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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국문요약❙
광활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 40여 년간의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서 강
대국으로 부상하여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중국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이해하
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당과 국가기구, 정부와 기업, 중앙과 지방정부, 국
제관계 등의 모든 차원을 유기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해야 입체적이고 타당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정운영의 여러 차원 중에서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에 초점을
두고 둘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에 관한 적실성과
타당성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에 관한 이론, 실태, 국정운영, 정책과정과 행정자원, 제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첫째,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국문, 중문, 영
문, 일문 문헌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ⅰ) 국문은 분권과 집권, 재정개혁, 협력
거버넌스에, ⅱ) 중문은 중앙-지방정부 관련 분권, 재정개혁, 정책결정 등에,
ⅲ) 영문은 재정결정, 권력배분, 분권화, 지방정부의 행위, 성과관리, 규제 및
서비스, 회계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역동성 등에, ⅳ) 일문은 사회주의체제라는
정치체제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방분권, 경제적 관점에서 양자의 관계
등을 연구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국정운영, 중앙과 지방 관계의 주요
논점, 지방정부의 이해를 모색하였다. ⅰ) 국정운영의 차원을 크게 국가와 사
회, 당과 국가기구,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국제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는데,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 초점을 두었다. 이어서 ⅱ)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논점(집권과 분권,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상호작용),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개념, 유형,
권력, 권한과 직권, 권력배치)를 다뤘다. ⅳ) (함의)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의

발전은 국가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이며, 중국은 단일제 계층 거버넌스 구조를
실행하고 있다. 이론상, 중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및 상급 정부의 파출기관
으로 모든 권력은 중앙에 있고, 지방정부 권력은 중앙정부와 상급 정부가 부
여한 것이다. 실제상, 중국 지방정부의 권력은 연방제 국가의 주와 지방정부
보다 크다. 중앙-지방 관계의 기본적인 시각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과 지방
분권의 파동이 이어졌고, 현실적으로 중국 단일제의 국가구조를 강조하고, 정
책상 집권-분권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중국 중앙-지방의 제도적 특징은 집권
적이고 민주체제가 완비되지 못하고, 수직적 기능분화가 불명확하다는 것이
다. 셋째,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적 검토, 즉 ⅰ) 중앙-지방 권한배분의 관
점으로 중앙집권론, 지방분권론, 균권이론(중앙-지방 기능의 분업과 협업 강
조)을 다루고, ⅱ)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의 주요 모형에 관해 중국학자들은
단일제(민주집중단일제, 복합적 단일제, 불균형단일제) 모형, 분절화 권위이
론, 사실상 연방주의, 주인-대리인 모형 등을 논의한다. ⅲ) 중앙-지방정부
관계 이론을 보면, 단일제 국가 내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일급 행정구역
정부와의 관계, 운영기제 관점(이양-회수순환설, 권한부여설, 비영합적 게임,
재정분권설, 재정집권설), 체제구조 관점(중국식 연방제, 분할된 권위주의설,
합리적인 분권설, 선택적 집권설, 다층집권설), 국가와 사회 관점(이차분권설,
집권분권균형설)이 제시된다. ⅳ) 중앙-지방 수직관계 이론을 보면, 직책동구
설(정부 수직의 직책배치와 기관설치는 전형적인 상하대응 및 좌우대칭), 조
괴관계설(조직은 수직적인 계층 정부와 수평적인 직능부서로 분화, 양자는 서
로 작용), 압력형체제설(위에서 아래로 압력기제를 확립하여 효율성 추구), 평
가대체형 감독(주기적인 평가로 지방정부 행위 감독)으로 파악하였다.
제3장은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를 역사적 맥락, 행정구획 및 행정
체제 그리고 중앙-지방정부 관련 인식조사로 분석하였다. 첫째, 역사적 맥락
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주요 변수인 근본사상(대일통), 기본제도(봉건제도
및 군현제), 중앙과 지방의 계층구조(황제 중심제, 횡적 체계로서의 지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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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 조직으로서의 계층구조), 권력배분의 구성요소(행정권, 재정권, 군사․사
법권)에 따라 ⅰ) 봉건제로부터 군현제를 상·주의 봉건제, 진의 군현제와 중
앙집권, 한의 군국병행제, 동한의 외중내경, 수의 지방행정, 당의 도제, 송의
중앙집권 쇠퇴, 원의 행성제, 명·청의 지방행정제도, 그리고 중화민국의 중앙
-지방관계, ⅱ) 마오쩌둥 시대(신중국 이전 상황, 신중국 성립과 집권화, 집권
과 분권의 순환), ⅲ) 개혁개방 이후 중앙-지방 관계(덩샤오핑 시대, 장쩌민
시기, 후진타오 시기, 시진핑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ⅳ) (함의)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는 집중과 분산의 순환고리처럼 반복
해왔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중앙의 구심력과 지방
의 원심력 간의 균형상태, 즉 구심력이 강할 때 강력한 집권화가 이루어졌고
(内重外轻), 반대로 원심력이 강할 때에는 분절과 분열의 국면(外重内轻)이
야기되었다. 둘째, ⅰ) 중국의 행정구획을 취지, 국가전략 주도 행정구획 개혁,
행정구획과 국가 거버넌스, 중국 행정구획 개혁의 흐름으로 분석하였다. 행정
구획은 국가권력 형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국정운영의 기본제도 틀이며 많
은 영역의 개혁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국가전략 주도 행정구획 개혁은 신
형 도시화의 기초로 중국 지역발전의 기반이며, 국가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기제이다. 행정구획의 변동은 국가전략, 지역 일체화, 도시 간 연계와
관련된다. 행정구획 개혁은 행정간소화, 권한이양, 공공서비스와 거버넌스 구
조개선이란 흐름을 띤다. ⅱ)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체제[성급 정부, 지시급
정부(성시 구별, 지시급 정부의 역사 형성, 지시급 정부의 권력과 기구), 현급
정부(중국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지방정부), 향진 정부(최저 기층정부로 민중
과 각종 사회조직과 대면), 특별행정구(홍콩과 마카오)]를 분석하였다. 신중국
이 성립한 이후 1단계(1949~1954년)의 지방정부는 대구(大区), 성(省), 현
(县), 향(乡) 4급 체계를 설치하여, 해방전쟁 시기 군정일체의 관리 모형을 답
습했다. 2단계(1954~1966년)에서 중국은 대행정구제도를 취소하고, 지방정
부는 성, 현, 향(인민공사) 3급 체계였다. 3단계(1966~1976년)로, ‘문화대혁명’의

