 합격
과 승진이다. 또한, 승진을 위해서는 많은 경우 자신만의 자주적인 판단
을 포기해야 하며 공권력 남용까지 서슴없이 감행하는 것이다.
중국은 또한 슈퍼 인정(人情) 대국이기도 하다. 인정문화의 형성은 수
천 년 전에 형성된 농경사회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인정문화는 존재의 합리성을 갖고 있었는바 그것은 가족, 이웃 그리고 전
체사회의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인정은 ‘예치’(礼治)의 색채를 띠고 있었으며 인정이 있는 사람은 ‘예’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을 통해 중국의 경제
사회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사람들의 사유와 가치이념은 여전히 전
통사회의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과 함께 이익이 우선시되어 전통적인 ‘예’의 함의가 도전을 받게 되고 인
정의 도구적 기능이 감성적 기능을 압도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의 인정
문화는 부패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부패에 ‘도덕적 외투’를 입혀줌으로써
정당화 근거를 제공하여 왔다. 인정문화는 또한 ‘안면문화’, 그리고 ‘관계
문화’와도 연계되어 있다. 관료들은 친우, 익숙한 사람, 그리고 상관의
‘안면’을 지켜주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법규
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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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도구화된 인정문화는 어떻게 부패와 연결되고 있는가? 우선 인정
문화로 하여 폐쇄적인 관계망이 형성된다(谭志坤, 2017). 혈연, 지연, 업
무 등으로 연관된 친정, 우애(友爱), 동료정, 군우정(战友) 등으로 하여 폐
쇄적 관계망이 생기게 되고, 사회적으로 ‘끼리문화’(圈子文化)를 형성한
다. 폐쇄적 관계망에서 사람들 사이에는 인정 빚이 생기고 이를 갚기 위
해 사람들은 청탁을 하게 되며, 이는 민주와 법치 등의 공공생활 규범을
파괴하는 것이다.
대중형 도시에서는 동창과 동향(同乡, 같은 고향)을 유대로 끼리가 형
성되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당지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로서 혈연
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된다. 중국사회과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펑쥔치
(冯军旗) 연구원의 박사논문인 「중현간부(中县干部)」가 지방의 정치사회
에서 혈연관계와 전통적인 인정문화가 현대 정부의 운영에 주고 있는 영
향을 매우 섬세하게 기술하였다(冯军旗, 2011). 펑쥔치가 조사한 중현(中
县, 가명임)은 중국의 중부지역에 위치한 농업위주, 인구 80여만 명 규모

의 현이다. 펑쥔치는 가족에서 배출된 현정부 부과장 이상급 간부 수에
따라 중현의 정치가족을 ‘대가족’과 ‘소가족’으로 나누었다. 부과장 이상
급이 5명 이상이면 ‘대가족’으로 , 2명 이상 5명 이하면 ‘소가족’으로 분
류된다. 조사결과 중현에서 21개의 정치 ‘대가족’과 140개의 정치 ‘소가
족’을 발견하였다. 대가족 중에서 ‘장씨 가족’(张家)과 ‘왕씨 가족’(王家)
식구와 친인척들의 정부에서 맡고 있었던 직무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장씨 가족의 핵심 인물은 장타이캉(张泰康)이다. 그는 중현에서 당 조
직부장과 정협주석을 지낸 후 상위 행정도시 북산시의 노동국장으로 부
임되었다. 그의 여동생 장메이즈(张梅芝)는 부현장과 정협주석직에 있었
고, 그녀의 남편은 현의 위생국장이다. 장타이캉은 자녀가 8명인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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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갖고 있는 요직에는 북산시의 해관 관장, 관광 국장, 인민병원 원
장, 응급센터 센터장, 부구청장, 신화서점 당서기 등이 포함된다. 큰 사위
도 장씨성인데, 친인척들이 맡고 요직에는 인사노동 국장, 재정국 부국
장, 공안국 부국장, 건설은행 부행장 등이 있다.
왕씨 가족의 핵심 인물은 현의 인대부주임을 역임한 왕텐위(王天雨)이
다. 남동생 왕텐수이(王天水)는 과학기술국 부국장을, 여동생 왕텐즈(王
天紫)와 왕텐잉(王天颖)은 각각 물자국 당 부서기와 진(镇)의 당 부서기를

역임했다. 자녀부부들은 현 정법위원회 부서기, 항운국 국장, 인대 농공
위원회 부주임, 향(乡)의 당 부서기를 맡고 있다. 그 외 조카, 사촌 등 친
인척들은 북산시 상무국 국장과 시청 부비서장, 중현 조직부 부부장, 발
전계획위원회 부주임, 교육국 부국장, 농업판공실 주임 등을 역임했거나
현재 맡고 있다.
펑쥔치는 조사결과 근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자
녀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정치가족의 영향력도 약화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공직의 세습 형태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 해당지역의 이익집단
과 세력집단으로 형성된 정치가족들로 하여 상급 정부의 많은 정책들의
집행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치가족의 존재와 이로
인해 형성된 복잡한 관계망은 불평등한 사회와 부패한 관료문화를 형성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을 밝혀냈다. 전통적인 정치문화의 존재에 대
해서 외부에서 전임된 중현의 모 핵심 지도자는 펑쥔치에게 “만약 나의
여동생이 중현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동생
의 승진은 도처에서 배려를 받게 되는데 이는 수천 년간 내려온 정치전통
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문화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유기
업에도 뿌리박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기자 수링(苏玲)은 광둥성 칭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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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广东省清远市) 소금전매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지방 국유기업이 어
떻게 핵심 간부의 가족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이 속에서 심각한 부패가
발생함을 폭로하였다(苏玲,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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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분석
1. 법적 제약
중국은 부패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
는 등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반부패 법제화는 효과와
동시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반부패 효과에 영향을 주는 법적 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법률체계의 제약이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제4차대회에서 통과
한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의 전면적 의법치국의 중대한 문제 추진에 관
한결정」에서는 ‘법률규범체계’와 ‘당내 법규체계’를 중국의 법치체계에
포함시키고 의법치국 총목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周望, 2018). 당의 조
직과 당원들을 제약하는 당내규정이 법치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중국
특색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국의 실질적인 상
황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내 규정체계는 당장을 용두(龙头, 용의 머리)로 하여 당의 영도와 집
권활동, 사상건설, 조직건설, 작풍건설, 반부패건설, 제도건설, 당의 기관
운영보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중앙당의 규정 140여 건, 중
앙당부서의 규정 150여 건, 지방당의 규정 1,500여 건이 포함된다(褚宸
舸, 2018). 그중 제18차 당대표대회 이래 시진핑 정권이 강도 높은 부패

척결을 추진하는 동시에 점차적으로 수립한 반부패에 관련된 당내 법규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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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2015~2016년 기간 반포된 당내 법규

반포 시기

당내 법규 명칭

2015년8월13일

중국공산당순시공작조례(中国共产党巡视工作条例)(수정)

2015년10월22일

중국공산당염제자율준칙(中国共产党廉洁自律准则)(수정)

2015년10월22일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中国共产党纪律处分条例)(수정)

2015년7월17일

중국공산당문책조례(中国共产党问责条例)(제정)

2016년10월27일

새로운 형세하에서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关于新形势下党内政治生活的若干准
则)(제정)

2016년10월27일

중국공산당당내감독조례(中国共产党党内监督条例)(수정)

당을 주도로 부패척결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에서 당내 법규체계의 개
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법규가 국가법률을 대체할
수는 없다. 당내 법규는 당에서 제정한 조직규범이고 적용대상은 당의 조
직과 당원에 한정되지만, 국가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헌법과 입법법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제정한 규범적 문건으로, 그 적용대
상은 전체 인민이고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행된다. 반부패와 관련된 법률
은 「감찰법」, 「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다. 국가법률은 인민
이 지켜야 하는 최저의 요구이지만, 당내 법규는 당조직과 당원이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내용상으로 보면 당내 법규는 국가법률보다 더욱 엄격하
다. 예를 들면, 간통행위는 국가법률에 처벌규정이 없지만 당원의 경우
당내 법규에 의해 엄한 처벌을 받는다. 즉,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라
해도 당내 법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刘雪斌·蔡建芳, 2015).
시진핑 정부는 집권 전기 5년 동안 당내 법규체계를 수립하고 반부패
운동을 통해 강력한 부패척결을 진행하였다. 만연한 부패 추세는 이미 약
세로 들었지만 지속적인 반부패를 위해서는 국가입법을 통한 반부패법률
체계의 수립이 필수적이라는데 대해서 중국 국내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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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고 있다(法制日报, 2017.11.9). 중국정부도 「국가감찰법」을 제정하
고, 「형법」 수정을 여러 차례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반부패법률
체계의 수립은 아직 미완성된 단계이다. 부족한 부분의 예를 들면, 반부
패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공직자윤리와 재산등록
등에 관한 규정은 당내 법규로만 존재하고 있고, 반부패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고발자 보호에 관한 제도도 국가법률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당내 법규와 국가법률 간의 연계 문제이다. 당내 법규와 국가법
률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양자 사이에 모순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예
를 들면, 인민이면서도 당원인 조사대상은 먼저 당의 기율처분을 받고 사
법기관에 이송되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는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당사자
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중국내에서 ‘쌍규’(双规)
인원의 공민권보장은 당내 법규 규범화의 난점이었다. 그리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떤 기율위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정지하고 놔주
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기법불분’(纪法不分), 즉 당의 기율과 국가법률
을 구별하지 않고 당의 기율로 국가법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
다. 어떤 사건은 많은 물력과 인력을 들여서 깊이 조사했고 피의자가 법
률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처리’만 하고 사법기관에 넘기지 않는
다(姚诗, 2016). 이러한 경우 당내 법규는 위법자가 부패척결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진핑 정부에서는 「공산
당규율처분조례」를 수정하고 검찰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검찰위원회를 당의 기율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상황에
서 과연 법에 따른 공정한 처리가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또 하나
의 문제는 당내 법규가 국가법률과 저촉되는지의 여부이다. 현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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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당내 법규와 형사소송법을 대표로 하는 국가법률 간에는 아직
저촉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이 수정되면 반부패에
관련된 당내 법규도 이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적시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필연적으로 내용충돌이 생기게 된다(刘雪斌·蔡
建芳, 2015). 또한, 당내 법규의 부패 안건에 대한 조사절차, 처리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당조직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국가기관간의 권한 분
담계선을 넘지 못하고 반드시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국가법률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 역시 실천상 쉬운 일이 아니다.
셋째, 현행 법률의 내용에 존재하는 제약 요인이다. 2018년 중국은
「감찰법」을 반포하였다. 새로 제정된 감찰법에 존재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阳平, 2018). 우선은 매우 강력한
부패척결 권력을 부여받은 감찰위원회에 대한 감독과 견제이다. 「감찰법」
제53조는 “각급 감찰위원회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대표대회 상임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중국에서 인민대표대회
의 감독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찰위원회에 대한 감독은 향
후 반부패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그 밖에 피의자 구속
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장소에 대한 명시 등이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여
구속과정에서 피의자를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네 번의 수정을 통하여 형법의 내용
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하지만 유엔반부패공약(UNCAC)의 요구에
비추어보면 반부패에 관한 형법 내용은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남아있다
(姚诗, 2016). 첫째, 규제 범위가 좁다. 예를 들면 ‘상납’에는 금전과 부동
산 등의 재산성이익만 규정되어 있으며72), 뇌물수수범죄의 행동 방식에
는 뇌물 요구·접수·상납은 있는데 뇌물을 ‘약정’ 혹은 ‘제안’, ‘약속’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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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없다. 또한 ‘관계 밀접’, ‘영향력’ 등에 대한 의미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둘째, 범죄성립 조건에 대한 요건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공금유용’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개인이 위법활동에 사용하거나, 큰 액수의 금액을 영
리활동에 썼거나, 큰 액수를 3개월이 넘도록 반환하지 않았다” 등의 규정
은 범죄 단정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밖에 뇌물수수범죄의 자수에 대한
특수 규정도 자수를 하지 않고도 관대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셋째, 처벌 내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뇌물수수 범죄의 최저 액수는 1만 위안이며 “개인의 뇌물수수 액수
가 10만 위안 이상 기관뇌물수수 액수는 20만 위안 이상”이어야 개인 및
기관뇌물수수죄의 기소 기준이 된다. 이는 관련자들로 하여금 쉽게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해준다. 그밖에 영향력을 이용한 범죄나, 돈세탁을 한 범죄
등에 대한 처벌도 약해서 법제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 넷째,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 예를 들면, 거액의 재산이 출처가 불명확한 죄는 재산
등록을 선제절차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별 효과가 없다. 증인, 감정자,
피해자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보호 범위가 작고, 보호절차 작동에
대한 제한이 많으며 보호제도의 실행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현행 법률에는 해외도주 부패 범죄자의 추적과 부패사건에 연루
된 해외자산의 성공적인 회수에 제약을 주는 부분들이 잔존하고 있다(王
海音·何万里, 2017; 乔慧娟·刘小荷, 2018). ⅰ) 범죄자 인도조약을 체결

한 국가수가 제한되어 있다. 2017년 2월 현재 중국과 인도조약을 체결한
것은 48개국인데 그중 효력을 발생한 국가는 34개국뿐이다. 또한, 문제
는 이들 국가가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을 제외하고는 대

72) 이는 성상납 같은 비재산성 이익의 수뢰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힘든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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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이며, 부패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나라는 아직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ⅱ) 중국에서 최근에 수정한 형법은 부패범죄에 대한 많
은 내용을 보완했지만 아직 사형처벌을 취소하지 않았다. 문제는 많은 국
가들에서 ‘사형을 받을 범죄자’와 ‘정치범’은 인도를 하지 않는 원칙이 지
키고 있기에 이런 국가들은 중국의 부패 범죄자들에게 도망갈 최선의 선
택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ⅲ) 재산공유제도가 수립되지 않았다. 관련
국과의 협조를 통하여 몰수한 재산은 법적 절차를 거쳐 두 나라가 공유하
는 것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에서 보편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제도인
데, 중국은 국유재산은 신성불가침이라는 원칙을 고수하여 재산회수에
영향을 받고 있다. ⅳ) 도피사범을 설득하여 귀국하게 하는 것이 이용율
이 가장 높은 방식이지만 문제는 이 방식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다. 따라서 간혹 도피국가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파견된 수사 인원이
범죄자와 한 약속의 법적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2. 반부패 관련 제도의 제약
1) 공직자재산신고제도의 제약
중국은 1995년에 「당정기관 현(처)급 이상 영도간부 수입신고에 관한
규정」을 반포함으로써 공직자재산등록의 실천을 시작하였다. 이어 「영도
간부 개인의 중대 사항 보고에 관한 규정」(1997년), 「성급 현직 영도간부
의 가정재산 보고에 관한 규정」(2001), 「당원 영도간부 개인 관련 사항
보고에 관한 규정」(2006), 「영도간부 개인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규정」
(2010), 「영도간부 개인사항보고의 추첨 조사·확인에 관한 방법」(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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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반포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왔다. 특
히 2014년의 추첨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공직자재산등록제도는 형식적인
단계를 벗어나 실질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갔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하지
만 중국의 공직자재산신고제도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부패방지의 주요 제도 중의 하나로서의 공직자재산신고제도는
중국에서 줄곧 당내문건 형식으로 존재해왔다. 당내문건도 큰 역할을 하
지만 필경은 법적 규정과는 다르다(刘志勇, 2013: 164-165). 당규는 주
로 중국공산당 당원을 대상으로 실행하기에 민주당파와 무당파 신분의
공직자들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의 의지를
국가 의지로 상승시킬 수 있는 조치, 즉 국가입법의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세계 각국의 경험을 보아도, 공직자재산신고제도는 대부분
이 국가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바,
하나는 헌법에 재산신고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하고 헌법규정에 근거
하여 전문적인 재산신고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정치윤리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 등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멕시코의
「공직자재산신고방법」, 중국 대만지역의 「공직자재산신고법」 등이다. 또
하나는 공무원법 혹은 기타 법률에 재산신고를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시
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정부행위도덕법」, 러시아의 「반부패
법」,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 등에는 공직자 재산신고에 관한 상세한 내
용이 들어있다.
둘째, 신고 주체의 법위가 좁다. 중국공산당의 당규는 신고 주체를 현
(처)급 이상의 영도간부에게만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행정법과 형법
의 적용대상에 들어가 있는 상당부분 주체들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다
(吴高庆·刘莉, 2011). 예를 들면, 군사기관의 간부들, 법원, 검찰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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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세수, 증권, 시장감독, 세관 등 특수기관의 현(처)급 이하 간부들, 그
리고 향(진) 공산당서기와 정부기관의 수장, 정부에서 대중형 주식제기업
과 중외합작기업에 파견한 간부 등 부패의 가능성이 매우 큰 간부들이다.
셋째, 재산신고의 관리와 심사 주체의 독립성과 권위성을 확보해야 한
다. 현재의 관리와 심사 주체는 각급 당위원회의 조직부인데, 한 기관에
서 신고신청과 심사를 관장하는 것은 당규의 집행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따라서 관련 부서를 각급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게 하고, 독립적인
감찰 기능, 준입법 기능과 준사법 기능을 부여하여 정치권력에서 어느 정
도 독립하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공직자재산신고제도와 관련된 제도의 미흡이 실행효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재산신고제도의 효과적인 실행은 기타 관련제도가 뒷받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의 금융실명제, 부동산신고제, 통합된 정
보화시스템 등의 미완성은 공직자 재산신고제도의 실효성에 영향주고 있
다. 관련 제도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중국의 형
법에는 재산신고를 거절하거나, 연기하거나, 불성실하게 등록하는 공직
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며, 해외저축 기만에는 처벌규정이 있
지만, 해외증권과 해외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또한,
거액재산의 출처가 불명확할 경우, 당하게 될 처벌도 상대적으로 미약하
여 부패 확산을 막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林华, 2017).

2) 부패고발제도의 제약
부패행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은밀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수사 및 감독
기관에 의한 적발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

제6장 중국 반부패 제도 및 정책의 제약분석 ❙ 441

내외부에서 이를 감시하고 알리는 신고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
된다. 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들이 직장
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신고대상에 의해 보복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자보호제도의 제정과 효과적인 실행이 반부패의 매
우 중요한 제도적 요건이며, 「유엔반부패협약」도 회원국들이 신고자보호
에 관한 법률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신고자보호에 대한 노력을 해왔었다. 「헌법」 제41조, 「형
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109조에는 신고자의 감독권과 권익보호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최고인민검찰원도 1998년부터 「인민검찰원의 신고
공작에 대한 약간의 규정(시행)」, 「공민의 신고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과
「신고유공자 보상에 관한 임시방법」 등을 선포하였다. 시진핑 시대에는
강도 높은 반부패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재정부의 직무범죄신고자를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약간의 규정」
을 반포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보호는 현실적으로 잘 되지 못했
고 있다. 중국 검찰일보는 지난 수년간 발생한 관련 사례를 기사로 실었
다(检察日报, 2016.6.5). 2010년, 산시성 윈청시(山西省运城市) 하현(夏
县) 교육국 우둥챵 국장은 당시 현장 리진쉐가 산하 모 국에서 받은 20만

위안으로 부친에게 별장을 지어준 사실을 핸드폰 메세지로 시와 현 8명
의 지도자에게 신고하였다. 메세지 발송 3일후 우둥챵은 하현 공안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가택수사를 당했으며 집에 있던 저축통장과 현금 등을
압류당했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폭로한 후 우둥챵은 상급 시당위원회의
개입으로 풀려났지만 메세지를 받은 시당서기와 부서기, 현 정법위원회
서기를 비롯한 8명의 지도자중 누군가가 신고자 신분에 대해 누설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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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2014년, 난징시 모 공기업의
엔지니어 후빙은 기율검사위원회에 기업에서 뇌물을 바친 리스트를 제보
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자의 신분이 폭로되고, 기업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변절자’라고 따돌렸고, 후빙은 공기업을 떠날 수밖에 없
었다. 2015년, 광저우시 모 동업자협회 부회장인 천싼훙은 국토방산국에
자신의 상사인 호모씨를 적발하였는데, 적발 후 얼마 안 되어 제보의 처
리결과를 문의하러 갔을 때 신고정보가 피신고자에게 이미 전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외 2016년에는 샨시성(陕西省) 한인현(汉阴县) 국토국
에서 제보 편지를 넣는 박스위에 CCTV를 설치한 사실이 네티즌에게 발
각된 사건이 있었다(网易新闻, 2016.11.7). 이처럼 중국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잘되지 못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检察日报,
2016.4.11).
첫째, 신고자에 대한 은밀한 보복을 확인하기 힘들다. 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인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재산에 대한 공개적 보복 외에, 많
은 경우에는 직권을 이용하여 신고자에 대한 은밀한 보복으로 나타나기
에 위법행위로 판정하기 힘들다. 둘째,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적다. 신
고자의 성공적인 제보는 신고자로 하여금 정의와 책임감 등에 관한 정신
적인 만족감을 얻게 하지만 이를 위해서 지불하는 경제상 비용이 수익보
다 높은 경우가 많다. 셋째, 신고자 및 친인척에 대한 보호를 담당할 검
찰기관과 공안기관의 업무 역할이 명확하지 못하다. 이에 대해 중국 국내
전문가들은 “신고자보호를 위한 사후구제, 안전 리스크 평가, 긴급보호,
특수보호, 그리고 신고자신분을 누설한 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문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检察日报,
20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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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부인사제도의 제약
공직부패는 현재 가장 두드러진 부패이고 인민이 가장 증오하는 것이
다. 공직부패는 주로 간부 업무의 부패와 간부를 관리하는 사람의 부패
이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전자는 간부선발 과정에서 뇌물을 통하여
표를 긁어모으거나 허위를 조작하는 등 행위를 포함한다. 돈이나 기타 재
물로 된 뇌물을 증여하여 관직을 얻는(跑官) 사람들이 쓰는 돈이나 재물
은 국가의 돈이나 수여한 뇌물, 또는 대여 받은 돈이다. 그래서 간부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돈이나 재물을 받아 상급에 뇌물을 주거나 또는 일명
선물을 줌으로써 자신의 승진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선물을 주거
나 뇌물을 주는 사람들은 그 지출 때문에 승진한 후 온갖 방법을 사용하
여 이득을 얻어 지출분을 메우려고 하고 더 나아가는 승진을 도모한다.
따라서 악성순환이 형성되어 부패를 부추기게 되었다. 한편, 후자는 간부
를 관리하는 간부, 심지어 지도간부(领导干部)의 부패 문제를 가리킨다
(徐喜林, 2013: 46-47).73)
간부의 선발과 임용에서 발생하는 부패는 중국의 가장 보편적이고 고
질적인 문제이다(中国共产党新闻网, 2010.11.3). 문제는 과거뿐 아니라
현재 가장 강도 높은 부패척결을 추진하는 시진핑 정부에서도 간부인사
와 관련된 부패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73) 예들 들어 조사받고 처분된 카이펑시(开封市)의 조직부장 이삼임(李森林), 허창시(许昌市) 조직부장 왕국화
(王国华) 등 간부의 관직매매 및 생활부화 등 문제는 전형적인 사람을 관리하는 부패이다. 권력자는 도덕, 능
력, 근면, 성적, 청렴의 기준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집단’(自己圈子) 내에서 사람을 뽑는
다. “한 사람이 득세하면 주변사람도 그 덕을 본다.”(一人得道, 鸡犬升天)의 사례가 쉽게 찾을 수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뇌물주고 관직을 사는 것(跑官要官)과 관직을 팔아먹는(卖官鬻爵) 등의 부패 현상이다. 특
히,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일인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에 앉히면 그 지방이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등의
분위기를 교란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전 수화시(绥化市) 시위원회 서기의 ‘마덕 관직매매’(马德卖官) 뇌물
수수 사건에는 50%의 처급(处级) 이상 간부가 휘말렸고,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관원은 무려 206명에 달했
다. 이 사건이 바로 가장 좋은 예이다(徐喜林, 201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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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중앙순시조(巡视组)가 베이징, 텐진, 산둥 등
11개 지역과 과학기술부 등 3개의 기관에 순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부패
가 가장 보편적이고 심각한 영역은 간부인사와 공공사업이었다(公婷·吴
木銮, 2012; 人民公安报, 2014.7.19). 총 14개의 검사지역 및 기관중 12

개에서 간부인사와 관련된 부패가 발견되었고, 공공사업에서 부패가 발
생한 것은 9개였다. 중앙순시조에 의하여 간부인사에 관련된 부패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된 ‘관직을 사고팔고 한 것’, ‘승진을 위해 뛰어다닌 것’,
‘선거표를 위하여 뇌물청탁을 한 것’, ‘부패문제가 있음에도 승진된 것’
등 과거에 줄곧 문제점으로 존재하던 것들이었다. 강도 높은 부패척결에
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현상들이 고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중국에서 간부선발에는 주로 위임제와 선임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
다. 위임제는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가 간부선발규정에 의한 추천,
고찰,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직접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뜻하며, 선임제
는 공개적으로 선발하거나 경쟁적인 절차를 거쳐 직위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방식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위임제이다. 간부의
선발임용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위임제 선발방식의 문제
점, 선발과정의 투명성 부족, 간부인사 관련 법규의 미흡, 간부실적 평가
기준의 비과학성, 감독기제의 문제점, 민주집중제의 형식적 운영 등을 들
수 있는데, 중국내 학자들에 의하여 공통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
인 원인은 간부선발임용 권한이 일인자에게 고도로 집중되고 이에 대한
제약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任建明·王冠, 2006; 于学强, 2012).
2014년에 수정된 「당정영도간부선발임용공작조례」에서 규정한 간부의
선발임용 원칙에는 ‘민주-공개-경쟁-택유(择优)’ 와 ‘민주집중제’가 적혀
있으며 간부에 대한 ‘민주추천’, ‘고찰’, ‘토론결정’ 등은 당위원회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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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다고 결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당위원회
의 ‘일인자’의 입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中国青年报,
2015.2.1). 일인자에게 절대적인 인사권한이 집중된 현상이 존재하게 된
것은 당이 간부를 관리한다는 정치체제가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며, ‘민주
집중제’를 포함한 견제장치들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이다(任建
明, 2009).

일인자가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것은 선발임용규정의 내용과도 밀접
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당정영도간부선발임용공작조례」에는 선발
임용의 직위, 조건, 범위, 절차 등에서부터 인선의 최종결정까지 당위원
회는 ‘토론결정’(酝酿)의 방식을 취한다는 규정이 있다. 토론결정은 무기
명표결 방식과 질적으로 다른 바, 구두, 거수 혹은 기명의 방식으로 결정
하는 것이기에 개인의 의견이 비밀로 처리될 수 없다. 따라서 일인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표결자는 큰 부담을 안게 되어 일반적으로 자신의
진실한 의견을 투표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간부의 선발임용규
정에 적혀있는 많은 규정들은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적혀있고 구
체적인 표준이 없다(于学强, 2012). 예를 들면, 조례 제6장 ‘토론 결정’
부분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표결로 하는 바, 반수 이상이 동의
하면 결정되는 것으로 한다고 씌어져 있지만 표결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
정하지 않고 있다.

4) 정부조달감독제도의 제약
2003년 「정부조달법」이 시행된 이래 중국의 정부조달 규모는 빠른 성
장을 이룩하였는바, 2016년의 정부조달 총액은 3조 위안을 초과하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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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11%, 국가 GDP의 3.5%에 달했다(<표 6-3>).

표 6-3

2005~2016년 정부조달 상황

연도

조달액(억 위안)

2005

2,927.6

GDP 비중

2006

3,681.6

1.70%

9.10%

2007

4,000

1.50%

8.00%

2008

5,990.9

2.00%

9.60%

2009

7,413.2

2.10%

9.70%

2010

8,422

2.10%

9.40%

2011

11,320

2.70%

11.00%

2012

12,977.7

2.70%

11.10%

2013

16,381.1

2.90%

11.70%

2014

17,305

2.70%

11.40%

2015

21,070.5

3.10%

12.00%

2016

31,089.8

3.50%

11.00%

1.60%

재정지출 비중
8.60%

주: 裴育·史梦昱(2017)와 중국 재정부 웹사이트(2017)의 자료 종합

부패에 관한 모든 조사에서 정부조달 분야는 중국에서 부패가 가장 심
각한 분야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朱江南, 2018). 정부조달 감독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으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裴
育·史梦昱, 2017; 马海涛·王晨, 2017; 王丛虎·马文娟, 2017).

첫째, 조달 관련 법률의 문제이다.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은 「정부조달
법」과 「입찰법」이었는데, 2014년에 「정부조달법시행조례」가 통과되면서
정부조달 행위가 점차적으로 규범화되고 있다. 하지만 상기 법들은 그동
안 조달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존재하던 문제점, 예를 들면 공급상의 선정
을 위한 예비심사제도, 정부 내부부서 설치의 비합리성 등을 여전히 해결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조항들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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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중국의 조달 관련 법체계는 기본법인 「정부조달법」, 「정부조달시행
조례」, 그리고 국무원과 각 부에서 정부조달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입찰
관리방법」,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조달관리방법」, 「집중조달기구감독평
가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법규들은 내용상 서로 모순되는 조
항이 존재하는 것 외에도, 지방정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달 관련 내
용을 수정하여 조달표준이 다양한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림 6-1

2005~2016년 간 정부구매액(1천억 위안)

둘째, 정부조달에 관련된 정보공개가 잘 되지 못하고 있다. 「정보조달
정보공개 관리방법」에는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만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발생한 「정부조달투명성평가보고(2016)」는 중국
의 정부조달 정부의 공개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보공
개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으로는 ⅰ) 일부 지구급시74)에서는 아직도 정보

74) 중국의 시(市)는 성급에 해당하는 직할시(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 그 이하 지구급(地级)시와 현급(市)시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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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웹사이트가 없다. ⅱ) 정보공개 웹사이트가 두 개 이상 존재하여 일
부 내용의 중복과 동시에 정보검색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ⅲ) 정보공개의 시간, 내용의 전면성에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姜爱华·陆
媛(2017)이 중국 정부조달 웹사이트에서 2016년 제3분기에 공개한 423

개의 문서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공개된 시간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35.2%, 내용이 부족한 것이 18%를 차지하였다. ⅳ) 감독결과에 대한 공
개가 미흡하다. 예를 들면, 베이징과 내몽고 등 지역에서는 신고에 대한
처리, 행정처벌결과, 감독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체크할 수 있는 부
분을 웹사이트에 개설하지 않고 있었다.
셋째, 감독 주체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 「정부조달법」에 의하
면, 감독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야 하는데 텐진, 안후이성 등의 지역
을 보면 재정부서가 집행과 감독을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는바 이는 감
독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다음으로 관련 법과 조례에 조달의 감독기관
으로 재무부서, 심계부서, 검찰기관, 공급상, 사회민중, 그리고 공업과 정
부화부, 주택건설부 등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들 부서들 간의 업무분담과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에 감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
고 있으며, 특히 감독기관에 대해서는 누가 감독하는가가 아직도 해결해
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넷째, 사전, 사중, 사후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제도가 수립되지 않고 있
다. 사전감독을 보면, 우선 조달수요에 대한 심사허가가 형식적으로 이루
어진다. 조달수요에 대한 심사는 규정에 따라 전문가와 공증기관의 객관
적인 심사를 통해야 하지만 실행과정에서 의견차이가 있을 때도 정부조
달부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는 ‘돌발사
건’ 등을 이유로 조달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관련 절차를 보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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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조달품목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입찰요구를 변경시킴으로써 외부감
독을 피해나간다. 사중감독을 보면, 조달대리기구의 집행인원들은 개인
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공급상과 장기적인 합작관계를 맺고 특정 공급상
이 정부입찰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파
괴한다. 또한, 법률규정의 미흡으로 인하여 공급상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
관이 명확하지 않고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후감독
을 보면, 정부의 구매자와 공급상 간의 지위의 불균등으로 하여 공급상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정부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기 힘들다. 게다가
정부는 조달품을 받고 비용을 지불하면 조달활동이 끝나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기에 계약이행 후반 부분과 결과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다. 사후감
독의 미흡으로 공급상이 자금을 다른데 빼돌리거나, 공사과정에서 질 떨
어진 물품으로 대체하거나, 부실공사가 많이 생기고 조달된 물품이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등의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3. 반부패 기구의 제약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은 반부패의 공정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진일보
로 반부패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이다(Maor, 2004). 왜냐하면 독
립성과 권위성은 반부패 기구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
제이기 때문이다. 독립성이라는 것은 부패척결이 어떠한 당파, 단체 혹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Yong, 2012). 따라서 세계적으
로 성공적인 반부패 성공국가들의 공통점이 바로 부패사안에 대한 독립
적인 조사권력이다(任建明, 2014; 徐理响, 2014). 실질적으로 중국 각
성의 반부패 실태에 대한 실증조사에서도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이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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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록 부패척결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田彬彬·范子英,
2016; 徐雷 等, 2018).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줄곧 노
력을 해왔다. 1982년의 제12차 전당대회에서 규율검사위원회는 원래 동
급 당위원회의 영도만 받는 일중체제를 이중영도체제, 즉 지방 각급 기율
위가 동급 당위원회와 상급 기율위의 이중영도를 받는 것으로 전환하였
다. 이는 기율검사위가 부패안건 처리에 있어서 동급 당위와 의견분규가
있을 경우, 특히 기율위가 동급 당위원회 위원의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때
상급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부패 기
구의 독립성을 위한 노력은 조직인사 영역에서도 존재하였다. 우선, 중앙
에서는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는 반드시 중앙정치국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되며, 지방 각급 기율위 서기도 동급 당위원회의 부서기를 겸임하게 하
고, 동급 당위원회의 상임위에 들어가게 하였다. 기율위 서기 신분의 상
승은 반부패 기구의 권위성을 강화하였고 관할지역의 부패척결의 강도를
높였다. 또 하나의 노력은 점차적으로 동급 당위원회서기의 기율위서기
에 대한 인선추천을 제한하고 상급기율위의 임명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앙당은 ‘낙하산 인사’를 통한 성급기율위 서기의 임명을 통
하여 지방 기율위가 동급 당위로 받는 영향을 최대한 약화하는 노력을 해
왔다.75) 2013년에 열린 당의 18기3중전회는 “각급 기율위원회 서기, 부
서기 인선은 상급기율위와 조직부의 추천을 주로 한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중앙 차원에서 기율검사조를 모든 중앙국가기관에 파견하고, 중앙

75) 조사결과를 보면, 1998년부터 2012년 사이 성급 기율위 서기가 전부 본지역 인사가 임명된 것은 랴오닝성,
헤이롱쟝성, 후난성, 하이난성, 쓰촨성, 칭하이성 그리고 티베트와 신쟝자치구 등 8개 지역밖에 없었다(田
彬彬·范子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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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강도 높고, 제도화된 순시업무를 추진하였다. 2018년에는 기구개혁
을 통하여 검찰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 인선을 동급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해야 하는 등을 통하여 반부패 기구의 위상을 많이 올렸다.
하지만 중국의 정치체제는 반부패 개혁의 범위, 특징, 한계를 결정하
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행 정치체제하에서 중국은 높은 수준의 반부패
기구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동급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의 관계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纪亚
光, 2015). 이중영도체제하에 있는 당기율위 서기 인선은 상급 기율위에

서 추천받을 수도 있고, 동급 당위원회에서 추천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헌」은 기율위 서기의 추천권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다. 따
라서 이중영도는 대부분이 동급 당위원회의 영도를 받는 것이 중국의 현
실이다(徐雷 等, 2018). 즉, 중국공산당의 조직 원칙과 운행기제로 볼 때
동급 당위에 복종하면서도 동급 당조직에 대해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중
국 반부패체제의 딜레마인 것이다(刘洋, 2014).76) 또한, 중국지방의 기
율위 서기와 검찰원 검찰장은 주로 본 지역관료 중에서 선발하는데, 이들
은 본 지역 태생이기에 피감독자에게 포획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같은
관계형 사회에서 감독자와 피감독대상이 서로 익숙히 알고 있거나 과거
부터 일정한 ‘꽌시’가 존재했었다면 기율위의 동급당과 정부에 대한 감독
권은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过勇, 2012). 어느 면에서 보아도 ‘같은 밥솥
의 밥을 먹는 식구들끼리 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것이
다. 지난 기간 처리된 부패사안을 보면, 일인자의 부패를 동급 기율위원

76) 산시성 한중시(汉中市) 공안국 당기율검사위 서기 류지쵄(刘继全)은 자신이 인터넷을 통해 공안국 국장을
적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동급 기관 일인자의 영도를 받는 기율검사위는 지도층뿐만 아니라 심지
어 평범한 경찰도 감독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南方周末, 2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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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주동적으로 적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반부패 기구에 관한 또 하나의 제약요인은 반부패 기구에 관한 감독을
누가 하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2018년의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을 통하
여 설립된 검찰위원회는 당의 기율검사기능, 정부의 감찰기능, 검찰원의
반부패수사 기능을 통합한 기구여서 이에 대한 감독이 힘들다. 법률상으
로는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정치체제로 인하여 인
민대표대회의 정부에 대한 감독기능은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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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분석
1. 국가 지도층의 반부패 의지와 추진력 여부
국가 지도층의 반부패에 대한 관심과 청렴의지는 부패가 심각했던 나
라가 청렴도 높은 국가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任
建明, 2014). 특히, 중국과 같이 집권당 외부의 압력을 크게 받지 않고

당내 엘리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에서는 국가 최고지도층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제18차 전당대회 이후 중국이 전례 없는 고강도 부패척결을 추진할 수
있은 것은 국가 최고지도자인 시진핑이 집권 초기부터 역대 어느 지도자
보다 반부패에 대한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진
핑은 2012년 제18기 당중앙정치국 제1차 집단학습에서 “일부 국가들에
서 발생한 정권 몰락의 주요 원인은 부패이며, 부패가 점점 심해지면 필
연코 당과 국가를 망치게 된다.”, “당의 규율과 국가의 법을 위반한 사람
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반부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
여주었다(新华网, 2012.11.19). 이어 2013년 1월 22일에 열린 중앙기율
검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은 “호랑이와 파리를 같이 잡아야
하며, 당의 기율과 국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강조하였다(人民网, 2013.1.22).
시진핑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단순히 회의 연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반부패 운동으로 이어진 데는 시진핑 집권 1기 5년간 최
고지도층의 일원으로 중앙기율위원회 서기직을 맡으면서 반부패의 실행
을 지휘했던 왕치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왕치산은 산시성에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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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활을 시작했던 1969년 하방된 양자허촌으로 들어가던 길의 시주
석을 숙소로 데려가 한 이불을 덮고 잤던 정도로 끈끈한 인연이 있는 시
진핑의 인생동지이다.
왕치산은 역사학도이자 독서광으로 공직사회에 독서를 권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4년에는 기율위 위원들에게 프랑스 역사학자 토크벨이 쓴
‘앙시앙레짐과 대혁명’을 읽으라고 지시했다. 기율위가 부패가 어떻게 당
과 국가를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 알아야 중국 관료사회의 고질적 부패를
도려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방대한 독서에서 오는 넓은 시야의
통찰력과 지적 논리적 해결 능력, 몸에 밴 청렴성, 한번 결정하면 밀고
나가는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그는 베이징 시장으로서 2003년 사스(중
증급성호흡기증후군) 퇴치와 2008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주도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부총리로서 미국과의 전략경제대화를 이끌면
서 행정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은 지도자이다. 시진핑 주석은 왕치산의 이
같은 난제 해결 능력을 믿고 그한테 “극약처방으로 본때를 보여준다는
결심과 뼈를 깎고 팔을 잘라내는 아픔을 이겨내는 용기를 가지고 반부패
투쟁에 매진하라”고 하면서 부패척결의 지휘권을 위임했다. 결과적으로
왕치산은 저우융캉, 보시라이, 링지화, 궈버슝, 쑨정차이 등 최고위급 거
물들을 숙청해냄으로써 시주석이 맡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 2기에 들어서서 반부패 ‘선봉장’ 왕치산은 연령 때문
에 최고층인 당중앙 정치국 상임위원회 및 정치국 위원직에서 물러나고
국가부주석이라는 직무만 담당하고 있는바, 과연 왕치산의 후임들은 어
느 정도의 능력을 검증받았는지, 전방위적 부패척결을 지속적으로 실행
할 의지를 갖추었는지 하는 것은 향후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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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의 자의적 법집행
근년에 발표된 「반부패청서」나 시진핑 정부 이후 적발·처리된 부패 사
례를 보면 부패 주체가 개체로부터 점차 조직적·집단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패의 발생에는 고정된 방식이 존재하고 발생을 유발하는 제
도적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중국 국내 전문가들은 이러
한 부패 현상이 장기적으로 형성된 지방정부의 경제관리 모형, 즉 선택적
법집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陈国权 等, 2015).
집행 대상, 내용, 정도의 선택에서 자의적임을 뜻하는 선택적 법집행
은 중국 성급 이하 지방정부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선
진국에서 선택적 법집행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원인이 법집행자의 자유
재량권 혹은 법집행비용이 높기에 무작위로 처리되는 것이라고 이해하
면, 중국은 이와 같은 요인 외에 환경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적 요인을 보면, 사법기관의 독립성이 약하여 당과 정부가 권력을
이용하여 법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戴治勇,
2008).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입법 수준 문제로 인한 자유재량권의 모호
함, 또한 거대한 단일제 국가로서 법의 통일성과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지방정부가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갈등 등이 포함된다.
제도적 요인을 보면, 우선은 압력형 체제의 영향이다. 중국의 상하급
정부의 관계는 압력형 체제로 불리어지는데, 이는 상급 정부가 양적 지표
를 하급정부에 요구하고 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관련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하급 정부가 상급 정부의 임무를 충실하게 완성도록 하는 체제
를 말한다(荣敬本, 1997). 압력형 체제하에서 지방 각급 정부의 지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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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승진을 위하여 상급 정부가 제기한 임무를 완수하고 실적을 비기는
‘경연시합’에 돌진한다. 승진경연에서 이기기 위하여 중국의 지방 지도자
들은 발전 ‘결과’에 집착하고, 이를 위해 ‘과정’의 합법성 요구를 무시하
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일부 지방에서 자주 나타나는 ‘능력자 부패(能人
腐败)77)’ 현상의 원인이다.