충격을 받아서 지방 각급 정부와 행정구역의 배정은 혼란에 빠졌다. 4단계
(1976~현재)에서 지방정부기관은 성, 현, 향 3급 체계와 성, 시, 현 향 4급
체계를 동시에 병존하는 구도였다. 셋째, 인식조사를 검토하는 이유는 중국
지방정부의 운영 효율성 수준, 지방정부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 수준, 지방
정부 경쟁 수준, 중앙의 지방통제 수준 등을 파악하여 중국 지방정부 운영의
현실을 직간접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ⅰ) 지방정부의 효율성 및 만족도
분석을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지방정부 효율성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효율성
상황도 불투명하다. 조사결과, 피조사자들은 현지 공공안전 서비스 수준과 효
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야 23%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 공개 투명도,
민생개선, 정부 부서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아 5%도 안 된다. 동시에,
인민은 관료주의 해소 및 효율성에 대한 불만족도가 매우 높아 72.46%에 이
른다. ⅱ) 한편, 중국 지방공무원의 일반적인 능력을, H성 공무원의 직무적합
성으로 판단한 결과, 자아인지 및 규범준수 능력, 판단추리 능력, 의법행정
능력 등 세 항목이 중요한 지표인데, 표본 지역의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들
의 언어표현과 작문 능력이 가장 뛰어나지만, 반대로 자아인지와 규범준수 능
력은 가장 취약하다. ⅲ) 중국 지방정부의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
면, 각급 정부 간 경쟁 수준에 관해 82%의 응답자가 경쟁이 가장 심한 곳으
로 시급과 지시급을 꼽았으며, 성급과 향진급의 경쟁은 비교적 덜하다고 응답
했다. 한편, 지방 간 경쟁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63%의 응답자가 정치업적
평가와 진급에 대한 현행 평가제도를 꼽았으며, 이는 지방관료들이 더욱 본인
들의 치적에만 집중하게 만든다고 인식했다. ⅳ) 중앙의 지방통제에 관한 인
식 수준을 보면, 县위원회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중앙-지방 관계와 관련하
여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힘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일부 현 위
원회 서기는 오늘날 현급 정부가 “제한적인 권력, 부족한 재정과 무한한 책임”
의 모습을 띠고 있는 만큼 “권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온전치 않은
정부”, “팔과 다리가 부족한” 정권의 특징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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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능력 밖의 일을 모두 떠안은” 정부라고 인식했다.
제4장은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통해서 중국 국정운영(治国理政)을 이해하
기 위해서 리일분수(理一分殊) 모형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중국 국정운영에
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다루면서, 중국의 국정운영 차원, 중국의 국정운
영 논의 흐름, 문제제기(중국에서는 지방의 관습을 존중하는 방식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형성하며 유지·발전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조건으로 이해)를 하였다. 둘째,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의 관계 모형은 리일분수로 설명하면, 당중앙의 총서기는 오직 ‘하나(理
一)’지만, 각급의 지방정부와 당조직에는 서기가 ‘없는 곳이 없다(分殊)’. 중

앙과 지방정부의 각각에 포진해 있는 그 서기들을 중심축으로 종적·횡적 관
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중국의 국정운영은 작동된다. 리일분수 모형의 실제
사례를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에 적용하여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의 관계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셋째,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리일분
수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지도적
성격의 문건에는 거시적 차원의 계획과 철학, 목표, 방향은 있지만, 일반적으
로 그 문건에 담아야 하는 구체적 내용은 결여된 ‘모호함’을 유지한다. 이것
은 역설적으로 지방정부가 자신의 현실적 조건과 입장에서, 정책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상대적 독자성 혹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한
편, 리일분수와 다른 모형을 비교한다면, 중국의 전통적․사상문화적 관점과
신중국 성립 이래의 국정운영의 프로세스를 접목하여 설명한 리일분수 모형
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수직적 관계에서 그 상호작용의 작동원리에 관한 풍부
한 설명과 이해를 하는데 더욱 적합하다는 점이다. 요컨대, 중국의 국정운영
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한마디로 일(一)과 다(多)의 관계이다. ‘공산
당의 영도 아래’라는 의미는, 곧 중국에서 모든 관계는 당과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기업, 사회조직, 공민이 참여하는 모든
기구에 3명 이상의 당원이 있으면, 당조를 설치하는 시스템과 연관되며, 이

당조의 리더는 당연히 서기가 맡는다. 넷째, 중앙-지방정부 관점에서 마오쩌
둥 시대부터 시진핑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의 공통점은 ‘중앙의 권력’
을 얼마나 지방정부에 내려놓을 것인가와 지방으로부터 회수할 것인가? 즉,
중앙의 관점에서, 그 방권(放权)과 수권(收权)의 둘 사이에서 과연 어디서 균
형을 잡아야 가장 효과적인 ‘중앙 중심’의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가에 있다.
제5장은 중국 국정운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정운영을 실질적으로 작동시
키는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과 행정자원 및 관리감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ⅰ)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행사를 보면
제도화·민주화·이성화 수준이 모두 여전히 낮고, 중국 지방정부 권한행사는 가
치(인민을 위한 봉사), 협조, 통합, 격려, 감독, 적응 기제로 작동된다. ⅱ) 중
국 정책결정의 기제는 이급분층 정책결정 기제(수직적으로 정부 정책결정 주
체는 중앙과 지방 정책결정 공동체)로 설명된다. ⅲ) 정책결정의 특징은 상하
결합, 협상소통, 다양한 참여, 과학논증, 집단결정으로 설명된다. ⅳ) 지방정
부의 정보 원천은 중앙정부, 싱크탱크, 대중에서 나온다. ⅴ) 중국 정책집행은
관료 모형, 동원 모형, 경합 모형(위에서는 정책, 아래에서는 대책)으로 논의
된다. ⅵ) 중국의 정책집행 구조는 헌정구조와 당헌구조로 구분된다. ⅶ) 지방
정부의 정책과정의 왜곡은 형식적인 정책시행, 정책적 결함, 정책 추가, 정책
교체, 정책의 지체, 정책의 답습, 정책의 오용, 정책의 투기, 정책 위반, 정책에
대한 저항, 임의적인 정책, 정책의 무능함으로 나타난다. 둘째,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행정자원을 파악하고, 이어서 행정자원의 유형을 크게 정부조직과 인
적자원, 재정예산 및 사무처리직권, 법령으로 분석하였다. ⅰ) 정부직능(정부
기능)의 구분(정치직능, 경제직능, 문화직능, 사회직능),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직능, 정부직능과 책임기제, 지방정부의 업무, 정부직능의 재조정을 분석하였다.
ⅱ) 정부조직은 정부구조, 정부 영도체제, 지방정부기관 설치, 지방 대부제 개
혁의 주요 모형을 다뤘다. ⅲ) 인적자원은 당군계통과 정부계통으로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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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별, 중국 공무원의 직무와 급별을 다뤘다. ⅳ)
지방재정의 기본 요소(사권, 재력, 재권, 예산), 재정예산(재정체계, 예산분류,
정부 간 재정체계의 변화, 국가와 지방 재정수입 및 지출, 중앙예산과 지방예
산 편제)을 분석하였다. ⅴ) 사권은 중앙-지방정부의 사무처리직권이며, 사권
의 범위와 배분 실태를 분석하였다. ⅵ) 법령은 헌법상 국무원과 지방정부 규
정, 지방정부의 법규 및 규장, 지방조직법의 취지와 한계를 다뤘다. 셋째, ⅰ) 중
앙-지방정부 관리체계를 지방정부관리의 취지, 지방정부 계층별 관리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ⅱ) 중앙의 지방정부 감독통제를 지방정부 행위에 대한 책임, 문
책제도(중앙 및 지방 차원), 재정통제, 성과평가를 통한 통제를 다뤘다.
제6장에선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어렵게 하는 제약을 거시맥락, 제
도, 행위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제약) 권력배분 규범의 부족, 수직적․수평적 모순,
지방정부 이익 이질화, 국가기구 간의 감독제약 기제 미흡을, ⅱ) (경제체제의
제약) 지역간 격차 및 유동성, 계획경제체제 하의 지방재정, 시장화 개혁 및
지방재정 문제, 중국 지방재정 문제 부각을, ⅲ) (가치적 제약)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치적 가치,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ⅳ) (지방 거버넌스의
제약) 거버넌스 관련 제도의 한계, 거버넌스 관련 주체의 한계, 거버넌스 관련
자원(재력, 인력, 물력)의 한계, 거버넌스 관련 도구(정보기술, 계약)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제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ⅰ) (법적
제약) 법치화 문제, 헌법 규정의 문제, 거버넌스 법제화 문제를, ⅱ) (중앙-지
방정부 관련 기능 제약) 기능과 책임의 불일치, 비합리적 기능조정, 과도한
경제기능 강조를, ⅲ) (중앙-지방정부 관련 제도의 제약) 수직관리제도의 불
합리, 권력배치의 문제, 평가제도의 제약을 분석하였다. 셋째, 행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ⅰ) 지방행정 권력의 확대, 지방정부 정책결
정력 취약(정책결정 규범 미흡, 정책결정 과정의 혼선)을, ⅱ) 지방보호주의
및 사익추구행위를, ⅲ) 지방정부 이익표출의 제약은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