이와 동시에 지방정부는 국가의 대리인이기도 하지만 지방이익의 대
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종종 중앙권위와 지방이익이 충돌하
는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중앙정부의 법률, 법규, 정책의 집행자로서 엄
격한 법집행을 통해 중앙의 권위를 수호해야 하지만, 단일제 국가에서 법
률의 통일성과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경우 지역 경
제발전은 소극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경제능력이
중앙정부와의 협상에도 필요한 힘을 실어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책임과 경제적 경쟁의 이중압력으로 지방정부는 효율성 추구를 우선적인
순위에 둘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로서는 표준을 낮추
거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선택적인 법집행을 하는 것이 갈등을 피
해가면서 지역경제의 발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77)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순시조는 2014년 제2회 순시보고에서 처음으로 능력 있는 인재의 부패(能人腐败)
를 제기했다. 이는 일부 지방과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 현상을 의미하는데, 주로 상하급 간부들과 대중들에
의해 책임감 있고 기백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기층간부들의 부패 현상으로 나타난다. 능력 있는 인
재들은 집권 초기에는 용감하고 대담하거나 혁신의지가 강하고 신속한 업무능력으로 지방경제발전을 견인
할 수 있는 확보하기 어려운 인재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기율위반, 위법행위는 국가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의 이미지를 손상한 것으로 그 행위를 결코 너그럽게 할 수 없다. 능력 있는 인재의 부패라 해서 희
색지대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그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 능력 있는 부패는 정치 생태를 위협한다.
능력 있는 인재는 뚜렷한 성과를 내세워 민주집중제 당내민주를 파괴하고 권력을 독점하여 독단적으로 행
동하며 법률과 기율을 무시하고 선발임용 과정에서 도당을 만들고 사익을 추구한다. 둘째, 능력 있는 인재의
부패는 경제사회발전을 위협한다. 능력 있는 인재들은 대부분 업적을 중시하여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유치
하고 실행하여 이미지, 정치업적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능숙하다. 충분한 시장연구와 실행가능성
에 대한 분석을 거치지 않아 건설 프로젝트는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를 이용한 부
패 및 사익추구의 수단이자 승진을 위한 수단이 된다(林汐, 2016: 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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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료들의 지대추구행위와 일치되어 선택적 법집행에 정당성을 부여
하며 동시에 부패 발생의 기회를 제공한다.
陈国权 등은 선택적 법집행의 결과 중국에서 지방정부와 기업간에 상

황에 따라 동맹 모형, 리스크 모형, 보험 모형, 약탈 모형 등 네 가지 종
류의 관계가 존재하게 되며 이로 하여 조직적 부패를 도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陈国权 等, 2015). ⅰ) 동맹 모형은 정부와 기업이 하나의 공
동체로 되어 공생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가르키는 바, 정부는 지방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탈세와 환경오염 등을 눈감아주며, 기업은 이
를 대가로 정부관료에게 뇌물상납을 하게 되는 것이다. ⅱ) 리스크 모형
은 지방정부의 선택적 법집행으로 인하여 일부 기업들의 위법행위를 묵
인하게 되면, 시장에서 모조품 생산을 포함한 공정한 경쟁질서를 파괴하
는 악성경쟁의 환경이 형성되는 바, 이렇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뇌물상납
의 방법으로 기업의 안전을 확보하여 이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부패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관료와 기
업은 각자의 이익을 챙기는 동시에 언젠가는 적발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
다는 리스크를 갖게 된다고 하여 리스크 모형이라고 한다. ⅲ) 보험 모형
은 중국의 체제전환 환경에서 정치, 행정과 제도 모두가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에 기업들이 향후의 환경변화를 대비하여 금품상납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보장 받고자 하는 것이다. 똑 같이 혁신을 주도한 기업가라고 해
도 누구는 개혁의 선봉자라는 명예를 가질 수 있지만, 누구는 범죄자로
잡혀 구치소에 갈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것이다(戴治勇, 2008).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사회 전환기에 제도의 불확실성이 조직적 부
패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인 것이다. ⅳ) 약탈 모형은 현행 체제하에서 지
방정부의 관료들이 자신의 승진을 위한 업적을 쌓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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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거나, 특정 분야에 돈을 기부하게 압박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담당 관료에게 뇌물상납을 하여 발생하는 부패
현상을 가리킨다. 이상의 네 가지 모형은 형성된 원인과 정부와 기업 간
상호작용의 방향이 다르지만, 모두 지방정부의 법집행권력을 거래대상으
로 조직적인 부패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실적에 근거
한 관료승진 기준, 경제사회 전환기에 제도의 불확실성과 정책 리스크,
그리고 제도변화 과정에서의 갈등 등이 조직적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3.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인식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부패방지와 척결의 거버넌스에는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사회에서 대
중의 공공영역 참여의식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특히, 정치영역에서 존재
하고 있는 냉담한 태도와 저조한 참여는 현재까지의 부패통제 효과에 소
극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무작위추출로 6,259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의 도시 시민들의 정치참여 수준이 매우 낮다
는 것을 알 수 있다(陈济冬 等, 2018). 구체적으로 정책과정의 참여율은
25.2%, 자치활동 참여율은 37.2%가 되었지만 선거 참여율은 16.4%밖에
안 되었다. “당신은 선거대상인 인민대표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십
니까?”고 물었을 때 68.7%가 ‘모릅니다’라고 응답했다. 특히, 시민들은
불만이 있을 때도 각종 공식적인 수단으로 지역정부 및 관료들에게 합리
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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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위하여 관련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7.9%밖에
안 되었다.
시민뿐만 아니라 농민을 대상으로 실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공공영역
관련 활동에 대해 냉담한 태도가 나타났다(陈梦琦·朱楷文, 2017). 농민
1,4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책내용을 소개하거나 토론이 필요한
의제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당신은 참석할겁니까”라고 물었을 때
‘참석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2.5%밖에 안 되고, ‘참석하지 않는다’라
는 응답은 43.6%, ‘나와 관계되는 회의만 참석한다’라는 응답은 33.9%가
되었다. ‘회의에 참석한다면 발언을 할겁니까’라는 질문에는 56.1%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회의에 참석해본 적 있습니까’하는 질문에는
49.6%가 ‘참석해 본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마을에서 지도자를 선
거할 때 투표참여를 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후보자를 이해하고 투표에
참석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2.7%밖에 안 되고 ‘임무를 완수한다는 생
각 때문에 참석한다’라는 응답은 42.1%나 되었으며 나머지 25.2%는 ‘다
른 사람에게 위탁해서 투표한다’고 응답하였다. ‘회의 참석시 주동적으로
관심을 갖는 의제를 제기할 것입니까’라는 질문에는 79.5%가 ‘아니오’라
고 응답함으로써 정치참여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 대중의 공적인 일에 냉담한 태도는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자원봉
사에서도 체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선진국이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수
가 인구수의 30%를 차지하는데 비해 중국은 5%밖에 미치지 못하며, 한
명의 자원봉사자가 1년에 평균적으로 봉사하는 시간은 5시간밖에 안되
어 미국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马庆钰·廖鸿, 2015: 73). 2016
년 공개한 세계기부지수(WGI)를 보면, 140개 인터뷰 대상국 중에서 ‘낯
선 사람 돕기’ 항목에 응답한 중국인은 24%로 140위를 기록했고, ‘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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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 봉사단체에 기부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6%로 138위를 기록
하였다(김윤권 외, 2017b: 98).
중국 대중들이 공공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
인들이 지적되고 있다(杜仕菊·宋斐斐, 2012). 우선, 문화적 요인이다. 중
국 대중들은 수천 년에 걸친 전통질서의 영향으로 현재까지도 개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상실하고 의부형 순종문화에 젖어있다. 또한, ‘중용’
(中庸) 사상의 영향으로 중국 대중들은 자신을 방관자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볼 뿐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하지 않는다.
더욱이 대중들의 인식속에 반부패는 대부분 관료들의 빈틈없는 연결
망에 의해 제보자의 가정이 파탄되고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로
끝났다. 간혹 다행스런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공평하고 권력에 아부
하지 않으면서 부패한 자들을 엄정히 처벌하는 포청천같은 관리를 만났
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들에게 점차적으로 모든 희망을 ‘성인’
(圣人)한테 맡기는 기대심리를 양성하였다. 지난 수천 년간 성인군자는
중국 인치정치(人治政治)의 이론적 기초와 최고의 바람이었고 대중이 숭
배하는 우상이었다. 이러한 심리적 문화는 현시대 대중들로 하여금 부패
현상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도 이에 대한 척결은 자신과는 관계없는
포청천같은 성인군자가 나타나서 해결해 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余钢, 1995: 21-23).
다음으로 체제와 제도의 문제이다. 당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범국가적인 사회통제 시스템을 구축
하고 사회조직의 발전과 대중의 참여를 억제해왔다. 이로 인하여 대중들
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참여가 공공영역 특히 정치과정에 대한 영향력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게다가 혹시 참여하더라도 정부에 의해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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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불려간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자신의 참여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
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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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 이해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개혁 방향 및 방안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지금까지 중국 반부패에 관한 이론과 실태, 제도와 정책 그리고 반부
패 추진의 제약을 살펴보았다.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발생하는 부패를
모두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부패 개혁에 관해 정치권은 단기적인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접근하
고, 기업은 겉치레만 하고, 언론은 특종 경쟁에 몰두하고, 나머지 모든 사
람들은 도덕적 비난만을 일삼고 있다(심양섭 옮김, 2017: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추진은 계속되어야 하고, 이는 다양한 접근
으로 추진할 수 있다. 법령을 강화하거나, 부패 기회보다 유인기제를 설
정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거나, 제도적으로 공정한 게임의 규칙
(rule)을 만드는 등의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반부패 교육을 통해선 투명
성 증진을, 반부패 개혁을 통해선 예방을, 부패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선 징벌 및 치유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이 증명하듯, 부패예방이 없는 반부패는 그 성과가 오래가
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邹元初, 2017: 314).
본장에서는 중국이 추진하는 반부패 개혁의 방향과 방안을 거시맥락
적, 제도적, 행위적 관점에서 이해하기로 한다.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개혁 방향 및 방안
어느 나라이든 반부패 추진은 단선적인 접근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관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반부패는 정
치, 경제, 문화, 기술 등의 환경적 맥락에서, 이어서 당과 국가기구 차원
에서, 그리고 반부패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차원에서 각각의 방향과 방안
을 접근할 수 있다.

464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여기서는 Mahoney & Snyder(1999)가 제시한 분석 수준을 응용하여
중국의 경제·사회·문화 등의 환경, 당국가체제(당, 국가기구), 거버넌스
(국가와 사회, 정부와 기업 등) 관점에서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을
이해하기로 한다.

1.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의 환경이 변하면서 부패를 감행할 동
인도 더욱 진화78)되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부패의 유형도 다양화되기
때문에 반부패의 접근79)도 이러한 변화에 맞는 방향과 방안을 모색80)할
필요가 있다.
국민당의 부패척결을 명분으로 정권을 장악한 중국공산당이, 이젠 중

78) 개혁개방 초기에 부패 현상은 주로 경제 분야에만 나타났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치와 법률, 과학기술,
문화, 교육 등 분야에도 예외가 없었으며 권력과 금전의 거래가 성행하였다. 여러 가지 형식의 지대(rent)추
구형 활동이 나타났고, 뇌물을 받아 법을 어기며, 권력과 금전을 거래하는 행위 외에도 가짜 학위, 가짜 학
력, 가짜 직위 등 나쁜 기풍과 ‘학술부패’가 성행했다.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고 관직과 작위를 파는 행위가
일부 지역에서 만연했으며, 일부 권력은 돈을 끌어 모으는 중요한 자원과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일부 지방 당정 공무원이 권력과 이익을 위해 돈을 들여 청부 살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 경쟁
자를 물리치곤 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여러 가지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일
부는 더 심각해졌다(燕继荣, 2013: 4). 예를 들면 공무원이 먹고 노는 풍조가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날로 심각해졌다. 고급 호텔, 휴양 산장, 리조트 등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발 마사지, 찜질방, 사우나,
마사지 샵이 새로운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했으며, 명품 브랜드를 능가하는 ‘최상품’들이 즐비했으며 성
상납 등이 지속적으로 범람했다(杨敏之, 2012; 燕继荣, 2013: 5에서 재인용).
79) 청렴정치건설에는 다양한 외연이 존재한다. 청렴정치건설에는 정책 문건의 청렴결백성, 정치 종사 행위의
규범화, 행정효율의 극대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작풍 건설이 실제를 깊이 파고들어 실사구시
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집권 이념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
다. 실제 업무 과정에서 인민의 어려움에 관심이 있는지, 업무를 착실하고 깊이 있게 하는지 여부도 보아야
한다. 청렴정치건설을 강화하려면 교육, 제도, 감독, 징계 등 여러 방면의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서 시행해야
한다(徐喜林, 2013: 78).
80)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교육·제도·감독을 동시에 진행하는 부패 예방 및 처벌 시스템의 구축과 보
완에 따라 부패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특징과 발전 추세가 나타났고, 반부패 업무에도 새로운 도전과 문제가
생겨났다. 시대변화와 더불어 발전하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 민첩하게 발전 추세를 발견하고, 중국의 반부패
업무를 심화하여 청렴정치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过勇, 201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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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부패 고리의 주체로 변질되어 더 이상 방치하다간 공산당의 지속가능
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빈부격차와 부패라 할 수 있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는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 등의 접근이 요구된다면, 부패척결은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인식 등 모든 요소가 정합성을 갖추어야 해결될 수 있다.
반부패 추진은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환경 등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적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고속성장은 중국의 모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부패도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물리면서
꾸준히 진화를 하고 있다.
부패는 거버넌스, 개혁개방, 시장경제, 외부환경과 관련하여 중국공산
당이 직면한 초대 위협의 하나이다. 흥망성쇠로 가득한 중국 역사에서 보
듯, 시진핑은 공무원이 정직하고, 정부는 깨끗하고, 정치가 청렴하길 강조
한다. 당 관료의 청렴성은 당의 정치 생태계를 향상시키고, 내부감독 및
인민과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시진핑은 반부패를 추진하는 공산
당이 장기적으로 중국을 안정화시킬 것이라 확신한다(Menestrel, 2018).
반면에, 미국 Trump 대통령의 입장에서 부패는 취약한 거버넌스 및
법치 실패에서 발생한다고 간주한다. 법치는 정부 부패 및 권력남용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가족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하고, 시장이 번
영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본다. 반부패는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목
적을 가지며, 미국 기업이 투명한 기업 환경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
여 정치, 외교, 경제 차원에서 우선권을 갖게 한다(Menestrel, 2018).
이러한 두 시각은 부패가 무엇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한다. 즉, 한편에
선 부패가 부적합한 경제적 인센티브 때문에 발생하는 정치체제의 청렴

466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성 상실로 간주되고, 다른 한편에선 부패가 부적합한 정치적 영향 때문에
경제체제의 청렴성 상실로 간주된다. 이러한 상이한 시각을 충분히 이해
하기 위해서는 보다 수준 높은 개념적 틀이 필요하고 부패와 반부패에 적
합한 상이한 역동적(dynamic) 분석이 요구된다(Menestrel, 2018).
국내외 환경이 변하면서 중국의 부정부패는 아래와 같은 새로운 특징
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재물을 받던 ‘경성 부패’(硬性腐败)에서 서비스
를 받거나 해외여행을 제공받는 등 ‘연성 부패’(软性腐败)로 발전했고, 개
인의 사익을 추구하던 ‘작은 부패’에서 집단적으로 공금을 유용하는 등
‘대형 부패’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의 부패에서 외국기업이 로
비를 하는 ‘외국자금 부패’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의 ‘단독 부패’에서
‘직장 부패’로 확대되고 있다(辛向阳·陈建波, 2015: 253).
그러나 이러한 부패 현상은 중국의 부패가 제도화된 전통적 문화구조에
뿌리박고 있어, 지금 정치사회의 구조와 인민 인식에서는 일과성 행사로
그칠 수밖에 없다. ‘청백리라도 3년에 은 10만 냥은 모은다.’(三年清知府
十万雪花银)는 속담은 중국의 오랜 뇌물관행을 압축한다(민귀식, 2009).

어느 정부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패와 반부패는 모두 세계적인 난
제(global wicked issues)이다. 辛向阳·陈建波(2015: 229)의 지적처럼,
부패의 발생과 그 양상은 국가(또는 지역)의 경제사회적 상황, 정치제도,
역사문화전통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반부패 정책 역시 국가의
경제발전과, 정치제도, 문화전통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반부패 정
책은 반드시 ‘경제사회, 정치제도. 역사문화’라는 큰 배경 조건에 적합해
야만 소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부패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시켜
야 하는데 이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반부패는 심혈을 기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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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전략으로 부패를 척결하고, 부패예방 체계를 개선시키고 대중
의 인식을 바꾸고, 반부패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Moore, 1998; 李锋
等 译, 2000: 237에서 재인용).

경제 분야에서 빠르고 양호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정치 분야에서 사
회주의 민주정치건설을 촉진하며, 문화 분야에서 사회주의 도덕과 청렴
정치 문화 건설을 추진하며, 사회 분야에서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해
야 한다. 각 분야에서 반부패 청렴정치를 짜임새 있게 추구할 필요가 있
다(徐喜林, 2013: 129).
청렴문화(廉政)의 주체는 행정권력을 장악한 공직자들이며, 청렴하고
결백한 문화(廉洁)의 주체는 사회 각 계층의 대중들이다. 결국, 청렴문화
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수한 측면이 있으며, 청렴결백 문화는 보편적 요구
를 하게 된다(王文升, 2009: 136).
특히, 반부패 및 청렴정치를 추진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적인 조건이라 할 있다. 周淑真(2009)은 전통적인 청렴정치 문
화를 현대에 맞게 전환시킬 것을 제시한다. 청렴정치 문화 건설이 부패문
화를 척결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며, 근본적으로 부패 현상의 발생을 막는
근본적인 조치이며, 지도자들이 청렴결백하게 일하도록 보장하는 기본과
제라 한다. 중국의 전통적인 청렴정치 문화에는 청렴정치로 사람을 만들
고, 도덕을 수립하며, 공무원과 인민의 조화를 이루는 세 가지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청렴정치 문화의 핵심은 ⅰ) 좋은 공무원(공정관리 정서)을
토대로 인민들을 선량하게, ⅱ) 자신을 다스리고 인간이 되며, ⅲ) 조정과
국가 본위의식, ⅳ) 농업사회에서 청렴문화에 대한 본질적 요구 등 4가지
기본 특징을 갖고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청렴정치 문화를 대폭 홍보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옳고 그름,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한 것을 식별하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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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부패문화의 영향을 퇴치하
는데 도움이 되어 부패척결과 청렴제창에 유리한 사회 환경과 문화 분위
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周淑真, 2009; 徐喜林, 2013: 84에서
재인용).
청렴문화는 일종의 청렴을 중시하고, 비리를 멸시하는 가치를 추구하
고, 가치이념과 행위규범 그리고 사회풍토를 하나로 융합시켜서 청렴정
치와 청렴사회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기본이념과 정신을 추구하는 일
종의 문화라 할 수 있다. 청렴문화를 건설하는 것은 당건설이의 시대적
과제일 뿐 아니라 정치윤리 및 행정윤리를 구축하는 정치문명 건설의 사
명이다(唐贤秋，2014: 9).
청렴한 사회의 기본 특징으로 문화 관념에선 청렴을 영광으로 생각하
며 탐을 수치로 간주하고, 행위준칙에선 도덕을 우선하되 법률을 중시하
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선 성실을 유지하고 공평정의를 추구하고, 사회
분위기에선 청렴을 숭배하고, 부패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程继隆,
2017: 16).
전통적 청렴문화의 이념, 제도, 물질 및 행위 등의 네 차원은 상호 작용
하여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를 구성한다. 이는 현대의 청렴정치건설 및 당의
집권능력 향상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中国纪检监察报, 2016.2.5).
표 7-1

전통적 청렴문화 계승
‘의리’(义利) 논쟁에서 ‘자율적 청렴’까지

청렴
정치
이념

- 청렴은 전통적 청렴문화의 핵심임. 중국 고대의 성현들은 의리 논쟁을 통해 ‘도의’(道义)를 가치 척도로 삼아
이익(利)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
- 바로 도덕이 욕구를 제약하는 것을 의미함. 당중앙의 당풍건설은 부정부패를 감히 하지 못하고, 할 수 없고,
할 의지가 없는 정치적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함
-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법치를 통해 진행해야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제도적 제약을 통해 실현해야 하며, ‘할
의지가 없는 것’은 교육과 도덕적 제약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음. ‘감히 부정부패를 하지 못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외적 제약조건이라면, ‘할 의지가 없는 것’은 내적 자율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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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계속
‘민유방본’(民惟邦本)에서 ‘인민을 위한 복무’까지

청렴
정치의
방향

- 민본사상은 중국 고대 청렴정치 문화의 중요한 철학적 근거로, 집권자의 직권남용 행위를 제약하고 사회와
정치적 안정을 크게 촉진했음
- 이는 집권당은 반드시 올바른 집권 가치관을 수립해야만 집권능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의미함.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근본적 취지임. 아울러 ⅰ) 우선 청렴을 근본으로 하는 집권인식을 가져야 하며,
ⅱ) 덕을 숭상하고 인민을 보호하는 공복(公仆)인식을 가져야 하며, ⅲ) 경각심을 가져야 함
-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 시장경제, 외부환경의 도전, 부정부패의 위험성 등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음. 아울
러 당원 간부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당 건설을 강화하고 당의 집권 안정성을 보장해야 함
‘덕치’(德治) 주도형에서 ‘덕법’(德法) 병행으로

청렴
정치의
모형

- 전통적 청렴정치 모형은 ‘도덕이 주가 되고, 형벌이 보조가 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음. 도덕과 더불어 제도건설
도 전통적 청렴정치 문화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었음
- 오늘날 당풍건설과 반부패는 두 가지 부분을 강화해야 함. ⅰ) 청렴정치제도체계를 구축하여 제도를 통해 권력
을 제약해야 하며, ⅱ) 청렴에 초점을 맞추어 간부를 등용하는 간부선발임용제도를 구축해야 함
- 이와 같은 덕법병행 모형은 처벌과 예방을 동시에 진행하여 원천적으로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음
‘수제치평’(修齐治平)에서 ‘삼엄삼실’(三严三实)로

청렴
정치
작풍

- 유가사상이 제기한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도덕적 가치를 정치적 가치로 확장한 것임
- 시진핑은 각급 간부는 ‘자신의 수양을 엄격히 하고, 권력을 휘두르는데 엄격히 하고, 자신을 엄격히 단속할 것’
(严以修身, 严以用权, 严以律己)과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창업하고, 바른 사람이 될 것’(谋事要实, 创业要实,
做人要实)을 지적함
- 이는 당원간부의 작풍에 대한 당중앙의 새로운 요구로서, 자기수양을 강화하고 업무태도를 개선할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임

주: 中国纪检监察报(2016.2.5)을 근거로 작성함

<표 7-1>처럼 전통적 청렴문화의 긍정적 측면은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치를 담고 있다. 다만, 시대 변화에 맞게 ‘의리’(义利) 논쟁에서
‘자율적 청렴’까지, ‘민유방본’(民惟邦本)에서 ‘인민을 위해 복무’까지,
‘덕치’(德治) 주도형에서 ‘덕법’(德法) 병행형으로, ‘수제치평’(修齐治平)
에서 ‘삼엄삼실’(三严三实)로 전환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부패와 반부패의 관리는 단지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는 양면성을 고려하고 비합리성을 신중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부
패가 청렴과 관련되는 것은 밤이 낮과 관련되는 것과 같다. 부패와 반부
패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신중한 분석이 요구되며, 기업, 이사회, 집행부,
개인 수준 모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Menest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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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반부패는 복잡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반부패에
관한 정치적, 경제적 역동성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형적, 재정적,
법적, 도덕적, 합리적, 감성적, 문화적, 이념적, 심지어 정신적 속성이 있
기 때문에 부패와 반부패를 다룰 때 신중해야 한다. 반부패의 목적이 어
떤 맥락인지 파악하고 다차원적으로 반부패를 추진할 스킬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Menestrel, 2018).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不敢腐)를 위한 징계 기제는 부
패행위의 경고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不能腐) 하도록 하는 기제는 청
렴제도 의식의 작동으로, 부패를 생각조차 못하도록(不想腐) 하는 보장 기
제는 청렴윤리도덕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陈志宏, 2017: 191).
최근에는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반부패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이 부
각되고 있다. 周宇豪 等(2017)이 언급하듯, 기술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관
념이 변하고 사회의 구조가 변하며, 공공사무 영역에도 상당한 변화를 낳
는다. 인터넷 반부패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기존
의 반부패 방식의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사회 대중이나 사회조직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부패를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다. 인터넷 반부패는 사회 대중심리와 밀접하고, 신시대의 반부패 방식으
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와도 밀접하다. 인터넷을 통한 반부패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부패를 막으려는 인터넷 감독의 주요 특징은, 인터넷 감독의 ⅰ) 주체의
다양성, ⅱ) 내용의 전면성, ⅲ) 형식의 다양성, ⅳ) 방식의 상호 작용성,
ⅴ) 과정의 개방성, ⅵ) 시간의 신속성, ⅶ) 자본의 저렴성, ⅷ) 효과의 간
접성, ⅸ) 정보의 불확정성, ⅹ) 언어의 가변성이다(陈党․陈家欣,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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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인터넷을 통한 부패 감독은 여러 기능이 있는데, ⅰ) 부패 현상의 폭로와
비난, ⅱ) 당과 국가기관 공직자의 징계와 교육 기능, ⅲ) 공공권력 괘도
이탈 방지와 교정 기능, ⅳ) 공민 권리의 확보와 보장 기능, ⅴ) 정치안정과
조화로운 사회의 유지와 촉진 기능을 갖는다(陈党․陈家欣, 2016: 69-76).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현재 인터넷 반부패는 여러 문제가 있다. 즉,
ⅰ) 인식의 문제로는 참여자의 법제 의식이 약하고, 네티즌의 사상과 도
덕 소질이 낮고, 네티즌 각자의 철저한 이익추구적인 사용으로 인해 인터
넷 반부패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다. ⅱ) 인터넷 자체의 문제로는 인터넷
의 익명성, 허위, 상호성은 무법지대를 조성하고 있다. ⅲ) 제도의 문제로
는 인터넷 반부패 제도가 미흡하고, 공민의 정치참여 및 기제가 취약하다
는 점이다(周宇豪 等, 2017: 147-150). 인터넷 보급화 수준이 높지 않
고, 인터넷 감독 관련 입법이 지체되고, 인터넷 감독 역할이 충분히 발휘
되지 못하고, 인터넷 감독에 존재하는 비이성적 언행이 여전하다(陈党․陈
家欣, 2016: 54-68).

정보기술 시대에서 인터넷 반부패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ⅰ) 사회책
임, 직업도덕 및 사회도덕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ⅱ) 반부패를 강화시
킬 인터넷에서의 청렴문화, 청렴교육, 감독업무가 확보되어야 한다. ⅲ)
인터넷 반부패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즉, 인터넷 반부패의 체계화된 운
영 기제, 네티즌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제, 인터넷 반부패의 감독 기
제, 인터넷 반부패 법률을 수립해야 하며, 인터넷 반부패와 다른 반부패
방식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周宇豪 等, 2017: 150-155).
결국, 중국이 추진하는 반부패는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민의
행정수요를 해결하고 정부가 안고 있는 정책문제나 난제를 제대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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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것이다. 당과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기술, 생태 등의 거시맥락적 환경 변화의 흐름과 부합
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반부패 청렴정치 모형을 여러 가지 방식으
로 분류할 수 있다. 성격으로 분류하면 의회주도형, 정부주도형, 정당주
도형, 사회인도형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부패 척결은 통상적으로 한
가지 형식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하나를 핵심으로 하고 나머
지 부분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중국특색의 부패척결 청렴정치제창
노선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반부패 청렴정치제창 노선이며, 중
국특색의 반부패 모형이다.81) 이 노선의 적용 범위는 당의 측면과 국가
측면에서 주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노선과 연관시켜 사용된다(徐喜林,
2013: 146).
81) 당풍청렴정치건설은 중국공산당과 국가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핵심적 표현이다. 1998년,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당풍청렴정치건설 책임제도 시행 관련 규정」을 공포·시행하였다. 2010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와 국무원이 수정된 새로운 「당풍청렴정치건설 책임제도 시행 관련 규정」을 공포하였다. “본 규정은 각급
공산당기관, 인민대표대회기관, 행정기관, 정치협상회의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의 지도자집단, 지도자,
인민단체, 국유 및 국유주식회사(국유지분을 갖고 있거나 국유회사 지주회사인 금융기업), 사업단위 지도자
집단, 지도자에게 적용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당풍청렴정치건설의 표현은 당과 국가의 전반적인 국면
을 고려하여 사용한 것이며, 당의 건설과 국가 차원에서 반부패청렴정치를 제창하는 핵심이며 매개체다. 당
풍은 주로 당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며, 당의 사상역할, 업무역할, 생활작풍 측면에서의 건설을 포함한다(徐
喜林, 2013: 146). 반부패 청렴정치건설은 당의 건설 측면에서 나온 표현이며, 공산당의 장기집권에 대한
시험과정에서 반부패 청렴정치건설은 하나의 중대한 시련이었다. ‘반부패 청렴정치건설’의 개념은 후진타
오(胡锦涛) 총서기가 2006년 연말에 전국경제업무 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2007년 7월, 후진타오 총
서기가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면서 이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17차 당대회 보고
에서 ‘반부패청렴정치건설’을 사상건설, 조직건설, 작풍건설, 제도건설과 같은 위상으로 하고, 당대회 문건
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18차 당대회에서는 ‘반부패 청렴정치건설’의 5대건설에서의 순위를 앞으로 조정
했다. ‘반부패청렴정치건설’의 개념에 포함된 중요한 의의와 심각한 함의를 깊게 이해하고, 개념이 당풍청
렴정치건설과 부패척결 업무에 줄 심각한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중요하다(徐
喜林, 2013: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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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부패 업무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작동된다. ⅰ) 두 개의 책
임이 밀접하게 연계된다. 즉, 당위(党委)가 당풍청렴건설의 책임의 주체
가 되고 기위(纪委)가 감독책임을 져 두 개의 직권배치를 최적화해야 한
다. ⅱ) 상급 기위가 하급 기위를 지도하며 상하 기율검사기관의 직권배
치를 새롭게 심사해야 한다. 상하 기위의 직책권한 및 상호관계는 필요한
조정이 요구된다. ⅲ) 파견감독과 순시감독은 당의 내부감독 방식이다.
반부패 개혁은 반드시 모든 기관에 파견기구를 두고, 순시감독을 모든 기
관에 대해 진행해야만 고위층 간부들이 조심하고, 부패를 멈추고, 만연하
는 부패 추세를 멈출 수 있다(王平, 2017: 27-35).
반부패를 추진함으로써 가져오는 효과로는 ⅰ) 당의 이념을 견고히 할
수 있고, ⅱ) 당 집권의 합법성을 제고시키고, ⅲ) 당 자체의 소질을 높이
고, ⅳ) 당의 집권 환경을 개선시키고, ⅴ)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을 제공하
는 보증표이다(于亚博, 2016: 116-121).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은 중국특색의 반부패 청렴건설 노선의 이
론적인 기초이다. 이를 이론체계, 성격, 지도역량, 지도사상 측면에서 볼
수 있다(徐喜林, 2013: 125).

표 7-2

중국특색의 반부패 청렴건설의 이론적 기초

이론체계

- 반부패 청렴건설의 노선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에서의 부패척결 청렴 제창
이론을 견지하고 발전한 것이며, 3대 중공중앙 지도자가 단체로 부패척결 청렴 제창을
해온 지혜를 모은 것임
- 이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이론 시스템의 중요한 내용임

성격의 정의

- 17차 당대회에서 처음으로 ‘반부패청렴정치건설’을 당의 5대 건설에 편입하고 이것을 일상화시킴

지도역량

- 반부패청렴정치건설은 반드시 당의 지도아래에 이루어져야 함

지도사상

- 반부패청렴정치건설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를 지도로 하여 정확한 발전 방향을 보장해야 함

주: 徐喜林(2013: 125-126)을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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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정치는 주로 청렴결백한 정치와 효율적이고 근면한 정치 측면에
서 당과 국가의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청렴결백과 자율적인 각항 규정을
지키고 인민을 위해 청렴하게 집권하는 것을 말한다. 이 표현의 이론적인
의의는 당의 반부패와 국가의 반부패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중국특색의
반부패 청렴정치 제창을 제시한 것이다. 그 실천적인 의미는 당과 정부
지도자가 이끌어야 하는 부패척결 청렴정치제창 업무를 아래 8개 방면으
로 명확히 한 것이다(徐喜林, 2013: 147).

표 7-3

중국의 반부패 청렴정치제창의 8개 업무

당 위원회가
이끄는 책임제

- 당중앙, 국무원 및 상급 당위원회(당조직), 정부와 기율감찰기관 관련 당풍청렴정치건설의 배치와
요구를 집행하고 실제 연구를 결합하여 당풍청렴정치건설의 업무계획, 목표요구와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함
- 해마다 세미나를 개최하여 당풍청렴정치건설 관련 당 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회의(당조직 회의)와 정부
청렴정치건설 업무회의를 갖고 당풍청렴정치건설 업무의 임무에 대해 책임분석을 하고 지도자 집단
과 지도자가 당풍청렴정치건설 업무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며, 계획에 따라 정책을 시행함

청렴정치 교육

- 당성, 당풍, 당 기율과 청렴결백 정치교육을 하고 당원, 지도자에게 당풍청렴정치건설 이론과 법규제
도를 가르치며 청렴정치 문화건설을 강화함

제도건설

- 당풍청렴정치 법규제도를 관철 시행하고, 제도혁신을 추진하며 체제 메커니즘 개혁을 심화하고 부패
의 근원을 찾아 다스림

감독 강화

- 권력의 제어와 감독을 강화하고 정책결정권, 집행권, 감독권이 서로 제어를 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권력구조와 운영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함
- 또한, 권력운영의 프로세스화를 추진하고 공개투명을 보장해야 함

검사 강화

- 해당 지역, 부서, 시스템의 당풍청렴정치건설 상황과 하급 지도자 집단, 지도자의 청렴결백 정도를
검사함

인력 채용에서의
부패 예방

- 규정에 따라 간부를 엄격하게 선출하고 공무원 선별 및 채용 과정에서의 나쁜 기풍을 예방함

풍조 바로잡기

- 작풍건설을 강화하여 군중의 이익을 해치는 잘못된 풍조를 바로 잡고 당풍과 정풍에 존재하는 문제점
들을 확실하게 해결함

기율감사 대오
건설

- 기율집행과 법률 집행기관이 기율과 법률에 따라 직책을 이행할 수 있게 이끌고 조직하며 업무보고를
제때에 확인하고 중대 사안을 확실하게 해결함

주: 徐喜林(2013: 147)을 근거로 작성함

반부패 8개 업무는 당과 정부의 지도자가 당풍청렴정치건설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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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포괄적으로 요약하고, 당풍청렴정치건설의
제어성과 실용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 표현법은 주로 당의 위원회와 정부
의 각급 部委에서 부패척결 청렴정치제창 업무를 배정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 반부패 청렴정치제창의 검사와 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徐喜林,
2013: 147).
焦若飞(2011)은 이런 맥락에서 ‘체제 부식’을 막고 통일되고 독립적이

며 전문적인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 한다. 기존의 반부패
체제는 다중적으로 관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상적으로 협력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모두가 책임진다는 체제는 사실 ‘모두가 관리하지만 아
무도 관리하지 않는’ 상황에 빠지게 한다. ‘전문적인 반부패기관도 사람
들의 제어를 받아 처벌하는 권위와 힘이 부족하다. 성과 시의 일급 지방
당 위원회와 기율감독기관, 중앙기율위원회를 제외하면, 말단 기율위원
회, 특히 기관, 업계, 기업단위의 기율위원회는 감독의 기능을 거의 못하
는 허울뿐이다. 이렇게 내부조직에서 기인된 부식은 부패행위에 생존 환
경을 제공하고 있다(焦若飞, 2011; 燕继荣, 2013: 11에서 재인용).
그러나 당중앙 중심의 청렴정치건설 및 반부패 추진은 지속성과 효과
성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서구와 같은 언론의 자유가 결여된 당국
가체제인 중국에서 당이나 정부의 고위관료들의 일탈을 밝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진정한 언론의 자유야말로 중국 반부패의 근원
적 해결이라 할 수 있는데, 중국 언론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국가체제에서 부패를 막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취약한 측면과 언론의 자유가 없다82)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82) 2018년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중국은 176위를 기록하였다. 노르웨이 1위, 스웨덴 2위, 네덜란드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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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개혁의 기본 방향인 정부 간섭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강화하
는 조치는 분명히 부패를 줄이는 방안이다. 부패는 결국 과도한 권한에서
비롯되므로,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 부패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
만, 중국 지도부는 여전히 직접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사정기관을
통해 부패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방식이다. 시장기능의 확장과 권한 축
소, 혹은 제도의 정비를 통해 부패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에 기대지
않는 점은 과거와 별로 다르지 않다(김기수, 2013: 17).
김기수(2013: 17)의 지적처럼, 진정한 의미의 부패 방지 혹은 척결 방
안은 역사 혹은 이론적으로 하나뿐이다. 권력이 분리되어 서로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제도의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는 것이다. 부패가 가능
한 것은 좁은 의미로는 권한, 크게는 권력이 경제적 이권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리상으로는 권한을 줄이는 길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
다. 즉, 정치적으로는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
제적으로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뜻한다. 축소된 권력 또한 여전히 위험하
므로 권력을 분할시킨 후 상호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서구학자들은 ‘부패 = 독점 + 결정권 - 책임’이라는 부패공식을 제기
한다. 즉, 무릇 독점적 부문, 무릇 권력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부패가 발생
할 수 있다. 반부패는 간부인사제도개혁, 소득배분제도개혁, 교육의료체
제개혁, 국유기업개혁, 세수체제개혁 등 각종 개혁과 같이 추진하여 부패
발생의 조건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으로 부패를 억제해야 한다(辛向阳·陈
建波, 2015: 239).