부족(참여 주체의 부족, 사회참여의 배척, 자문기관 경시 태도), 이익표출 기제
미흡을 분석하였다.
제7장에선 중국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역시 거시맥락, 제
도, 행위 차원에서 그 방향 및 방안을 통해서 전망하였다. 첫째, 거시맥락 차
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에서 ⅰ) 중국 거버넌스의 논리, 중
국 거버넌스 추진과정, 중국 거버넌스의 핵심요소 및 역할을, ⅱ) 중국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의 방향은 환경 변화, 중국 거버넌스 지향, 좋은 거버넌스
(good governance)를, ⅲ) 중국정부의 거버넌스 방안은 중국 거버넌스 전
략, 지방정부의 권력배치 개혁, 중앙-지방 협업 거버넌스를, ⅳ) 행정구획의
개혁 원칙(다목표 최적화 원칙, 과학적 원칙, 실행가능성 원칙), 행정구획 개
혁에 대한 태도, 행정구획 개혁의 접근, 행정구획 전략을 소개하면서 전망하
였다. 둘째, 제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전망은 ⅰ) 직능 및 직책 재
조정의 방향, 지방정부의 직능직책 합리화 방안(과학적인 시․구 권력과 책임
규범화, 시장경제 직능 수행, 직능작용 발휘, 정책조정력 강화)을, ⅱ) 지방 재
정관계의 개혁(입법화, 정부간 수입의 구분, 중앙과 지방의 사권구분,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출 합리화, 성 이하 재정관계 규범화), 사권의 개혁(사권개
혁의 원칙인 전유사권과 공유사권, 사권개혁의 방안과 절차)을, ⅲ) 통치권 분
권, 중앙-지방 권한 법제화, 중앙-지방정부 관련 법령(입법권, 법령제정, 지방
조직법)을, ⅳ) 지방정부 권력 및 책임목록, 지방정부 관리체계 개혁, 시장 감
독관리 합리화, 행정감독체계 구축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행위적 차원의 중
앙-지방정부 관계는 ⅰ) 지방정부 행위자 역할의 방향 및 방안으로 행정권력
제약 및 책임규명, 지방정부 행위자 적극행정 지향, 이익표출 활성화를, ⅱ)
중앙-지방정부 갈등관리의 방향 및 방안으로 갈등 해결, 지방보호주의 개선
방안을, ⅲ) 지방 거버넌스를 통한 관민 상생을 설명하였다.
제8장에선 정책제언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거시맥락 차원의
국정운영에서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 지방행정제도는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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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정치적 정당성과 자치권을 가진다. 그러나 당국가체제가 아니면서도
지방의회는 중앙 정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분권화의 경제적 효과를 지
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분권화의 본래 취지를 희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분
권화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치적 균형, 자치단체 내부의 정
치적 견제와 균형의 조화, 공직사회 내부의 역량강화 등이 요구된다. 둘째,
제도 차원의 국정운영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한 권한이 지방에 없는 문제
와 권한과 사무만 지방으로 이양되고 재원이 이양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권한으로 전락하는 한계가 지속된다. 중국이 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을 조정하듯, 우리나라 역시 지방의 재구조화가 필요하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각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 위에서 상호 협력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를 이해할 경
우, 보편성과 특수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논의된 리일분수 모형은 중국 정
치행정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처럼 획일화된 하나의 가치나 이념을
지향하는 단일사회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존중되는 다원사회에선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중국의 조괴관계는 중앙정부
우위에서 각 부문이 하급 지방정부를 통제․관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나
라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일방적 사업진행 등이 발생한다. 셋째, 행위
차원의 국정운영에서 중국 지방행정 권력의 토호세력화로 인한 권력의 사유화,
권력행사의 자의성, 인적관계에 의한 비합리적인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비록 지방행정 권력의 토호세력까지는 아니라도 자치단체 공무원
의 주민에 대한 대응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중국과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기술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상생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연구 내용과 결과를 대중국 전략수립과 정책
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정부 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적실성을 가진 처방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시대의 치열한 상황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비즈니스 활동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하
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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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역사적으로 수많은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쳤다. 흥하고 망하는 과정은
인간의 생로병사와도 같다. 다만, 어떤 왕조나 국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번영을 누리고, 어떤 경우는 갑작스럽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경우도
숱하게 많다. 그렇다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수많은 요인과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정이나 학교, 더 나아가 사회나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운영과 관
리를 잘 하여 성장하고 발전하여 안정을 누리기를 바랄 것이다. 이렇듯,
어느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등)이든 운영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 그 조직의 건강과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지을 것이다.
세계화(Globalization)보다 다시 국가주의, 민족주의, 포퓰리즘이 부
각되고 있는 국제정치 흐름(Reno, 2019)에서, 각 국가마다 국정을 어떻
게 운영하고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 더 나아가
국민의 행복 수준은 좌우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정운영이란 무슨 의미일까? 정치적으로나 행정 실무적으
로는 국정운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학술적으로 이 용어를 명료
하게 정의한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해선 국정운영에서 다루어야 할 차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국정운영에서 고려할 차원은 우선, 국정운영의 주체이자 객체
가 될 수 있는 국가와 사회 또는 사회와 국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다음,
국가와 사회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국가기구,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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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관한 차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그 나라의 국정은 정합성(congruence)을 가지고 제
대로 운영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 관계도 중요하게 고려할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정운영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차원 중에서, 특히 중앙
과 지방정부에 초점을 두고서, 관련 주요 논점을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
영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어느 국가이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관계에 따라 국민, 시민, 주민 등이 직면한 정책문제나 난제
(wicked issues)가 무엇이고, 이들이 주장하는 행정수요나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충족해야 할지에 대한 접근, 방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은 근대국
가 개념이 정립되던 초기부터 서구와 다른 역사적 경로를 밟아왔고, 지방
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해와 중앙-지방 거버넌스 방식도 서구와 큰 차이
를 보여왔다. 근대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한 방
향으로만 흐르는 사회 지배적 권력이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근대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아래에서 위로, 사회를 통한 새로운 기반적 권력
(infrastructural power)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적 권력이 만
들어지는 지방이라는 공간에 대해 국가는 통치체제로서의 ‘실천적 권위
(practical authority)’를 인정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수직·수평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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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된 국가체제가 완성된다. 이것이 서구의 근대국가 형성의 한 경로이
며, 실천적 권위를 인정받은 지방이라는 공간은 자치적으로 운영되어 오
늘날 서구 국가의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 각국은 고대로부터 중앙-지방의 수직적 관계를
통한 국가운영의 전통을 갖고 있었고, 서구와 같은 시민혁명을 거치지 못
한 채 근대국가로 이행함에 따라 지방이라는 공간이 기반적 권력으로 작
동하지 못하였다. 동아시아 3국 모두 지방은 강력한 중앙정부에 의해 국
가발전에 동원되었으며,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의 권위는 인
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각국은 민주주의 성숙과 경제발전에
따라 점차 지방이 국가운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하였고, 한국과 일본
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완비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 한국과
일본은 중앙과 지방의 거버넌스 시스템 안에서 국가 정책이 실현되고 있
으며, 지방에 대한 이해 없이는 국가운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 모
색이 불가능하다.
비록,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체제상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방이라는
공간에 실천적 권위를 부여하여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통치 시스템 안
으로 편입해야만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지방자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중앙-지방 간 거버넌스를 필연적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를 들여다보
는 것은 중국의 국가 시스템을 파악하여 중국의 국정운영을 이해하는 길
이며, 우리의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3세기 후반 진이라는 통일국가가 형성되었다. 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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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통합의 산물이었다. 그렇지만 진과 같
이 광역을 지배하는 대국이 비교적 역사 초기에 등장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진은 불과 10여 년 만에 망하였지만, 그 이후에 출현한 통일국
가들은 진의 정치체제를 답습하였다. 그리하여 진에 의해 처음으로 구축
된 대규모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는 간헐적으로 단절되기도 했으나 근대에
이르기까지 2천여 년 동안 그 기본 골격을 유지했다. 그와 함께 이 대국은
대외적으로 강력한 비대칭적 국제 질서를 구축하였다. 그렇지만 이처럼
견고한 정치체제를 형성시킨 기제는 무엇일까(김영진, 2015: 23).
광활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 40여 년간의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중국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국가와 사회, 당과 국가기구, 정부와 기
업, 중앙과 지방정부 등의 모든 차원을 유기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해야 입
체적이고 타당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정운영의 모든 차원
을 고려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범위나 설명변수 등이 너무 광범
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바라
본 국정운영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사회주의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서구나 우리
나라와 비교하여 여러 측면에서 특수성을 띨 것이며, 동시에 유사한 보편
성도 가질 것이다.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에 대한 적실성과 타당성을 갖
는 연구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에서 우리나라가 헤쳐 나아가아야 하
는 데 필요한 혜안을 얻고 전략과 대응을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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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중앙-지방정부의 관계는 항상 주목할 수밖에
없다. 14억 여 인구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이 다양하고 복잡한 국
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관건적인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한 이해
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
영 및 정부운영에 관한 적실성과 타당성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함이다. 이
를 위해서는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이론, 실태, 국정운영,
정책과정과 행정자원, 제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하기로 한다.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공공부문뿐만 아니
라 민간부문에서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관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타당성과 적실성을 갖는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상호 내실 있는 교류
협력이 절실한 현실적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위와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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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일반적으로 국정운영의 차원은 국가-사회, 국가기구인 입법-사법-행
정, 중앙-지방, 정부와 기업, 국제관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국정운영의 여러 차원 중에서 국가기구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서
행정부에 초점을 두고 동시에 중앙-지방정부에 주목하여 이를 정부운영
이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이다. 다만 중국
에서 의미하는 ‘중앙’1)은 서구나 우리나라2)와는 다소 다른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본 연구가 의도하는 연구 대상은 주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물론, 연구의
분석이나 설명에 따라서는 ‘중앙’을 당중앙으로 표기하거나 의미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어느 국가이든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 따라 국민, 시민, 주민 등이 직면한 정책문제나 난제
(wicked issues)가 무엇이고, 이들이 주장하는 행정수요나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을 통해서 어떻게