한국 43위, 일본 67위, 북한은 최하위로 180위를 기록하였다. Retrieved from https://rsf.org/en/ranking
(검색일, 201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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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반부패 및 청렴정치건설은 하향적인 접근을 주
로 취하고 있다. 서구 사회처럼 국가기구, 즉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
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중국에서 당중심의 반부패를 지속하는
것은 당 지도부의 의지에 전적으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접근보
다 지속가능한 반부패가 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
다.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없이 어떤 개인 혹은 조직이 독점적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가 권력남용이며, 권력부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3.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반부패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접근될 필요가 있
다. 여기에는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로 접근해야 반부패 혹은 청렴정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 즉, 거버넌스 참여 행위자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반부패 혹은 청렴을 구현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발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사회제도를 적용하고
있던지, 그리고 부패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국
가의 청렴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편적
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국가 청렴정치 시스템의 본질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
하여 부패 동인을 ‘낮은 리스크, 높은 수익’에서 ‘높은 리스크, 낮은 수익’
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 이럴 경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의 높은 리
스크를 감행하기에 주저할 것이다(胡鞍钢, 2007; 徐喜林, 2013: 81-82).
徐喜林(2013: 126-127)은 중국 반부패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고려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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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여섯 가지로 제시한다. ⅰ) 공산당의 지도로 공산당과 국가의 업무
를 반부패와 일치시키며, 반부패와 청렴정치제창을 위한 법률법규, 경제,
정치, 사회 4가지 효과를 통일되게 보장한다. ⅱ) 전통문화에서의 근면·
청렴의 정화(精华)도 있지만 부패의 찌꺼기도 잔존하므로 지도자가 반드
시 부패한 사상과 생활방식을 의식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ⅲ) 민주정치가
여전히 빈틈이 많은 현실을 인정하고 단계별로 민주를 발전시켜야 한다.
ⅳ) 체제전환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제도적인 예방조치를 적극 채택해야
한다. ⅴ) 현 지도체제에서 ‘일인자’의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문제점
을 감안하여 ‘일인자’ 부패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ⅵ) 중국의
도덕성, 체제성(体制性), 구조성(结构性), 관료성(官僚性) 등의 부패 문제
를 직시하고 당정기관, 기업단위, 농촌 등 각 계층 그리고 경제, 정치, 문
화,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정부패와 싸우고 사치를 근절하며, 풍조를
바로 잡고, 직책을 다하여 반부패 및 청렴정치제창 임무에 대해 전반적인
고려를 하고 종합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 주장은 결국, 중국특색에 맞는 반부패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반부패 혹은 청렴정치를 위한 거버넌스를 何增科는
Pope의 이론을 빌어서 국가청렴정치체계(2017)를 제시하고 있다. 이하
에서는 何增科(2017)의 국가청렴정치체제를 소개하기로 하다.
국가청렴정치체계의 목표는 과학발전을 추진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보
장하고 소강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반부패 교육과 청렴정치문화건설은
청렴한 것이 명예롭고 부패는 수치스럽다는 대중인식과 사회적 가치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 국가청렴정치제도체계의 이론에
따르면, 중국의 현대 국가청렴정치제도체계는 <표 7-4>의 내용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何增科, 201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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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중국의 청렴정치제도체계에 요구 내용

순서

기구

상응한 핵심 규칙 및 실천

1

중국공산당 각급 위원회

선거문책

2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거부권 보장

3

민주당파 및 정치협상회의

참정권과 발언면책

4

정부행정기관

공사(公私) 이익충돌 처리 규칙

5

감사기관

독립성

6

기율검사감찰신방기구

감독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7

검찰원 및 부패예방국

엄격하게 집행가능한 법률

8

법원

독립성

9

공무원체계

도덕준칙을 간부인사에 반영

10

지방정부

보조적 원칙

11

공공부문

투명하고, 문책 가능한 구조

12

민간경제부문

경쟁 촉진 정책

13

언론

언론자유

14

시민사회

알 권리와 참정권 보장

15

국제사회

효과적인 상호 법률 및 사법 협력

출처: 何增科(2017: 37)

何增科(2017: 38)에 따르면, 현대 국가청렴정치제도체계의 모형에서,

중국공산당은 집권당으로써 첫 번째 기둥이 된다. 중국공산당 각급 위원
회는 당과 국가의 정책결정 기관으로, 공공정책 제정을 담당한다. 당이
전체 당원과 인민 앞에 책임지는 효과적인 선거-문책 기제를 구축하려
면, 공평하고 경쟁적인 선거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직접선거를 통해 당
의 각급 지도자를 선출해야만, 당내의 수직적 문책 기제를 세울 수 있다.
또한, 점진적으로 인민에 의한 직접선거를 통해 당지도자가 국가기관의
지도자가 되어야만, 사회와 집권당 간의 수직적 문책 기제를 구축할 수
있다. 즉, 당내 민주선거와 인민민주 선거를 유기적으로 통일시켜야만,
당 지도자가 당원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 앞에 책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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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정권, 정책 참의권 및 심의권의 분리와 상호제약은, 실책을 줄
이고 정책결정권을 남용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민주
당파, 정치협상회의 및 인민대표대회는 정책 참의권과 심의권을 갖고 있
다. 참의권을 보장하는 핵심 규칙은, 민주당파의 위원과 정치협상회의 위
원들이 중요한 공공정책의 토론에 참여하여 상이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하며 발언면책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책심의권을 보장하는
핵심 규칙은, 심의기구가 정부에서 제시한 입법, 정책제안 및 인사추천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 것이다. 거부권이 없다면 심의권은 형식에 지나지 않
는다. 정부행정기관, 공무원체계, 공공부문, 지방정부는 공권력을 행사하
는 기관들로, 이들에 대한 문책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청렴정치체계 구축
에서 매우 중요하다(何增科, 2017: 38-39).
국가 거버넌스 관점에서 청렴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중에서 기
율검사체제개혁이 관건이다. 기율검사체제개혁은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
에서 중요한 추진력이다(庄德水, 2016: 169-170).
전문 감독기관은 현대 국가청렴정치제도체계에서 전문화된 감독 및
감찰기능을 담당하며,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의 문책기제를 보장하는 중
요한 기구이다.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사보고를 공개하는 것
은 기관 및 사회의 감독 기제가 작동하여 정부의 행동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핵심 규칙이다. 기율검사감찰신방기구(纪检监察信访机构)는 민
원을 접수 및 처리하는 감독기관으로, 당과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야만 효과적으로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기구의 독립성
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규칙이다. 신방기구(信访机构)가 민원을 접수하기
만 하고 처리하지 않는다면 기구의 기능이 불완전한 것으로, 기율검사감
찰기관과 병합하여야 한다(何增科, 2017: 39). 검찰원은 전문적인 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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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기구로, 전면적이고 체계적이고, 집행가능한 반부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핵심 규칙이다. 법원은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사법감독 기능을 담당
한다. 각급 법원 및 법관들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 심판권을
보장하는 것이 사법감독의 효과적 운행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이자 핵심
규칙이다(何增科, 2017: 39).
현대 국가청렴정치제도체계는 당정기관과 전문적인 감독기구, 사회적
감독 등 청렴정치의 기둥들을 포괄한다. 언론매체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
이 당과 정부를 감독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언론보도와 비판적 여론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만 언론은 여론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법규는 효과적인 여론감독을 구성하는
핵심 규칙이다. 민간경제부문은 현대 국가청렴정치제도체계의 중요한 기
둥이다. 독점 및 불공정한 경쟁을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자유롭고
공평한 경쟁을 격려해야만, 민간경제부문의 뇌물수수에 대한 동기부여를
근절 할 수 있다(何增科, 2017: 39). 시민사회 역시 청렴정치의 중요한 기
둥이다. 시민들이 알 권리와 참정권을 향유해야만 시민과 사회조직은 당과
정부에 대한 감독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何增科, 2017: 39-40).
국제행위자와 국제협력 또한 국가청렴정치제도체계의 중요한 구성부
분이다(何增科, 2017: 36-37). 글로벌 시대에, 반부패는 국제협력을 필
요로 한다. 국제사회는 현대 국가청렴정치제도체계의 외적 기둥이다. 돈
세탁, 부정 관료의 해외도피, 부정자금 회수 등 영역에서 양자 또는 다자
간 법률지원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이 국제협력 기제가 효과적으로 운행되
는 핵심 규칙이다(何增科, 2017: 40).
그렇지만, 당과 국가에 비해 사회부문이 취약한 중국에서 반부패 거버
넌스를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부문이나 시민사회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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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추진하는 반부패에 참여하고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중국에서
이들의 위상과 역할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何增科가 주장하는 견해는
현실성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된다. 何增科가 제안한 국가청렴정치제도는
Pope(2000)의 주장을 중국 정치제도의 구조에 연계하여 바람직한 방향
을 제시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당국가체제로 운영되는 중국에서 반부패
를 위한 good governance가 작동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반부패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83)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중국에서 반부패를 캐내고 보도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중국 언론의 역할은 당과 정부에서 이
미 기율 및 규범에 위배되어 처벌된 결과에 대한 보도나 홍보 수준에 머
물고 있지, 당과 국가기관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언론이 적극
적으로 파헤치거나 시민사회의 제보를 받아 선도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결국, 중국에서 반부패 및 청렴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부
패 추진에 대한 당의 독점 권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국가기구 간
의 적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
할이 구비되어야 지속가능한 반부패 및 청렴정책이 자리매김을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공개와 투명한 정부가 중국 반부패 거
버넌스 구축에 관건이라 할 수 있다.

83) 중국공산당 역시 오래전부터 언론매체의 비판 및 감독기능을 중시해왔다. 1954년 7월 17일, 중공중앙정치
국에서 통과한 ‘신문 업무를 개선할 것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당기관지는
당 생활 속의 중대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당내의 교만정서, 자산계급 개인주의 사상을 반대하
고, 개인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개인숭배하고, 당의 민주집중제 및 집단지도 원칙을 파괴하고, 당기율을
느슨히 하고, 당내 민주생활 및 비판을 하지 않는 등 경향성을 반대한다(中国共产党新闻工作文件汇编,
1980: 320; 辛向阳·陈建波, 2015: 2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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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경제성장에 따른 모든 영역에서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지만 제도나
정책은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반부패를 위한 제도가 불합리하거나
미흡할 경우에 부패를 유발하는 동인을 막을 수가 없다. 반부패의 사각지
대가 많을수록 조직의 내외부 모두에서 부패의 개연성이 그만큼 더 높아
질 것이다. 특히, 전환기에는 법제도의 사각지대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정치와 경제가 유착하여 부패를 저지를 기회가 많아 거대 부패(grand
corruption)가 발생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인치가 강하여 군중운동을 통해서 관료의 부정부
패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정치지도자의 의지에 전적
으로 좌우되는 반부패는 오히려 정치적 갈등이나 불안정을 낳을 수가 있
다. 반부패 문제는 특권을 가진 권력자나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 반부패 제도를 통해서 접근해야 할 성격을 갖는다.
반부패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패와 관련된
인사제도, 행정관리체제, 재정체제, 국유기업, 사법체제, 금융과 투자체
제 등 면에서의 개혁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반부패 제도나 체계를 개
혁하여 부패척결과 청렴정치건설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徐喜
林, 2013: 129).

중국공산당 18차 3중전회에서는 “제도를 통해 권력과 사안과 인원을
관리하고, 인민이 권력을 감독하며 권력이 투명하게 운행되는 것은, 권력
을 제도 속에 가두어두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따라서 반드시 과학적 정책
결정, 단호한 집행, 감독 가능한 권력운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패에 대한
처벌과 예방체계를 완비하고, 청렴정치를 건설하여, 간부와 정부와 정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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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辛向阳·陈建波, 2015: 229).
반부패의 제도적 개혁 방향과 방안으로 여기서는 법치화, 반부패 관련
기구개혁, 반부패 관련 제도에 초점을 두어 접근한다.

1. 반부패의 법치화
어느 나라이든 반부패는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반부패라
는 명목으로 특정 정파가 정치적 보복이나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
이 잠재되어 있다. 정치적인 접근의 반부패는 이해관계 또는 당파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반부패 추진을 제약할 수 있다. 반부
패 추진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거나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
우거나, 법치를 벗어난 인치 지향적인 접근은 반부패의 지속성과 효과성
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반부패와 관련하여, 시진핑은 불량한 작풍과 부패발생의 조건을 척결
해야 하며, 이는 법률 및 제도를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제도
와 규정을 제정하여 법률제도가 반부패 및 권력감독의 모든 영역에 관철
되어야만 부패발생의 조건을 제거하고, 부정부패를 감히 하지 못하고, 할
수 없고, 할 의지가 없는 효과적인 기제를 형성할 수 있다(中国纪检监察
报, 2017.4.14).

결국, 반부패를 정치나 정권에서 보다 중립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서는 법치에 근거84)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반부패를 법치로 접근

84) 중국공산당은 건당 이래 지속적으로 부패와 투쟁했다. 중국 건국 초기에 청렴정치건설을 중요시하고 1949
년 11월부터 중앙기율위원회와 지방각급 기율위원회를 구축하고 1955년 3월에 중앙과 지방각급 당 감독위
원회에서 제도를 구축하여 당원들의 청렴결백을 보장하려 했다. 그 뒤로 3반(三反)과 5반(五反)을 진행했고
(1951~1952년) 정풍(整风)과 반우(反右)(1957년), 4청(四清)(1962~1966년), 1타3반(1970년)등 운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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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명확한 법령 규정과 예측 가능한 법치 질서가 구비되어야 할 것
이다. 반부패 및 청렴정치 추진은 엄격한 법치에 근거를 두어야 하다. 청
렴정치가 자의적이고 하향적인 형태의 대중운동이 될 경우 정치 불안이
악순환 될 것이다. 정부나 공무원이 청렴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 이익 혹은 팀의 이익에 따라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반부
패 관련 법령이나 관련 제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건국 이래 중국의 부패척결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운동권 형태의 부패
척결과 정책적인 부패척결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근본적
으로 부패를 억제할 수 없으며, 법치의 부패척결을 중시해야만 부패를 근
본적으로 억제 할 수 있다(李斌雄·姜向红, 2015: 8-9).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고도로 집중적인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
제로 전환했고, 경제체제의 중대한 변혁은 더 깊은 차원에서 상부구조를
흔들었다. 부패의 본질은 권력의 남용이다. 권력이 경제생활에 비정상적
으로 개입하면서 시장 메커니즘의 왜곡과 질서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이 때문에 부패가 일어났다. 법치화 정도가 낮은 것은 부패가 창궐하는
중요한 원인이다(李斌雄·姜向红, 2015: 8).

여 대중운동을 통한 부패척결의 길을 걸었다(燕继荣, 2013: 3). 이 노선은 문화대혁명 기간에 최고조에 이르
렀고 통상적인 기율감사업무가 군중운동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었다. 1978년 이후 중국 정부의 어지러운 세
상을 바로잡아 정상으로 되돌리는 반부패 작업이 다시 법치를 지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련된 규정과 법
률이 채택되었다. 1987년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을 채택하고, 1995년에 「당정기관현(처)급 이상
지도자 수입 신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으며 1997년 3월에 중공중앙이 「중국공산당 당원지도자 청렴결백
집권준칙(시행)」을 배포하였으며 1997년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사법」 공표, 2001년 「성급 현직 지도자
가정재산보고 관련 규정(시행)」제정, 2003년 「중국공산당 당내 감독조례(시행)」 및 「중국공산당기율처분
조례」를 채택했고 2005년에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발표하고, 2007년에 「직무편의를 이용하여 부
당이익을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는 몇 가지 규정」을 제정했다. 2003년 12월엔 「유엔부패방지협약」을 체
결했다. 제도건설 측면에서는 2003년에 중국공산당 중앙순찰팀을 구축하여 지방 동급 기율위원회가 동급
당위원회에 대한 감독이 부족한 상황을 보완했고, 2005년 초에는 중공중앙, 국무원이 「교육, 제도, 감독을
동시에 시행하는 부패 징계·예방 시스템 구축·완비에 관한 시행강령」을 제정·공표하여 반부패 거버넌스 시
스템을 구축해왔다(燕继荣,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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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부패 유형이 많은 만큼 부패를 금지하는 법률규정도 그만큼
많다. 1978년 이전에 부패의 주요 형태는 횡령(贪污) 및 수뢰이며, 범죄
판단 기준은 30 위안이었다. 1978년에서 1997년 기간에 반부패 법규에
서 횡령 및 수뢰 처분의 최저 기준은 2,000 위안이었다. 1997년 형법 개
정에서 2013년까지 횡령 및 수뢰 처분의 최저 기준은 5,000 위안이었다.
횡령 및 수뢰 관련 금액은 5만 위안 이상이었으며 중대 사안으로 판단되
었다. 1989년에서 2000년까지 통계로 보면 횡령 및 수뢰 그리고 공금
점유는 경제범죄 사건의 92%를 차지하였다(孟庆莉, 2013: 14).
개혁개방 이후 부패척결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10여 년
사이에 당과 정부가 부패척결의 힘을 강화하여 당과 공무원의 기율과 관
련된 일련의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고 일련의 ‘통지’, ‘결정’, ‘규정’, ‘강
화’, ‘조례’ 등 문건을 하달했다(邹涛, 2008: 20-21; 燕继荣, 2013: 4에
서 재인용).
중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이나 유형도 상
당한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부패를 다루는데 여
러 장애가 생겼다. 반부패를 위한 자본 투입에 따른 반부패의 성과가 뚜
렷하지 못하고, 반부패 제도는 많아졌지만 반부패 기제는 원활하지 못하
고, 고질적인 부패와 관성적인 반부패가 나타나고, 강성 반부패는 많으나
연성 반부패는 부족하며, 반부패 역량은 강해졌지만 부패의 집중도는 더
욱 거세졌다는 점이다(刘艳红, 2017: 46-57).
법치적 반부패가 어려운 이유는 완전한 법치 사고방식이 어렵고 무관
심하며, 반부패 법률체계가 불완전하고, 반부패 기구가 분산되어 협력이
어렵고, 반부패 장기적인 효과를 내는 기제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王
朝晖, 2007; 欧兵·殷江波, 2017: 105-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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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기관에서 채택한 반부패 조치를 보면 반부패 거버넌스의 대책은
굉장히 다양하다.85) 반포된 각종 규정, 제도 및 대책으로 볼 때(<표
7-5>), 중국 정부의 부패척결 결심과 강도는 대단하다(燕继荣, 2013: 4).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
황이다.
표 7-5

언론이 보도한 중국 지방정부의 부패척결 조치

부패척결 조치
청렴정치
자율체조

제도설계 동기 및 내용

제도 효과 평가

공무원의 청렴결백 자율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지방에서 ‘청렴 청렴정치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이와
정치 자율체조’를 만들어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자신에게 질문 같은 교육은 사람들에게 ‘청렴정치 쇼’라
하고 청렴정치를 강조함
고 평가 받음

‘직무범죄예방’과 유사한 부패척결 주제의 포커를 만들어 각급
지나치게 표면화된 조치이며 애들 장난이
부패척결 포커 공무원들에게 배포하고 공무원이 각종 부패의 유혹에 경각심
라고 비난 받음
을 갖도록 함
지도자 가족 청렴 좌담회를 열거나 가족 청렴 제안서 혹은 서약
가족이 청렴을
서를 만들어 가족이 청렴정치의 감독자 역할을 하고 자녀가 청 청렴정치 소꿉장난 – 우스갯짓
응원
렴정치의 보좌관이 되도록 함
부패 행위
대가 계산

확고히 부패를 거부하고, 사상의 도덕해이를 막음. 공무원이 부패 공무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부패 문제
‘부패행위 대가계산, 청렴결백한 공무원이 되자’ 활동에 참여 를 철저하게 분석하지만 배후에서는 여전
하도록 함
히 부당거래를 일사불란하게 해나감

요리
금지령

해당 규정은 계획적으로 피하고 풀어내기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제한하고 공무원이 접대를 할 때
쉽기 때문에 우담바라처럼 잠깐 나타났다
메뉴는 요리 4개, 국물 1개로 제한함
가 바로 사라져 버릴 수 있음

테이블 금지령

강력하게 감독, 검사한 결과 단계적인 효과
공무원이 기회를 틈타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을 예방함. 공무원
를 보이고 있지만 계획적인 회피가 쉬워 시
의 경조사에 초청하는 인원수에 제한을 둠
행이 어려움

공무원이 인정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공공계좌
제도의 효과는 공무원의 자율에 맡겨져 있
청렴정치 계좌 를 개설해주고 공무원이 받은 경조사비를 상납하도록 함. 부패
음. 자율이 없다면 어찌할 방도가 있는가?
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청렴정치의 모범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음
청렴정치
보증금

ⅰ)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청렴정치 업무요구를 함. 연말에
연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시, 청렴정치 보증금을 반환하지 청렴정치 고과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효
않음, ⅱ) 개인 급여와 재정자금으로 이루어진 금액으로 기율 과적인 시행에 영향을 줌
위반을 하지 않은 공무원은 퇴직 시 전액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85) 연구에 따르면, 중국 개혁개방 이후 20여 년 사이에 중앙에서 공표한 청렴정치 규칙만 해도 450건 이상이
다. 그러나 70%가 교육 기능만 있을 뿐 아무런 징계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90%가 당과 정부에서 제정
한 임시규정이다. 당과 정부에서 제정한 반부패 조치에서 다수가 장기조치가 아니며, 중복되는 내용이 지나
치게 많다. 예를 들면, 출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16년 사이에 65개의 규칙이 공표되었고, 평균 3개월에 한 개
씩 나온다고 할 수 있다(邹涛, 2008: 20-21; 燕继荣, 2013: 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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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계속

부패척결 조치
공무용 차량
GPS관리

제도설계 동기 및 내용

제도 효과 평가

공무원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GPS는 위치확인이 쉽지만 법에 대한 성질
GPS위성위치확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실시간으로 감독관리 규정이 어려움

출처: 燕继荣(2013: 4)

법치적 사고와 법치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잠재적 이해충돌이 현
실적인 부패행위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부패를 예방하는 핵심은
권력을 통제하고 법으로 권력을 제약함으로써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은 법치를 기초로 만들어야 하며, 법치가 보장 되지
않으면 개혁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개혁의 성과도 확고히 하기 어렵다
(李斌雄·姜向红, 2015: 8).
시진핑 이후 반부패의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었다. 기율건설, 작풍건설,
반부패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시진핑은 18기 중앙기율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지엽적인 것과 근본을 같이 다스리고, 당의 기율건
설을 강화하고, 당과 대중의 관계를 강화하는 작풍건설, 처벌과 예방을
병행하는 반부패건설”을 제기했다. ⅰ) 기율건설은 기율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 것으로, 당의 정치기율, 조직기율, 업무기율, 재정기율, 생활기율 등
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ⅱ) 작풍건설은 향락주의와 사치풍조를 제
거하고, 대중과 긴밀히 연계하여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다.
ⅲ) 반부패 추진은 처벌과 예방을 병행하는 반부패체계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권력운행에 대한 제약과 감독체계를 완비하여 제도를 통해
권력을 제약해야 한다. 또한, 감히 부패할 수 없는 처벌기제, 예방기제와
쉽게 부패할 수 없도록 하는 보장기제를 구축해야 한다(中国纪检监察报,
2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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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율을 법률보다 우선시 한다는 점이다. ‘당
의 엄격한 관리’(从严治党)는 당내 정치생활을 엄격히 관리하는데서 시작
된다. 중국공산당의 성격과 취지는 당기율이 국가법률보다 더 엄격할 것
을 결정지은 것이다. ‘당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당내 소수의 부패분자들
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당원간부의 행위를 규범화 할 수 있다. 시
찰을 통해 반부패를 강화하며, 시찰은 당 기율을 수호하는 중요한 수단으
로, 당내 감독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반부패 관련 법치화는 시대 변화에 맞게 요구된다. 辛向阳·陈建波
(2015: 242)는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반부패 입법의 발전 및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과학적인 계획이 없으면, 법제건설의 진도뿐만 아니
라 법제건설의 과학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반부패 입법은 과학적이고
일관되며 장구적인 입법계획과 발전계획을 갖추어야 하며, 목전의 경제
사회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전망성과 포괄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체계의 균형적 발전을 유지하고, 다양한 영역과 지역, 다양한 이익
주체의 법치건설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입법의 방향성을 고
수하고, 사회주의 법치건설의 객관법칙을 존중하고, 입법의 민주성, 과학
성, 권위성을 중시하여 각항 입법의 완성도를 보장해야 한다(辛向阳·陈
建波, 2015: 242). 둘째, 종합적 반부패법을 제정해야 한다. 반부패법은

중국의 반부패 기본 법률이 되어야 한다. 그 핵심 내용은 중국 반부패의
기본 제도를 확립하고 반부패의 원칙, 기구, 프로세스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반부패법의 제도체계를 완비하여, 부패의 예방과 처벌,
이익충돌 방지, 간부의 개인정보신고, 임직회피 등과 관련된 법률법규를
완비하고, 신규 임용된 간부들에게 상술한 내용들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야 한다. 아울러 민주감독, 법률감독, 언론감독 기제를 완비하고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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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을 규범화해야 한다(辛向阳·陈建波, 2015: 242).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온전한 부패징계 및 예방조치 구축 2013~
2017년 업무계획」 등 일련의 청렴정치건설과 관련된 법규 문서를 만들
어 법적 강제성과 규범적 우월성을 발휘하여 법에 따라 시장의 경제질서
를 규범화하고 개혁조치의 착륙을 중요한 정치적 책임으로 간주하여 제
때에 개혁 과정에서 생기는 부패행위를 단속하여 개혁이 깨끗한 환경에
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李斌雄·姜向红, 2015: 9).
Lambsdorff(2005: 15)의 견해처럼, 법과 질서라는 관점에서 좋은 성
과는 건전성과 수용성이 높은 정치제도, 강력한 법원체계, 그리고 질서
있는 권력승계 규정 등이 필요하다. 부패는 법과 질서의 전통을 훼손시킬
수 있다. 국가의 청렴성체계의 실패와 소유권 불안정성은 투자자를 멀리
한다. 부패는 또한 자본생산성을 낮게 한다. 부패가 생산성에 역으로 작
용하는 결정적 요인은 관료적 품질(정부 안전성과 시민 자유성)의 낮은
수준이다. 부패란 공무원이 정직함과 국민에 봉사하려는 의지보다는 정
실주의와 뇌물에 좌우되어 임명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반부패의 법치화가 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
치화가 가능한 여러 조건이 마련되고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Greater
Pacific(2018)은 중국이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반부패법 강화, 규정과 규제의 명료화, 기소 및 고발 절차의 민법으로의
전환, 정부급여 인상, 더 많은 민영화 유도, 좋은 거버넌스로의 전환, 시
민사회의 강화, 당의 개혁으로 정리(<표 7-6>)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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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중국의 반부패 정책의 장기 로드맵

목표

핵심 이슈

정책과제

반부패 법 강화

중국 정부는 반부패와 관련하여 1,200개 이상의
중국은 투명한 관리 및 철저한 법률시행과 함께 반
법, 규정 및 지침을 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
부패 법안을 공고화 및 명료화해야 함
지 않고 있음

규정과 규제의
명료화

고의로 애매한 영역을 남겨두는 현재 규제 지침 시
중국 관료들은 애매한 영역에서 규제의 모호함을
스템으로부터 벗어나서 관료들의 재량 또는 그들
이용하여 그것을 다양하게 해석하여 뇌물, 금품갈
의 임의대로 법률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
취 및 자의적인 법 집행
는 등 뚜렷한 시스템을 갖춰야 함

당원과 시민들에게 법률을 적용시키기에 앞서 평
기소 및 고발절차를 부패 사례의 다수는 형사법원이 아닌, 당 내부의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특히 법치와 사법의 독
민법으로 전환
절차대로 처리되며, 자체적으로 처벌을 받음
립성을 강화시켜야 함
시진핑의 연봉인 22,000$는 베이징 시내의 방 한
칸 집을 임차하기에도 부족함. 가장 낮은 공무원
의 경우 2,500$ 이하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발전된 도시에서 살아가기 턱없이 부족함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민영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금전적 축적
유혹의 기회를 거절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여
유 있는 생활을 보장해줘야 함

중국의 국영기업은 매우 많은 부패가 발생하는 심
각한 곳이며, 경제활동, 투자처 및 정부 간의 연계
더 많은 민영화 유도
를 도움. 민영기업에 반해 상당히 적은 월급을 받
는 국영기업의 CEO들로 인해 문제가 더욱 악화됨

중국 정부는 엄격하게 법치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주요 국영기업들의 완전한 민영화를 실현함으로
써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와 심각한 기업
-정부 간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함

정부 급여 인상

부패에서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로까
지 캠페인 범위의
확대

부패는 정부와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인민들의 신
뢰를 파괴할 수 있는 관료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양상이 아님. 부패와 잦은 불법적인 행동은 인권
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당에 대한 신뢰도도 약화시킴

시민사회의 강화

현재 반부패 영역에서 시민사회는 심각하게 배제 중국은 종합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캠
되고 있으며, 이는 캠페인의 신뢰성과 범위를 축 페인에서 시민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시킴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함

당의 개혁

일당제 국가에서의 집권당은 정실주의를 기반으
로 하고, 충분한 성과 없이 인민들에게 현 체제에
대한 충성심만 요구한다면, 정책상의 일관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기도 힘들
어짐

당은 관료들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행동들을 파
악하고 감시함으로써 반부패를 시작으로 나쁜 거
버넌스(bad governance)까지 캠페인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함

당은 실력주의와 내부적으로 투명한 조직이라는
기조를 세워서 당을 재구성해야 하며, 이로써 유
능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관료 모두에게 평등하고
투명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출처: Greater Pacific(2018)

2. 반부패 관련 기구간 견제 및 개편
반부패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기구나 조직의 역할과 권한을 제
도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책임확보 기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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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권력기구 간에 서로 견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책임확보 기제를 통
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Acton
경의 주장86)처럼, 개인의 권력이 커지면 그들의 도덕감은 감소되어 더욱
부패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인의 권력이나 공권력의 남용이 제어되지
않거나 감독과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부패로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중국은 시장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처해 있기에 자원배분은 시장의
원리를 완전히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권력운행 과정도 불투명하고 민주
적이지 않으며 공개되지 않는 등 폐단이 존재하여 객관적으로는 정경유
착 등 부정부패의 공간을 남겼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합리적 구
조, 과학적 배분, 엄밀한 과정, 효과적 제약을 구비한 권력운행 기제를 구
축해야 하며,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부터 권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
여야 한다(辛向阳·陈建波, 2015: 244).

표 7-7

중국의 권력운영 기제 대한 감독과 제약

당내감독 강화

- 민주집중제를 주체로 하는 제도건설을 추진하고 당위원회에서 통일되게 지도 및 조정하고, 감독기관
및 각 部委에서 각자 맡은 직책을 이행하고, 사회에서 적극 참여하는 권력 균형 및 감독 기제를 구축
- 각급 당위원회는 중국공산당의 집권 지위 및 정권의 존망과 관련된 사안 정도로 맡은 바 직책을
이행해야 함. 기율검사 감찰기관은 업무 방식과 방법을 개선하여 당내 감독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함

인민대표대회의
감독 역할 강화

- 주요 권력에 대한 감독과 제약은 법제건설을 강화해야 함
- ‘일부양원’(一府两院) 및 주요 권력 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중대한 정책결정 및 인민의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감독권력을 행사해야 함

정치협상회의의
- 민주당파 및 사회 각계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 감독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중이 ‘감독하고
민주감독 역할 강화
자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인민의 민주권력을 보호하여 ‘감히 감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86) absolutely power corrupts absolutely. Retrieved from https://www.phrases.org.uk/meanings/
absolute-power-corrupts-absolutely.html(검색일,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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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계속

언론매체의 감독
작용 강화

-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당정기관 및 관료에 대해 감독 및 제약을 진행함
- 최근 몇 년간, 언론매체에서 폭로 및 비판한 당정 간부의 기율위반 및 위법행태, 직권남용, 정책착오
및 부정부패 현상들은 중국의 청렴정치건설 및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따라서 언론매체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언론감독법’을 출범하고, 언론매체의 권리, 책임과 의
무를 명확히 하고, 언론종사자들의 취재권, 보도권, 평론권, 비판권 등을 보장하여 법에 의해 감독
직책을 다할 수 있도록 함

상하향적 감독 결합 - 감독권한을 통합하여 감독효과를 강화하고, 하향적 감독과 상향적 감독을 결합하여, 당내감독,
및 감독자에 대한
법률감독, 대중감독, 여론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함
제약
- 행정, 법률, 경제, 여론 등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권력제약 감독기제를 구축해야 함. 감독과정에서
감독 행사자에 대한 제도적 제약도 있어야 함
- 감독 기능을 가진 기관, 부문과 간부의 직권남용, 직권과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추궁해
야함
- 주요 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정책결정권, 집행권, 감독권 간의 상호 제약과 협력이 가능한
권력구조 및 운행기제를 구축하고, 권력운행의 절차를 규범화하고 투명하게 해야 함
주: 辛向阳·陈建波(2015: 245)를 근거로 작성함

중국의 권력운영 기제에 대한 이러한 감독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
辛向阳·陈建波(2015: 246)는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한다. ⅰ) 당내감독체

제를 개혁·완비하여, 리스크 예방기제를 구축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한
리스크 평가 및 예방기제를 모색해야 한다. ⅱ) 민주정책결정 기제, 오류
교정 기제, 책임추궁제도를 완비하여야 한다. ⅲ) 간부, 특히 당정기관의
일인자 지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재무, 인사, 심사, 집행 등을 일인
자 지도자가 직접관리 하지 않는 제도를 추진하여야 한다. ⅳ) 당내외 감
독을 결합하고, 전문기관과 대중의 감독을 결합하며, 여론감독과 온라인
감독을 격려하여 감독 방법을 확장하고 감독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杨继亮(2016: 201-3)도 반부패의 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즉, ⅰ) 감독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하고, ⅱ) 감독
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약 기제를 강화하고, ⅲ) 부패에 대한 당 자신
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인민의 반부패의 역량에 의존해야 하며, ⅳ) 행정
감독(각급 정부에 설치된 감찰부문), 권력기관(각급 인대) 감독, 민주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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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정협) 감독, 여론 감독 등이 서로 각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유기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1997년 중국공산당 15차 전국대표대회는 ‘원천적으로 다스리는 새로
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개혁·개방 이후에 나타난 수많은 부패 현상은
거시 제도 구조의 결함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구체적인 제도적
안배나 정책 규정이 특정 부패를 유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각종 부패 형태가 나타난 특정 제도의 뿌리를 찾아내고 제도적인
건설과 보완에 의존해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
15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앙기율위원회는 제도적 건설과 예방 차원에서
부패를 반대하는 등 일련의 규제를 만들었다(李斌雄·姜向红, 2015: 6).
2017년 7월 14일 새로 개정된 ‘중국공산당 순시업무조례’가 정식 발
표되었다. 이는 2015년 8월 개정 발표된 순시업무조례를 다시 개정한 것
이다. 조례 개정은 순시업무의 최근 실천, 이론과 제도 혁신성과를 담아
순시업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침과 보장을 마련한 것이
다. 이는 당내 감독과 국가감찰, 당의 기율검사와 국가감찰의 유기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부패가 구현되지 못하게 하는 체계를 구비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제기된87) 기율감찰에 대한 개혁은 2018년 신설된 헌법상 독
립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는 사실상 단일 조직88)으로 출범하였다. 이는

87) 중앙기율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로 제도 설계자의 역할을 하면서 국가 청렴정치 시스
템을 전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설계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중요한 청렴정치 정책 결정의 참모로서 당중앙
과 국무원에 부패척결 및 당풍청렴정치건설에 관련된 정책제안을 제공한다. 셋째로 정책시행 과정에 결정
권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중앙기율위원회는 정치, 사상, 조직을 이끌어야 하고 부패척결과 청렴정치건설의
제반 목표, 단계별 목표 및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제기해야 한다(胡鞍钢, 2007; 徐喜林, 2013: 83).
88) 제19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당과 국가기구개혁의 심화에 관한 방안」에는 “신설된 국가감찰위원회가 중앙
기율검사위원회와 合署办公하고, 기율검사와 감찰 직무를 이행하는 한 기구, 두개의 명칭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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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당의 반부패 조직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통제하던 감찰부 및 소
속 반부패예방국뿐만 아니라 검찰기관의 반부패 기능까지 이관 받음으로
써 공산당원뿐만 아니라 비공산당원인 공무원, 기업인, 판사, 검사, 의사,
교수 등도 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반부패에 대한 공산당의 절대적인 지배
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3. 반부패 관련 제도 개선
제도는 거시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행위자가 형성하는 것이다. 행위자
가 만든 제도는 이제 행위자에게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하거나 제약
(constraints)을 가한다. 반부패 관련 제도 역시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공식적인 법령이나 규칙 등이
있으며,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한 일련의 제도(가령, 재산신고제도 등) 등이
있다. 물론, 거시적으로 본다면 문화나 규범도 역시 제도에 내포될 수 있다.
제도가 없다면 조직, 규정, 인간의 행위가 곧 궤도를 벗어난다. 제도의
기능은 주로 규범과 제약이다. 반부패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공공권력 행
사를 안정적 궤도로 유도하고, 권력기관 및 공직자를 규범화하고 제약함
으로써 권력행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蒋周明, 2012: 5).
중국은 줄곧 반부패를 추진했는데 왜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않는 것인
가? 사회학자들은 그 원인을 관료들의 도덕 수준의 하락으로 귀결시킨다.
그러나 이는 단지 표면적인 것이며, 진정한 원인은 제도에서 찾아야 한
다. 사실, 도덕도 일련의 불문 제도로 구성된 것으로 도덕 수준의 저하는
제도적 안배로서 도덕의 규제력이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에
서 부패 현상이 만연한다면, 그 사회의 제도가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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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것이다. 부패한 관료의 도덕성만 비판하고 제도 자체의 결함을 간
과한다면 반부패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新玉言, 2013: 226).
반부패는 복잡한 사회체계의 과정이고 장기적인 임무이며, 경제, 정치,
사상, 문화, 사회행위 규범 등과 관련된다. 반부패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방지 수단을 운영해야 하고, 서로 보완하고,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부패방지 업무의 체계성이 요구되고, 협조성과 실효성이 요구된다(张利
生, 2016: 185).