1) 중앙과 지방관계에서 중국의 특수성은 ‘중앙’은 중공중앙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를 지칭한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우선 중공중앙과 地方党委의 관계를 표현하며, 다음 중공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표현하며,
다시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의 관계를 나타낸다(中国行政管理学会编, 2002: 136; 김윤권, 2004: 179에서
재인용). 물론, 공산당이 중국에 들어와서 정권을 잡은 신중국 이전 중국 역대 왕조의 경우 ‘중앙-지방’은 왕
권과 지방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서구에서 통상 ‘중앙-지방’ 관계라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또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특히,
프랑스)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지방’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며, 단지 ‘지방’
이라 하면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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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고 충족해야 할지에 대한 접근, 방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서 연구의 차원 및 문제의식, 연구대상과 방법, 범주와 함의
는 모두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초점을 둔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 간의 관계와 관련된 이론, 실태, 국정운영, 정책과정과 행정자원,
제약, 전망(방향과 방안)이라는 키워드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대상 및 내용, 연구의 방법과 분석틀, 그리고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중앙-지방정부 관계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1절에
서는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국문, 중문, 영문, 일문 문헌
중심으로 검토한다. 2절에서는 국정운영, 중앙과 지방 관계의 주요 논점,
지방정부의 이해를 다룬다. 3절에서는 중앙-지방정부 관계 관련 서구의
관점, 중국의 관련 주요 이론, 수직 정부 간 관계 영향 요인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를 분석한다. 1절에서는 역
사적 맥락에서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를 분석한다.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변수, 봉건시대로부터 중화민국, 마오쩌둥 시대, 개혁개방 이후 중
앙-지방관계를 다룬다. 2절에서는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구획 이해
(취지, 행정구획 개혁, 행정구획 거버넌스), 행정체제(성급 정부, 지시급
정부, 현급 정부, 향진 정부, 특별행정구)를 다룬다. 3절에서는 중국 중앙
-지방정부에 관한 인식(지방정부 효율성,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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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경쟁, 중앙의 지방통제) 수준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분석한다. 1절
에서는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국정운영 차원, 중국
국정운영 논의 흐름, 문제제기를 담는다. 2절에서는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모형을 리일분수(理一分殊) 모형, 이의 실제 적용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 그리고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의 관계적 함의로
다룬다. 3절에서는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에 대한 분
석(리일분수 모형)과 평가(리일분수 모형과 다른 모형과 비교), 중앙-지방
정부 관점에서 본 중국 국정운영을 논의한다.
5장에서는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과 행정자원 및 관리감독을
분석한다. 1절에서는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을 다루는데, 여기
서는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행사, 정책결정의 기제 및 특징, 지방정부의
정보 원천, 분권적 정책결정 모형, 정책집행 모형, 정책집행 구조, 정책과
정의 왜곡을 다룬다. 2절에서는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을 분석
한다. 주요 행정자원으로는 정부직능과 정부조직 및 인적자원, 지방재정
기본요소 및 재정예산, 사권(사무처리직권), 법령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다. 3절에서는 중앙-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을 다룬다. 즉, 중앙-지방정부
관리체계, 중앙의 지방정부 감독통제를 다룬다.
6장에서는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을 분석한다. 1절에서는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을 정치체제의 제약, 경제체
제의 제약, 가치적 제약, 지방 거버넌스의 제약으로 분석한다. 2절에서는
제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을 법적 제약(법치화, 헌법 규정,
거버넌스 법제화의 문제), 기능 제약(기능과 책임의 불일치, 비합리적 기
능조정, 과도한 경제기능 강조), 중앙-지방정부 관련 제도(수직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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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합리, 권력배치의 문제, 평가제도의 문제)를 분석한다. 3절에서는
행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은 지방행정 권력의 확대, 지방
정부 정책결정력 취약, 지방보호주의 및 사익추구행위, 이익표출의 미흡
을 분석한다.
7장에서는 중국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전망한다. 1절
에서는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을 중국 거
버넌스 논리, 중앙-지방 거버넌스 방향,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방안, 행정
구획 개혁의 원칙과 방향으로 설명한다. 2절에서는 제도 차원의 중앙-지
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을 직능·직책 재조정, 재정관계의 개혁, 사권의
개혁, 통치권 분권, 중앙-지방 권한 법제화, 관련 법령, 지방정부 권력 및
책임목록, 관리체계 개혁, 감독관리로 설명한다. 3절에서는 행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을 행정권력 제약 및 책임규명, 적극
행정 지향, 이익표출 활성화, 갈등관리, 지방보호주의 개선, 거버넌스를
통한 관민 상생으로 설명한다.
8장에서는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함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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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
1. 연구의 방법
첫째,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문헌연구를 분석한다. 중국 중앙-지방
정부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국문, 중문, 영문, 일문 문헌으로 검토·
분석한다. 중국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접근에
있다. 이를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헌연구이며, 관련 문
헌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내용을 파악하거나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 사례, 법령 등(법률, 조례, 결정, 통지, 의
견, 지침 등), 정책 관련 문건, 서적 등 문헌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학술
적 분석을 수행한다.
둘째,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적실성과 특수성3)을 반영하는 시각
에서 접근한다. 중국 중앙-지방정부를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
능한 한 학문의 특수성과 보편성, 즉 사회주의 중국의 고유한 제도적 맥
락과 사회과학의 보편적·이론적 논의를 상호 교차적 시각(김윤권 외,
2012: 23)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논거를 제시한다. 사실, 중국 연구에서 어
려운 점의 하나는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각종 문헌이나 인터넷 등
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특히 실태분석에선 간단한 기술통계 자료를 활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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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험적 탐구의 영역으로 사회과학의 실질적 내용에 관한 문제이며, 타당성의 맥락(context of validity)이란,
방법론 또는 과학적 탐구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따져보는 측면이다(Rudner, 1966: 5-7; 김윤권 외, 2013: 6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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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명 논거를 뒷받침한다.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련 각종 통계치
를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 논거를 뒷받침한다.
넷째, 중국 연구자와 협업적4) 연구를 수행한다. 협업적 연구는 ⅰ) 연
구내용의 타당성 제고, 즉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할 경우에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나 정보를 중국학자들이 집필함으로써
연구 내용의 타당성(validity)을 보다 제고할 수 있다. ⅱ) 공동연구를 통
해 중국 맥락의 특수성(speciality)을 제고하고 서구나 우리나라 등의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보편성(universality)을 제고할
수 있어서 적실성(relevance) 있는 정책제언을 가능케 할 것이다.