중국의 반부패 거버넌스는 결국 근본적으로 인민과 공무원의 관계를
바로 잡고 ‘권력을 제도의 장에 가두는’ 궤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燕继
荣, 2013: 8). 그렇다면 중국의 실정을 볼 때 어떤 제도적인 안배가 필수

인가? 혹은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어떤 권력을 어떠한 제도적인 장에
가두어야 하는가?
어떤 나라이든 국민이 제어할 수 있는 반부패 메커니즘과 동떨어진 부
패의 잠재적 주체 간에 반부패를 추진할 경우에 제도와 정책은 오히려 정
합성이 떨어지고, 정치적 회오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燕继荣(2013: 9)이
언급하였듯, 정부의 청렴도 지수와 중국 인민이 공무원에 행하는 효과적
인 제어는 정비례 한다. 그러므로 인민의 제어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좋은
부패예방책이 된다. 어떤 국가, 어떤 체제에서든 ‘국민’의 제어를 벗어나
면 권력은 불가피하게 부패해진다.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단순히 제도와 교육만으로는 부족하
다. 어떤 제도도 부패를 완전히 척결할 수 없으며, 어떤 교육으로도 부패
의 욕망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제도가 기본
전제가 되고 처벌과 교육을 통해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本书编写
组, 201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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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건설 강화가 필요하다. 제도
건설은 제도의 완비와 제도운영의 강화를 포함한다. 제도를 확립하기 위
해서는 반부패 관련 제도 리스트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무원관리
제도, 재산신고제도, 공무원 이익충돌방지제도, 정무공개제도, 재정예산
과학관리제도, 금융관리감독제도 등을 구축·강화할 필요가 있다(肖世杰․
张杰, 2012; 卢汉桥․郑洁, 2017: 191에서 재인용). 제도를 위반한 행위

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정기적으로 제도운영 상황을 평가하고 제도운
영 부문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특히 일인자의 제도준수를 강화시켜 건
전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반부패 관련 제도적 개선을 관료의 인사관리제도의 개혁 그
리고 재산신고제도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기로 한다.

1) 간부인사제도 개선
먼저, 중국 관료사회에서 나타나는 기율과 규범을 위반하는 근저에는
인적자원관리에 존재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중국 지도간부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로는 ⅰ) 일부 지도간부의 군
중에 대한 관념이 냉담하고 목적의식이 희박하고, ⅱ) 지도간부의 업무처
리가 성실히 집중하지 않는 등 형식주의가 너무 많고, ⅲ) 업무가 나태하
고, 소극적이고, 표면적이고, 기층이나 군중에서 벗어나고 체계적이고 주
도적이지 못하며, ⅳ) 민주집중제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며, ⅴ) 욕심이
많고, 사치와 낭비, 향락을 일삼고 있다(张鑫, 2013: 202-205).
개혁개방 이래 당과 정부는 간부선발임용을 당건설과 정치체제개혁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하고 추진하였다. 중국 당정간부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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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제는 개선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간부선발임용과 관련된 제도
적 혁신들이 이루어지면서 과학화·규범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간부
선발임용에 여전히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임용과정 일부 지도
간부들의 부정행위 또는 부패행위가 존재한다. 둘째, 기존의 간부선발체
제가 이런 현상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여 심사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거나 문제 있는 자를 임용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들
은 간부선발임용에 여전히 부정기풍을 낳고 위법행위의 공간을 제공한다
(孙道样․任建明, 2012: 211).
辛向阳·陈建波(2015: 231)는 중국의 간부인사관리에 퍼져 있는 공직

부패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ⅰ) 간부인사관리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따를 법률이 없고’(无法可依), ‘사람이 법을 대체하고’(以人代法),
‘권력이 법을 대체하고’(以权代法), 가까운 사람만 등용하는 부정 현상들
이 발생한다. ⅱ) 모든 사안을 행정 등급에 따라 구분하는 등 관리방법이
단일하며, ⅲ)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인원과 사안에 대한 관리가 분
리되고, 당정구분이 없고, 정부와 기업의 구분이 없으며, 지나친 규제 등
의 현상들이 나타난다. ⅳ) 간부의 선발 및 임용이 권력상 한사람에 의해
결정되어 경쟁이 없고, 관직을 위한 뇌물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辛向阳·陈建波(2015: 231)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을 제

시한다. ⅰ) 반드시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공개, 공평,
경쟁, 택우’(우수한 자를 선택)하는 임용 환경을 만들어 간부를 능력에 따
라 등용하는 유연한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ⅱ) 간부인사제도 개혁을
진행하여 ‘덕과 재능을 겸비하되 덕을 우선으로 하는’ 기준으로 과학적인
간부평가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ⅲ) 간부감독관리의 부패예방 및 처벌체
계를 구축하고 그 중점을 일상적 감독, 관건적 부서, 중정 산업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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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간부들을 제때에 처벌해야 한다.
반부패 청렴건설에 요구되는 간부선발임용제도는 ⅰ) 간부선발업무를
민주화(공개, 민주, 경쟁, 적격자 원칙)와 연계된 제도로 구성하며, 문제
가 있으면 퇴출제도, 도태, 사직, 면직, 강직 등의 제도를 적용하며, ⅱ)
간부선발업무에 책임 기제를 구비하여 책임을 분해․조사하고 책임감독
및 책임추궁자 등을 갖춘다(孙道样․任建明, 2012: 223-224).
인재등용이 잘못될 경우 모든 것이 왜곡될 수 있다. 현명함과 능력 있
는 자를 임용하는 것은 과학적인 임용체제에서 관건이다. 간부인사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선발임용을 건실화 해야 하며, 관리감독을 중시해야 한
다. 그렇지 않게 되면 당과 정부기관을 병들게 하며, 핵심 권력자가 부패
할 수 있다(李永忠, 2016: 92-93). 간부가 경직화되고 고령화되면 복잡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책이 단지 소수자만 적극적이면 다수의 적
극성은 억제될 것이고, 정무형 공무원을 선발하면 업무형 공무원 소질을
높일 수 없으며, 단편적인 선발 대책은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당 간부뿐만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공무원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인
적자원관리 그리고 예산관리 등의 모든 과정과 절차인 채용, 승진, 인사
이동, 징계, 퇴직, 연봉, 경비지급 등에서 반부패에 대한 요소를 제도화시
킬 필요가 있다.

2) 공직자재산신고제도
인치 중심적이고 하향적인 반부패 접근은 분명한 한계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공직자재산신고제도(官员财产
申报制度)는 공직자 부패를 막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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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빛을 보면 죽는’ 속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부패를 다스리는 효
과적인 방법은 ‘빛을 보게’하는 것이다. ‘햇빛법안’ 및 그와 관련된 일련
의 재산, 정보공개 공시제도는 부패를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다.
부패를 잘 다스리는 모든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를 버리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 ‘중국식 반부패’ 및 청렴정
치 혁신을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燕继荣, 2013: 6).
공직자재산신고제도는 반부패 행동의 합법성을 확립하고 공직자의 축
재 행위를 단속하며 공직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여 공직자가 ‘앞 사람
을 따라 지속적으로 부패를 저지르는 행동’을 단절하는데 필수적인 조치
다(燕继荣, 2013: 10-11).
중국에서 공직자재산신고제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는 반부패 행
동의 합법화 여부의 초점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의 관점대로 권력투쟁을
위해 부패를 척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규칙을 위해 부패를 척결
하는 것인가? ‘과학적인 부패척결제도’의 핵심은 바로 공직자재산신고제
도에 있다(李丽·张轶婷, 2013; 燕继荣, 2013: 11에서 재인용).
공직자재산신고제도는 재산소득과 현황을 감독할 수 있어서 공직자의
발생 가능한 범죄행위를 미연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권력부패를 효과적으
로 예방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재산신고제도를 통해 여러 국가들이 공개적
이고 투명한 이미지를 얻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재산신고 추진 속도
가 더디고, 중국공산당의 이미지 구축에 영향을 주고 있다(辛向阳·陈建
波, 2015: 243).

공직자재산신고제도는 중앙의 결심이 관건이며, 부패 총량, 공직자 저
항, 의식 형태, 사회생태가 중앙의 추진 의지에 영향을 준다(倪星․李泉,
2013: 231-234). 즉, ⅰ) 부패 총량(부패 총량 = 부패 공직자 발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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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직자 처리 수) 발생이 커질수록 공직자재산신고제도 건립을 제약
하며, ⅱ) 재산신고로 권력과 이익공간이 줄어들 공직자 집단은 재산신고
제도 도입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며, ⅲ) 선전을 통한 의식 행태와 공직자
재산소유 상황에 존재하는 괴리는 잠재적으로 체제에 손해가 되고 체제
의 합법성을 낮추며, ⅳ) 의식이나 태도가 괴리되고 정부신임도가 낮은
사회생태계 요소가 공직자재산신고제도를 어렵게 한다.
재산신고제도는 공직자 부패예방에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983년부터 시행된 한국의 재
산등록은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
국에서 재산신고제도를 지연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로 ‘개인의 사적인 권
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인데, 사유재산제도가 발달한 서구에서도 도입한
제도를 사유재산제도 보호가 미흡한 중국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서 재산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하여 사회감독을 추진한다. ‘공개’의 범
위를 확대하여 위에서 아래로의 공직자 재산의 점진적 공개 방법을 모색
해야 한다. 공개 범위를 제한적 공개에서 전체 공개, 내부공개에서 외부
공개로 확대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내부공개에서 자유재량권에 의한 선
택적 공개에서 인터넷 공개로 나아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는 동시에, 사회감독을 재산신고제도에 포함시켜 광범위한
사회감독 역할을 발휘하여 다원적이고 과학적 감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둘째, 권위 있는 심사기관을 설립한다. 중국 현행 간부 재산신고제도
의 중점은 간부의 신고행위 자체에 있으며 엄격한 심사와 검증과정이 없
다. 재산신고제도를 완비하려면 전문적인 재산신고 접수 및 심사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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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여 정기적으로 공직자 재산 상황을 추적하고 비합법적인 재무원을
감정해야 한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최고인민감찰원, 법원, 국무원
감사부문 등 구성원으로 구성된 중앙급 재산신고 접수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문적으로 재산신고자료의 신고, 접수,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재산신고
접수위원회 구성원은 각 부문의 전체 구성원의 선거로 선출되어야 하고,
최고인민대표대회가 임명하고 최고인민법원과 검찰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각 지방위원회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지방 고등인민법원, 검
찰원 및 지방 감사부문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지방 각 부문의 전체 구
성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지방 인민대표대회가 임명하며 지방 고등
인민법원과 검찰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셋째, ‘재산신고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을 완비하고, 정책의 법률적
보장을 강화한다. 중국의 실정과 결부하여 전문적인 공직자 재산신고법
을 제정하여 신고 주체, 객체, 종류, 접수기관, 책임추궁 등을 명확히 규
정해야 한다. 재산신제도의 지위를 법률적 차원으로 상승시켜 더 안정적
이고 권위 있는 국가법으로 재산신고제도의 법률화, 규범화, 절차화를 실
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도간부 재산신고 범위가 제한적이고 강제성이
결여된 문제뿐만 아니라 공직자 재산신고제도의 법률적 보장 문제도 해
결할 수 있다.
넷째, 개인 신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법」, 「형법」 등 법
률법규에 재산신고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공무원재산신고법’과 더불어
공무원재산신고법률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형법에 재산신
고 관련 내용을 확충하여 더 완전하고 엄밀한 형벌체계를 구축할 수 있
다. ‘공개와 감독’이라는 제도의 핵심 고리를 구축할 뿐 아니라 개인 신용
체계를 완비하여 재산신고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

제7장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 이해 ❙ 503

다. 개인의 종신적 독립은행계좌제도, 신용카드지불, 은행계좌이체제도
등을 통해 개인 신용제도를 완비할 수 있으며, 현금인출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여 예금실명제를 금융실명제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실명제는 부정
재산 이전, 불법 소득 및 지하경제를 통한 소득을 예방하고 발견하는데
유리하며, 개인재산신고의 진실성을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다.
다섯째, 재정수단을 통해 지역 간 공무원 소득격차를 줄여, 공직자들
의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공무원 임금 수준
은 매우 불균형하며, 지역 간, 업종 간 격차가 비교적 크다. 이로 인해 중
서부 지역의 공무원의 경우 심리적 불균형으로 인해 지대추구를 통한 비
합법적 소득을 얻고 부패의 길로 나아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중국의
실정으로는 싱가포르의 ‘고임금제도’를 실행할 수 없지만, 재정적으로 저
개발지역의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정책적·재정적 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예컨대, 재정이전 지급 수단을 통해 연해지역과 중서부지역의
공무원 임금 수준을 균형을 맞출 수 있다.

3) 일대일로에서의 반부패 기구
중국이 현재 야심차게 추진하는 경제 및 인프라(infrastructure) 건설
프로젝트인 일대일로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일부를 포함하여 65개국,
전 세계 인구의 63%인 44억여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거대
한 인프라 건설에는 특히 매우 높은 부패 위험이 있으며, 이들 일대일로
에 관련된 국가들은 공익 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일대일로가 성공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렴성(integrity)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부 프로젝트(25억 달러 규모의 네팔 Budhi Gandaki 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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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댐 프로젝트)는 이미 입찰과정에서 부조리로 취소되었으며, 대표적
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프로젝트는 수뢰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금이
중지되었다.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
은 2017년 6월 일대일로 개막연설에서 “일대일로는 높은 윤리적 기준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 반부패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일대일로 참가국들도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에 대항하여 공동의 노
력을 기울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대책이 가능하고 어
떠한 유형의 조정을 한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Stephenson(2018)은 아마 최선의 방안으로 일대일로 추진 맥락에서
반부패 조정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감독할 초
국가적 반부패 기구(body)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일대일로
반부패 기구는 네 가지 주요한 기능을 갖는다. 첫째, 조사를 조정한다. 일
대일로 반부패 기구는 부패강령 의무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기구
는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 조사를 조정하고, 국내 규제자 및 기소자에게
부패강령을 필요로 하는 집권적 방안을 제공한다. 둘째, 재정적 규제를
조정한다. 일대일로 반부패 기구는 돈세탁,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정적
측면의 부패를 위한 상당한 규제 조정권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일대일
로 기금의 다양한 원천인 중국 국유기업 은행, 실크로드 기금, 아시아인
프라투자은행(AIIB), 민간투자, 혹은 민관협력 등과 같은 보조 자원에게
도 중요하다. 셋째, 정책조정과 지침 기능을 한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서 발생하는 부패를 처리할 조정된 접근을 지원한다. 조달 및 집행절차를
포함한 모든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 및 구체적
금지조항을 담을 단일한 반부패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미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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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부패 규정의 통합을 주창하고 촉진할 수 있다. 이 기구는 국제투자
협약의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데 있어 반부패 규정을
위한 새롭고 단일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이슈별 상담을 위한 권
위적 기구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반부패 의무에 관한 무역 협상을 촉진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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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반부패 또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패의 주체이면서 객체
인 인간, 즉 부패 및 반부패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 인식, 행위를 이해하
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개인이든 조직구성원이든 모두 거시맥락적 환
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는 반부패를 추진하기 위해서
는 행위자들이 부패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고, 행위자의 부패 가
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1. 반부패 관련 행위자 문제 인식
관료로서 지켜야 할 법은 오직 세 가지니, 청렴(请), 신독(慎独), 근면
(勤)이다.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지위를 지키고 치욕을 멀리할 수 있으며,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아랫사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89)

부정부패를 저지른 탐관들의 참회록을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돈
과 여색에 얽혀 있다. 즉, ⅰ) 출신성분이 빈곤(혹은 농민의 자식으로 태
워나)하고, ⅱ) 우수한 학생 혹은 간부였으며, ⅲ) 첫 뇌물을 받고서 변질
되었으며, ⅳ) 공산당과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사죄하는 내용으로 구성
된다(중앙일보, 2016.3.13).
이러한 탐관들의 고백에서 보듯, 중국에서의 부정부패는 단일한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과 직간

89) 출처: 남송(南宋)의 여본중(吕本中)의 관잠언(官箴言)(시진핑, 2008년 5월 13일, 중앙당교 봄학기 제2차 연
수반 개강식에서)(유상철 옮김, 2016: 15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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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관련되어 부패의 싹이 트고, 만연해지고, 파멸의 길로 들어선다.
중국의 관료사회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는 청렴한 사람이
부패한 자보다 못하고, 인민과 가까운 사람이 인민을 괴롭히는 자보다 못
하고, 일하는 사람이 말만하는 자보도 못하고, 줄서는 사람이 새치기 하
는 자보다 못하고, 아랫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이 윗사람만 주목하는 자보
다 못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사람이 아부하는 자보다 못한 현실이다(杨
继亮, 2016: 150-154).

거시맥락적 환경의 영향을 받은 행위자가 막상 부정부패에 직면하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 가령, 탐관들은 뇌물공여, 횡령 혹은 공
정, 청렴 등 문제에 마주치면 사업가와 마찬가지로 투자와 생산성을 평가
해본다. 만약 부패의 수익이 원가보다 훨씬 많다면 부정부패 공직자들은
부패행위를 시도하려 하거나 심지어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다. 역사와 현
실을 돌이켜보면 감독을 받지 않는 개인, 권력, 환경은 부패를 낳기 마련
이다(周淑真, 2009; 徐喜林, 2013: 83).
중국 사회에도 ‘관료와 부자 혐오증’이 존재한다. 중국의 기율검사위
원회 관료에 따르면, “사회의 관료, 부자 혐오증은 관료의 부패와 관련된
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부들이 관료 감투보다는, 대중에 대한 책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관료들이 “벼슬을
너무 대단하게 여겨, 임용되면 걸음걸이부터 달라진다.”고 비판했다. 일
부 간부들은 ‘인민보다는 관료를, 하급보다는 상급을, 실천보다는 말을
앞세우며’, 이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국민경세와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있음에도 대중의 불만이 많아지고 관료와 부자 혐오증이 생긴 것은, 결국
사회풍조와 관련되고 부패와 관련된다(联合早报网, 2011.2.1; 辛向阳·陈
建波, 2015: 25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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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및 부자 혐오증은 부정부패 관료에 대한 심리적 표출이며, 사회
심리의 발산이다. 만약 이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당과 정부, 사회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 불안에 영향을 준다. 이런 사회적 심리를 변
화시키려면, 강력하게 반부패를 시행하여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辛
向阳·陈建波, 2015: 255).

정부에 대한 정치 신뢰에 관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각급 정부기관
에 대한 농민의 신뢰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에
대해 일관된 신뢰를 표한 농민은 2008년 80.2%에 달했다. 그러나 중앙
정부 이하로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농민의 정치 신뢰도가 10% 정도 하
락했으며, 향진 정부와 촌 조직에 이르자 신뢰도가 30%로 하락했다. 신
문, 방송, 언론매체에 대한 농민의 신뢰도도 높지 않았는데, 30% 정도였
다. 정부관료에 대한 신뢰에서, 농민은 일반 정부관료에 대해 20% 정도
의 신뢰도를 보였다(肖唐镖·王欣, 2010; 辛向阳·陈建波, 2015: 256에서
재인용).

2. 반부패 관련 행위자 제약 방안
반부패는 주로 제도와 정책으로 추진되지만, 부패는 결국은 행위자에
서 비롯되기 때문에 행위자의 부패 심리나 행태, 문화 등에서 부패의 원
인이나 동기를 해소하거나 제약시키는 접근이 요구된다.
반부패는 당 기율 앞에 모두 평등하고, 부패는 특정한 곳이 없고, 반부
패는 성역이 없으며, 부패 행위자에게는 금고가 없으며, 진정하고 가장
큰 보험은 바로 이상과 신념을 견지하고, 자신이 청렴결백하고, 감독의식
과 반부패청렴 모범을 보이는 것에 있다(于亚博, 2016: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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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중국은 공평공정의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전략적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반부패 운동을 더 강력히 추진하여 사람들의 ‘박탈감’을 해
소하고 사회불안 요인들을 줄여가며, 건강한 사회심리가 형성되도록 노
력해야 한다. 만약 반부패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심각한 시회문제를 야
기할 것이다(辛向阳·陈建波, 2015: 255).
공평공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반부패 제도와 정책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중국의 반부패 및 청렴정치
건설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패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근절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부패의 가능성이 높은
사익과 공익의 충돌, 이어서 일인자(一把手) 부패 문제, 그리고 시민사회
와 인터넷 반부패를 검토하여 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1) 이익충돌방지 방안
조정과 백관을 바로잡으려면 탁한 물은 흘려보내고 맑은 물을 끌어들
이는 게 급선무이다.90)

중국 사회에서 꽌시와 부패 간의 관계에서 보듯, 꽌시가 부패로 전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개연성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탁한 물을
흘려보내고, 맑은 물을 끌어들여라’ 표현처럼 이해충돌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의 반부패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09년 9월, 중국공산당 19기 4중전회에서 통과한 「새로운 형세에서

90) 출처: 청대(清代)의 고염무(顾炎武)의 여공숙생서(与公肃甥书)(시진핑, 2006년 2월 20일, 절강일보 ‘지강신어’
칼럼에서)(유상철 옮김, 2016: 19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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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건설을 강화하고 개진할 약간의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에서는 “개방,
경쟁, 질서 있는 현대시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된 개혁들을 추진하
고, 이익충돌을 방지하는 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고, 공공자원 배분, 공공
자산거래, 공공재 생산 영역의 시장운행기제를 완비”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당의 공식 문건에서 처음으로 이익충돌방지에 관한 사상을 제기한
것이다. 2010년 2월 23일, 중앙에서 반포한 「중국공산당 당원간부의 청
렴정치에 대한 약간의 준칙」에서 ‘공공이익의 충돌’ 개념에 대해 여러 차
례 언급했다. 반부패 의미에서의 ‘이익충돌’ 개념은, 공직자의 개인이익
과 공직자 신분이 대표 또는 수호해야 하는 공공이익 간에 발생 가능한
충돌을 의미한다(辛向阳·陈建波, 2015: 236).
辛向阳·陈建波은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한

다. 첫째, 이익집단의 이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공’ 영
역91)의 시장 기제를 완비하여 공권력이 투명하게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의사결정 및 정책 제정에 있어 대중의 참여를
격려하고 과학적 정책결정 기제를 구축하여 이익집단의 간섭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사회이익의 배분과 관련된 사안은 일정 부분 공개하여 특정
이익집단이 사회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辛向阳·陈建波,
2015: 237).

91) ‘3공’은 중국공산당 17기 4중전회에서 제기한 공공자원 배분, 공공자산 거래, 공공재 생산을 의미한다. 공공
자원 배분은 사회에 귀속된 자원은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시장 기제를 통해 배분하며, 사회의 관리와 감
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자산은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는 자산을 의미하는데, 사회에 공개된 재산권 시
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공공재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생산되는 제품으로, 다양한 공공재 생산 방식
에서 시장화 방식이 가장 중요하며, 시장화된 공공재 생산에 대한 사회감독제도가 필요하다. 즉, 시장기제
의 완비를 통해 공공자원 배분, 공공자산 거래, 공공재 생산을 공개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한 시장 환경에 놓
이게 하여 권력을 앞세운 부패행위들을 예방한다. ‘3공’을 공개함으로서 경비지출의 구조를 분석하여 경비
지출이 합리적인지, 특정 이익집단과 모종의 연관이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다(辛向阳·陈建波, 2015: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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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익충돌을 방지하고 공평정의의 이념을 수립해야 한다. 이익충
돌은 공평정의를 침해하는 것으로, 중국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일부 공직자들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재산 또는 기업 자산을 침해
하는 것이다. 국가 및 지역의 법률규정으로부터 볼 때, 이익충돌을 방지
하는 제도는 세부적인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92)
셋째, 이익충돌을 방지하려면 이익과 이상(理想)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중국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이상
적인 것은, 이익이 있으면 도모하고, 전도유망하다 함은 돈이 있으면 도
모하는 것이다.”(理想理想, 有利就想; 前途前途, 有钱就图)라고 하며, “사
회주의는 이미 길을 잃었고, 길이 있더라도 정치는 허황되고, 이상은 요
원한데, 권력은 강하고 돈은 실질적인 것이니 허황한 것과 요원한 것은
버리고 강한 것을 잡고 실질적인 것을 건지자”라고 말한다. 이런 인식을
가진 간부들은 이익이 보이면 도모할 것이기에 인민대중과 이익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辛向阳·陈建波, 2015: 238).
넷째, 이익충돌을 방지하려면 직업과 사업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당원직업도덕규범’을 제정하여 사업과 직업 간 관계를

92) ⅰ) 공직자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 어떠한 형태의 행동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해관계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사업 파트너, 또는 장기적인 경제이익과 연관되는 자 등이 될 수 있다.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로비, 편의제공, 외압행사 등이 있을 수 있다. ⅱ) 공직자 또
는 이해관계자와 공직자의 소속부문 또는 그 관리감독을 받는 부문 또는 기업과의 시장거래 행위를 금지하
여, 공직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한다. ⅲ) 공직자가 직책을 맡거나 공무를
집행하는 사전에 사안과 본인 이익간의 연관성을 설명하도록 하고, 연관이 있을시 회피하도록 한다. 여기에
는, 본인과 기업 또는 사회적 재직 또는 겸직 상황, 가입한 정당, 개인재산 및 보유 주식, 배우자 및 자녀의 재
직 상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ⅳ) 공직자가 제때에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충돌 가능성이 씨는 재산 또
는 상황을 신고하도록 한다. ⅴ) 이익충돌을 방지하려면, 공공서비스의 법치화를 실현해야 한다. 법적으로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규정하고, 법에 따라 정부의 공공서비스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일부 간부들이 공권력
을 이용하여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辛向阳·陈建
波, 2015: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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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화하고, 직업으로 인해 사업을 희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즉, 직
업윤리규범을 통해 이익충돌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辛向阳·陈建波,
2015: 239).

2) 일인자(一把手) 부패 통제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처럼, 권력과 지위를 선
점한 행위자는 자신이 가진 특권행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법률을 위배할 개연성이 크다. 봉건왕조의 황실통치나 군벌통치 등의 역
사와 문화의 유산을 가진 중국은 여전히 인치의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청렴정치건설에는 대상이 지정되어 있는데, 바로 국가기관과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다. 중국에서는 당풍청렴건설의 모든 대상이 포함된다. 중
국은 당이 청렴건설을 이끌기 때문에 ‘청렴정치건설’만 언급해서는 안 되
며 반드시 당이 이끈다는 것과 연관시켜야 한다. 청렴정치건설의 대상은
공권력을 갖고 있는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청렴할 것을 특히
강조한다. 이들이 모두 특별한 신분을 갖고 특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권력
을 갖고 특정된 일을 수행하는 권력자이기 때문이다(徐喜林, 2013: 77).
중국은 당국가체제로서 당이 사실상 국가기구의 중대 결정권을 장악
하고 있으며, 당 역시 민주집중제나 집단지도체제라는 운영방식이 있지
만, 실상은 최고 지도자의 구상과 이념이 관철되고 의중이 투영된다. 당
뿐만 아니라 국가기구들, 그리고 보시라이(薄熙来)와 왕리쥔(王立军) 사
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방 역시 해당 일인자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언론이 공개한 부패사건을 보더라도, 지방과 기관 ‘일인자’에게 권력
이 집중되고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다. ‘중대사건’에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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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 지방 지도자가 권력을 독차지하고, 경찰과 사법기관을 포함한 국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법률을 마음대로 짓밟은 사건들을 보면, 부패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燕继荣, 2013: 9).
张旭勇(2006)이 수행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집단 부패에 관한 연구

를 살펴보면, ‘일인자’가 연루된 부패 사건이 73%, ‘일인자’가 참여하지
않은 부패 사건은 24%에 달했다. 또한, 그는 일부 부패 사건에서 일인자
가 연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인물이 중점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비록 ‘부(副职)’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업
무를 나누어 책임을 맡다보면 ‘부’급의 사람 역시 주책임자로서, 사실상
그가 일인자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
용하여 각 조직의 관련 인물들과 동맹을 맺어 함께 부패행위를 벌인다(张
旭勇, 2006; 过勇·宋伪, 2015: 216에서 재인용).

그림 7-1
80%

일인자 연루 부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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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인자의 참여

일인자의 미참여

잘 모르겠음

주: 张旭勇, 2006; 过勇·宋伪(2015: 217)을 근거로 작성함

중국은 한 지역의 지도자가 지방의 정책결정 대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재정, 인사임명, 기율감사 등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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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방 사법감찰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군사, 외교 등
국가권력만 제외하면 한 나라 최고주권의 기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인자를 지방이나 기관의 ‘제후’(심지어 하나의 ‘국왕’이며,
속된 말로 ‘토황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가 관할하는 지역 혹은
기관은 그 사람 개인이 모두를 결정하는 ‘독립왕국’이 될 수도 있다. 실제
로 중국의 각 부위(部委)와 지방에서 하향적 방식으로 거의 동일한 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의 각 部委 위원들을 차치하고 지방만 보더라
도 성, 시, 현 등 각급 정부가 최소 2,800 여개의 상대적으로 독립된 단
위를 구성하고 있다(燕继荣, 2013: 9-10).
그렇다면, 공산당과 정부의 ‘일인자’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러한
일인자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燕继荣(2013: 9)은 “전략
적으로 분권제도, 즉 권한제한 제도로 각 지역 기관의 ‘일인자’를 관리하
는 것은 필수적”이라 한다. 반부패 거버넌스의 핵심이, 바로 ‘지방 공산당
과 정부 일인자를 관리’하는 것이다.
일인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당원 간부의 당에 대한 충실성과
수양에 대한 관리(공산주의 신앙,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취지 등), 당의
지도와 제도에 의한 제어(큰 사안은 단체로 결정을 내리고 민주집중제,
민주생활회의 등 제도운영), 당의 기율과 국가법률로의 제약, 정부 시스
템의 제약(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감독제도. ‘양회’보고제도, 당 위
원회가 이끄는 행정수장책임제도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중앙과 지방의
주요 지도자들이 인사배정, 중대사안에 대한 공무원문책, 기율시스템 순
찰 등으로 ‘일인자’에 대해 어느 정도 제한을 했다(燕继荣, 2013: 10).
일인자를 제약하려는 메커니즘은 두 가지 특징을 띤다. 우선, 제도의
효과가 ‘일인자’의 개인 성품(제약을 통한 자각, 지도자의 민주적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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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다음은 전반적으로 사후징계에 중점을 두고 사
전예방에 소홀하다(제도적인 설계가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 사후징계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처리’하여 일벌백계의 효과를 노
림). 이런 구속방식은 ‘개인 권위’ 시대에 지방 지도자의 개인행위를 단속
하는 데에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개인 권위’ 시대가 이미 지나간 현재 지
방이익, 기관이익, 업계이익과 관료사회의 이익이 ‘결탁화’ 및 ‘모형화’
되는 현실에서 그 효과는 점점 어렵게 된다. 상당수의 부패사건 및 ‘직장
사건’(窝案)과 ‘집단사건’(串案)에서 보면, 부패를 척결하려면 반드시 제
도적으로 지방과 부위의 ‘일인자’를 구속하는 시스템으로부터 시작되어
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과 部委 결정권자 행위에 대한 ‘구동’과 ‘제동’
시스템의 균형이 가능하다(燕继荣, 2013: 10).
반부패에서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는 기존 관리체제가 ‘일인자’인 지
도자나 결정권자에게 거대하고 집중적인 권력을 준 것이다. 다른 하나는
권력 제어의 효과를 지도자 개인 품행에 두고 제도적인 제한에 두지 않았
다는 것이다. 현실 상황을 바꾸려면 분권을 통해 권한을 제한하고 분
권93), 즉 권한제한 제도로 ‘일인자’를 관리해야 한다(燕继荣, 2013: 10).
马骏 等(2010)은 “당과 정부의 일인자를 관리하기 위해선 수중의 권력

을 ‘분해’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즉, 분권을 통해 권한을 제한하고 권력
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의 제도적인 안배는 다음과 같다
(马骏 等, 2010; 燕继荣, 2013: 10). 즉, ⅰ) 입법권, 사법권, 부패척결 감

93) 분권체제는 반드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외교, 군사 등 권력(오히려 이러한 권력을 더 집중시켜야 할 수
도 있음)을 분해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지방과 部委 지도자가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권력을 ‘분해’해야 한
다. 한 가지 명확해야 할 것은 ‘분권 상호 견제’는 반부패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을 중앙정부 차
원에서 보급하지 않더라도 지방의 관리 과정에 관철시켜야 한다(燕继荣,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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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권을 적절하게 집중시키고 지방과 部委의 당정 지도자들에게서 권력을
회수하고, 그 권력이 국가의 통일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여 ‘지방화’ 경향
을 극복해야 한다. ⅱ) 지방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인민대
표대회’의 독립적인 지위를 강화하며 지방세수, 재정 권력을 ‘인민대표대
회’에 부여하고 ‘인민대표대회’가 정부의 ‘돈주머니’를 통제하고 당정 지
도자의 ‘펜 한 자루’ 지위를 바꾸고, 지방 ‘일인자’가 정치적인 ‘충동’ 행
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민사회의 반부패 역할
부패와 관련된 문화적 속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감
독능력을 우선 배양해야 한다. 시민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할 때 비로소
부패문화는 개선될 수 있다. 정치행정제도의 개선보다 시민사회의 성장
이 더욱 시급하고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민귀식, 2009).
유엔반부패협약 제13조는, “각 당사국은 부패방지 및 척결에 있어 시
민사회, 비정부기구 및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기구 등 공공부문 밖의 개
인 및 집단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고 부패의 존재·원인·심각성 및 위협
에 관한 공중의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내법의 기
본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음의 조치에 의하여 이러한 참여
는 강화된다. 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 ⅱ) 정보에 대한 공중의 효과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 ⅲ) 부패에 대한 불관용의 정신을 고양하는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교과과정 등의 공공교육프로그램 및 대중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것, ⅳ) 부패에 관한 정보를 탐색·수령·발간 및 배포할 자유를 존중·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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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호하는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 2008: 22). 유엔반부패협약에서는
부패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한 국가, 약한 사회’라는 중국의 특성상 시민사회가 서구 선
진국처럼 당이나 국가기구 등의 부패를 견제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그렇
지만 정보통신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네티즌의 반부패 감시
나 비판은 점점 그 위력이 커지고 있다. 여전히 당의 통제가 강한 현실에
서 대중이나 네티즌들이 반부패를 주창하고 감시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
는 결여되어 있지만, 네티즌의 반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은 더욱 커
질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반부패 감독은 여러 제약이 있다. 이
러한 원인은 사회 이익이 분화되고, 권력과 권리가 불균등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蔡玉卿, 2017: 251-3). 즉, ⅰ) 경제발전의 불균형이 초래한 이
익분화는 사회감독을 제약하고, ⅱ) 소득분배의 격차가 심해 사회감독을
어렵게 하고, ⅲ) 행정권력이 과도하여 공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ⅳ) 권력의 잠재력, 기회, 배치의 규범화가 안 되어 사회감독의 체제를 제
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반부패 과정에서 인민의 지지와 참여는 미약하다. 그러나 인민
은 반부패의 주력군이 될 수 있다. 광범위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고, 저렴
한 인터넷에서의 반부패는 중국에서 매우 특수한 것이다. 인터넷에서 민
중은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반부패에 참여할 수 있다. 반부패는 표면상
기존 권력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지만, 부패로 인한 손실은 바로 인민의
근본이익에서 나타나고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인민은 반부패에 대한 결
연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李永忠, 2016: 148-9). 반부패 투쟁은 당 자체
의 건설 문제이지만 또한 정치임무이기 때문에 인민군중의 적극 참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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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며 인민군중이 갖는 역량에 좌우된다(于亚博, 2016: 17).

3. 반부패 관련 행위자 교육
제도를 통한 반부패, 권력을 통한 반부패 등이 타율적 방식이라면, 청
렴교육은 반부패 청렴행위를 위한 자율적 행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사
상교육은 자생적 부패의 근원을 제거하는 근본 치료제이며, 자율적 제약
기제이다. 그리고 당원에서 영도 간부에 이르기까지 부패를 거절하고 예
방하는 능력을 제고시키며,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傅思明, 2017: 92).
많은 중국인들은 부패에 대해 무감각하다. 일반 대중들은 “애증이 너
무 분명해도 좋지 않은데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싫어하는
것을 제거할 수 없으니 고통스러울 뿐이니, 유일한 방법은 미온한 중간
회색지대에서 자기의 진정한 감각을 점차 잃음으로써 좋고 나쁜 것에 대
해 무감각해지는 것이다”(孙隆基, 2011: 256; 辛向阳·陈建波, 2015:
256에서 재인용)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심리는 관료, 특히 기층관료에 대한 보편적인 불신으로 이어
졌고, 동시에 부패에 대해 관용하고 무감각해지는 태도를 낳았다. 이런
사회심리를 변화시키려면,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대중에게 부정
부패의 위해성을 인식시키고, 공공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도 밀
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부패에 대해 무관용 태도를 일관
적으로 유지해야 한다(辛向阳·陈建波, 2015: 256).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관료가 되는 법도에는 청렴, 신중, 근면 세 가지
뿐이다(吕本中·官箴, 2006: 104; 伍洪杏, 2016: 21에서 재인용). 모든
통치자가 관리의 도덕품성을 중시하고 관리가 청렴하길 기대했다. 「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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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礼)」에는 “관리의 고과 기준에 여섯 가지 ‘청렴’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
다. 그 중에서 품덕에 대한 심사 항목에 염선(廉善), 염경(廉敬) 및 염정
(廉正)이 있다.”라고 했다(伍洪杏, 2016: 21).
전통 사회에서든 현대 사회에서든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관료의 덕목은 일반적인 직업도덕보다
더 높은 행정도덕이 된다. 사람에게는 인품이 있어야 하고 관료에게는 관
덕이 있어야 한다. 공직자들은 정치실천 과정에서 사람이 되는 것과 관료
가 되는 것을 결합하여 사람이 되는 과정에 자신의 도덕 절개를 높이고
자아의 인격을 향상시켜 관직에 있으면서 관료 덕목의 경계를 넓히고 행
정 인격을 키워야 한다(伍洪杏, 2016: 21).
“오늘날의 사회에서 관료들은 더 숭고한 덕목을 갖추어야 하며 덕성은
모든 당원 간부가 갖추어야 할 수양의 경계라고 할 수 있다”(王昊宁,
2012.5.3; 伍洪杏, 2016: 21에서 재인용). 청렴은 한 가지 인품이자 덕
성이고 정치 종사자들의 청렴한 품성이 청렴한 정치행위를 결정한다. 좋
은 도덕적 성품을 지닌 정치인은 자발적으로 ‘부패’의 유혹을 이겨내고
진심을 다해 인민에게 서비스하고 평등하고 올바르며 청렴결백한 행위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좋은 품성에 따라 선택한 청렴정치 행위
로 인해 ‘청렴정치 행위’가 덕성론의 기초에 구축된 윤리 정당성을 부여
하고 있다(伍洪杏, 2016: 21).
그러나 개혁개방과 더불어 인민들은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이나 문화
에서 이미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사
회에서 주는 시사점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중국 반부패 정책도 지속가능한 제도적인 접근보다는 당이 주도하
는 하향적 통제와 처벌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증요법적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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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은 지도자가 바뀌고 정권이 불안하면 지속가능성이 취약할 수 있다.
18차 당대회 이후의 군중노선 교육활동, ‘삼엄삼실’(三严三实: 严以修
身, 严以用权, 严以律己, 谋事要实, 创业要实, 做人要实) 교육은 모두 도

덕수양 제고를 강조하고, 자기혁신과 능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공산당
원은 도덕을 기율에 우선하고, 청렴자율 규범을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규
율로 당을 다스리고, 외부 제약을 강화해야 한다. 당 관리는 반드시 기율
과 규칙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당기율의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 규율에 따라 당을 관리하는 것은 의법치국의 전제이자 정치적 보장
이다. 당건설은 국가 거버넌스의 전제이다. 「조항」은 기율이 법률보다 더
욱 엄격하고, 기율이 법에 우선하도록 하여, 당원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세
웠다. 법률 위반은 대부분 기율위반에서 시작되기에, 당원이 기율을 준수
한다면 불법범죄에 빠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원들은 당장
을 학습하고, 준수하고, 관철하여, 감독과 기율집행을 강화해야 한다(中
国纪检监察报, 2015.11.17).