2. 연구의 접근 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와 관련된 이론, 실태, 국정운영,
정책과정과 행정자원, 제약, 전망(방향과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를 관통하는 이론 혹은 접근법이 요구된다. 당국가체제인 중국의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치연구에서 취한 이론이나
접근법들을 검토5)할 필요가 있다.

4) 협업적 연구를 통해서 첫째, 보편성과 특수성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한 연구에
서 특수성만을 연구한다면 일반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한 자료
접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을 연구할 경우에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를 보완하고 보다 적실성과 타
당성을 가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 현지에서 중국학자 및 공직자와 인터뷰를 통하여 문헌연
구나 자료 접근의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다.
5) 중국정치를 연구할 경우에 사용하는 연구 접근방법의 변화과정을 보면, 1950년대의 전체주의 모형이 주류
였고, 문혁기는 다원주의 모형 특히 이익집단이론을 중국에 적용한 파벌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문혁후
1970년대는 엘리트 연구가 중심이었으며, 1980년대 이후는 정책 모형 혹은 구조적·제도적 접근법이 중심이
었다. 특히, 정치학에서 국가주의 이론 및 제도적 접근법에 대한 재강조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엘
리트 연구보다 개혁개방 시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정책의 제도적 맥락 즉 정책입안, 정책결정, 그리고 시행의
구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는 관료적 구조주의, 구조적 제
도주의, 분절된 권위주의 모형, 역사적 구조주의 등으로 불리는 신제도주의 접근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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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구를 위한 이론이나 접근법들 중에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역
사적 제도주의6)의 시각을 적용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를 적용한 논거로는
연구 내용의 속성상 원인과 결과라는 명료한 인관관계를 설명하기보다는
중국의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역사적 맥락, 권력 불균형, 경로의존성, 제
도적 제약, 관련된 다양한 제도 및 행위(자)와 연계(김윤권, 2005: 305)
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honey & Snyder는 제도(공식적인 조직·규칙·절차, 정당체제, 군
부조직, 관료제, 헌법·법령 등) 수준을 중심으로, 위로는 구조(또는 맥락)
(세계체제, 국가체제, 경제발전, 문화유형, 정치·사회·경제적 위치 등),
아래로는 행위(집단의 상호작용, 리더십 등)로 분석 수준을 계층화하고
있다(김윤권, 2005: 312).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적실성과 타당성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림 1-1>과 같은 접근 틀로 구성하여 수행한다.

접근법은 중국 정치구조의 최상부에는 권력이 개인화되어 있고 지도자들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주요 결정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하나 권력 최상부의 아래 단위 특히 국무원의 다양한 정책은 주로 공식적 관료
조직간 관계나 제도적 맥락을 통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정재호, 2000: 42-60).
6) 역사제도주의 연구 패러다임, 비교제도주의 연구 패러다임 및 합리선택 제도주의 연구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중국 성급 정부 권력 공간배치의 역사변화, 세계 각국 성급 정부 권력 공간배치 체계의 비교연구 및 중국 성
급 정부 권력 공간배치 체계의 실현 상황에 대하여 관련 분석을 하였다(赵国钦, 2016: 195). 서상민(2019:
61)은 중국의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기구변화와 정책 행위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중국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행위자를 분석하는 하나의 분석 틀로써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활용하여 제도를 정의하고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고 변화가 시작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제1장 서 론 ❙ 39

그림 1-1

본 연구의 접근 틀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적 검토
∙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선행연구
∙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해
∙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실태분석

중국 국정운영과
중앙-지방정부 관계분석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 및 행정자원 분석