부패는 공권력 남용이고 공권력을 장악한 관료의 일이이서 일반 인민
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좁은 인식이며, 현대에
공공영역의 부패는 개인 영역의 부패에 까지 이르고 있어서 그 피해는 심
각하다. 부패가 생성되는 환경 및 행위주체는 부패의 피해자이지만, 민중
과 부패 간에 단절하지 않으면 다루기 어려운 관계가 될 것이다. 민중은
부패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피해자인 동시에 부패를 추구하는 자이다. 또
한, 민중은 반부패 추진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杜治洲,
20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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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언제 어디서나 인간이 있는 곳에 부패는 있었고, 있으며, 있을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렇지만 인간이 모인 조직에서 합리적인 인
간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부패로 빠져들어 조직, 정부, 국가는 물론 개
인과 가정을 파멸의 길로 이끈다.
이처럼 사람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부패의 환경, 심리, 행위, 결과
가 불꽃이 되어 부패의 늪에 빠져 모두에게 크나큰 손상과 상처를 남긴
다. 따라서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부패에 주목
할 수밖에 없으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거나 새롭게 변신을
하는 부패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을 끊임없이 쏟아내
고 있다.
국민당의 부패로 인민의 지지를 받아 결정적 승기를 얻어 정권을 장악
한 중국 공산당은 신중국 수립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반부패 운동과 청렴
정치건설을 주창(advocate)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4억여 인구, 9
천만 명에 이르는 공산당원에서 매일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각종 부패
에 대한 반부패 및 청렴정치건설은 중국공산당은 최대의 관심사항이다.
“뼈를 긁어 독을 치료한다.”는 시진핑의 역설처럼 중국에서 부패를 막기
위한 반부패 및 청렴정치건설은 공산당의 존립과 직결될 정도로 당의 정
치이며, 정책이며, 제도이며, 문화이며, 심리라 할 수 있다. 중국 사회에
회자되는 “부패를 청산하지 못하면 중국이 망하고, 부패를 청산하면 당이
망한다.”라는 표현은 오늘날 중국 부패 및 반부패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524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
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대중국 관련 분야의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대중국 교류협력(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적실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은 (반)부패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2장 1절에서는 중국 (반)부패에 관한 국문, 중문, 영문, 일문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중국 반부패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법제화, 한중일 비교,
반부패 운동의 정치 논리, 반부패 기구 및 개혁,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
및 기제, 청렴정부건설, 국유기업 부패, 반부패 관련 법령, 부패와 경제성
장, 부패와 꽌시, 정치적 반부패의 한계 등의 내용이 개별 구체적으로 이
루어졌다. 선행연구들의 (반)부패에 연구의 성과를 계승하고 미흡한 부분
을 부각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반)부패를 이론, 실태, 인식, 사례,
제도, 정책, 제약, 개혁 방향 및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
인 구성으로 짜서 중국 (반)부패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접근을 취
하였다.
2장 2절에서, 첫째 (반)부패 개념은 명료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
부패는 청렴, 나쁜 행정, 비위 등과 스펙트럼을 띠며, 중국 역사에서 부패
는 곡식이 곰팡이가 피어 썩는다는 의미로 시작되었으며, 현대에는 정치
적·경제적·사회적, 공공이익, 시장, 조직과 제도, 법률 관점에서 부패를
정의한다. (반)부패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청렴, 염덕, 책임윤리가 있다.
부패는 공직자, 비정상적인 권력행사, 사익추구, 공익침해라는 구성요소
를 갖는다. 둘째, 부패는 은폐성, 단계성, 규칙성, 견고성, 위법성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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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며, 부패와 반부패는 서로 모호한 성격을 띠고 서로 양면성을 갖
는다. 부패는 순기능도 있지만, 대다수 견해는 부패가 불공정성, 불투명
등의 역기능이 훨씬 많음을 지적한다. 셋째, 부패의 유형은 크게 금전 부
패와 관료 부패로 구분되지만 환경과 인간의 행위에 따라 수많은 형태를
띤다. 부패의 원인 역시 시대나 나라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특히 중국에
서는 꽌시와 매우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2장 3절에선 (반)부패 관련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첫째, 부패 연
구의 접근은 크게 합리적 행위 모형, 구조적 모형, 관계적 모형으로 설명
할 수 있으며, 특히 관계적 모형이 중국 부패의 설명에 적합성이 높다.
한편, 중국특색의 반부패 이론은 기초이론(기본 정의, 구성요소, 가치관,
역사적 연원, 발전노선, 평가체계 등)과 응용이론(특정 영역에서 반부패
업무실행을 지도하기 위한 이론과 대책)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도
의론, 공리론, 덕성론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한 청렴행위의 정당성 이론을
설명하였다. 둘째, (반)부패 관련 주요 쟁점인 부패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
는 윤활유보다는 주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부패의 스펙트럼에서 본
다면, 중국에서 부패와 꽌시는 정도의 문제이다. 그러나 부패와 꽌시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불법적 vs 합법성, 금전적 거래 vs 호혜적 거래, 돈
과 권력 vs 신뢰에 기반 등) 파악하였다. 이어서 부패와 개혁이란 관점에
서 중국도 ‘보이지 않은 손’을 중시하는 자유주의파와 시장경제의 ‘자동
조절 기능’을 부정하는 신좌파로 나눠서 부패의 원인과 해법을 가지고 대
립한다. 한편, 중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추진하
고 있지만 언론의 자유 등을 지적받아 2017년 41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싱가포르(84점)의 절반 수준이며, 180개 국가 중에서 77위에 해당된다.
또한, 부패 무관용(zero tolerance) 관점에서 중국은 3불 기제[‘감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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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不敢腐)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不能
腐)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 함’(不想腐)]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패를 부

추기는 왜곡된 문화와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는데 근
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셋째, 반부패의 거버넌스에서 중국은 홍콩, 마
카오, 대만 등 같은 중화권에서도 거버넌스 지표 수준이 낮다. 반부패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법치, 생활의 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가청렴정
치체계의 구상을 제시하지만, 당국가체제를 통한 하향적 거버넌스에 치
중하다보니 대중의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고 언론 자유가 낮아 부패의 감
시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반부패 거버넌스 구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3장은 중국 (반)부패의 실태를 역사적 맥락, 인식분석, 사례분석으로
수행하였다.
3장 1절에서는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첫째, 중국
의 역사는 (반)부패의 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와 왕조의 흥망성쇠
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졌다. 반부패 운동을 추진한 요(尧)와 순(舜), 탐
관오리를 등용시키지 않은 은 왕조, 서주(西周) 시기의 반부패 기록, 춘추
(春秋) 시대의 횡령죄, 진나라의 왕개와 석숭의 부패경쟁, 엄격한 부패방
지법을 실행한 당나라, 주원장의 ‘박피훤초’, 청의 망국적 부패, 국민당
부패 등으로 점철되었다. 둘째, 신중국 초기의 부패는 주로 미자격 당원
과 허술한 당조직, 자산계급의 뇌물에 의한 타락 등이 이어져 정풍운동,
3반운동, 5반운동, 신3반운동 등의 반부패 운동이 추진되었다. 사회주의
전면 건설과정에서도 신정풍운동, 농촌3반운동, 5반운동의 도시로의 확
대, 간부특권화 반대, 권력감독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문화대혁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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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계급투쟁의 확대와 좌경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당정기관의 부정부
패는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반부패 투쟁은 계급투쟁으로 격
상되었다. ‘문화대혁명’의 침통한 교훈은 계급투쟁을 통한 부패와 정변을
방지하려는 것은 잘못이란 점이다. 문혁 이후 정상화 시기에는 당시 중국
의 특정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국정의 실제 상황과 형세에 근거하여 상
응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의 반부패 운동을 위한 기초를 가다듬고, 11기
3중전회는 중국의 반부패건설을 적극 촉진시켰으며, 반부패 관련 결정들
을 출범하며 반부패건설이 새로운 발전시기에 진입하게 되었다. 1982년
12차당대회까지, 중국의 반부패 추진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
며 국가의 중점 영역에서 규장제도 및 조치들을 제정하여 제도, 특히 법
치를 통한 반부패를 강조하였다. 셋째, 최근의 반부패 추진 성과에 대한
결과를 본다면, ⅰ) 기율과 규범의 조사 및 처벌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
정 대상이 지방정부에서 국유기업에 까지 이르렀다. ⅱ) 시진핑 이후 고
위간부들을 색출하는 ‘호랑이’ 잡기부터, 기층간부들을 처벌하는 ‘파리’
때려잡기, 나아가 ‘천망’(天网)과 ‘여우사냥’(猎狐) 등 국제도피추적작전
을 진행하는 등 당중앙이 결단을 내리고 중앙기율위원회가 추진하면서
반부패 투쟁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ⅲ) 당기정기 처분 인원은 2014년
도 26.7%에서 2018년도 71%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ⅳ) 위반 사례로는 보조금이나 상여금 지급 위반, 선물이나 사례금
수령 위반, 관용차 사용 위반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ⅴ) ‘4대악풍’ 근절
운동으로 인해, 2016년 한해에만 5.7만 명의 당원들이 자진 신고하였다.
ⅵ) 2018년 5월 전국적으로 중앙 8항규정 정신 위반사건은 4,973건에
달한다. ⅶ) 중앙의 ‘3공’경비 예산은 5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2년의 80.95억 위안에서 2017년의 61.47억 위안으로 감소했다.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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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도 연속 4년간 감소하여 2016년은 2012년보다 42.59% 감소하
여 34.95억 위안이 줄었다. ⅸ) 공금회식과 고소비 행위를 금지시키고 공
금접대 행위를 엄하게 다스렸다. 2012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
국적으로 총 1.6만 건의 공금접대 행위를 적발·입건하고, 2.3만여 명을
처벌하였다.
3장 2절에서는 (반)부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ⅰ) 부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정부기관의 인맥중심 채용’과 ‘건전한 사생활’이라고 답
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ⅱ) 부패의 원인은 ‘법률법규 및 제도의 미비’라
고 대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고, ⅲ) 반부패기관에 대한 인식에선 기율검
사위원회가 96.25%로 나타났다. ⅳ) 반부패의 기본방침으로는 예방과 처
벌 병행을 가장 중시하였다. ⅴ) 2017년 보통간부의 98.3%, 전문가의
97.8%, 기업관리층의 91.4%가 당과 정부가 반부패 운동을 위해 ‘매우
노력한다’ 또는 ‘비교적 노력한다’고 답했다. ⅵ) 2017년, 지도간부의
93.4%, 보통간부의 95.7%, 전문가의 92.7%, 기업관리층의 84.6%가 당
과 정부의 반부패 운동에 대해 ‘아주 단호하다’ 또는 ‘비교적 단호하다’고
답했다. ⅶ) 최근 당과 정부의 당풍렴정(党风廉政)건설과 반부패 투쟁의
성과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65.19%, ‘아주 만족한다’
고 답한 비중이 15.36%, ‘만족하지 못한다’를 선택한 비율이 19.45%였
다. ⅷ) 최근 당풍렴정건설 및 반부패 투쟁을 통한 기관 및 간부의 부패
현상 억제 여부에 대해 ‘억제효과가 일반적이다’를 선택한 비중이
46.08%로, ‘많은 억제효과가 있다’를 선택한 비중인 45.73%보다 조금
높았다. ‘거의 효과 없다’를 선택한 비중은 8.19%이다. ⅸ) ‘부패 관련 단
서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해 ‘보복이 두려워 제보하지 않
는다’를 선택한 사람이 전체의 34.13%로 가장 높았다. ‘적극 제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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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1.06%로 그 다음으로 높았고, ‘본인 이익 관련된 것만 제보’, ‘관심
없다’, ‘어떤 상황이든 제보하지 않는다’, ‘이득이 되면 제보한다’를 선택
한 것이 각각 19.11%, 10.2%, 4.44%, 1.02%였다. ⅹ) ‘실명제보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필요하다’를 선택한 비중이
75.09%로 가장 높았다. ‘반대한다’를 선택한 비중은 17.75%, ‘상관없다’
는 7.17%로 나타났다. ⅺ) ‘반부패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해 ‘그렇다, 현행법은 불완전하다’를 선택한 비중이 62.8%, ‘아
니다, 법 집행이 더 중요하다’가 35.49%, ‘상관없다’가 1.71%로 나타났
다. 둘째, 지방정부의 (반)부패에 관한 인식을 2009년 HZ시 당내 간부들
의 부패척결 및 청렴정치건설에 관한 조사에 근거하여 HZ가 현재 직면
한 청렴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분석했다(본문 참조). 셋째, 민간기
업이 중국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ⅰ) 10개 기
업 중 9개 기업은 부패가 만연하며, 더 강한 반부패를 원하고 있으며,
61% 기업 인터뷰자는 부패가 심각한 문제이며, 더 강력한 반부패를 원하
고 있다. 29%는 뇌물이 중대한 이슈이지만 이를 막을 반부패에 대해선
매우 회의적이라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ⅱ) 홍콩
소재 기업들 44%가 뇌물을 제공하고, 외국 기업들은 37%를, 낙후된 중
국 기업들은 32%가 중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응답했
다. ⅲ) 민영 기업은 30%가 부패 지불을 하는 반면, 소형 국유기업은 관
료 지배에 있고 저항 수단이 없기 때문 훨씬 취약하여 50%가 부패 지불
을 하며, 중대형 민영 및 국유기업은 37% 정도에서 부패 지불을 해야 한
다고 응답했다. ⅳ) 영역별로는 부동산과 건축 41%, 제조업 36%, 서비스
35%, 도매 34%, 교통 32%, 탄광 30%, 농업 23%가 뇌물이나 비용을 지
불하여 부패는 모든 영역에서 1/5~2/5 기업이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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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3절에서는 6개 분야별 기율위반 행위를 분석하였다. 첫째, 정치생
활에서는 주로 당의 노선과 정책, 국정방침, 당과 국가 이미지, 유해 서
적, 반대집회, 정책불이행, 파벌형성, 민족정책 위반, 사이비 종교, 외교
훼손, 조사방해, 기율규범 위반 무마 등에서 기율 및 규범 위반이 발생한
다. 둘째, 인사 및 조직에서는 주로 민주집중제 원칙 및 당결정 위배, 상
급기관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선거위반, 간부임용, 관직청탁, 채용조
작, 입당절차, 당원의 권리침해, 외국국적 취득 등이 발생한다. 셋째, 청
렴결백의 위반행위로는 주로 권력거래, 성접대, 선물수수, 공공재 사적
이용, 기업경영, 겸직행위, 공금유용, 보조금 유용, 출장 남용, 관용차 목
적외 사용, 호화청사 등이 나타난다. 넷째, 인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과정
에서는 주로 서비스 제공 대가의 뇌물수수, 서류절차에서의 사익추구, 불
공정한 업무처리,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기업협찬, 비용징수, 무료여행,
접대비용전가, 출장비용전가, 출장협찬 등이 나타난다. 다섯째,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무책임, 부당행위, 근무태만, 시장에 간여, 법집행에 영향력
행사, 기밀문서폭로, 비밀금고, 담보제공, 자금유용, 허위영수증, 출장한
도 초과, 자의적 해외출장, 불필요한 회의, 관공서남설, 사무실임대 등이
드러난다. 여섯째, 일상생활에서는 사치, 부당한 관계, 부적절한 행동, 미
풍양속 위배, 호화로운 장소, 출국규정 위배, 도박, 경조사 악용, 호화묘
지, 가족과 친척에 이익제공 등이 발생한다.
제4장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를 기구(조직), 법령, 관련 제도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4장 1절에서는 첫째, 당의 일괄적 지도를 강화하고, 개혁 자체의 주체
적 책임을 관철시키고 당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8년 헌법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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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한 국가감찰위원회의 기구 연혁, 주요 기능과 조직, 특징과 함의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둘째, 중국공산당 기율위원회는 중국공산당 내부의
반부패 업무를 전담하는 기율감찰기관으로 정부 部委가 아닌 공산당 기
관이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정부를 영도하고, 대부분의 정부 部委 공직
자들이 공산당원인 중국의 특성상 반부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다. 또한,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와 함께 중국공산당 3대 권력기
관이다. 셋째, 사법기관인 검찰원은 2018년 2월에 진행한 정부조직개편
에서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최고인민검찰원의 반탐오뇌물수수총
국을 국가감찰위원회로 이전하였다. 이 개혁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범죄
수사 기능을 모두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에 집중시키면서 검
찰원은 사실상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잃고 오직 기소만 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심계서(审计署)는 국무
원에 속한 26개 부위 중 하나로 1982년에 통과된 헌법에 따라 1983년
9월 15일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심계서는 주로 정부기관과 정부의 재정
을 사용하는 사업단위와 사회단체, 정부투자 관련 건설사업 등의 재정사
용을 감독함으로써 관료들에 대한 성과평가와 반부패 업무에 중요한 근
거를 제공한다.
4장 2절에서는 중국 반부패 관련 법령을 분석하였다. 첫째, 부패는 주
로 권력의 지대추구(rent seeking)와 같이 변이 현상인 점을 감안하여 현
행 「헌법」은 주로 권력체계의 내부의 분배와 제약, 권력체계 외부의 감독
두 가지 측면에서 반부패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형법」은 부패행위가
도덕적 규범의 범위를 넘어서 법에 저촉되어 범죄가 성립될 때 적용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범죄 성립의 기준과 처벌을 규정한 가장 중요한 법이
다. 이는 범죄자들에게 일정한 형벌을 내리고,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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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처벌과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중국은 2003년 12월에 「유엔반부패공약」에 서명하고, 2005년 10월 제
10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를 계기로 반부패와
관련된 「형법」의 내용은 여러 차례 수정되었지만 「형사소송법」은 2013
년에야 수정되었다. 「형사소송법」을 수정함으로써 부패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보호, 검찰기관의 조사권력, 외국으로 도피
한 관료의 자산추징과 국제공조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넷째, 「감찰법」
은 기존에 반부패법이 없던 공백을 메우고 강력한 반부패법의 성격으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중국의 반부패
업무가 단기적이고 행사적인 특징을 띠던 것으로부터 장기적이고 안정적
인 체계를 지향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이외에 공산당당정, 중국공산당기
율처분조례, 중국공산당순시업무조례를 설명하였다.
4장 3절에서는 반부패 관련 제도를 분석하였다. 첫째, 부패행위에 대
한 감독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수행함으로써 공
직자가 감독받고 있음을 인식시켜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부패행위가 발
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양한 방식의 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주로 심계서의 회
계심사,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감독위원회의 전문 감찰기관의 감독, 검
찰기관의 수사 등을 위주로 감독제도가 운영된다. 둘째, 현행의 재산신고
제도는 중국의 당국가체제로 인해 다른 국가와 구별되고, 지방 공직자도
재산신고 및 공개가 적용되지만, 여전히 재산신고제도에 대한 간부의 소
극적 의지, ‘신고-공개-심사-감독-문책’으로 이어지는 재산신고제도의
설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셋째, 징계제도 또는 문책제도는 특별권력관계
에 있는 자가 법과 규정 혹은 조직의 내부규정이나 도덕적 규범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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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경우 일정한 제재 또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재발을 막고 경제적 손실
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중국에서 반부패 징계제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
으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작게는 조직 내부의 규정이나 사회의 도덕적 규
범을 위반한데 따른 기율처분에서부터 크게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다. 넷째, 자산추징제도는 범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국
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활동 범위
를 좁혀 체포에 유리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
되었다.
제5장은 중국 반부패의 정책을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신중국 역대 정권
의 반부패 정책분석, 중국 반부패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장 1절에서는 우선, 중국 반부패 정책분석의 접근을 ⅰ) 이해, ⅱ) 분
석, ⅲ) 평가와 시사점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즉, 최근의
중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비교·대조를 통한 이해
를 기초로 해서, 둘째, 그에 대한 분석을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지도
사상(思想)과 연계하여 진행한 다음, 셋째, 평가와 시사점은 앞서 진행한
중국 반부패 정책의 이해, 분석을 기초로 한 소결 형태로 정리하였다.
5장 2절에서는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을 마오쩌둥, 덩샤
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마오쩌둥의 반
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오쩌둥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명성을 부각하며 내세울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 순결한 도덕성뿐이다. 철저히 반부패를 표명한
다. 민주를 외치면서, 군중을 모으고, 다시 군중운동을 통해서 열강에 대
항할 수 있는 파워(power)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막상 그런 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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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사람의 생각이 요동치는 외부의 정세 속에서 흔들리면 어떨까?
조직이 흔들리면, 그것이 곧 망(亡)하는 길이다. 마오쩌둥이 당내 비판과
자아비판과 같은 사상교육에 중점을 두며, 계속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덩샤오핑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이 아니라 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개혁개방의 전체 과
정에서 ‘부패를 반대해야 한다.’는 말은, 시장경제의 도입이 곧 어느 정도
부패를 용인할 수 있거나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당시 중국사회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전히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달리 군중운동의
방식의 폐해를 잘 알기 때문에, 특히 법제와 제도의 건설을 통해서 반부
패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셋째, 장쩌민의 반부패 사
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삼개대표 중요사상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장쩌민은 덩샤오핑의 시대를 이어서, 시장경제의 도입을 통해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가는 마당에 과연 사회주의는 무엇이고, 중국
공산당은 어떤 당을 건설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된
다. 즉, 개혁개방 이래로 이와 같은 새로운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
문제해결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과연 당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깊은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
서, 장쩌민은 반부패의 정책에 접근한다. 넷째, 후진타오의 반부패 사상
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학발전관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반부패의 문제를 볼 때, 반부패는 당이 중심이 되어 해결
해야 할 중대한 정치 임무라는 점과 이제 그 문제의 수위가 긴박성과 함
께 복잡성을 띈 형태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반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예방적 차원과 제도적 해결방안(권력운행의 감독감시체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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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모색하는 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
는, 제5대 당중앙 집단지도체제는 극약처방을 한다는 결심을 하고, ‘뼈를
긁어 독을 치료한다.’는 용기로, 호랑이(고위관료)든 파리(하위관료)든 모
두 잡겠다는 마음을 견지해서, 반부패 투쟁에서 압도적인 태세를 형성하
고 있다. 이러한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눈다.
즉, ⅰ) 무관용의 태도로 부패를 처벌한다. ⅱ)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
는다. ⅲ) 권력을 제도의 바구니 안으로 집어넣는다. ⅳ) 반부패의 관건은
상시적(常) 및 장기적(长) 이 두 글자에 얼마나 힘 쓰냐에 달려있다. 시진
핑 2기정부가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을 만약 한 마디로 압축해서 말한다
면, ‘국가감찰체제개혁’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이다.
5장 3절에서는 중국 반부패의 정책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얻었다. 중국
의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당 최고지도자들의 당에 대한,
당의 조직과 건설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중국정치의 시스템은 유
기적 통일을 고도로 지향하는 생명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가장 큰
특징은 우선 실사구시로 정치 생태계를 파악하고, 생명 활동에 반드시 이
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며, 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왕성한 생명력 발현을 위한 방법이며, 그
실행의 원칙은 ‘親’이 아니라, ‘公’의 실천에 있다.
제6장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 및 정책을 거시맥락적 제약, 제도적 제약,
행위적 제약으로 분석하였다.
6장 1절에서는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을 정치체제, 경제체제, 문화
제약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정치체제의 제약은 주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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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외부감독의 부재에서 체현된다. 중국공산당은 정권 초기부터 구소련
의 체제를 모방하여 고도로 집중된 권력구조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권력
구조는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성을 갖고 고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제도상으로는 과도한 권력집중을 막기 위한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
행하고 있지만, 중국 각급 공공기관의 일인자(一把手)들은 공공정책과 간
부인사, 공공사업에 관한 사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특히
지방정부에서 더욱 선명하게 체현되고 있다. 둘째, 개혁개방이 시작된지
이미 40년이 되어가지만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은 아직도 진행중
에 있으며, 이에 따라 체제전환은 중국경제체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체제전환의 내용에는 주로 경제자유화, 분권화, 민영화, 경제 글로벌
화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부패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인
식되고 있다. 셋째, 중국에서 반부패 추진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제약
으로는 가부장문화, 본위주의문화, 관본위문화, 인정문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사례분석에서 보듯, 공직의 세습 형태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 해
당 지역의 이익집단과 세력집단으로 형성된 정치가족들로 하여금 상급
정부의 많은 정책들의 집행이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정치가족의 존재
와 이로 인해 형성된 복잡한 관계망은 불평등한 사회와 부패한 관료문화
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6장 2절에서는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을 법적 제약, 제도(공직자재산신
고제도, 부패고발제도, 간부인사제도, 정부조달감독제도)를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첫째, 중국은 부패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반부패 법
제화는 효과와 동시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반부패 효과에 영향을 주는
법적 제약으로는 ⅰ) 법률체계의 제약, ⅱ) 당내 법규와 국가법률 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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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문제, ⅲ) 현행 법률의 내용에 존재하는 제약, ⅳ) 현행 법률에는 해외
도주 부패 범죄자의 추적과 부패사건에 연루된 해외자산의 성공적인 회
수에 제약을 주는 부분들이 잔존하고 있다. 둘째, 부패방지의 주요 제도
의 하나인 공직자재산신고제도는 ⅰ) 중국에서 줄곧 당내문건 형식으로
존재하고, ⅱ) 신고 주체의 범위가 좁고, ⅲ) 재산신고의 관리와 심사 주
체의 독립성과 권위성을 확보해야 한다. ⅳ) 공직자신고제도와 관련된 제
도의 미흡이 실행효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 하나인 부패고발제도는
ⅰ) 신고자에 대한 은밀한 보복을 확인하기 힘들고, ⅱ) 신고자에 대한 보
상금이 적고, ⅲ) 신고자 및 친인척에 대한 보호를 담당할 검찰기관과 공
안기관의 업무 역할이 명확하지 못하다. 또 다른 하나인 간부인사제도는
간부의 선발과 임용에서 발생하는 부패로서 중국의 가장 보편적이고 고
질적인 문제이다. 간부의 선발임용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는 위임제 선발방식의 문제점, 선발과정의 투명성 부족, 간부인사 관련
법규의 미흡, 간부실적 평가기준의 비과학성, 감독 기제의 문제점, 민주
집중제의 형식적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정부조달감독제도, 즉 부
패에 관한 모든 조사에서 정부조달 분야는 중국에서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의 하나로서 ⅰ) 조달 관련 법률의 문제, ⅱ) 정부조달에 관련된 정보
공개가 잘 되지 못하고 있고, ⅲ) 감독 주체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
고, ⅳ) 사전, 사중, 사후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제도가 수립되지 않고 있
다. 셋째, 반부패 기구의 제약인데,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은 반부패의 공
정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진일보로 반부패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
이다. 하지만 중국의 정치체제는 반부패개혁의 범위, 특징, 한계를 결정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행 정치체제하에서 중국은 높은 수준의 반부
패 기구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문제의 핵심인 동급 당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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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율검사위원회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반부패
기구에 관한 또 하나의 제약요인은 반부패 기구에 관한 감독을 누가 하는
가 하는 것이다. 법률상으로는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감독을 한다고 하지
만 정치체제로 인하여 인민대표대회의 정부에 대한 감독기능은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었다.
6장 3절에서는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으로 국가 지도층의 반부패 의지
와 추진력, 지방정부의 선택적 법집행,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견제 의식
미흡함을 분석하였다. 첫째, 정치체제의 특성상 집권당 외부의 압력을 크
게 받지 않고 당내 엘리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중국에서는 국가 최고지도
층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과연 왕치산(王歧山)의 후임들은 어
느 정도의 능력을 검증받았는지, 전방위적 부패척결을 지속적으로 실행
할 의지를 갖추었는지 하는 것은 향후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법집행 대상·내용·정도의 선택에서 자의적인 선
택적 법집행은 중국 성급 이하 지방정부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그 원인으로 ⅰ) 환경적 요인을 보면, 사법기관의 독립성이 약
하여 당과 정부가 권력을 이용하여 법집행을 영향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ⅱ) 제도적 요인을 보면, 우선은 압력형 체제의 영향이다. ⅲ) 지방
정부는 국가의 대리인이기도 하지만 지방이익의 대표이기도 하다. 따라
서 지방정부는 종종 중앙권위와 지방이익이 충돌하는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셋째,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견제 의식 미흡인데, 중국사회에서 대
중의 공공영역 참여의식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존재
하고 있는 냉담한 태도와 저조한 참여는 현재까지 부패통제 효과에 소극
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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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은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을 거시맥락적, 제도적, 행
위적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7장 1절에서는 첫째,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인데,
이는 중국이 추진하는 반부패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생태 분야의 개
혁을 심화함과 동시에 당풍 청렴정치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강화하여 결
국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생태 등의 분야에서 개혁의 성과를 더욱 실
효성 있게 얻으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중국 반부패 추진은 거시맥락적
환경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면서 추진되어야 인민이 원하는 바를 구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둘째,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
향과 방안인데, 중국특색의 부패척결 청렴정치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반부패 청렴정치 제창 노선으로 이는 바로 중국특색의 반부패 모
형이다. 그러나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없이 어떤 개인 혹은 조직이
독점적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가 권력남용이며, 권력부패
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인데, 국가 청렴정치 시스템의 본질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
여 부패 동인을 ‘낮은 리스크, 높은 수익’에서 ‘높은 리스크, 낮은 수익’으
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부패의 높은 리스
크에 주저할 것이다. 중국에서 반부패 및 청렴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
해서는 반부패 추진에 대한 당의 독점권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국
가기구 간의 적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구비되어야 지속가능한 반부패 및 청렴정책이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공개와 투명한 정부가 중국 반
부패 거버넌스 구축에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현실은 그렇
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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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2절에서는 반부패의 제도적 개혁 방향 및 방안을 이해한다. 반부
패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패와 관련된 인사제
도, 행정관리체제, 재정체제, 국유기업, 사법체제, 금융과 투자체제 등에
서의 개혁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반부패 제도나 체계를 개혁하여 부패
척결과 청렴정치건설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부패의 제도적
개혁 방향과 방안으로 여기서는 법치화, 반부패 관련 기구개혁, 반부패
관련 제도에 초점을 두어 접근한다. 첫째, 법치화인데, 정치적인 접근의
반부패는 이해관계 또는 당파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반부패 추진을 제약할 수 있다. 반부패 추진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거나,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거나, 법치를 벗어나 인치 지향적
으로 접근한다면 반부패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낮출 것이다. 따라서 반부
패 관련 법치화는 시대 변화에 맞게 요구되는데 여기에는 ⅰ) 반부패 입
법의 발전 및 실행 계획을 세우고, ⅱ) 종합적 반부패법을 제정하여 반부
패 기본 법률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반부패 관련 기구(조직) 간
감독제약 및 개편이다. 반부패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기구나 조직
의 역할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책임 기제를 확보
할 필요가 있다. 분리된 권력기구 간에 서로 견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책
임확보 기제를 통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중국은 시장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처해 있기에 자원배분은 시장의 원리
를 완전히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권력운행 과정도 불투명하고 민주적이
지 않으며 공개되지 않는 등 폐단이 존재하여 객관적으로는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의 공간을 남겼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합리적 구조, 과
학적 배분, 엄밀한 과정, 효과적 제약을 구비한 권력운행 기제를 구축해
야 하며,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부터 권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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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동안 제기된 기율감찰에 대한 개혁은 2018년 신설된 헌법상 독
립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는 사실상 단일 조직으로 출범하였다. 이는 종
전 당의 반부패 조직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통제하던 감찰부 및 소속
반부패예방국뿐만 아니라 검찰기관의 반부패 기능까지 이관 받음으로써
공산당원뿐만 아니라 비공산당원인 공무원, 기업인, 판사, 검사, 의사, 교
수 등도 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반부패에 대한 공산당의 절대적인 지배력
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셋째, 어떤 나라이든 국민이 제어할 수 있는 반
부패 메커니즘과 동떨어진 부패의 잠재적 주체 간에 반부패를 추진할 경
우에 제도와 정책은 오히려 정합성이 떨어지고, 정치적 회오리는 더욱 커
질 것이다. 정부의 청렴도 지수와 중국 인민이 공무원에 행하는 효과적인
제어는 정비례 한다. 그러므로 인민의 제어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좋은 부
패 예방책이 된다. 어떤 국가, 어떤 체제에서든 ‘국민’의 제어를 벗어나면
권력은 불가피하게 부패해진다. 특히, 반부패 관련 제도개선은 관료의 인
사관리제도의 개혁 그리고 재산신고제도에서 주목된다.
7장 3절은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인데, 반부패 또는 청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패의 주체이면서 객체인 인간, 즉 부
패 및 반부패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 인식, 행위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반부패 및 청렴정치건설을 강화하고 지속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ⅰ) 부패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근절하
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 맥락에서 부패의 가능성이 높은 사익과 공익
의 충돌, 일인자(一把手) 부패 문제, 시민사회와 인터넷 반부패 측면에서
행위자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ⅱ) 부패와 관련된 문화적 속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감독능력을 우선 배양할 필요가 있
다. 시민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할 때 비로소 부패문화는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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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제도의 개선보다 시민사회의 성장이 더욱 시급하고 근본적인 처
방이 될 것이다. 셋째, 많은 중국인들은 부패에 대해 무감각하다. 이런 사
회심리는 관료, 특히 기층관료에 대한 보편적인 불신으로 이어졌고, 동시
에 부패에 대해 관용하고 무감각해지는 태도를 낳았다. 이런 사회심리를
변화시키려면,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대중에게 부정부패의 위해
성을 인식시키고, 공공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도 밀접한 연관되
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부패에 대해 무관용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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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반부패는 모든 국가의 정치적 화두이며, 수단이자 목표이다. 국가마다
국내외 환경이나 행정수요가 다르고, 정치제도나 정부운영의 방식도 다
를 수 있다. 반부패에 대한 접근, 전략, 수단 등도 국가마다 보편성도 있
고 또한 특수성이 존재한다.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부패 및 반부패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이론, 실태, 인식, 사례, 제
도, 정책, 제약, 개혁 등의 논리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당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중국에서 부패는 서구와 달리 당이
반부패를 진두지휘하면서 철저히 하향적이고 일방향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는 당이 이토록 반부패 및 청렴정치건설에
승부수를 거는 것일까? 둘째, 당국가체제인 중국이 반부패 및 청렴정치
건설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기구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문제와 대응이 있을까? 셋째, 중국의 반부패 및 청렴정
치건설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의 주요 이슈
는 무엇일까?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 반부패 및 청렴정치건설의 주요 함
의를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1. 역사적 맥락에서의 당과 반부패의 함의
중국에서 근대의 시작을 ‘아편전쟁’으로 보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서구와는 달리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는 역설적으로 근대화의 핵심
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한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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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에서 우선 개개인의 인격적 독립성을 전제로 말하기 이전에, 그
구성원들의 공동체로서 국가의 독립을 담보할 자주권(自主权)이 속절없
이 무너지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통적 봉건통치에서 민본(民
本)을 주장한다. 그것은 본래 “足食, 足兵, 民信之矣”「논어」로서, 한 마디

로 말하면, 나라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보장해주고, 그 자산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백성들은 군
주에게 신뢰를 보낸다. 이것을 ‘정자 정야’(政者, 正也)「논어」, 즉 정치의
정도였고, 인정(仁政)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군주의 나라가 비록 현재는
영토의 크기와 백성의 수가 얼마 되지 않을지언정 진정으로 인정을 펼칠
수만 있다면,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그를 자신의 군주
로 섬기기 위해 모여들 것이고, 그러면 인정을 펴는 군주의 나라는 백성
들의 수가 자연히 급격히 증가하여, 그들이 논과 밭을 개간하여 정부에
내는 세금으로 나라곳간은 풍족해질 뿐만 아니라, 농번기가 끝나면 그들
을 사병으로 훈련을 시켜 전시에 군사력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테니 국
력(国力)이 증가하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일처럼 쉬운 일이 된다. 나라
가 이처럼 ‘부국강병’(富国强兵)의 길을 걷는데 그 나라의 백성 가운데 그
누가 자신의 임금을 어버이처럼 섬기지 않고, 또 충(忠)을 몸소 실천하지
않겠는가!
루쉰(鲁迅)은 그의 첫 작품인 「광인일기(狂人日记)」에서, ‘미친 놈’(狂
人)의 관점에서 이제까지의 중국 역사서를 펼쳐보며 그것을 바르게 펴서

봐도, 비스듬히 해서 보아도 자신의 눈에는 오직 똑같이 ‘인의도덕(仁义
道德)’ 네 글자만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말을 한다. 그것이 ‘사람을 잡아먹