∙ 역사적 맥락
∙ 행정구획 및 행정체제 분석
∙ 인식분석

∙ 국정운영적 관계분석 의의
∙ 국정운영적 관계 모형
∙ 국정운영적 관계 분석 및 평가

∙ 정책과정
∙ 행정자원
∙ 감독관리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 거시 맥락적 제약분석
∙ 제도적 제약분석
∙ 행위적 제약분석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전망
∙ 거시 맥락적 중앙-지방정부 관계 방향 및 방안
∙ 제도적 중앙-지방정부 관계 방향 및 방안
∙ 행위적 중앙-지방정부 관계 방향 및 방안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 연구결과 요약
∙ 본 연구의 함의
∙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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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세계 각국의 어느 정부도 이제 단독으로 글로벌 난제(global wicked
issues), 정책문제(policy problems), 행정수요(public administration
needs), 행정서비스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이다.
국정운영 관점에서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연구함으로 14억
여 인구가 쏟아내는 다양하고 복잡한 수요와 이와 관련된 수많은 정책문
제나 난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파급력이 상당하다. 우리 앞에 강대국으로 다시 등장한 중국의 중앙-지
방정부 관계에 관한 적실성과 타당성을 갖는 연구를 한다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에서 우리나라가 헤쳐 나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혜안을 얻을
수 있고, 대중국 전략수립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고, 대중국 교류협력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적실성과 호혜적 신뢰 구축을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문화와 다소 이질적인 서구의 제도와 정책을 무리하게 도
입하려는 경향이 짙다. 적실성이 약한 제도와 정책을 무리하게 도입·확
산하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와 문화적·심리적인 요인이 유사한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학습하여 좋은 점은 벤치마킹하고, 부작용은 반면교사로 삼을 필
요가 있다.
본 연구 내용과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새로
운 각도에서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과 이에 대한 처방을 바라볼 수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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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우리가 중국과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기술 등의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할 경우에,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연구내용 및 결과는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과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기
업들이 대중국 비즈니스 활동에서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본 연구가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웃 국가 간에는 정치·외교·군사, 경제, 문화, 지리 등의 숱한 요인과
상황이 서로 얽히고설켜서 안정적 혹은 불안정한 관계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한중관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타당성과 적실성을 갖는 대응전략 수
립이 요구되고, 상호 내실 있는 교류협력이 절실한 현실적 맥락에서 현상
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응보다 중국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인 대응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중국의 제도나 정책의 흐름과 내용을 꿰뚫어 보
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중국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외교부, 중앙과 지방 관련 행
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국과 교류협력을 수행하는 각 부·처·
청·위원회, 공공기관, 민간부문(기업, 관련 전문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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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제2절 국정운영 및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이해
제3절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적 검토

제1절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로 본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기에 앞서 그동안 이루어진 선행연구(literature review)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왜냐하면, 선행연구를 통해 그동안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어떠한 주제와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정보는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연구 주
제나 내용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고, 중국의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
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국문,
중문, 영문, 일문 문헌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선행연구는 연대, 주제,
대상, 방법 등에 따라 유형화를 하여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선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관계에 관한 제도와 정책이 중국 정치나 경제의 시대적
맥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연도 시차에 따른
검토를 하여 의미를 찾도록 한다. 연도순으로 검토한다면, 해당 시기에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관계에 관한 배경, 의도, 쟁점, 발전, 한계 등을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수행된 연구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하면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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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국문 선행연구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백승기
(1994)

(제목)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모형
(연구 목적)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모형 이해
(주요 내용)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주체 모형은 중국 경제체제의 개혁에 수반해 상당 기간 존속할 것임.
중앙의 조정 기능은 점진적이고 국부적인 방법을 통해 새로이 중앙정부의 권위를 수립할 수 있음. 중앙
이 일정한 조건으로 구체제의 행정권력으로 지방세력을 약화시키거나 통제한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응급조치에 불과. 시계추형 상호작용 모형은 수직적으로는 중앙이 위주가 되고, 수평적으로
는 지방이 중심이 된 협조적인 국면이 형성 가능

김영문
(1994)

(제목) 덩샤오핑 시대의 탈중앙 집권화와 반분권화 갈등구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연구 목적) 덩샤오핑 시대의 분권화와 반분권화 갈등구조를 노선투쟁이라는 접근방법으로 분석
(주요 내용) 분권화의 개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배분, 즉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라는
제도적 차원으로 한정하여 경제 관련 제도적 분권화의 전개과정과 원인 그리고 정치 관련 제도적 분권화
의 성격과 원인을 논의함

박월라
(1997)

(제목) 중국의 경제개혁과 중앙·지방관계: 재정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 개혁개방 이후 중국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과정을 경제관리체제의 분권화개혁, 그중에서 재정
제도개혁과 중앙지방의 재정관계에 초점을 두어 분석
(주요 내용) 재정제도의 분권화에 다른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증대는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기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재정의 약화와 국가 차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중앙-지방 간의 미묘한 변화 초래

정재호
(1999)

(제목)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론: 분권화 개혁의 정치경제
(연구 목적) 중앙과 지방 간의 역동적 관계 이해
(주요 내용)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 국가계획체제의 변화, 중앙-지방정책집행 관계, 개혁기 재정 분권화
와 분세제 개혁, 개혁기 중국의 연해발전 전략, 발전과 지역 불균형의 정치경제, 지역 간 수평적 경제
관계, 중앙-지방관계로 본 베이징과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정해용
(2000)

(제목) 시장화 과정에서의 중국 지방정부 개혁과 중앙의 역할: 珠江三角洲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 시장화 과정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개혁을 고찰
(주요 내용) 시장화 과정에서의 중국 지방정부 개혁의 성격, 주강삼각주 지역내 지방정부 개혁과정의 변천,
중앙의 관료적 개입 확대와 지방의 순응 가능성

김흥규
(2004)

(제목) 중국 중앙정부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실증적 연구: 세수 동원력과 의도성의 관계
(연구 목적) 세수 동원력이란 지표를 이용하여 중국 정부의 정치적 역량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함
(주요 내용) 중국 정부의 정치적 역량은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왔는지를 설명. 정치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State GDP 방법과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함

김흥규
(2007)