었다’는 의미를 뜻하는 ‘吃人’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아편전쟁 후 불평등
한 ‘남경조약’(南京条约)을 통해서 상하이를 비롯한 5개의 항구를 개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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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초기에 많은 중국인들은 그 자체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심
지어 지금 영국 조계지인 와이탄(外滩) 주변의 공원에는 ‘개와 중국인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는 팻말이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서구인들에
대하여 중국인들은 그들의 우월의식과 차별의식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洋’은 과거에 그들이 알던 주변이웃인 ‘북
쪽의 적(狄)’, ‘남쪽의 만(蛮)’, ‘동쪽의 이(夷)’, ‘서쪽의 융(戎)’과는 다른
유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행한 불평등하
고 억압적인 침략으로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았다는 것을 그저 인정하고
용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거고’ 서구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의 힘을 와이탄의 면모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눈으로 몸으로 보고 느끼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여전히 전통적이지만 과거에 그나마 최고로 번성했던 상
하이의 현성(县城)은 비가 오기만 하면 아직도 길바닥이 물에 잠겨 걸어
다니기에 질퍽질퍽 하였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달라지는 와이탄의 모습
은 벌써 차도(车道)와 인도(人道)를 나누는 구분이 생겼고,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마시고, 호롱불이 아닌 전
등을 켜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분명 치욕적이었지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사람들은 이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吃人’의 첫째 의미는, 그래
서 의심의 여지없이 서구인들의 중국침략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들의 발달한 과학기술의 역량을 몸소 확인하면서부터는 화살을 내부로
반성적으로 돌려서 자신들을 성찰하며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구저
기’(反求诸己): “도대체 무엇이 중국을 이토록 발전도 없이 낙후하게 만들
었는가?” 그 결론은,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명분적 의미에 가까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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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덕’이라는 봉건통치 속에서의 인륜적 규범이 오히려 인간 개개인의
재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큰 제약과 구속에 다름 아닌 것
이었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가장 도덕적인 의미였
던 그래서 그토록 숭앙하며 떠받들었던 ‘인의도덕’이 이제는 ‘사람을 잡
아먹는’ 파렴치한 ‘吃人’의 제2차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루쉰(鲁迅)은 생각한다. 사회의 질적인 도약과 발전을 수반하지 못한
단순한 수천 년 동안 양적의 변화로만 지속되어 온 ‘一治一乱’의 역사는
마치, 단지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
을이 오는 식의 자연의 양적인 단순한 변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저
평범한 일상인 것이다. 만약 진정으로 생활의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비록 그것인 제한된 공간일지언정 자연의 환경적 제약과 조건
을 최소한이라도 어느 정도 극복하거나 커버할 수 있는 ‘과학적 힘’을 발
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제공한 원인이 일차
적으로는 외부로부터 기인한 제국주의가 맞지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어째서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했단 말인
가?” 이런 처절한 자기반성으로부터 비롯한 ‘봉건통치’에 대한 심각한 자
아비판과 의구심의 끝에 얻는 결론은 곧, 과거의 통치방식이 사실은 도덕
적으로 ‘위선’이었고, ‘부패’했다는 것을 빼고 나면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는 지경이다. 이에 대해, 속된 말로 ‘玩’ 이 글자를 떠 올린다. 좌변에
‘왕’이 우변에 으뜸 ‘원’의 글자가 합성된 것인데, 뜻인즉 “왕이 으뜸으로
잘하는 것이 곧 노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과거
“중국의 역사는 누가 누가 왕이 될까?” 그 왕놀이의 재미에 푹 빠져서 세
상의 돌아가는 이치와 국가의 질적 발전에는 전혀 눈을 뜨지 못했던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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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 관점에서, 근대의 중국에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재해석
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두 글자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하나
가 ‘兵’이며, 또 하나가 ‘党’이다. 즉, 전통 봉건시대에서 바른 정치의 방
도는 ‘足食, 足兵, 民信之矣’「논어」의 순서로 가는 것이, 불변의 정도인
승리의 방정식이었는데, 아편전쟁 이후 이 방정식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이제는 ‘足兵, 足食, 民信之矣’의 순서로 바뀌고 만다. 무슨 뜻인가? 먼
저, 무엇보다 영토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 최고로 중요하게 된다. 그래
서 전통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목표는 ‘부국강병’이라고 했다면,
근대 중국의 목표는 그 순서를 달리해서 ‘强军富国’이 목표가 된다. 둘째,
「논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党’ 즉, ‘무리를 지어
서 당파를 만들면 안 된다’고 비판을 하지만, 근대 중국의 상황에서는 선
진적 역량을 조금도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도 없는 힘이라도 티
끌 모아 태산을 만들려면 달리 방법이 있는가? 없다. 있는 거 없는 거 가
릴 것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끌어 모아, 즉 사람들을 모으고, 자원
을 총동원해야 한다. 무리를 지어 ‘党’을 결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다. 셋째, 따라서 「대학」의 8조목에 나오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논리에서,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그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이해하여 ‘수
신’(修身)을 하고, 그 다음 ‘제가’(齐家)를 한 다음, 다시 그 다음 ‘치국’(治
国)을 하면 ‘평천하’(平天下)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엄밀하게 보면, 이런 사고의 논리전개 방식 자체가 중국
적 사고에 맞지 않는다. 본래 중국의 전통적 사유의 방식은 그와 달리
‘거꾸로’의 순서로 진행한다. 마치, 춘추전국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난무했길래 ‘战国’시대라는 말을 시대의 대명사로 명명했겠는가? 즉, 당
시 그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오직 하나의 목표였다. ‘평천하’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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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평천하’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그 전제가 나라 간에
전쟁을 치르지 않고, 태평성대한 ‘치국’이며, 그 치국의 전제가 바로 ‘제
가’ 즉 군주의 가문의 평화로서 가정의 화목이며, 그 제가의 전제가 바로
‘수신’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수신의 주체는 결코 일반 백성들을 대
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군주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의 ‘가’(家)가 곧
‘국’(国)이 되는 ‘나라’(国家)이다. 여기에는 근대적 가치와 근본적 충돌이
벌어지는 지점이 발생한다. 사실상 ‘公’과 ‘私’의 영역이 원천적으로 구분
되지 않는다.
이제, 근대 중국으로 들어오면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과
거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나름의 방법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의 논리에서 ‘제가’와 ‘치국’ 사이에 ‘党’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당의
중요한 역할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전통시대에 군주가 힘이 없고 무능하면 군주의 ‘부덕의 소치’
를 말하거나 혹은 군주가 또 다른 힘 있는 세력에 의해서 제거되거나, 교
체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면, 이제 근대 중국에서는 그 주체가 어느 일
개의 혈연적 세습을 통해 계승되는 방식이 아니라, ‘당’이 주체가 된다.
그 당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으로서 ‘순결한 도덕성’(反腐败)과 ‘유능
한 선진성’(先進性)은 ‘당’이 일반 인민을 영도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최
소한의 필수적 역량이다. 따라서 ‘당’이 곧 중국의 당면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이면서 동시에 인민 군중들을 이끌어야 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진
주체로 새롭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며, 동시에 그들이 공과 사적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패하지 않는 것은 인민이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할 수 있는 명분이자 합리적 근거가 된다. 당을 엄
격하게 관리해야 하고, 당원에 대한 기율의 강화를 통해서, 당의 ‘순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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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그래서 중국에서 당이 내세우는 그
어떤 정책과제보다도 항상 우선할 수밖에 없는 당이 존재하는 한 마치 그
림자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진행형’으로 따라다니며 그 뒤를 비춰주는 거
울과 같다. 반부패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당이 창건한 이래로 곧 당 자신
의 문제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생사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처럼 중요한 반부패의 문제는 신중국 성립 이후, 역대 어느 당정의
최고지도자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기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이렇게 당의 생사존망이 달린 절체절명의 중요한 문제니까 역대 당과 정
부는 당연히 효과적으로 부패 문제를 잘 해결해왔는가? 반부패 정책의
효과는 어떠했는가? 또,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속 및 발전
시켜나갈 수 있는가?
단적으로, 중국공산당 성립 95주년을 앞둔, 2016년 6월 28일에 통과
한 「중국공산당당내문책조례(中国共产党党内问责条例)」에 대하여, 베이
징항공항천대학 공공관리학원 任建明 교수가 말하길, “집정당이 발휘해
야 하는 중요한 작용에 대하여, 과거 문책(问责)에 관한 실천이 이미 십여
년이 훌쩍 넘었는데, 모두 찔끔찔끔 간헐적으로 진행해왔다. 문책의 효과
는 이상적이지 못하다. 지금 이후, 보편화와 실질적인 문책의 단계로 진
입할 것이다”(田亮·许陈静, 2016: 36). 또, 국가행정학원 공공관리교연부
의 竹立家 교수가 말하길, “최근 1~2년 중앙기율위 업무의 큰 특징은, 바
로 과거에는 ‘반’(反)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반부패, 호랑이를 잡고, 파리
를 잡는, 현재는 ‘반’(反)에서 ‘건’(建)으로 전환하고 있다. ‘치표’(治标)에
서 ‘치본’(治本)으로 전환하여, 규범화, 현대화로 향한다”(田亮·许陈静,
2016: 36).
이와 같은 두 교수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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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진핑 정부 들어서 반부패 부분에서 놀랄만한 효과들이 나오고 있음
을 말해준다.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도된 바 있고, 또 그를 뒷받침
이라도 하듯이, 2016년 1월 12일, 18기 중앙기율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에서, 왕치산 중앙기율위 서기가 말하길, “과거 몇 년, 중앙기율위원회 전
체회의의 종결은 모두 바로 1년 전의 업무에 관한 것인데, 이번 회의의
종결은 과거 3년의 업무를 다룬다. 불과 3년 동안에, 총 106명의 통상 고
위관료라 불리는 호랑이가 낙마하고, 최소한 10여 명의 성부(省部)급 간
부, 639명의 청국(厅局)급 간부, 6,448명의 현추(县处)급 간부가 ‘8항규
정’을 어겨서 처벌을 받고, 각 성급 행정지역과 중앙기업 등에 대한 전체
순시(巡视)를 시행했다. 바로 이런 성과들로 인해서, 시진핑 주석은 ‘반부
패 투쟁의 압도적인 태세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한다”(田亮·许陈
静, 2016: 36).

표 8-1

11기 3중전회 이전과 이후의 정책결정 방식의 변화
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이전
(마오쩌둥 시대)

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이후
(덩샤오핑 이후)

혁명적 이상주의

현실주의

개인에게 권력 집중

집단영도

제도적 보장의 결핍

제도 형성을 중시

지도자 개인의 지혜와 경험에 의존(경험형)

전문가 등의 집단적 지혜에 의존(과학화)

출처: 조호길·리신팅(2017: 123)

여기서, 앞서 언급했던 竹立家 교수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인 “‘반’
(反)에서 ‘건’(建)으로 전환하고 있다. ‘치표’(治标)에서 ‘치본’(治本)으로
전환하여, 규범화, 현대화로 향한다”(田亮·许陈静, 2016: 36)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곧,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2기 정부가 들어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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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정책과 연계되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법치’(法治)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마오쩌둥 시대의 ‘정책결정의 모델’이 혁명적 이상주의를 바탕으로,
그 실현을 위하여 마오쩌둥 개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그 권력은 자신
의 개인적 지혜와 경험에 의존하여 행사하는 방식을 추구했다면 이것은
지도자의 주관적 판단과 의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대어 정책을 추구
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이는 제도적 보장의 결핍을 낳을 수밖에 없고, 반
부패의 관점에서 역설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절대권력에 대한 주변의 어
떠한 견제나 감독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문화대혁명과 같은 불안
정한 사회적 대혼란을 야기하는 방향의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의미에서의 법치는 봉건시대의 ‘인치’(人治)에 가까운 의미
의 ‘법치’(法治)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반부패의 정책과 실천
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정당정풍운동과 같은 사상
적 교육의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
덩사오핑은 마오쩌둥과는 다른 ‘정책결정 모형’을 추구한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에서 비
롯되기도 하지만, 마오쩌둥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흡수하면서 형성된
다. 즉, 혁명적 이상주의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이상주의일 뿐이라는
점에서, 보다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경제를 발전
시킬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고,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최고지도
자 한 명의 주관적인 판단과 의지로만 또 강압적인 권력의 남용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잘 알 수 있다. 사상적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곧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 대
답은 아니다. 오직 과학적 방법과 제도적 개선과 개혁을 통해서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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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렇기에, 덩사오핑은 집단영도를 통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가 등의 집단적 지혜를 통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안전하고 객관
적인 경로를 탐색하였다. 마오쩌둥이 중시했던 ‘정당정풍’의 면모들은 점
차 ‘집체학습’의 방향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의 법치는
마오쩌둥의 그것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인치적 요소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법
제’(法制)라고 하겠다. 반부패 역시 제도적 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
개된다.
시진핑 시대 특히, 19차 당대회 이후에 가장 크게 변화된 모습은 헌법
의 개정이며, 서언 일곱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으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새롭게 삽입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사회
주의 법제’를 ‘사회주의 법치’로 수정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반부패 정책의 관점에서 또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정책결정 모형’
에 대입하여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시진핑의 ‘정책결정 모형’은 덩샤오핑
의 ‘법제’(法制)적 기초 위에서 마오쩌둥의 ‘인치’(人治)적 요소를 결합하
려는 ‘법치’(法治)의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왜 그런가?
사실, 반부패의 관점에서 볼 때,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실제로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 실제로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에 있다. 즉,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반부패의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반부패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제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론적
으로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과 제도도 단지 ‘그림의 떡’일 뿐
이다. 여기서 덩샤오핑이 놓쳤거나 혹은 아직은 그것을 말할 단계가 아니
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제도가 제도로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제도를 실제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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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 사람이 하나의 인자로써 그 제도적 시스템
안에 직접 녹아들어감으로써 반부패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
하다. 제도 속에 ‘사람’(지휘자와 실행자 그리고 참여자)의 실천을 녹여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대표적 반부패 정책으로서 ‘당장’(党章)의
제2장 제14조에 제시되어 있기도 한, 시진핑 정부 들어서 ‘8항규정’을 시
작으로 전국의 주요 당조직을 모두 포괄하면서 진행된 ‘순시’(巡视)‘순
찰’(巡察)제도를 떠올린다. 마오쩌둥이 인치적 사상의 중요성에 너무 치
중한 나머지 제도를 놓친 것과, 덩샤오핑이 과학적 제도적 측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법제에만 치중해서 정작 반부패에 있어서 실질적 효과를
뽑아내지 못한 그 둘을 즉, 시진핑의 18대를 거쳐서 19대에 들어서면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법’제를 조화롭게 결합하려
는 법치의 시도를 통해서 상호보완적으로 계승발전하면서, 반부패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

2. 하드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1) 반부패의 하드웨어 개혁 접근
중국의 반부패 제도는 오랫동안 인민대표대회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감독체계를 형성하였는데 중앙정부인 국무원과 사법기관인 검찰원과 법
원은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는 체계를 형성하였다. 그
러나 2018년 3월에 정부 내부의 감찰원과 검찰원의 반탐오 기능을 통합
하여 새로운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로써 행정기관인 정부, 사
법기관인 검찰원과 법원과 감찰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가 ‘일부, 일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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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一府, 一委, 两院)을 구성하여 서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체계를 구성하
였다. 이는 이전의 행정기관의 내부감독 기관인 감찰부가 권력이 비교적
약하고, 반부패와 관련된 기능들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반부패 효
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개혁이다. 특히, 그동안 홍콩이나
싱가포르식의 강력한 반부패 기구의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몇몇 지방정부들의 혁신이 진행되던 배경 하에서 강력한 반부패 기구의
설립은 사회의 수요에 부응한 개혁으로 볼 수 있다.
독립적인 감찰기구 외에 행정기관으로서의 정부는 내부에 재정·예산
감사 성격인 심계서를 두어 각 部委와 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사업단
위, 국유기업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적절한 사
용을 보장하고 남용을 예방한다. 사법기관인 검찰원은 내부에 반부패 전
담기구인 반탐오뇌물수수국을 두고 있었지만 국가감찰위원회의 설립되
면서 국가감찰위원회로 이전되어 검찰원은 사실상 반부패 수사능력을 잃
게 되었다. 다만, 사건에 대한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원이 갖고 있어 국가
감찰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의 사건수사에 대한 감독 역할은 한다. 동
시에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
회, 그리고 검찰원의 감독을 받는다.
법체계에서 반부패 내용은 「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감찰법」에
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2018년에 새로 제정된 「감찰법」은 국가감찰위원
회의 기능, 감찰 범위와 권한, 감찰절차, 국제협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
다. 「형법」은 2015년에 수정하면서 제8장에 일곱 가지 탐오뇌물수수죄
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이번 수정은 이전의 헌법에서 처벌 기준
을 특정 금액으로 규정하던 것을 범죄 금액의 크기와 사건의 심각성에 따
라 분류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추었다. 또한, 사형을 줄이는 대신 종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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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을 추가하고 가석방과 같은 감형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규정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형사소송법」은 2013년
수정판에서 기술수사의 도입을 추가하고, 용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규
정을 추가하였으며, 해외에 은닉한 자산의 추궁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추가
하였다. 전반적으로 법규정의 개혁은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
화하는 동시에 용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부패 제도의 경우, 부패행위에 대한 감독제도가 이전에 비하여 다양
해지고, 재산추궁제도와 같은 수사처벌제도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종합하면 반부패와 관련된 국가의 기구, 법체계, 제도 모두 강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특히 부패 활동에 대한 사후 수사와 처벌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이런 변화는 부패행위와 부패를 저지를 관료를 혐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 반영한 것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반부패 업무를 강력하게 진행한 결과이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 1기에는
주로 비정규적인 제도인 순시조에 의한 반부패 감독에 의존하였다면 2기
에는 강력한 반부패 기구를 설립하고 관련된 법제도를 수정하여 제도적
으로 반부패 업무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2) 반부패 하드웨어 개혁의 문제점
중국의 반부패 제도는 끊임없는 개혁 속에서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
전히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강력한 감찰기관의 설립은 부패
를 척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검
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검찰원의 반탐오뇌물수수국까지
통합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수사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감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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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기소권이 없고 검찰원에 사건을 이송하여 기소해야 한다. 개혁 이전
에는 검찰원에 사건을 이전하면 검찰원에서 다시 입안하고 사건을 수사
하여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찰원의 101명의 반
탐오뇌물수수국의 인력을 국가감찰위원회로 이전하여 검찰원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인력과 능력이 현저히 약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찰기
관에서 이송한 사건을 검찰원은 재수사 없이 기소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사법기관인 검찰원이 감찰기관을 서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국가예방부패국이 폐지되고 국가감찰위원
회가 부패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패의 예방과 수사를 결부시켜 교육과
같은 예방업무를 진행하기에 유리하지만,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에서 예
방업무를 잘 이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둘째, 법규정 이전에 비하여 인권보호와 처벌 기준의 수정과 같은 시
대의 발전에 부합되는 개혁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유엔반부패공약」이
나 외국의 반부패 규정과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부패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좁은 의미로 적용되고 있으며, 예물이나 선물, 경조
사비와 같이 변형된 형태의 부패행위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
는 많은 부패행위들이 사회적 관용으로 여겨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
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부패를 적발한
사람이나 용의자의 인권이 침해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한 구제제도가 없고,
기술수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부족하다.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 반부패 제도는 기구와 법규정보다 매우 미흡하
였다. 감독제도에서는 사전예방과 부패행위 과정에 대한 통제가 약하고
사후처벌이 매우 강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패로 인한 사회
적·경제적 손실을 줄이려면 사전예방과 과정에 대한 통제도 함께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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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회 전반적으로 청렴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반부패
기구나 법규정과 같은 정규적인 제도를 통한 반부패는 강화했지만 정부
외부의 인민이나 사회단체 등의 감독은 매우 미흡하다. 이는 정보공개가
부족하여 인민들의 반부패에 대한 인식과 부패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정
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무원의 재산신고제도의 경우
여전히 비교적 낮은 등급의 규정으로 제정되어 있고, 법으로 제정되지 못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도 매우 한정되어 있어 재산신고 정보
를 활용한 감독이 진행되기 어렵다.

3) 반부패의 하드웨어 개혁의 대응
앞서 분석한 중국의 반부패 제도의 문제점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방
면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첫째, 국가의 기구에서 비록 국가
감찰기관은 입법기관인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기는 하
지만 전문적인 감독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사법기관
으로서의 검찰원이 최종 기소권을 갖기 때문에 기소권을 행사하기 위해
서는 국가감찰기관의 수사를 감독하고 수사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
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감찰기관과 사법기관이 서로 감독하고 견
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패예방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패의 형태가 다양하게 발전하는
만큼 부패의 예방도 단순한 교육에서부터 전문적인 예방 방법의 발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법규정의 측면에서 우선 인권보호에 대한 규정을 더 보완할 필
요가 있다. 그래야만 일반 인민들이 안심하고 부패를 적발할 수 있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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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용의자로 의심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정보공개와 공직자의 재산신고제도가 법규정으로 제정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 외부의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와 공직자들
이 더 투명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법규정에서 부패
를 더 광범위하게 정의함으로써 일부 부패의 경계에 있는 사회 관용행위
들이 사회와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고, 청렴한 사회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종합하면, 중국의 반부패 제도는 기존의 사후 처벌과 국가기구 개혁을
통한 반부패에서 이제는 사전예방과 부패 과정에 대한 통제, 사후 처벌을
모두 강화해야 하고, 세 가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기관에 의한 감독과 인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감독이 함
께 이루어져야만 사회의 문화를 바꾸고 청렴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3. 소프트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1) 반부패 사회조직의 활성화와 사회청렴교육 강화
부패방지와 척결을 위해서는 반부패 관련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도 중
요하지만 중국사회의 저조한 윤리의식과 참여의식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
가도 모색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민사회를 윤리적으로 각
성케 하고 시민의 힘을 모아 부패세력에 조직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사회
조직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사회부문의 발전 토대
가 형성되면서 중국에서 사회조직들이 상당히 늘어났다. 특히, 1998년과
2004년에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와 「기금회관리조례」를 제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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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14년에 「국무원 기구개혁 및 기능전환 방안」, 「정부의 사회역량 구
매서비스에 관한 지도의견」, 「자선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의견」등의 발표를 통하여 사회조직 관련 법제도를 점차적으로 정비
함으로써 경제, 공익자선, 과학기술,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민간단체의 진
입규제가 완화되고 사회의 자유공간이 확대되고 있다(김윤권 외, 2017b:
110-111).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정치 등 국가권력에 도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 사회조직의 발전은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부패
예방과 감시의 전문성으로 무장된 사회조직의 진입규제를 점차적으로 완
화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고 있는 반부패 전문단체들이 설립되고, 또
이들이 사회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다음으로 청소년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청렴교육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부패 친화적 사회문화를 반부패
문화로 바꾸기 위한 교육활동과 더불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적극적
으로 수행하려는 문화확산 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청렴교육이 대중의 청
렴의식 확립을 위해 학생,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
로 실시되어야 하는 국가적 필수과제임을 알려주고 있다.
중국 역시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인민에 대한 청렴교육의 중요성을 강
조해왔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청렴교육계획이 없는 것, 관련 부
서가 실효성이 없는 대형 보고회를 조직하고 참석자의 수를 자신들의 성
과를 표방하는 형식적인 실행, 그리고 보통 사람들로서는 실현하기 힘든
이상적인 성인군자의 사례를 모범으로 홍보하는 등의 원인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잃고 있다(周至涯·彭晓伟,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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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제정하고, 청소년과 일반 인민들
이 체득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개발하며, 계획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조직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주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2) 공직윤리와 반부패 조직문화의 개선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홈페이지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는 비리
사건의 내용과 공직자들의 행태나 발언을 보면 공직사회에서의 윤리적
불감증, 그리고 규범적 가치와 문화가 반부패 통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제
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깊게 인식하고 있었고 시진핑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중국공산당청렴자율준칙(中国共产党廉洁自律准则)」의 개정을
통하여 자율에 기초한 윤리기준을 정립하였다. 다음으로, 깨끗한 반부패
문화의 수립을 위해 근검절약, 방문활동 규범화, 회의 간소화 등 업무풍
토를 개선하고, 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8
항규정을 반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관행과 관습을 바꾸려 하였
다. 이후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당의 군중노선교육실천활
동(群众路线教育实践活动), 간부들에게 존재하는 거짓 및 형식적으로 대
응하는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삼엄삼실’(三严三实) 주제교육, 합격
된 당원의 표준에 맞추어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는 ‘양학일작’(两学一做)
교육활동을 밀도 있게 전개하였다.
이러한 반부패 활동은 조직의 반부패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운동식’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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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갖고 있는 부족한 점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공직자윤리
기준과 평가에 관한 법제도의 체계적인 정비와 공직사회의 반부패 문화
의 형성과 확산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핵심 지도자의 선발과 평가시스템의 개선
중국의 각급 당과 정부의 핵심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부패감시 대상이
면서 또한, 부패예방과 척결의 지휘통수이기도 하다. 이는 핵심 지도자의
선발표준과 방법, 그리고 실적평가의 내용과 실행 수준이 반부패의 효과
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해준다. 사실, 중국공산당은
당간부의 선발기준으로 줄곧 “덕과 재능을 겸비해야 하며 재능이 비슷하
면 덕을 우선시 한다”(德才兼备, 以德为先)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덕의 강조는 추상적인 원칙에만 머무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덕의 구체적인 표준을 확정하
고 좀 더 과학적인 선별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노력의 방향이다. 이를 위
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부패 선진국들의 관련 경험을 수집하여 배울 필요
가 있다.
선발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이 결과에 대한 책임추궁이다. 특히, 각급
정부 수장의 직선제를 실행하지 않는 중국에 있어서는 집권당 내부의 실
적평가 내용의 합리성과 평가결과의 객관성, 그리고 이에 근거한 문책 내
용과 집행력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 분야에서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를 GDP 성장 중심으로 하고 환경보
호, 교육발전, 반부패 등은 중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에는
1998년에 제정되고 2010년에 수정된 「당풍청렴건설책임제 실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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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关于实行党风廉政建设责任制的规定)」이 있다. 하지만 일부 핵심지
도자들은 ‘발전 최우선’이라는 구호를 명목으로 타인의 의견과 내외부 감
독을 무시하여 당풍청렴건설책임제를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시켰다.
시진핑 정부에 들어와서 당위원회의 주체 책임을 점점 더 강조하는 분
위기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정확한 책임추궁
을 위해서는 당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
의 행정권력에 대해서는 WTO의 가입 압력 등으로 하여 리스트를 만들
어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당위원회라는 조직과 당의 핵심지
도자가 반부패 영역에서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규정
상 명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문책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약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책임제 규정 제21조에는 “핵심 지도자의 경미
한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비평교육, 담화, 서면검사 등의 형식을, 중
등 정도의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비평의 형식을, 매우 엄중한 규
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당의 규율처분, 직무조정, 권고사임, 면직(免职),
하직(降职) 등의 형식을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규율위반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하
고 있다(王建华, 2014). 책임제를 국가적인 범위에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는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항저우(杭州) 등 지역
의 성공적인 실행 경험을 확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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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책적 제언
부패문제와 국가발전에 관한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들을 보면, 부패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그 자체로서 비판의 대상
이 되기도 하지만, 국가경쟁력과 국가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요인으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반부패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분석
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발전을 논의함에 있어서 하나의
이론적 연구로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반드시 논의되어야 될 필수적인 요
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의 권익
구제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부패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앞서 논의한 중국의 반부패 제도와 정책들을 우리나
라에 비교하여, “중국의 부패는 심각한 것인가?” “민간부문의 부패를 제
외하더라도 중국의 당정관료나 공직자들의 부패가 어떠한 보편성
(universality)과 특수성(speciality)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정책
적 제언을 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 정책적 제언
으로 투명한 반부패 지향,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구축, 예측가능하고 공정
한 반부패 제도화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정보공개를 통한 반부패의 투명성
반부패 및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정

564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부를 지향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부패는 문화적으로
뿌리 깊게 배태된 속성을 갖는다. 부패와 관련된 문화적 요인은 주로 가
부장문화, 본위주의문화, 관본위문화, 인정문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사실 한국과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화가 배태되고 작은 부패에서 큰 부패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한 정부에서 찾을 수 있다. 썩은 곰팡이는 햇볕에 드러
내야 하듯, 반부패 제도와 정책 역시 투명성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한다.
빌 클린턴 전임 미국대통령은 “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화가 났거나, 분노하고 있을 때, 또 다수가 합법적으로 속아 넘어가고 있
을 때,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합리적 판단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고 믿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
공하지 않은 데이터에는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눈여겨보는 사람
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보일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홍경탁 옮김, 2017: 62). 이는 누군가 보고 있
을 때 사람은 더 잘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정
책 수행이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에 결정적 요인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 몇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투명한 정부의 전제로서 신속·정확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이 요구된다. 정부의 공공정보에 대한 소유권과 정보공개
요구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투명한 반부패 지향의 관점에서 정부가 공
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테면, 정부가 수집·개발하거나,
정부예산의 투입을 통하여 개인이나 기관이 연구·생산한 정보는 모두 국
민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정부가 다양하고 방대한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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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보다 찾기 쉬운 데이터, 보다 표준화된 데이터, 보다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의 접근·이용을 위해 체계적인 빅데이터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정보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
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게 최첨단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김윤권 외, 2017a: 182). 이러한 정부의 공
공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과 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
업(민간부문)을 포괄하는 체계적 공공데이터 유지·관리·운영을 통한 반
부패 청렴정책의 정보지식지원체계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더불어 반
부패 청렴정책의 정보지식지원체계인 공공정보 빅데이터 구축과 운용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의 제정 및 기존 규정의 개정과 그에 따른
이행확보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공공데이터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높여 반부패 정책 수용성을 제
고시켜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세계 언론자유지수 수준이 매
우 낮다(2018년 176위).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 인민이나 시민사회가 부
패를 감시하고 이슈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정책결정 권한이
나 정보접근권을 가진 당정 관료나 공무원은 정보비대칭을 통한 지대추
구행위를 할 수 있는 우월적 입장이 되고, 중국인민이나 기업인은 정보를
얻기 위해 뇌물 제공자로 전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도 세계 언론자유지수는 43위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이다. 하지만 2017년에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로 언론의 자유가 낮다고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정부 3.0에서 투명한 정부를 추진하였는데,
여기서 정보의 공개·공유 및 개방이 중요한 일하는 방식이듯이, 우리나
라 정부의 정보공유 및 개방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여전히 50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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맴돌고 있다. 이는 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정보비대칭을 줄여서 부
패 유발의 동인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반부패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즉, 투명한 정부의 요청은 정부의 신뢰제고와 반부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투명성이 높은 정부는 정책과정에서의 정보공
개와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며,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높
이고, 정보이용 편이성도 함께 제고시키게 된다. 그 결과 정부 및 지방자
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 한편으로는 국민과 주민이 정책수립과정에 참
여하여 각자의 지식과 전문성을 제공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참여결과 수
립된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시켜 성공적 정책집행에 이르게 된다.
셋째, 반부패 (거버넌스) 지향의 관점에서 개방형 정부를 지향해야 한
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중
국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가 지속가능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언론
의 자유나 정부의 정보공개 및 공유 확대와 더불어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
접근이 제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에 대한 시민접근성 향상
을 위해 국민신문고 시스템, 행정심판허브 시스템 등을 통하여 최근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한 국민소통기구를 활성화함으로서 부패예방에 기여하
고자 한다(김윤권 외, 2017a: 181). 이는 시민소통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고충민원 해결과 부패 예방·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
고 궁극적으로 신뢰도를 향상시켜 국가경쟁력이 높은 행정기구로 위상을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
력이 요구되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수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반부패 투명정
부를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제8장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 567

넷째, 정부 및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더불어 기업 투명성도 함께 제고
하여야 한다. 기업은 그 자체가 홀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며, 국가 전체와
거시경제시스템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하위 시스템이다. 따라서 기업은
외부 환경과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제도에 영향을 주는 쌍
방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태적으로 발전한다. 국가 경제 시스템은 기
능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그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조정
할 것인가와 관련된 구체적 제도형태, 구조 및 상호관계에서는 차이가 있
다. 특히, 현대 기업은 기업경영 및 회계 투명성 제고 압박, 지배구조의
강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증대 등과 같이 기업 투명성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의 글로벌 스탠다드화의 필요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러한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투명성 요인은 크
게 회계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으로 설명된다. 먼저 회계 투명성 확
보의 기대성과로는 경영자와 주주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
고, 기업 투자안의 사업성 확인 및 평가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투자자들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음은 회계
투명성과 더불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의 기대성과를 들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크게 내부 메커니즘(내부 지배구조)과 외부메커니즘(외
부 지배구조)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부 메커니즘의 투명성은 기업의 의
사결정 관리와 의사결정 통제기능의 분리, 주식소유 분포(대주주, 경영자
지분), 이사회 구성(사내이사, 사외이사), 인센티브 보수체계(스톡옵션,
성과급) 등의 적절성에 의해 그 효율성이 결정된다. 외부 메커니즘의 투
명성은 자본시장, 기업지배시장(기업합병 및 인수), 경영자 노동시장, 채
권단에 의한 기업감시 및 파산절차, 노동조합, 규제기관인 정부와 감독기
관, 기업이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지역의 주민 및 단체, 하청관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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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된 회사 등의 기업경영과 관련한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
들과의 관계 적절성에 의해 그 효율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들 기업지배
구조의 투명성 확보는 기업경영의 민주성과 합리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대 국민(고객) 및 정부에 대한 신뢰제고와 더불어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
여하게 될 것이다.

2. 반부패 행위자 간 견제와 균형 지향의 반부패 거버넌스
중국의 반부패는 당풍청렴정치건설에서 볼 수 있듯이, 당이 국가 기구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부문, 더 나아가 국유기업, 민영기업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하향적이고 일방적인 접근으로 반부패 및 청렴정치건설을 추진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기구 본래의 기능을 위축시켜서 공무원들
을 무사안일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고, 시민사회나 민간부문의 역량을
축소시키게 되어 견제와 감시기능을 학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그 결
과는 반부패 이행에 있어서 각 행위자 간의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반부패 정책 추구에 상당
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물론, 중국의 경우는 당 중심의 국가체
제이기 때문에 당의 기율이 법률보다 우위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당의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반부패 정책이 일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겠
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지도부의 입장이나 리더십에 따르게 되어
결국 반부패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그 효과성이나 신뢰성을 떨어뜨
리게 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은 ‘강한 국가 약한 사회’라는 특
수성으로 반부패 및 청렴정치건설에서 약한 사회가 계속 배제되고, 당과
국가가 감시와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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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서 반부패 기구 자체가 권력부패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부패 거버넌스 행위자들 간의 견제균형이 절실히 요구된다.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기구(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
제와 균형, 시민사회, 언론매체,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거버
넌스 방식의 반부패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지
만 업무는 국가기구 및 모든 공공부문의 부패를 담당하고 있다. 만일 위
원회가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적 접근을 하고, 각 영역별
고충민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현장에 맞게 운용한다면 거버넌스 행위자
간 적정 견제균형을 통한 바람직한 반부패 성과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
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 유관기관과의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을 제안하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입법-사법-행정 기관 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을 통한 반부패 거
버넌스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반부패 옴부즈만 기구들이 입법부에 소속
된 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는 행정기관으로서의 반부패 기
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어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권력분립의 균형자로서의 실질적 견제균형을 이루기에는 다소간 한계가
있다.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부패방지, 고충해결, 행정심
판, 제도개선 업무를 핵심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정체성이 부족하
여 정권교체 시 기관 위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는 그 성격상 정치적 영향과 외부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다. 즉, 행정심
판은 행정소송과 관련되어 있고, 고충민원은 각 부처의 감사담당 및 감사
원과 관련되며, 부패방지는 검찰과 경찰 및 국정원에서도 일부 기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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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적 정체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 반부패 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의 국가들처럼 예산·결산과 법률제정·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입법부 소속의 반부패 기구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특히, 현행 국민권익위원회법상 부패방지 업무는 행정부 이외의 국
회, 법원, 헌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적용대상
이므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나 독립형 기관의 지위로 설치될 필요성
이 있다. 이에 더하여 절충안으로는 행정부-입법부의 공동후견인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위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그 개편
방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더불어
현행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의 배정인원을 확대하고, 그 조직
및 기능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법령의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김
윤권 외, 2017a: 183-4).
둘째, 유사기관 간 기능통합을 통한 융합형 반부패 기구 구축이 요구
된다.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위와 위상은 법적 강제력이 없더라도 국
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위원회 권고의 수용률을 제고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더불어 위원회가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경우도 법적 강
제력이 없는 권고의 특성을 가지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의 대내외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현행 국민권익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면에서 보면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소속기관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부패를 다루
는 삼권분립 원칙에 모순된 업무관할 문제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반부패
유사기관 간 기능통합을 통한 융합형 반부패 기구설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관점에서의 기능통합이 요구된다. 먼저, 행정부처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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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유사기관 간 기능통합이 요구된다. 즉, 주요 기관의 반부패 유사
기능을 살펴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찰기능,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의 공직윤리기능 및 재산등록과 형성과정에 대한 조사기능,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의 기능 이관 및 통
합할 경우에 사전예방적인 반부패 정책 기능과 사후 조사·감사·감찰 기
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융합형 반부패 기구가 될 것이다.
더불어 현행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치적 영향력에 한계가 있는 반부패 기
구이기에 그 운영과 기능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회직속 또는 독립형 의
결기구로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테면, 선진 유럽의 군사·경찰 옴부
즈만으로 출발한 반부패 기구가 의회에 소속되어 정부기관 간 반부패 업
무에 대한 균형 잡힌 기능적 배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때
의회 소속을 고려하였으나, 그 기능을 의회로 이관할 시에는 정치적 영향
력에 취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한 점을 재음미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반부패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유사한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는 유사 반부패
기구가 국가기관 간 기능통합형 기구로의 재설립이 요구된다.
셋째, 거버넌스 조직 강화를 통한 반부패 정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요구된다.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 형태는 위원회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독임제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위원들
의 의사결정 참여에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다. 더불어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이 충돌할 경우에 행정기관으로서의 입장
이 더 반영될 여지가 높아져서 반부패 정책의 효율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 신공공관리(N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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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경쟁에 치중하다보니 공공성이 취약해졌으며, 칸막이를 더욱
견고히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post-NPM이며, 이는 공공성을 다시 강조하며, 시민참여, 정보공개, 그
리고 협업 지향적인 정부운영과 밀접하다. 반부패를 위해서도 공공성을
재강조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정보공개, 그리고 반부패 거버넌스 행
위자들 간의 참여, 조정, 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은 결국 반부패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도 중요하며, 특히 반부패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
위자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지능형 정보
기술 발전에 의해 커다란 뒷받침을 확보할 수 있다. 가령, 시민들의 접근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국민신문고 시스
템, 행정심판허브 시스템 등을 고도화시킨 것처럼, 정보수집 및 기술 활
용을 통한 국민소통기구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소통 네트워크를 이용한 고충민원 해결과 부패예방 및 통제를 강화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제고는 물론 국가 신뢰도를 향상시켜 경쟁력 있는
반부패 거버넌스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김윤권 외,
2017a: 181-2).

3. 예측성 및 공정성 지향 반부패의 제도화
반부패 문제를 정권이나 정치지도자에 따라 인치 지향적 접근을 한다
면, 반부패 정책추진은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및 공정성을 잃게 될 것이
다. 특히, 정치민주화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인치에 의한 반부패 문제해
결로 정치적 갈등과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즉, 예측 가능한 법
치가 아니고 지도자 개인의 성격이나 권력 편향에 따라 반부패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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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려 할 때, 지도자의 실각이나 교체 등에 따라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 당이나 국가기구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패 유형의 하나가 바로 일인자 부패이다. 이를테면
중국은 지방정부 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으로 해당 기관의 조직·
인사·예산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조직의 승
진·전보·보직 등 인사 관련 법령과 규칙보다 기관장의 권력과 권한이 실
질적 우위에 있게 되어 기관장의 인치에 따른 부패가 당연한 귀결이다.
일인자(기관장) 부패 문제는 중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
방공무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이나 지
방의회 의원들이 특정 정파에 소속되거나 특정인이 선출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해당 지방공무원들은 소위 ‘줄을 잘 서야 원하는 승진과 보
직을 얻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정치적 갈등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
실에서 지방공무원의 높은 부정부패 개입 가능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심
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일인자 중심의 인치로부
터 오는 부패의 불합리성과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제도화의 개선을 통해
부패행위자 모두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합법성
을 지향하는 반부패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치에서 예측가능
하고 공정한 법치로의 진정한 개혁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반부패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반부패 접근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과 대표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의 행정위원회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과 국가청렴위원회 기능,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기능을 통합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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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행정기구로서 관리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행정의 민주화라
는 시대적 맥락과 국민권익보호 및 국가청렴도 제고라는 기능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소속의 행정위원회의 지위는 제도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제 및 심판기능을 담당하는 준입법적 기능과
준사법적 기능을 포괄하는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된
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상 대표성 면에서 몇 가지 한계
를 안고 있다. 역대 국민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과 비상임위
원의 구성 면에서 살펴보면 법률가 및 법학전공자와 행정고시 합격자가
90%를 상회하고 있어 반부패 제도운용의 공정성과 대표성에 한계를 띄
고 있고, 다원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과 정책과정의 민주성 확보라는 맥
락에서 위원의 구성과 운영체계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김윤권 외,
2017a: 188-9). 따라서 복잡다기한 현대 정치·행정 환경 하에서 예측가
능하고 대표성 있는 반부패 제도화를 통한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반부패
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다양한 시민사회를 대표하고 일반 국민의 정서를
대표할 수 있는 인적 구성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반부패 운영체계의 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반부패 기구의 적정한 기능배분, 지방화 시대의 바람직한 반부
패 기능배분을 위한 중앙-지방간의 관계 재정립이 요구된다. 지방자치제
의 실시에 따른 가장 심각한 지방부패는 토착형 부패이다. 이 부패는 지
방자치단체 관료와 지역주민들의 유착형 부패로서 지방선거, 지방주민과
관련된 인허가·취업·사업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패이다. 이러한 부패
가 여전히 온존할 수 있는 것은 구조적인 지방부패 문화를 개혁할 외부로
부터의 적극적 유인효과가 없고, 지방부패 문화를 일상생활에서 유지하
는 것이 더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 부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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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구조적인 부패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반부패 기구
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체계 측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광역자치단체의
업무,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공공부문의 업무, 비영리부문의 업무 등으로
계층 수가 많아짐에 따라 향후 이들 간의 반부패 업무에 대한 기능적 역
할배분의 문제가 수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 업무처리 원칙은 반
부패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접수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다만, 그 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조
사하도록 업무처리 방식과 역할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
공직자 궁극적 부패통제는 법적인 통제와 행정조직의 자율적 윤리적 통
제 메커니즘, 그리고 공직자나 지방주민의 개인적 윤리적인 통제가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복잡한 행정처리절차와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 및 관료의 지나친
재량권 행사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
80년대에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의한 자본집중화 과정에서 정·관·경의 은
밀한 유착으로 구조화된 부패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경제정책을 추진
하는 관료들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확대하였고, 각종 정책의 인·허가,
평가 및 감사, 정책자금 배분 등을 통해서 그 반대급부로 경제적 지대를
추구함으로써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또한, 행정처리절차가 일반 국민
들에게 매우 어렵고 복잡하여, 이를 처리를 하는 관료들의 재량권이 확장
되어 일탈남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대가로 급행료나 뇌물 등을 제
공받게 되는 것이 과거 공직사회의 내부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래 사회의 반부패 정책지향에 맞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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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처리절차의 간소화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료가 정책
및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적정 수준에서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진입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반부패 정책 마련이 국제적 관심사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는 행정업무의 재설계로 부패유발 행정구조와 업무방식
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 기술의 활용을 통해 행정절차와 기준을 공개하
고, 사이버 공간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시민(고객) 누구나 물리적 공간
이나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요구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자정부는 부패통제 외에 국민의 편리
성,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적극
적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책임성과 비용효과성 및 능률성 개선 등에 지대
한 효과를 초래함으로서, 관료들이 정책 및 행정과정에서의 지나친 재량
권 행사를 통제하고 투명한 행정처리절차 이행으로 잠재적 부패유발 가
능성과 부패유발 영역의 범위를 크게 축소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넷째, 예측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반부패 관련 법령을 공공부
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기업이나 개인 등)도 상시적으로 학습하여 대중
국 교류 및 협력에서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2016년
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
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물론, 한국의 반부패 관련 법
령이나 규정이 중국의 반부패 관련 법령 등과 비교하여 여러 특수성이 존
재하지만, 대중국 교류와 협력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94)을 충분히 학습·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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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동시에 중국의 반부패 관련 법령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그 변화를
충분히 숙지·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중국 관련 교류와 협력 분야에
서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교육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구성
원들, 그리고 민간기업이나 개인들도 반부패 관련 법령을 인식하고 현지
에서 준법원칙 활동 및 경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꽌시 문화에
서 감사와 뇌물은 땅거미와 새벽녘처럼 희색 지대이기 때문에 선의의 감
사선물도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로 될 수 있어서 분명한 원칙을 갖고 교류
및 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
각 인재개발원이나 관련 국책연구기관, 특히 대중국 사업 등에서 직접적
인 이해관계자인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에서도 반부패 관련 세
미나, 포럼, 설명회나 의견수렴 등을 개최하여 두 나라의 반부패 관련 법
령 등의 내용과 그 변화를 정확히 숙지·이해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94) 이 법을 세 가지 정책제언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1항).
첫째, 정부공개를 통한 반부패의 투명성 관점에서는 ⅰ)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
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ⅱ) 인가 또
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직
무, ⅲ)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 ⅳ)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직무, ⅴ)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위자간 견제와 균형 지향의 반부패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ⅰ)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
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 관련 직무, ⅱ)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관련 직무, ⅲ) 공공기관이 생
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 등 관련 직무, ⅳ)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직무, 행정
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측성과 공정성 지향의 반부패 제도화의 관
점에서는 ⅰ)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 직무, 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 직무, ⅲ)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 지원 등 관련 직무를 인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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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감찰의 전면 보급을 실현하고 반부패 운동
을 전면적으로 펼치고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
기 위해 헌법에 근거해 본 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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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감찰업무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마르크스–레
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 ‘세 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중심으로 통일되고
권위 있고 효율적인 중국특색의 국가감찰체제를 구축한다.
제3조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감찰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으로 본 법
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이하 공직자)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며 직무위법, 직무범죄를 조사하여 청렴정치건설과 반부패사업
을 진행하고 헌법과 법률의 존엄을 수호한다.
제4조 ① 감찰위원회는 법률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②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
기관, 법집행부서과 상호 협력하고 상호 제약해야 한다.
③ 감찰기관이 업무과정에서 협력을 필요로 할 때 관련기관은 감찰기
관의 요구에 근거해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
제5조 국가감찰업무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사실을 근
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법률을 적용함
으로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권리와 책임이 대등하
게 하고 엄격하게 감독해야 하며 처벌과 교육을 서로 결합시키고 관대
함과 엄격함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제6조 국가감찰업무는 지엽적인 것과 근본을 같이 다스리고, 종합적으로
다스리며, 감독과 문책을 강화하여 부정부패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개혁을 심화하고 법치를 완비하여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약하고 감독해
야 한다. 법치교육과 도덕교육을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
화를 선양하여 부정부패를 감히 하지 못하고, 할 수 없고, 할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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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하는 장기적으로 효력 있는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제2장 감찰기관 및 그 직책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감찰기관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할구는 감찰위원회를 설
립한다.
제8조 ①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전국의 감
찰업무를 책임진다.
② 국가감찰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약간 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
다. 주임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하고, 부주임과, 위원은 국가감
찰위원회 주임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임명을 제청한다.
③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동일하며,
2기 연임을 제한한다.
④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지
고, 그 감독을 받는다.
제9조 ①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해
당 행정지역 내의 감찰 업무를 책임진다.
②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약간 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
성된다. 주임은 동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하고, 부주임과, 위원은 감
찰위원회 주임이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임명을 제청한다.
③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 주임의 임기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임기와 동
일하다.
④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와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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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원회에 대해 책임지며, 그 감독을 받는다.
제10조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상
급 감찰위원회는 하급 감찰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11조 감찰위원회는 본 법과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감독, 조사, 처벌의
직책을 이행한다.
(1) 공직자에 대해 청렴정치 교육을 진행하고, 공직자의 법에 따른 직
무이행, 공정한 권력사용, 청렴한 업무처리, 도덕적 성품 등에 대해
감독 및 검사한다.
(2) 부정부패,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권력추구, 사욕추구 및
국가재물 낭비 등 직무상의 위법행위와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한다.
(3) 법을 어긴 공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정무처벌 결정을 내리고, 직무
를 유기한 지도자에 대해 문책하며, 직무상의 범죄행위에 대해 조
사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법에 따라 심사하고 소송을 제기
하도록 하며 감찰대상의 소속기관에 감찰의견을 제출한다.
제12조 각급 감찰위원회는 동급 중국공산당기관, 국가기관, 법률법규에
서 공공업무 관리를 위임한 조직 및 그 관할 행정지역, 국유기업 등에
감찰기관과 감찰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감찰기관과 감찰인력은 파견한 감찰위원회에 대해 책임진다.
제13조 파견된 감찰기관과 감찰인력은 위임 및 관리권한에 근거하여 법
에 따라 공직자를 감독하고 감찰의견을 제출하며, 법에 따라 공직자에
대해 조사, 처벌을 진행한다.
제14조 국가는 감찰관제도를 실행하고, 법에 따라 감찰관의 등급, 임면,
평가, 진급 등 제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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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감찰범위와 관할
제15조 감찰기관은 아래의 공직자와 관련 인원에 대해 감찰을 진행한다.
(1) 중국공산당기관,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기관, 인민정부, 감찰
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각급 위원회
기관, 민주당파기관, 공상업연합회기관의 공무원 및 「중화인민공화
국공무원법」의 관리를 받는 인원
(2) 법률, 법규의 위임,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법에 따라 공공업무를
위탁받은 조직의 공직자
(3) 국유기업 관리자
(4) 공공교육, 과학연구, 문화, 의료, 체육 등 기관의 관리층 인원
(5) 기층 대중조직의 관리자
(6) 기타 법에 따라 공무를 이행하는 인원
제16조 ① 각급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본 법의 제15조에서 규정한
해당 관할지역 내 인원에 대해 감찰을 진행한다.
② 상급 감찰기관은 하급 감찰기관의 관할 범위에 있는 감찰업무를 담
당할 수 있다. 필요할 시, 관할지역 내 각급 감찰기관의 관할범위에 있
는 감찰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③ 감찰업무에 대해 감찰기관 간 논쟁이 있을 경우, 공동의 상급 감찰
기관에 확인을 받는다.
제17조 ① 상급 감찰기관은 관할범위 내의 감찰업무를 하급기관에 지정
할 수 있으며, 하급 감찰기관 관할권 내의 감찰업무를 기타 감찰기관에
지정할 수 있다.
② 감찰기관의 관할 내 감찰업무가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감찰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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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 필요할 경우, 상급 감찰기관에 관할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감찰권한
제18조 ① 감찰기관이 감독, 조사의 직권을 이행할 때, 법에 따라 관련 기
관과 개인에게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
인은 여실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감찰기관과 감찰인원은 감독과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기밀, 상
업기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증거를 날조, 은닉, 인멸할 수 없다.
제19조 직무상 위법행위가 발생 가능한 감찰대상에 대해 감찰기관은 관
리권한에 따라 직접적 또는 관련기관과 인원에 위탁하여 대화를 하거나
상황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① 조사과정에서, 감찰기관은 직무상 위법행위 혐의가 있는 피조
사인에게 혐의에 대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피조사인
에게 서면통지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감찰기관은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직무상 범죄혐의가 있는 피조사인에
대해 취조할 수 있으며, 범죄혐의에 대해 공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조사 과정에서 감찰기관은 증인 등 인원을 심문할 수 있다.
제22조 ①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심각한 위법 또는 범죄혐의가 있는 피
조사인에 대해, 감찰기관이 범죄사실과 증거를 일부 확보했지만 심층
적인 조사가 필요 경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찰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피조사인을 특정 장소에 유치할 수 있다.
(1)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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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주하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3) 거짓진술 또는 증거날조, 은닉, 인멸 가능성이 있을 경우
(4) 기타 수사방해 행위 가능성이 있을 경우
② 뇌물공여 또는 공동 직무 범죄혐의가 있는 인원에 대해 감찰기관은
위 조항에 따라 유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치 장소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3조 ① 감찰기관이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심각한 직무위법 또는 범
죄를 조사할 때, 필요에 따라, 혐의기관 또는 개인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등의 재산을 조회, 동결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력해야 한다.
② 동결된 재산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3일 이내로 동결
을 해제하고 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24조 ① 감찰기관은 직무유기 혐의자 및 피조사인이나 범죄증거를 은
닉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대해 신체, 물품, 거주지 및 기타 관련 장
소를 수색할 수 있다. 수색 시, 수색증을 제시하고 피수사인 또는 가족
등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② 여성 신체에 대한 수색은 여성이 진행해야 한다.
③ 감찰기관이 수색을 진행할 때, 업무의 필요에 따라 공안기관의 협력
을 요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
제25조 ① 감찰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위법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재물, 문건, 전자데이터 등 정보를 수거, 압수, 차압할 수 있다. 수
거, 압수, 차압할 경우, 원본을 수집해야 하며, 소유자, 보관인, 증인을
회동하여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등기하고 등록번호를 매기고 리스트
를 열거한 후, 현장인원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이후 리스트 사본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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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문건의 소유자 또는 보관인에게 제출한다.
② 수거, 압수, 차압한 재물, 문건에 대해 감찰기관은 전용계좌와 전용
장소를 설립하고 전문인원이 보관하도록 하며, 인수절차를 엄격히 이
행하고, 정기적으로 장부를 확인하며, 증거를 훼손하거나 다른 목적으
로 사용할 수 없다. 가치가 불분명한 물품은 제때에 감정하고, 전문적
으로 보관해야 한다.
③ 압수, 차압한 재물, 문건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3일
이내에 압수, 차압을 해제하고 반환해야 한다.
제26조 조사과정에서 감찰기관은 직접 또는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인
원을 파견 또는 초청하여 조사 상황을 검증할 수 있다. 조사 상황 검증
은 문서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검증에 참가한 인원과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27조 감찰기관은 조사과정에서, 사안 중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 전문
지식인을 파견 또는 초청하여 감정할 수 있다. 감정인은 감정의견을 제
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28조 ① 감찰기관은 중대 뇌물수수 등 직무범죄를 조사할 때, 필요할
경우 엄격한 비준을 거친 후 기술적 조사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② 비준은 기술적 조사의 유형과 적용대상을 명확히 해야 하고, 비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하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서 유효기
한이 지났음에도 기술적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술적 조사가 필
요 없을 경우 제때에 해제해야 한다.
제29조 유치한 피조사인이 도주할 경우, 감찰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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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에서 수배령을 내리고 체포한다. 수배
범위가 해당 행정구역을 초과할 경우, 결정권이 있는 상급 감찰기관에
결정을 요청한다.
제30조 감찰기관은 피조사인 및 관련 인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급 이상 감찰기관의 승인을 받아 피조사인 및 관련 인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공안기관에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출국금지 조
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제때에 해제해야 한다.
제31조 직무범죄 혐의자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감찰기관 지도자들의 집단토의 및 상급 감찰기관의 승인
을 받으면 인민검찰원에 이송할 때 선처를 제안할 수 있다.
(1) 자수 및 진심으로 반성할 경우
(2)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감찰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범죄행위
를 진술할 경우
(3) 장물을 적극적으로 반환하여 손실을 줄이는 경우
(4) 사안 해결에 큰 기여를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될 경우
제32조 직무범죄 혐의자의 관련 피조사인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거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경우, 감찰기관 지도자의 단
체 논의 및 상급 감찰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민검찰원에 이송할 때
선처를 제안할 수 있다.
제33조 ①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수집한 물증, 서류증거, 증인증언, 피조
사인의 진술과 소명자료,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등 증거자료는 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감찰기관은 증거를 수집, 고정, 심사, 이용할 때, 형사재판의 증거에
대한 요구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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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제외되며 사안을 처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34조 ①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감사기관 등 국가기관에서
공직자의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위법 또는 범죄혐의 단서를 발견할 경
우, 감찰기관으로 이송하여, 감찰기관에서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해야
한다.
② 피조사인이 심각한 직무상의 위법 또는 범죄혐의가 있고 기타 범죄
와도 연관될 경우, 감찰기관에서 조사하고 기타 기관에서 협력해야 한다.

제5장 감찰절차
제35조 감찰기관은 신고나 제보를 접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관할 범위 밖의 사안은 주관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36조 ① 감찰기관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사안의 처리,
조사, 심의와 각 부서간 협력 및 제약의 업무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② 감찰기관은 조사와 처벌의 전반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관련 부서를 설립하여 단서관리, 감독, 독촉, 통계분석 등 관리협
력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제37조 감찰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찰대상의 단서에 대해 처리 의견
을 제기하고, 심사승인 수속을 진행한다. 단서 처리 상황은 정기적으로
집계 및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제38조 초보적인 확인 방식으로 단서를 처리할 경우,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심사승인 절차를 밟고 확인 팀을 구성한다. 초보적 확인이 끝난
후, 확인 팀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처리의견을 제출한다. 담당부서 분류
처리의견을 제출한다. 초보적 확인 보고서와 분류처리 의견은 감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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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주요 책임자의 심사승인을 받는다.
제39조 ① 초보적 확인을 거쳐 감찰대상의 직무위법 범죄혐의에 대해 법
률책임을 추궁할 경우, 감찰기관은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입건한다.
② 감찰기관 주요 책임자는 법에 따라 입건을 승인한 후, 회의를 소집
하여 조사방법 및 조치들을 논의, 확정한다.
③ 입건 조사결정은 피조사인에게 알리고, 소속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심각한 직무위법 또는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피조사인 가족에 통지하
고 사회에 공개한다.
제40조 ① 감찰기관은 직무위법 및 범죄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피조사인
의 범죄 및 경중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범죄사실을 규명하여 상호 검증
되고 안정적인 증거사슬을 형성한다.
② 협박, 유인, 기만 및 기타 불법적인 방식의 증거수집을 금지하고, 피
조사인과 사건관련자에 대한 모욕, 구타, 학대, 체벌 또는 변형된 체벌
을 금지한다.
제41조 ① 조사인은 심문, 유치, 수사, 압류, 차압, 조사검증 등 조치들을
취할 때, 규정에 따라 신분증과 영장을 제시하고 2인 이상이 기록, 보
고서 등 서면자료를 작성하고 관련 인원이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② 조사인원의 수사, 압류, 차압 등 중요한 증거수집 행위는 전반과정
을 녹음, 녹화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제42조 ① 조사인원은 조사방안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조
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사대상과 사안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조사과정의 중요한 사안은 단체 논의 후 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제43조 ①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할 경우, 감찰기관 지도자의 단체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 시급 이하의 감찰기관에서 유치조치를 취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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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상급 감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급 감찰기관이 유치조치를
취할 경우, 국가감찰위원회에 등록한다.
② 유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수 상황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성급 이하의 감찰기
관에서 유치조치를 취할 경우, 유치 연장기간은 상급 감찰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부당한 유치조치는 제때에 해제해야 한다.
③ 감찰기관에서 유치 조치를 취할 때, 필요에 따라 공안기관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
제44조 ① 피조사인을 유치한 후, 24시간 이내에 피유치인 소속기관과
가족에 통지하되, 증거날조, 인멸, 증인의 증언 방해 또는 공모허위진
술 등 조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사 방해 가능
성이 사라지면 즉각 피유치인의 소속기관과 가족에 통지한다.
② 감찰기관은 피유치인의 음식, 휴식,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피유치인에 대한 심문시간은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하
며 심문기록은 피심문인이 읽은 후 서명한다.
③ 피유치인이 사법기관으로 이송 후, 법에 따라 관제형, 단기징역, 유
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유치된 1일은 관제 2일, 단기징역과 유기징
역 1일로 환산된다.
제45조 ① 감찰기관은 감독,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처리한다.
(1) 직무 위법행위가 있으나 죄질이 가벼운 공직자에 대해, 관리권한에
따라 직접 또는 관련기관, 인원에 위탁하여 훈계 및 비판교육을 진
행한다.
(2) 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법정 절차에 따라 경고, 징계, 강등,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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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등 처벌을 결정한다.
(3) 직책과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지도자에 대
해, 관리권한에 따라 직접적으로 문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문책권한
이 있는 기관에 문책을 제안한다.
(4) 직무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사실에 부합하고 증거가 확실할 경
우, 기소의견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와 증거들을 인민검찰원에 이
송하여 법에 따라 심사 및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다.
(5) 감찰대상의 소속기관의 청렴정치건설 및 직책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찰의견을 제기한다.
② 감찰기관의 조사결과, 피조사인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사안을 철회하고 피조사인의 소속기관에 통지한다.
제46조 감찰기관의 조사결과, 불법으로 취득한 재물은 법에 따라 몰수,
추징, 배상하도록 하고,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은 인민검찰원에 이송
한다.
제47조 ① 감찰기관이 이송한 사안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중화인민공화
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조사인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한다.
② 인민검찰원 심사결과,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증거가 충분, 확실할 경
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기소한다.
③ 인민검찰원 심사결과, 증거보충 및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감찰
기관에 돌려보내 보강수사를 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수
사할 수 있다. 보강수사는 1개월 이내로 마쳐야 하며, 보강수사는 2회
로 제한한다.
④ 인민검찰원은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규정의 불기소에 해당하
는 사안에 대해, 상급 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고 법에 따라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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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 감찰기관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상급 인민
검찰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 감찰기관이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직무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
피조사인이 도주 또는 사망할 경우, 조사가 더 필요하면 성급 이상의
감찰기관의 승인을 받고 조사할 수 있다. 피조사인이 도주하여 지명수
배 1년 후 출두하지 못하거나 사망한 경우, 감찰기관은 인민검찰원에
법정절차에 따라 법원에 불법소득 몰수를 신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 감찰대상이 감찰기관의 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 관련 결정을 통
보받은 1개월 이내에 감찰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심결정을 내린다. 감찰대상이 재심결정에도 불복할 경
우, 재심결정을 통보받은 1개월 이내에, 상급 감찰기관에 재점검을 신
청할 수 있다. 재점검기관은 2개월 이내에 재점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 재점검 기간에 기존 처리결정의 집행을 중단하지 않는다. 재점검
기관의 심사 결과,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원 처리기관은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제6장 반부패 국제협력
제50조 국가감찰위원회는 기타 국가, 지역, 국제조직과 진행하는 반부패
국제교류, 협력을 총괄하고 반부패국제조약 실행을 조직한다.
제51조 국가감찰위원회는 관련기관들을 조직하여 관련 국가, 지역, 국제
조직과의 반부패 법집행, 인도, 사법협력, 이송, 자산추징, 정보교류 등
협력을 강화한다.
제52조 국가감찰위원회는 반부패 국제해외도피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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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련 부서의 독촉을 받는다.
(1) 중대 뇌물수수, 직무유기 범죄사안에서, 피조사인이 해외로 도피하고,
증거가 비교적 명확할 경우, 해외추적을 진행하여 체포한다.
(2) 장물이 소재한 국가에 사건 관련 자산을 조회, 동결, 압류, 몰수, 추징,
반환 청구를 한다.
(3) 직무범죄 혐의가 있는 공직자 및 관련 인원의 출국과 자금유동 상
황을 조회하고 감독한다.

제7장 감찰기관과 감찰인력에 대한 감독
제53조 ① 각급 감찰위원회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감독
을 받는다.
②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동급 감찰위원회의 전문업무보고
를 청취 및 심의하고, 법률집행 검사를 조직한다.
③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인민대표대회 대표나 상임위원회 인원은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
라 질문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
제54조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감찰정보를 공개하고, 민주감독, 사회감독,
여론감독을 받아들인다.
제55조 감찰기관은 내부의 전문감독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감찰인원
의 직무집행과 법류준수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충성스럽고 청
렴하고 책임 있는 감찰인력을 양성한다.
제56조 감찰인원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
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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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치적 소양을 갖추어야 하거, 감찰업무에 능숙하며, 법과 법규, 정
책을 운용하고 증거획득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자발적으로 감독을 받
아야 한다.
제57조 ① 감찰인원이 사건 경위를 묻고, 사안에 관여하고 사건 경위에
관여하거나 부탁하는 경우, 감찰사항 처리를 담당하는 감찰인원은 제
때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은 등록한다.
② 감찰사항을 처리하는 감찰인원이 승인을 받지 않고 피조사인, 사건
관련 인원 또는 특정관계자를 접촉하거나 또는 친분이 있을 경우, 이를
아는 자는 제때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등록한다.
제58조 감찰 사항 처리를 담당한 감찰인원이 아래의 상황중 하나에 해당
할 경우, 회피해야 한다. 감찰대상, 고발자 및 기타 관련 인원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감찰대상 또는 고발자의 친인척일 경우
(2) 본 사안의 증인을 맡았었던 경우
(3) 본인 또는 친인척이 감찰사항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4) 감찰 사항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을 경우
제59조 ① 감찰기관의 기밀을 접촉한 인원이 이직, 사직 이후, 반드시 기
밀이탈 기간의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비밀의무를 이행하여 관련 기밀
을 누설하지 않는다.
② 감찰인원이 사직, 퇴직 3년 이내, 감찰과 사법업무와 관련되고 이익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제60조 ① 감찰기관과 업무인원은 아래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피조사인 및 친인적은 해당 기관을 상고할 수 있다.
(1) 법정 유치기간이 완료되었지만 해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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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과 무관한 재물을 차압, 압류, 동결한 경우
(3) 압류, 차압, 동결 조치를 해제해야 하나 하지 않은 경우
(4) 압류, 차압, 동결된 재물을 탐오, 횡령, 교환하거나 사용한 경우
(5)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피조사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② 상고를 접수한 감찰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고인이 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리결정을 받은 1개
월 내에 상급 감찰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감찰기관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2개월 이내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고 내용
이 사실일 경우,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제61조 수사가 끝난 뒤에는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고, 사건 처리에 중대한 실수가 있었고, 감사원이 엄중 문책한
책임을 물어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8장 법률책임
제62조 관련 기관이 감찰기관의 처리결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
한 이유 없이 감찰의견을 거부한 경우, 주관부서와 상급기관에서 시정
을 명령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 통보·비판한다. 책임지도자와 직접책임
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63조 관련 인원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소속단위, 주관부서,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에서 시정을 명
령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1)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감찰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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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사실을 제공하거나 또는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경우
(3) 공모허위진술 또는 증거날조, 은폐, 인멸한 경우
(4) 타인의 제보, 고발, 증거제공을 저해한 경우
(5) 기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제64조 감찰대상이 고소인, 제보자, 증인 또는 감찰인원에 대해 보복을
하거나, 고소인, 제보자, 증인이 사실을 날조해 감찰대상을 무고한 경
우,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65조 감찰기관 및 업무인원이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책임
지도자 또는 직접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1) 비준승인, 위임 없이 사건단서를 처리하고, 중대 사안은 은폐하거나,
관련 자료를 사적으로 보존, 처리한 경우
(2) 직권 또는 직무 영향력을 이용하여 조사에 개입하여 사익을 추구한
경우
(3) 조사 정보를 불법으로 절취, 유출하거나, 또는 제보내용, 접수 상황,
제보자 정보를 유출한 경우
(4) 피조사인 또는 사건 관련 인원에 대해 자백을 유도, 강요하거나 또는
모욕, 구타, 학대, 체벌 또는 변형적 체벌을 가한 경우
(5) 규정을 위반하여 차압, 압류, 동결한 재물을 처리한 경우
(6) 사건처리 과정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사고 이후 은폐하고
허위 보고하거나 처리가 부적절한 경우
(7) 규정을 위반하여 유치 조치를 취한 경우
(8)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또는 출국금지를 해제
하지 않은 경우
(9) 기타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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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
임을 추궁한다.
제67조 감찰기관 및 업무인원이 직권을 이행할 때,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 법에 따라 국가배상
을 지급한다.

제9장 부칙
제68조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감찰업무는, 중앙군
사위원회에서 본 법에 따라 구체적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69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행정감찰법」은
이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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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2018년 수정,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

제1편 총칙
제1장 지도사상, 원칙과 적용 범위
제1조 장정(章程)과 기타 당내 법규를 수호하고 당의 기율을 엄격하게 하
고 당의 조직을 순결하게 하고 당원의 민주권력을 보장하고 당원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을 교육하고 당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결의 및 국가 법률과 법규를 관철시키고 집행하
기 위해 「중국공산당장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당의 기율 건설은 반드시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
오핑이론, ‘3개대표’중요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
회주의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지하고, 시진핑 총서기의 당중앙, 전체 당의 핵심 지위를 수호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지도를 수호하며, 신시대 당 건설의 요구 및
‘종엄치당’의 전략적 요구를 실현하며, 당기율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
하는 것이다.
제3조 당장(党章)은 가장 근본적인 당내 법규이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
는 총 규칙이다. 당의 기율은 당의 각급 조직과 전체 당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규칙이다. 당조직과 당원들은 반드시 정치의식, 대국
(大局)의식, 핵심의식, 일치(看齐)의식을 수립하고 자발적으로 당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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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고 당의 기율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수호하며 자발적으로 당의
기율 규제를 받고 국가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제4조 당의 기율처분 업무는 반드시 아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1) 당은 당을 관리하고 전면적 종엄치당을 견지한다. 당의 각급 조직
과 전체 당원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기율을 전
면에 내세워 빠르고 세심하게 중시하고 미연에 방지한다.
(2) 당의 기율 앞에서 평등해야 하다. 당의 기율을 위반하는 당조직과
당원에 대해서 반드시 엄격하고 공정하게 기율을 집행해야 하며 당
내에서 기율에 예외적인 당조직과 당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실사구시를 해야 한다. 당조직과 당원이 당의 기율을 위반하는 행
위에 대해서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당장 및 기타 당내 법규와 국가
법률법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기율을 위반하는 성질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서 합당하게 처리한다.
(4) 민주집중제이다. 당의 처분을 집행할 때 규정 절차를 거쳐 당조직
전체 토론을 통해 결정하며 어떤 개인이나 소수가 함부로 결정, 비
준해서는 안 된다. 상급 당조직이 당기율을 위반하는 당조직과 당
원에 대해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하급 조직은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5)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병폐를 바로 잡아야 한다. 당기율을
위반하는 당조직과 당원을 처리할 때 처벌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
고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4가지 형태’(四种形态)를 실행하여 비판 및 자기비판, 상담문의를
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나는 것’(红红脸出出汗)을 일상화 한다.
경미한 당기율 처분, 조직 조정이 대다수가 되고 엄중한 당기율 처벌과
직무조정이 소수가 되도록 한다. 엄중한 당기율 위반과 위법행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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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건조사는 극소수가 되어야 한다.
제6조 본 조례는 당기율을 위반해서 책임을 추궁 받는 당조직과 당원에
게 적용한다.

제2장 기율위반과 기율처분
제7조 ① 당조직과 당원이 당장 및 기타 당내 법규와 국가 법률법규, 당
과 국가의 정책, 사회주의 도덕을 위반하거나 당과 국가, 인민의 이익
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규정에 따라서 기율 처리나 처분을 받아야
되는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
②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문제들이 집중되고 대중의 강력한 제보가 있
으며 정치, 경제문제가 교차된 부패 사안 및 중앙 8항규정을 위반한 문
제들을 중점적으로 조사·처리한다.
제8조 당원의 기율처분 유형
(1) 경고
(2) 엄중경고
(3) 당내직무 박탈
(4) 당내관찰
(5) 당적제명
제9조 당기율을 위반한 당조직에 대해, 상급 당조직은 검사를 명하거나
통보 비평을 해야 한다. 당기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시정하지 않는 당
조직에 대해, 상급 당위원회는 조사 확인 후, 경위가 엄중할 경우 아래
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직개편(改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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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산(解散)
제10조 당원이 경고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내나 엄중경고처분을 받은 지
1년 반 이내에 당내에서 승진할 수 없고 당외 조직에 추천해 그 기존
직위보다 높은 당외 직위를 담당할 수 없다.
제11조 ① 당내 직위박탈 처분은 당내 선거나 조직 임명을 통해 얻은 당
내 직위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내에서 2개 이상의 직무를 담
당하고 있는 자는 당조직 처분 결정시 모든 직무를 박탈할 것인지 하나
또는 몇 개의 직무를 박탈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직
무를 박탈하는 경우 반드시 가장 높은 직무를 박탈해야 한다. 만약 2개
이상의 직무를 박탈하는 경우 가장 높은 직무부터 순서대로 박탈해야
한다. 당외 직무를 맡은 자는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을 받도록 당
외 조직에 건의해야 한다.
② 당내직무 박탈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당내직무를 담당하지 않은 자
는 엄중경고 처분한다. 또한, 당외 직무를 맡은 자는 규정에 따라 상응
하는 처분을 받도록 당외 조직에 건의해야 한다.
③ 당내직무 박탈 처분을 받거나 위 사항에 따라 엄중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2년 내 당내직무를 담당할 수 없고 당외의 조직에 추천해 그 기존
직위보다 높은 당외 직위를 담당할 수 없다.
제12조 ① 당내관찰 처분은 1년과 2년으로 나뉜다. 1년의 당내관찰 처분
을 받은 당원은 기간 만료 후 당원 권한 회복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내관찰을 1년 더 연장해야 한다. 당내관찰 기한은 최대 2년을 넘으
면 안 된다.
② 당내관찰 처분 동안에는 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당내관
찰 처분 동안에는 확실히 회개하는 자는 기간 만료 후 당원권리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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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거나 당기율에 따라 처분 받아야 하는 기타
기율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당적을 제명해야 한다.
③ 당원이 당내관찰 처분을 받으면 당내직무는 자연스럽게 박탈된다.
당외 직무를 담당하는 자는 당외 조직에 그 당외 직무를 박탈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당 관찰 처분을 받은 당원은 당원권리를 회복한 후 2년
내에 당내직무를 담당할 수 없고 당 외의 조직에 추천해 기존 직무에
상응하거나 그 기존 직무보다 높은 당외 직위를 담당할 수 없다.
제13조 당적이 제명된 당원은 5년 내에 다시 입당할 수 없고, 기존의 직
급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당외의 직급을 맡을 수 없다. 다른 규정으로
재입당할 수 없는 경우에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당내관찰 처분 이상(당내관찰 포함)을 받은 당의 각급 대표대회
의 대표에 대해서는 당조직이 대표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15조 개편 처리를 받은 당조직 영도기구 성원은 당내직무 박탈 이상
(당내직무박탈 포함)의 처분 이외에도 모두 자동으로 면직된다.
제16조 해산 처리를 받은 당조직의 당원은 한 사람 한 사람 심사해야 한
다. 그 중 당원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다시 등재해야 하고 새로운 조직
에 참여해 당 생활을 해야 하며 당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자는 교육
을 시키고 규정 기한 안에 개정하도록 한다. 교육을 통해서도 바뀌지
않은 자는 권고사직하거나 제명한다. 기율을 위반하는 행위자는 규정
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3장 기율처분 운용 규칙
제17조 아래 사항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볍게 처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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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당기율 처분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말하는 자
(2) 조직의 확인 및 입건 심사과정에서, 심사업무에 협력하고 본인의
기율위반 사실을 여실히 설명하는 자
(3) 동일한 사안에 속하는 사람을 고발하거나 당기율 처분, 법률처벌
문제가 있는 다른 사람을 고발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자
(4) 주동적으로 손실을 만회하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없애거나 해로운
결과를 효과적으로 막는 자
(5) 기율위반으로 얻은 것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자
(6) 기타 국가유공자
제18조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결정이나 성(부)
급 기율위원회(부성급시 기율위원회 제외)의 결정을 거쳐 중앙기율검
사위원회에 보고·비준하는 경우에 기율을 위반하는 당원도 본 조례 규
정의 처분 정도 이외에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19조 기율을 위반한 당원은 경고 혹은 엄중경고처분을 해야 하지만 본
조례 17조 규정의 경우 중 하나 혹은 본 조례 분칙(分則)의 다른 규정
에 해당하는 자는 비평교육, 자기비판, 훈계교육 혹은 조직 처리하거나
당기율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기율을 위반한 당원이 처분을 면제 받
은 경우 서면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20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속하는 자는 무겁게 처벌하거나 가중 처분
한다.
(1) 타인이 기율을 위반하도록 강제하거나 교사하는 자
(2) 기율위반 소득의 반환이나 배상을 거부하는 자
(3) 일부러 기율을 위반해서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기율을 위반하여

642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당기율 처분을 받아야 하는 자
(4) 기율을 위반해서 당의 기율 처분을 받은 후에 처벌 전 다른 기율을
위반했던 행위가 발견된 경우
(5) 본 조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제21조 ① 가벼운 처분은 본 조례가 규정하는 처벌받아야 하는 기율위반
행위 폭 이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의미한다.
② 무거운 처분은 본 조례가 규정하는 처벌받아야 하는 기율위반 행위
폭 이내에서 비교적 무거운 처분을 의미한다.
제22조 ① 경감 처분은 본 조례가 규정하는 처벌받아야 하는 기율위반
행위 폭 이내에서 한 단계 낮춰서 처분한다.
② 가중 처분은 본 조례가 규정하는 처벌받아야 하는 기율위반 행위 폭
이내에서 한 단계 높여서 처분하다.
③ 본 조례가 규정한 당적제명 처분은 당적제명 처분만 있는 경우에 첫
번째 경감 처분에 적용하지 않다.
제23조 본 조례 규정에서 당기율 처분을 받아야 하는 두 가지 이상(두 가
지 포함)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는 병행 처리해야 되고 그 중에서 가
장 높은 처리에 따라서 한 단계 높여야 한다. 그 중에서 당적제명 처분
을 받아야 되는 자는 당적제명 처분을 한다.
제24조 ① 한 가지 기율을 위반함과 동시에 두 가지 이상(두 가지 포함)
의 조례를 위반하는 자는 더 무거운 조항의 처분에 따라서 결정하여 처
리한다.
② 한 가지 조항의 구성요건이 다른 한 가지 조항의 구성요건에 전부
포함되고, 특별규정과 일반규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특별규정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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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① 두 사람 이상(두 사람 포함)이 함께 고의로 기율을 위반한 경
우 주도자를 무겁게 처분하고 다른 규정은 제외한다. 다른 성원은 공동
기율위반 중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여 처분해야 한다.
② 경제 분야의 공동 기율위반자는 개인소득 금액과 역할에 따라 구분
하여 처분해야 한다. 기율위반 집단의 주도자는 집단 기율위반의 총 금
액에 따라 처분하고, 다른 공동 위반자는 행위가 심한 경우 공동 기율
위반의 총 금액에 따라 처분한다.
③ 타인이 기율을 위반하도록 교사하는 자는 공동 기율위반 중 역할에
따라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26조 당조직 영도기구 집단이 기율위반 결정을 하거나 기타 기율위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고의로 참여한 성원은 공동 기율위반에 따라 처
리한다. 과실로 기율을 위반한 성원은 공동 기율위반 중 역할과 책임에
따라 구분하여 처분해야 한다.

제4장 위법 범죄 당원의 기율처분
제27조 당조직은 기율심사 과정에서 당원의 뇌물횡령, 직권남용, 권력을
내세운 부패행위, 이익수송, 직무태만행위, 국가재산낭비 등 법률을 위
반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당내직무 박탈, 당내관찰, 당적제명 처분을
한다.
제28조 당조직은 기율심사 과정에서 형법이 규정한 행위에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당기율 책임을 추궁해야 하거나 또는 기타 위법행
위로 당의 이미지, 당, 국가, 인민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고하고 당적제명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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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당조직은 기율심사 과정에서 당원의 심각한 기율위반 및 위법범
죄를 발견할 경우, 원칙적으로 먼저 당기율 처분을 결정하고, 규정에
따라 정무 처분을 한 후, 다시 국가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 당원이 법에 따라 유치, 체포되는 경우에 당조직은 관리 권한에
따라 해당 당원의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권리를 정지시켜야
한다. 감찰기관,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
제31조 당원 범죄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인민검찰원은 기소하지 않은 결
정을 하거나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유죄판결하고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경우에 당내직무를 박탈하거나 당내관찰 혹은 당적제명을 해야 한다.
제32조 ① 당원 범죄 가운데 아래 범죄 사항 중 하나에 속하는 행위자는
반드시 당적제명 처분을 한다.
(1) 고의 범죄로 형법이 규정한 주형(집행유예 선포 포함) 선고를 받은 자
(2) 단독 처벌되거나 혹은 부가적으로 정치 권리가 박탈되는 자
(3) 과실 범죄로 3년 이상(3년 포함하지 않음)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자
② 과실 범죄로 3년 이상(3년 포함하지 않음) 유기징역 혹은 관제(管
制), 단기징역 선고를 받은 자는 당적제명되어야 한다. 당적제명할 수

없는 특별 경우에는 당원처분비준권한 규정에 따라 상급 당조직에 보
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① 당원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조직은
판결, 재정(裁定), 결정 및 인정한 사실, 성질 및 경위, 본 조례에 따라
당기율 처분하고, 공직자의 경우 감찰기관에서 정무처분을 한다.
② 법에 따라 정무처분, 행정처벌을 받은 당원에 대해 당기율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당조직은 발효된 정무처분, 행정처벌 결정이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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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성질과 경위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에 본 조례규정에 따라
당기율 처분과 조직 처리한다.
③ 당원이 국가 법률법규, 기업 사업기관 혹은 기타 사회조직의 규장제
도를 위반하면 기타 처분을 받아야 한다. 당기율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에 당조직은 관련 기관이 인정한 사실, 성질과 경위에 의하여 사실
을 확인한 후에 규정에 따라 당적 처분과 조직 처리한다.
④ 당조직은 당기율 처분 혹은 조직 처리 한 후에 사법기관, 행정기관
등이 법에 따라 원래 발효한 판결, 재정, 결정 등을 변경하고 이것이 원래
당기율 처분 혹은 조직 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당조직은 변
경 후 발효한 판결, 재정, 결정에 따라 다시 상응한 처리를 해야 한다.

제5장 기타 규정
제34조 예비당원이 당기율을 위반하는 경우 사안이 비교적 가벼워 예비
당원 자격을 보류할 수 있는 자는 당조직이 그에게 비판 교육 혹은 예
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사안이 비교적 무거운 자는 그 예비 당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제35조 기율위반 후 행방불명된 당원에 대해서는 상황을 구분하여 처리
한다.
(1) 엄중한 기율위반 행위에 대해서 당적제명 처분을 내려야 하는 자는
당조직이 결정을 내려 그 당적을 제명해야 한다.
(2) 앞 조항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행방불명된 기간이 6개월을 초과
한 자는 당조직이 당장규정에 따라서 제명을 시켜야 한다.
제36조 기율을 위반한 당원이 당조직이 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 사망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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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망 직후 일전에 엄중한 기율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발견하면 당적
제명 처분을 내려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당적을 제명하고, 당 관찰
이하(당 관찰 포함)의 처분을 내려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기율 위반에
대한 서면 기록을 남기고 상응하는 처리를 한다.
제37조 ① 기율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인원의 구분
(1) 직접 책임자는 그 직책 범위 내에서 자신의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
나 명확히 이행하지 않고, 발생된 손실 혹은 결과에 대하여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당원 혹은 당원 영도간부를 가리킨다.
(2) 주요 영도 책임자는 그 직책 범위 내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에 관하여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명확히 이행하지 않고, 발생된
손실 혹은 결과를 직접적인 영도 책임을 지는 당원 영도간부를 가
리킨다.
(3) 중요 영도 책임자는 그 직책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업무 혹은
결정에 참여하는 업무에 관하여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명확히
이행하지 않고, 발생된 손실 혹은 결과에 대해서 부차적인 영도 책
임을 지는 당원 영도간부를 가리킨다.
② 본 조례에서 칭하고 있는 영도 책임자는 주요 영도 책임자와 중요
영도 책임자를 포함한다.
제38조 본 조례에서 자발적인 신고라고 명하는 것은 기율위반의 혐의를
받는 당원이 조직의 사전 조사 전에 자신의 문제를 관련된 조직에 신고
하거나 사전 조사와 해당 문제 심사 기간 중에 아직 조직이 파악하지
않은 문제를 신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9조 경제 손실 계산은 주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계산한다. 직접적
인 경제 손실은 기율위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서 재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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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발생시키는 실제 가치를 가리킨다.
제40조 ① 기율위반 행위로 획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징수 혹은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율위반 행위로 획득한 직무, 직명, 학력,
학위, 장려금, 자격 등 기타 이익은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기율검사기
관 혹은 그 상급 기율검사기관으로부터 조직, 부문, 단위와 관련하여
규정에 따라 개정하도록 건의해야 한다.
② 본 조례 제35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당원에 대해서는 조
사를 통하여 명확히 그 기율위반 행위를 실시하여 획득한 이익은 본 규
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1조 당기율 처분결정을 내린 후 1개월 이내에 처분을 받은 당원이 있
는 말단 조직 중 전체 당원 및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지도부 구성원일
경우 소속 당조직과 지도부에 알려야 하며, 간부관리 권한과 조직 관계
에 따라 처분결정 자료를 처분 받는 자의 기록에 넣어야 한다. 당내직
무 박탈 이상(당내직무 박탈 포함)의 처분을 받는 자는 또한 1개월 이
내에 직무, 임금, 업무 및 기타 대우 등 변경절차를 처리한다. 박탈 혹
은 그 당외 직무조정을 포함하는 자는 당외 조직에 즉각적으로 박탈 혹
은 그 당외 직무를 조정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의 경우 결
정 혹은 비준을 통해서 처분 결정한 조직 비준은 처리 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처리 기한의 최장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 ① 당기율 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 혹은 처분을 받은 당원이
있는 기관은 6개월 이내에 처분결정 집행 상황을 집행 혹은 비준 처분
결정의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② 당원이 당기율 처분에 불복할 경우, 당장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제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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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본 조례 총칙은 당기율 처분 규정의 기타 당내 법규에 활용하며,
단 중공중앙이 선포 혹은 비준 선포하는 기타 당내 법규는 특별 규정에
예외가 있다.

제2편 분칙(分则)
제6장 정치기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제44조 중대한 원칙 문제에서 당중앙과 일치함을 유지하지 않고, 실제
언행으로 표출하거나 또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자에 대해 경고 또는
엄중경고 처분을 한다. 경위가 비교적 심각할 경우 당내직무를 박탈하
거나 당내에서 관찰하는 처분을 하며, 경위가 매우 심각할 경우, 당적
을 박탈한다.
제45조 ① 인터넷, 방송, 텔레비전, 신문, 전단지, 서적 등 또는 강좌, 포
럼, 보고회, 좌담회 등 방식을 이용하여 자산계급 자유화를 지지하고 4
항 기본원칙을 반대하고 당의 개혁개방정책을 반대하는 글, 연설, 선
언, 성명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자는 당적제명 처분한다.
② 위 조항에 나열한 글, 연설, 선언 성명 등을 발표, 방송, 등재(刊登),
출판하거나 이 같은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
자와 영도 책임자에게 엄중경고 혹은 당내직무 박탈 처분해야 한다. 사
안이 엄중한 경우에 당내관찰하거나 당적제명 처분해야 한다.
제46조 ① 인터넷, 방송, 텔레비전, 신문, 전단지 서적 등 또는 강좌, 포
럼, 보고회, 좌담회 등 방식을 이용하여 아래 행위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사안이 경미하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며 사안이 비교적으
로 심하면 당내직무 혹은 당내관찰 처분을 해야 하고 사안이 매우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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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당적제명 처분한다.
(1) 4항 기본원칙을 위배하거나 당의 개혁개방 정책에 위배되고 왜곡
하거나 기타 심한 정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글, 연설, 선언, 성
명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2) 당중앙의 국정 방침을 함부로 비평하고 당의 집중 통일을 파괴하는
행위
(3) 당과 국가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당과 국가지도자, 영
웅모범을 비방하거나 혹은 당의 역사, 중화인민공화국 역사, 인민
군대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
② 위 조항에서 거론한 내용을 발표, 방송, 등재(刊登), 출판하거나 이
같은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자와 영도 책임
자에게 엄중경고 혹은 당내직무 박탈 처분해야 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
우에 당내관찰하거나 당적제명을 처분해야 한다.
제47조 제45조, 제46조 조항의 내용 중 출판물, 음악작품, 전자도서, 인
터넷 출판물 등을 제작, 판매, 유통하는 경우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한다. 사안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철 처분을 내리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당적박탈 처분한다.
제45조, 제46조 조항의 내용 중 출판물, 음악작품, 전자도서, 인터넷
출판물 등을 개인이 휴대하여 출경하는 경우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을 내리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당내직무 박탈,
당내관찰 혹은 당적박탈을 처분한다.
제48조 ① 당내에서 비밀조직을 만들거나 혹은 당을 분열하는 활동을 조
직할 경우 당적제명을 처분한다.
② 비밀조직 혹은 기타 당을 분열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당내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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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당적제명을 처분한다.
제49조 당내에서 편 가르기, 이익의 사유화, 파벌 형성, 개인 세력을 키
우는 등 비조직적 활동을 하거나 혹은 이익교환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
력을 확대하여 정치 자본을 형성하는 경우 엄중경고 혹은 당내직무 박
탈 처분을 내리고, 해당 지역·부문·단위의 정치생태를 악화시킨 경우
당내관찰 혹은 당적제명 처분한다.
제50조 ① 당원 간부가 해당 지역 또는 관리부문에서 제멋대로 하고 파
벌주의를 행하며 당중앙에서 확정한 정책방침을 이행하지 않고, 심지
어 당중앙과 다른 방안을 실행하는 자는 당내직무를 박탈하고, 당내관
찰 또는 당적제적을 처분한다.
② 당중앙의 정책결정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않고 변용하여 정치적으로
부정적 영향 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경고 또는 엄중경고 처분
을 한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당내직무 박탈하고 당내관찰 또는 당적
제적을 처분한다.
제51조 당에 대해 충성하지 않고, 표리부동하며, 면종복배하고 상하급을
속이는 자에 대해 경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 또는 엄중경고 처분을 한
다. 경위가 비교적 심각할 경우 당내직무를 박탈하고 당내관찰 처분을
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당적제적 처분을 한다.
제52조 ① 정치적 유언비어를 만들고 퍼뜨리거나 전파하여 당의 단결을
파괴하는 경우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한다. 경위가 비교적 심각할 경
우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당적제
적 처분한다.
② 정치품행이 악렬하고, 익명으로 타인을 무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모
함 또는 기타 유언비어를 만들어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적 영향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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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3조 중대한 당중앙 정책과 정책문제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직접적인 책임자와 지도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혹은 당내직무 박탈 처분을 내린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당내
관찰 또는 당적제적 처분한다.
제54조 관련 규정을 어기고 조직에 중대한 사안을 지시요청 및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엄중경고 처분하고 경위가 심각한 경우 당내
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한다.
제55조 순시, 순찰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순시순찰에서 제기된 개정 요
구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 경위가 경미하면 경고 또는 엄중경고 처분을
한다. 경위가 비교적 엄중할 경우, 당내직무를 박탈하거나 당내관찰 처
분을 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당적제적 처분한다.
제56조 조직의 심사에 대항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한다. 비교적 무거운 행위에 대해서는 당 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하고 엄중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적제명 처분한다.
(1) 거짓 진술 혹은 증거의 위조, 훼손, 변조, 은닉 행위
(2) 타인의 적발과 신고, 증거자료 제공을 막는 행위
(3) 사건 관련 인사 비호 행위
(4) 조직에 허위사실을 제공하고 호도하는 행위
(5) 조직심사에 대항하는 행위
제57조 ① 조직, 당의 기본이론, 기본노선, 기본전략 혹은 중대한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 여행, 시위 등 활동을 조직하고, 참가하거나 혹은 강좌,
포럼, 보고회, 좌담회 등 방식으로 당의 기본이론, 기본노선, 기본전략
혹은 중대한 방침을 반대하여 엄중하고 불량한 영향을 조성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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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 조직자와 핵심 인사에게 당적박탈 처분한다.
② 기타 참가자 혹은 정보, 자료, 재물, 장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술 활동가를 지지한 경우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자에 대해서는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을 내리고 사안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을 내리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당적발탁 처분
한다.
③ 진실을 모르고 참여했거나 교육을 통해 확실히 비판하고 회개하는
자는 처벌을 면제받는다.
④ 허가되지 않은 다른 조직에 참여하거나 행진, 시위활동 참여한 자중
비교적 가벼운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엄중경고의 조치, 비교적 엄중행
위에 대해서는 당내직무가 박탈되거나 당내에서 처분하고, 엄중 행위
자에 대해서는 당적에서 제명 처분한다.
제58조 ① 당의 영도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고 혹은 정부를
적대시하는 행위를 조직하고 참가하는 경우 기획자, 조직자와 핵심 인
사는 당적박탈 처분한다.
② 다른 기타 참가자들,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혹은
중경고의 조치를 내리고 비교적 엄중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을 내리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당적제명 처분한다.
제59조 ① 비밀결사나 사이비 조직 등을 조직하고 참가하는 기획자, 조
직자와 핵심 인사는 당적박탈 처분한다.
② 기타 인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혹
은 엄중경고 처분을 내리고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
내관찰 처분을 내리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당적제명 처분한다.
③ 진실에 대한 잘 모르고 참가한 자는 비판 교육 후 회개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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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면 처분을 면제하거나 처분하지 않는다.
제60조 ① 민족관계를 이간시키거나 파괴하는데 참가하고 사건을 도발하
거나 혹은 민족분열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기획자, 조직자와 핵심 인사
는 당적제명 처분한다.
② 기타 참가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혹은 엄중
경고 처분하고 비교적 엄중행위에 대해서는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
관찰 처분하고 자에 대해서는 당적제명 처분한다.
③ 진실을 모르고 참여했거나 비판교육을 통해 확실히 회개하는 자는
처벌을 면하거나 혹은 처분하지 않는다.
④ 특히 당과 국가의 민족정책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 가벼운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비교적 무거
운 행위에 대해서는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하고 엄중행위
에 대해서는 당적제명 처분한다.
제61조 ① 종교 활동을 조직하거나 이용하여 당의 노선과 방침, 정책과
결정을 반대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기획자, 조직자
와 핵심인사는 당적제명 처분한다.
② 기타 참가자는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하고 엄중행위에
대해서는 당적제명 처분한다.
③ 진실을 모르고 참여했거나 비판교육을 통해 회개하는 자는 처분을
면하거나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당과 국가의 종교정책 위반행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위
에 대해서는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비교적 무거운 행위에 대해
서는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 처분(관찰)하고 엄중행위에 대해서는 당
적제명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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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종교를 신앙하는 당원에 대해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당조직의 도
움과 교육 이후에도 전향하지 않은 경우 탈당을 권유한다. 탈당권유에
도 탈당하지 않은 경우 제명한다. 종교를 이용하여 선동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해 당적제적 처분한다.
제63조 ① 미신 활동을 조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당적제명 처분한다.
② 미신 활동에 참가하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조성한 경우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비교적 무거운 행위에 대해서는 당적제명 처분한다.
③ 진실을 모르고 참여했거나 비판교육 후 확실히 회개하는 자는 처분
을 면제하거나 혹은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제64조 ① 종교세력을 조직하고 이용하여 당과 정부에 대항하고 당과 국
가의 방침과 정책 그리고 정책의 실시를 방해하고 혹은 당의 기층조직
건설을 파괴하는 경우 그 기획자, 조직자와 핵심인사는 당적제명 처분
한다.
② 기타 참가인원은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 처분(관찰)하고 엄중행위
에 대해서는 당적제명 처분한다.
③ 진실을 모르고 참여했거나 비판 교육을 통해 확실히 회개하는 자는
처분을 면하거나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제65조 ① 국(境)외, 중국주재 외국 대사관(영사관)에 정치망명을 신청하
거나 혹은 기율위반으로 국(境)외, 중국주재 외국 대사관(영사관)으로
도피하는 경우 당적제명 처분한다.
② 국(境)외에서 당과 정부에 반대하는 문장, 연설, 선언, 성명 등을 공
개적으로 발표하는 경우 앞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고의로 상술 행위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당내관찰 혹은 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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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처분한다.
제66조 대외활동 중 그 언행이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당과
국가의 존엄, 이익을 해치는 경우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
하고 엄중할 경우 당적제명 처분한다.
제67조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당을 다스리는 주체책임, 감독책임을 이행
하지 않거나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당을 통치하는데 주체책임과 감독책
임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당조직에 심각한 손실 혹은 심각
한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경고, 엄중경고 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직무 박탈, 당내관찰 처분한
다.
제68조 당원 간부가 정치기율과 정치규칙 위반 등 착오 사상과 행위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제지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방임하고 무원칙
으로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조성한 경우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엄중한 경우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한다.
제69조 당의 우수한 전통과 업무 관례 등 당의 규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으로 부정적 영향을 조성한 경우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한다. 매우 엄중한 경우
당적제명 처분한다.

제7장 조직기율 위반에 대한 처분
제70조 민주집중제 원칙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에 해당할 경우 경고 또
는 엄중경고 처분을 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당내직무 박탈 또는 당
내관찰 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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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조직의 중요한 결정과 집행을 거절 혹은 임의 변경한 경우
(2) 의사원칙(议事塬则)을 위반하고 개인이나 소수 사람들이 중대한 결
정을 하는 경우
(3) 고의적으로 집단 정책결정을 회피하고, 중대사안, 중요한 간부임명,
중요한 프로젝트의 계획과 거액자금 사용을 결정한 경우
(4) 집단 정책결정의 명의를 빌려 집단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1조 하급 당조직이 상급 당조직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함부로 바
꾸는 경우 직접 책임자와 영도 책임자에게 경고 및 엄중경고 처분하고
정도가 엄중할 경우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한다.
제72조 ① 당조직의 분배, 조정(调动), 교류 등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 혹은 엄중경고 혹은 당내직무 박탈 처분한다.
② 특수한 시기 혹은 긴급 상황에서 당조직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경
우 당내관찰 혹은 당적제명 처분한다.
제73조 ① 아래와 같은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경위가 비교적 심각하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한다.
(1) 개인 관련 보고 규정을 위반하고 은폐하고 보고하지 않는 경우
(2) 조직이 대화하고 문의할 때 조직에 문제를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
(3) 개인의 거취를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개인 당안 자료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② 개인의 당안 자료를 위조·변조하는 경우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한다.
③ 입당 전 자신의 엄중한 잘못을 감추는 경우 일반적으로 제명 처분한
다. 입당 후 활동이 좋은 경우 엄중경고,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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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다.
제74조 당원 영도간부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향
우회, 동창회, 전우회 등을 조직하고 참가하는 경우 사안이 엄중하면
경고, 엄중경고 혹은 당내직무 박탈 처분한다.
제75조 ①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경고 및 엄중경고 처분한다. 사안
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당적제명 처분한다.
(1) 민주추천, 민주평정(测评), 조직관찰과 당내 선거 과정에서 표를 긁
어모으거나 선거지원 등 비조직적 활동
(2) 법률이 규정한 투표, 선거 활동에서 조직 원칙을 위반하고 비조직
적 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이 투표하고 표결하도록 조직, 교사, 유
혹하는 행위
(3) 선거 중에 기타 당장(党章), 기타 당내 법규 및 관련 장정(章程)을
위반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② 조직적으로 뇌물로 표를 모으거나, 공금으로 표를 모으는 경우, 처
분을 가중한다.
제76조 ① 간부 선발과 임용 과정에서 가까운 사람만 임용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임용에 간섭하고, 연줄로 임용하거나, 돌발적으
로 간부를 승진시키는 등 간부 선발, 임용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직
접 책임자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경고 혹은 엄중경
고 처분하고 사안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당적제명 처분한다.
② 임용감독을 소홀히 하여(用人失察)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직
접 책임자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앞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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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① 간부, 직원의 채용, 심사(考核), 직무승진, 직함 평정(评定), 징
병, 전역군인 배치 등 업무처리 시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거나 직권
혹은 직무의 영향을 이용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 혹은 타인의 이
익을 도모하는 경우는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한다. 사안이 비교적 무
거운 경우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당적제명 처분한다.
② 허위로 날조하여 직무, 직급, 직함, 대우, 자격, 학력, 학위, 명예 혹
은 기타 이익을 사취하는 경우에 앞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8조 ① 당원의 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침범하는 경우 사안이 비
교적 무거운 경우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당
내직무 박탈 처분한다.
② 강박, 위협, 기만, 선심성 행위 등 수단으로 당원의 자율적인 표결
권, 선거권, 피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당내직무 박탈, 당내관찰
혹은 당적제명 처분한다.
제79조 ①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한다. 사
안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한다. 사안
이 엄중한 경우 당적제명 처분한다.
(1) 비평, 고발, 기소를 막거나 압박하는 경우 혹은 비평, 고발, 기소 자
료를 개별적으로 가지고 가거나 훼손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경우
(2) 당원의 해명과 변호 그리고 증인을 압박하여 좋지 않는 결과를 초
래하는 경우
(3) 당원의 상소를 억눌러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원의 상소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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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원의 권리를 침해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② 비평인, 고발인, 기소인, 증인 및 기타 사람에게 보복을 가하는 경우
가중 처분한다. 당조직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직접 책임자와 영
도 책임자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0조 ① 당장(党章)과 기타 당내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날조
하거나 기타 수단을 통해 당원 조건 미달하는 사람을 당원이 되도록 하
거나 비당원에게 당원 신분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 혹은 영
도 책임자에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당내직
무 박탈 처분한다.
②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당원을 부풀리는 경우 직접 책임자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앞 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1조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해외 영주권 혹은
장기체류 허가를 획득하는 경우에 당내직무 박탈, 당내관찰 혹은 당적
제명 처분한다.
제82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 출국 증명이나 홍콩, 마카오 통행증
을 만들거나 혹은 비준을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 사안이 비교적 경
미하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한다. 사안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당내
직무 박탈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당내관찰 처분한다.
제83조 주외(驻外) 기관 혹은 임시 출국(境)단체(그룹) 중의 당원이 함부
로 조직에서 벗어나거나 외사(外事), 기요(机要), 군사 등 업무를 맡은
당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국외(경외)기관, 인원과 연락하거나 왕래
하는 경우 경고, 엄중경고 혹은 당내직무 박탈 처분한다.
제84조 ① 주외(驻外) 기관 혹은 임시 출국(境)단체(그룹)중의 당원이 함
부로 조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6개월이 안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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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한다. 6개월을 넘긴 경우에는 스
스로 탈당한 것으로 보고 당내에서 제명한다.
② 고의로 타인이 조직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경우에 경
고, 엄중경고 혹은 당내직무 박탈 처분한다.

제8장 청렴기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제85조 ① 당원간부는 반드시 인민이 부여한 권력을 정확히 행사해야 하
고, 청렴해야 하며, 직권남용,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반대해야 한다.
② 직권 혹은 업무의 영향을 이용해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
인의 배우, 자녀의 배우자 및 특정한 관계자가 상대방의 재물을 받는
경우에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직무 박탈, 당내관찰 혹은 당적제명 처분한다.
제86조 직권 혹은 직무상의 영향력을 서로 이용해 상대방, 상대방의 배
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그리고 주변 업무 담당자 및 기타 특정
관계자를 위해 권력 간 거리를 통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경우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한다.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면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적제명 처분한다.
제87조 ① 배우자, 자녀 및 자녀 배우자 등 친척, 주변 업무 담당자 및
기타 특정 관계인이 당원 간부의 직권 혹은 직무의 영향력을 이용해 개
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사안이 경미하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면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적제명 처분한다.
② 당원 간부는 당원 간부의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등 친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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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정 관계인이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거나 일을 하고 그의 직
급표준을 분명하게 넘어 보수를 받은 것을 알면서도 바로 잡지 않은 경
우에 앞 조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8조 ①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물, 사례금, 상품
권, 유가증권, 주주권, 기타 금융상품 등을 받은 경우 사안이 경미하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한다. 사안이 비교적 엄중하며 당내 업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한다. 사안이 매우 엄중하면 당적제명 처분한다.
② 정상적인 사례 표현 수준을 분명하게 넘은 재물을 받은 경우 앞 조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9조 공무원 및 그의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등 친척과 기타
특정한 관계자에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예의상의 교류를 분명하게 넘
어 선물, 사례금, 상품권을 증정하는 경우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면 경
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
관찰 처분한다.
제90조 관리, 서비스 대상의 금전, 주택, 차량 등을 차용하여 공정한 공
무집행에 영향을 준 경우, 경위가 비교적 심각하면 경고 또는 엄중경고
처분을 하고, 경위가 심각한 경우 당내직무를 취소하고, 당내관찰 또는
당적제적 처분을 한다.
제91조 직권 혹은 직무의 영향력을 이용해 혼례식, 장례식을 치른 결과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직무 박탈 처분한다. 기회를 틈타 돈을 긁어모으
거나 국가, 집단, 인민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무겁게
처벌하거나 가중 처분하며 심지어 당적제명 처분까지 한다.
제92조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회 초청 혹은 여행,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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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오락 등 활동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사안이 경미하면 경고 혹은 엄
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직무 혹은 당내관찰 처분한다.
제93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운동 헬스 카드, 회관(会所) 그리고 클럽
회원 카드, 골프 카드 등 각종 소비 카드를 취득, 소지, 실제 사용하는
경우 혹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 회관에 드나든 경우 사안이 비교
적 무거우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한다.
제94조 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에 종사하고 아래와 같은 행
위에 대해 사안이 경미하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비교
적 무거우면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하며 사안이 엄중하면
당적제명 처분한다.
(1) 상업에 종사하고 기업을 창립하는 경우
(2) 비상장 기업의 주식 혹은 증권을 가지는 경우
(3) 주식을 사고팔거나 기타 증권투자를 하는 경우
(4) 유상의 중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5) 국(境)외에 회사를 등록하거나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6)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기타 행위
② 기업의 재편, 특정투자자 비공개 발행, 합병투자, 토지사용권 양도
등 정책결정에 참가한 것을 이용하여, 심사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로 주
권을 매매하고, 직권을 이용하거나 또는 직무상의 영향력을 통해 신탁
상품, 펀드를 구매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이익을 획득한 경우, 앞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③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경제 조직, 사회조직 등 기관에서 겸직하거나
비준을 받았어도 보수, 상여금, 수당 등 별도의 이익을 받는 경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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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5조 ① 직권 또는 직무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배우자, 자녀와 그 배
우자 등 친족과 기타 특정 관계인을 위해 심사, 감독관리, 자원개발, 금
융신용대출, 대종상품구입, 토지사용권양도, 부동산개발, 프로젝트구매
입찰 및 공공재정 지출 등의 방면에서 이익을 도모한 경우, 경위가 비
교적 경미하면 경고 또는 엄중경고 처분을 하고, 경위가 비교적 엄중하
면 당내직무를 취소하고 당내관찰 처분을 하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당
적제적 처분을 한다.
② 직권 또는 직무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등 친족과 기타 특정 관계인을 위해 예금을 유치하거나 금융상품을 판
매하는 등 도움을 제공하고 이익을 도모한 경우, 앞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제96조 ① 당원 영도간부 퇴직 혹은 은퇴 후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
전 직무에서 관할한 지역 및 업무 범위 내의 기업과 중재 기관의 초빙을
받거나 당원 개인이 이전에 관할하던 업무 관련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사안이 경미하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비교적 무
거우면 당내직무 박탈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관찰 처분한다.
② 당원 영도간부 퇴직 혹은 은퇴 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상장 회사
혹은 펀드관리 회사의 독립이사, 독립감사 등 직무를 맡은 경우 사안이
경미하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면 당내
직무 박탈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관찰 처분한다.
제97조 당원 영도간부의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영도간부 관할 지역과 업무범위 내에서 공평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활동을 하거나 당원 영도간부가 관할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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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안의 외자기업, 중외합자기업에서 외국 측이 위임하고 초빙
하는 고위급 직무를 맡거나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임직·겸직하여 보수
를 받은 경우 해당 영도간부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바로 잡지 않
은 경우, 본인이 현 직무를 그만두거나 조직이 그의 직무를 조정해야
한다. 현재의 직무를 그만두지 않거나 조직의 직무조정에 복종하지 않
은 경우에 당내직무 박탈 처분한다.
제98조 당과 국가기관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상업에 종사하고 기업을
창립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당내직무 박탈 처분한다.
제99조 당원 영도간부가 업무, 생활보장제도를 위반하여 교통, 의료, 경
호 등 분야에서 본인,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등과 기타 특정
한 관계자의 특수 대우를 도모하는 경우 사안이 비교적 무거하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
찰 처분한다.
제100조 주택을 배정받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국가, 집단 이익을 침범
하는 경우 사안이 경미하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비교
적 무거우면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적제명 처분한다.
제101조 ① 직권 혹은 직무상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본인이 아닌 타인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공적·사적 재물을 빼앗기거나, 상징적인 지불 등
방식으로 공적·사적 재물을 빼앗기거나, 무상, 상징적인 보수 지불로
서비스를 받고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사안이 경미하면 경고 혹은 엄중
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면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적제명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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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권 혹은 직무상의 영향력을 이용해 본인,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등 친척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산하기관, 기타 기관 혹은 타
인에게 지불하게 하거나 청구하는 경우 앞 조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2조 ① 직원 혹은 직무상의 영향력을 이용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공물(公物)을 사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안이
경미하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면 당내
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적제명 처분한다.
② 공물을 점용해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사안이 경미하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면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
관찰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적제명 처분한다.
③ 타인에게 공물을 빌려주어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전 조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3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공금으로 연회, 고소비 오락 활동, 헬스
활동을 조직하고 참가하거나, 공금으로 구매증정하거나 선물, 상품권
을 나눠주는 경우에 직접 책임자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사안이 경미하
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면 당내직무 박
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적제명 처분한다.
제104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스스로 임금을 정하거나 수당, 보조금,
상여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사안이 경미하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
면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적제명
처분한다.
제105조 ①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한 가지라도 발생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자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사안이 경미하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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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면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하고 사
안이 엄중하면 당적제명 처분한다.
(1) 공금여행 또는 학습교육, 시찰연구, 직원휴양 등 명의로 하는 변칙
적 여행
(2) 공무일정을 변경하여 여행하는 경우
(3) 관리기업, 하급단위에서 조직한 시찰 활동에 참가한 기회에 여행을
하는 경우
② 시찰, 학습, 훈련, 연구토론, 투자유치, 전시회 참석 등 명의로 하는
변칙적 해외 출국(境) 여행을 하는 경우, 전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6조 공무접대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기준 외, 범위 외 접대하거나 멋
대로 먹고 마시는 경우에 직접 책임자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사안이 비
교적 엄중하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직
무 박탈 처분한다.
제107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용 교통도구를 배정하거나 구매하거
나 교체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공무용 교통도구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자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사안이 경미
하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면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적제명 처분한다.
제108조 ① 회의활동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와 같은 한 가지라도 행
위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사안이 비교적
엄중하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직무 박
탈 처분한다.
(1) 공무회의 개최가 금지된 풍경 명승지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2) 각종 기념일, 축제일 등에 회의를 결정하거나 비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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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멋대로 업적 표창 활동을 개최하거나 이를 빙자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 앞 조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9조 공무용 사무실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와 같이 한 가지라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사안이 비교
적 무거우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직무
박탈 처분한다.
(1) 사무실과 교육센터 등 멀티플렉스 건물을 건축하거나 인테리어 하
기로 결정하거나 비준한 경우
(2) 기준을 초과하여 사무공간을 배정, 사용하는 경우
(3) 공금으로 방을 세 놓거나(包租), 객실을 점유하거나 혹은 기타 장소
를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제110조 권력과 여자를 거래하거나 혹은 재물을 주고 권력과 여자를 거
래하는 경우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한다.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면 당
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적제명 처분
한다.
제111조 기타 청렴기율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
안에 따라 경고 혹은 당적제명 처분한다.

제9장 군중기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제112조 ① 아래와 같은 행위가 한 가지라도 발생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
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사안이 경미하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면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하고 사안
이 엄중하면 당적제명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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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과 범위를 넘어서 군중의 자금을 조달하거나 비용을 부담시키
고 군중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
(2)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군중의 재물을 구류하거나 압수하거나 군중
을 처벌하는 행위
(3) 군중의 재물을 착복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군중들의 돈을 체
납하는 행위
(4)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 서비스 활동에서 비용을 받는 행위
(5) 군중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군중을 괴롭히거나 횡령, 불법 점유,
금품요구 행위
(6) 인민군중 이익을 침범하는 기타 행위
② 빈곤퇴치 영역에서 상술한 행위가 있는 경우, 가중 처분한다.
제113조 군중의 생산경영 자주권을 간섭하여 군중의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 직접 책임자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한다.
제114조 사회보장, 정책지원, 구제물자 배정 등 사항에서 친척이나 친구
를 우대하여 공평하지 못한 경우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경위가
비교적 엄중하면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한다. 경위가 심각
할 경우 당적제적 처분을 한다.
제115조 종교 또는 범죄조직 등을 이용하여 대중을 억압하고, 또는 범죄
활동을 종용하여 범죄세력의 ‘보호 우산’ 역할을 하는 경우, 당내직무
를 박탈하거나 당내관찰 처분을 한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당적제적 처
분을 한다.
제116조 아래와 같은 행위가 한 가지라도 발생하는 경우에 직접 책임자
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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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한다.
(1) 인민들의 생산과 생활과 결부된 이익 문제에 대해 정책이나 관련
규정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해결하지 않고, 업무
효율이 낮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
(2) 정책에 부합하는 군중의 문제제기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을
미루고 당과 군중 관계, 간부와 군중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
(3) 군중을 대하는 태도가 악랄하고 거칠어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
(4) 허위로 날조하고 윗사람을 기만하고 아랫사람을 속이고 군중이익
을 해치는 행위
(5) 기타 직무유기, 근거 없이 마음대로 행하여 대중이익을 침해한 행위
제117조 맹목적으로 채무를 지고 일을 만들고(铺摊子) 프로젝트(项目)를
시작하여 인민을 고생시키고 재물을 낭비하는 ‘이미지 작업’, ‘치적 작
업’(政绩工程)을 하여 국가, 집단, 혹은 군중 재산과 이익에 중대한 손
실을 입히는 경우, 직접 책임자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경고 혹은 엄중
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직무 박탈, 당내관찰 또는 당적제
적 처분한다.
제118조 국가재산과 군중의 생명 및 재산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 구조
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엄중
경고 혹은 당내직무 박탈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관찰 혹은 당
적제명 처분한다.
제119조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당무, 정무, 공장 업무, 농촌 업무 등을 공
개하지 않고 군중의 알 권리를 침범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와 영도 책임
자에 대해 직접 책임자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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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직무 박탈 혹은 당내관찰 처분한다.
제120조 군중기율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고 나아가 당적제명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제10장 업무기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제121조 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지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
히 하고 상급의 정책결정의 집행, 감독, 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당,
국가, 인민 이익 및 공공재산에 비교적 큰 손실을 입히는 경우 직접 책
임자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경고, 엄중경고하고 중대한 손실을 입히면
당내직무 박탈 처분, 당내관찰 혹은 당적제명 처분한다.
②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 이념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직책 범위 내의 문제에서 실책하여 비교적 큰 또는 심각한 손실을 초래
한 경우 가중하여 처분한다.
제122조 아래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경우, 직접
책임자와 지도 책임자는 그 경위가 경미할 경우 경고 또는 엄중경고 처
분을 한다. 경위가 비교적 엄중할 경우 당내직무 취소 혹은 당내관찰
처분을 하고, 경위가 심각할 경우 당적을 제적한다.
(1) 당중앙의 정책결정을 집행함에 있어 태도만 밝힐 뿐 실행하지 않는 경우
(2) 여론몰이에 열중하고 업무를 착실하게 하지 않는 경우
(3) 단순히 회의와 문건만 만들고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4) 업무과정에 형식주의, 관료주의 행위가 있는 경우
제123조 당조직은 아래와 같은 행위가 한 가지라도 있는 경우 직접 책임
자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경고, 엄중경고를 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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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박탈, 당내관찰 처분한다.
(1)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당원에 대해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당기율 처
분을 하지 않거나 국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당기율 처분
을 하지 않은 경우
(2) 당기율 처분 결정 혹은 상소 재조사 결정을 내린 후에 규정을 따르
지 않고 처분을 당하는 자의 당적, 직무, 직급, 대우 등 사항을 관
찰시키지 않은 경우
(3) 당원이 처분을 받은 후 간부관리 권한과 조직 관계에 따르지 않고
처분을 받은 당원에게 일상의 교육, 관리, 감독 등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제124조 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도망가는
경우 직접 책임자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경고, 엄중경고를 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직무 박탈 처분한다.
②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나가버린 경우 직
접 책임자와 영도 책임자에 대해 경고, 엄중경고를 하고 사안이 엄중하
면 당내직무 박탈 처분한다.
제125조 ① 상급의 검사, 시찰 업무 혹은 상급 기관에 업무를 보고할 때
마땅히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
아 심각한 손실 혹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에 직접 책임자와 지도
책임자에 대해 경고, 엄중경고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직무 박탈 처
분, 당내관찰 처분한다.
② 상급의 검사, 시찰업무 혹은 상급에 업무보고를 할 때, 하급에 거짓
말, 허위사실을 말하도록 종용, 암시, 교사, 강박한 경우, 가중하여 처
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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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당원 영도간부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제 활동을 간섭하
거나 개입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가 한 가지라도 있고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면
당내직무와 당내관찰 처분하고 사안이 매우 엄중하면 당적제명 처분한다.
(1) 건설 프로젝트 하청, 토지사용권 양도, 정부구매, 부동산 개발 및
경영, 광산자원개발 이용, 중재기관 봉사활동 등에 간섭하거나 개
입하는 행위
(2) 국유기업 개편, 합병, 파산, 재산권 거래, 자산정리 및 자금조합, 자
산평가, 자산양도, 중대한 프로젝트 투자 및 기타 경영활동 등 사항
을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3) 각종 행정허가와 자금대출 등 사항을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4) 경제 분쟁을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5) 집체자금, 자산과 자원의 사용, 분배, 도급, 임대 등 사항을 간섭하
거나 개입하는 행위
제127조 ① 당원 영도간부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법 업무, 기율 및
법률 집행 업무를 간섭하고 개입하여 관련 지역 혹은 부서에 정보를 알
아보거나 청탁하거나 기타 방식을 통해 사법 활동, 기율 및 법률 집행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비교적 무
거우면 당내직무와 당내관찰 처분한다. 사안이 매우 엄중하면 당적제
명 처분한다.
② 당원 영도간부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공공재정 자금배정, 프로젝
트 입안 심사, 정부 장려 표창 등 업무를 간섭하고 개입하여 중대한 손
실이나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앞 조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8조 ① 당조직의 간부선발 임용 관련 사항, 기율심사, 순시순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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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은 사항 혹은 기타 기밀내용을 누설하거나 확산, 염탐, 절
취하는 경우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면 당내
직무와 당내관찰 처분한다. 사안이 매우 엄중하면 당적제명 처분한다.
② 당조직의 간부선발임용 관련 사항, 기율심사, 순시순찰 등 자료를
사적으로 보존하는 경우에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면 경고 혹은 엄중경
고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직무 박탈 처분한다.
제129조 시험, 채용 과정에서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시험장에서 부정행
위를 하거나 시험지에서 낙서하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채용하는 경우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면 당내직무와 당
내관찰 처분을 해야 하다. 사안이 매우 엄중하면 당적제명 처분한다.
제130조 부당한 방식을 통해 본인이나 타인이 공금으로 출국(境)가는 것
을 도모하는 경우 사안이 경미하면 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비교적 무거
우면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업무 박탈 처분한다.
제131조 임시 출국(境) 단체(그룹) 혹은 인원 중의 당원이 함부로 국(境)
외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노선을 변경하는 경우에 직접 책임자 혹은
영도 책임자에 대해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
내업무 박탈 처분한다.
제132조 주외(驻外) 기관 혹은 임시 출국(境) 단체(그룹) 중의 당원이 주
재국가, 지역의 법률, 법령을 위반하거나 주재국가, 지역의 종교 습관
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내
직무 박탈, 당내관찰 혹은 당적제명 처분한다.
제133조 당의 기율검사, 조직, 선전, 통일전선 업무 및 기관 업무 등 기
타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고 손실 혹은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고처분 혹은 당적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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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다.

제11장 생활기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제134조 생활이 사치스럽고 향락을 탐내고 저속한 취미를 추구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
하면 당내직무 박탈 처분한다.
제135조 ① 타인과 부당한 성관계를 유지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
는 경우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하고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면 당내직
무 박탈, 당내관찰 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당적제명 처분한다.
② 직권이용, 사제관계(教养关系), 종속관계 혹은 기타 관계를 이용해
타인과 성관계를 갖은 경우 가중 처분한다.
제136조 당원간부가 건강한 가정을 중시하지 않고 배우자, 자녀, 자녀배
우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부정적 영향 또는 심각한 결과
를 초래한 경우, 경고 또는 엄중경고 처분을 한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당내직무를 취소한다.
제137조 사회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위반하고 공공장소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경고 혹은 엄중경고 처분
하고 사안이 비교적 무거우면 당내직무 박탈, 당내관찰 처분하고 사안
이 엄중하면 당적제명 처분한다.
제138조 사회공덕, 가정미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고 혹은 당적제명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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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부칙
제139조 각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당위원회는 본 조례
에 근거하여 각자의 실제 업무 상황을 결합하여 개별 실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140조 중앙군사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라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
무장부대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보완 규정 혹은 개별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141조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본 조례를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142조 ① 본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② 본 조례가 실시되기 전에 이미 종결된 사건이 재조사, 재심의 할 경
우 당시의 규정 혹은 정책에 적용한다. 판결을 내리지 않은 안건과 같
은 경우에 당시의 규정 혹은 정책에 따라 기율을 위반하지 않고 본 조
례에 따라 기율위반하면 당시의 규정 혹은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만약
에 행위 발생 시 규정 혹은 정책에 따라 기율을 위반하였으면 당시의
규정 혹은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례에 따라 기율을 위반하지 않
거나 비교적 가벼운 처리를 하면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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