(제목) 중국의 정책결정과 중앙-지방관계
(연구 목적) 중앙과 지방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그 관계의 실체를 이해하며,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정책결정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
(주요 내용)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 및 특성, 다양한 각도에서 중앙-지방관계에 대한 분석. 중앙-지방 관계
와 관련된 연구에서 중국 정책결정 과정의 특성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

오승렬
(2009)

(제목)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구조와 관주도형 경제의 지속성
(연구 목적)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의 구조적 특징이 중국의 관주도형 경제적 속성을 밝히기 위함
(주요 내용) 중국 지방재정 구조의 특징,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경쟁과 관주도형 경제의 형성, 중국 관주형
경제의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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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이성기·
원석조
(2014)

(제목)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부조개혁과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연구 목적) 개혁개방 이후 전개된 중국 사회부조개혁의 과정과 디바오(底保) 상하이 모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분석
(주요 내용) 신 빈민과 상하이 모형, 도시 디바오, 농촌 디바오, 디바오 실태,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와
디바오를 설명하면서 중국 디바오의 독특한 확대 과정을 지방정부의 강력한 자율성과 중앙-지방정부
의 호혜적 관계로 설명함

이재영
(2016)

(제목) 중국 성직관현(省直管县) 개혁과 분권화의 강화: 거시적 비영합 게임과 미시적 영합 게임
(연구 목적) 개혁개방 이후 분권화의 효과가 증가하고 안정화된 점을 통계분석을 통해 증명
(주요 내용)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를 초래한 중요한 제도적 배경인 1994년 분세제와 1982년 시관현체제
를 살펴보고, 거시적 비영합 게임과 미시적 영합 게임이 구체적으로 성직관현 개혁 집행에 어떻게 분권
화를 심화시켰는지를 분석

박대헌
(2017)

(제목) 중국 일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연구 목적) 중국의 일반 지방에 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
(주요 내용) 일반 이론으로 본 중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 원칙과 자치기관 구성 문제, 입법권 및 사무배분
과 재원 보장 문제

신종호
(2018)

(제목)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과 중앙-지방관계: 일대일로 구상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 대표적 지역발전 전략인 일대일로 구상이 제기된 이후 나타난 중앙-지방
관계의 특징을 검토하기 위함
(주요 내용) 개혁 시기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과 중앙-지방관계,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 지역발전 전략과
일대일로 구상, 일대일로 구상 추진과 중앙-지방관계

접근 가능한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볼 때, 개혁개방 이전의 국문 문헌
은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논외로 하기로 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중
앙-지방정부 관련 국문 문헌을 시계열적으로 본다면, 중국 중앙-지방정
부 간의 이원적 주체 모형과 시계추형 상호작용 모형(백승기, 1994), 덩
샤오핑 시대 탈중앙 집권화와 반분권화의 갈등구조(김영문, 1994), 중국
의 재정제도개혁과 중앙-지방관계(박월라, 1997), 중국의 중앙-지방 관
계론: 분권화 개혁의 정치경제(정재호, 1999) 등이 수행되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연구 흐름은
시장화 과정에서의 중국 지방정부 개혁과 중앙의 역할(정해용, 2000), 세
수 동원력과 의도성의 관계를 통한 중국 중앙정부의 정치적 역량(김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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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정부 간 재정관계(전상경, 2007), 중국의
정책결정과 중앙-지방관계(김흥규, 2007),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구조와
관주도형 경제의 지속성(오승렬, 2009) 등의 주제를 다뤘다.
이어서 2010년대 이후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부조개혁과 중
앙-지방정부 간 관계(이성기·원석조, 2014), 중국의 성직관현개혁과 분
권화의 강화(이재영, 2016), 중국 일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학적 연
구(박대헌, 2017),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과 중앙지방관계(신종호, 2018), 중국 장강삼각주 대도시 광역경제권 형성과 정
부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박재욱, 2018) 등이 이뤄졌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대한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주로
중앙 위주의 관계, 분권화와 반분권화의 갈등, 분권화개혁, 재정제도개혁
등의 주제가 관심을 끌었다.
한편, 2000년 이후는 주로 시장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개혁, 중앙정
부 역량, 지방재정의 연성예산 제약 문제, 정책결정구조의 특성이 중앙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 정치경제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지방
정부 관주도형 경제의 지속성 등의 주제가 주목을 받았다.
이어서 2010년 이후는 주로 지방의 사회복지개혁, 성이 현을 직접 관
할하는 분권화의 효과, 헌법학적 관점에서 지방정부 관련 다양한 쟁점 분
석,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에서 중앙-지방 관계, 대도시 광역경제권 협력
거버넌스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결국, 중앙-지방정부 관계는 시대적 정치, 경제 등의 상황과 밀접한 관
련을 형성하며,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분권과
집권, 재정개혁,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큰 줄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중앙-지방정부 관계라는 관점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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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을 통해서 연구 주제의 빈 공간을 메우고, 과
거-현재-미래의 통시적(diachronic)인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본 연구의 쟁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중국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연구를 접근 가능한 문헌을 기준
으로 검토한다면, 다른 연구 주제에 비교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7)
이 중에서 본 연구에 유의미한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封丽霞
(2008)

(제목) 中央与地方: 立法关係法治化硏究
(연구 목적) 중앙과 지방의 입법관계 법치화 연구의 이론분석 및 비교연구를 통해 중국의 중앙과 지방 문제 분석
(주요 내용) 중앙과 지방의 입법관계, 입법관계의 기본모형, 중국 중앙과 지방입법의 변화, 관련 법령, 제도분석

沈荣华·
鐘位军
(2009)

(제목) 中国地方政府体制创新路径硏究
(연구 목적) 중국 지방정부 책임체계 재구성 및 결정, 집행, 감독, 관리기제의 정부체제 혁신 경로, 그리고
지방정부 혁신의 법제화를 설명하기 위함
(주요 내용) 중국 지방정부체제개혁의 전반적 성과 및 배경, 체제 혁신의 제도 관점, 체제혁신의 목표(서비스
정부 구축), 체제혁신의 경로 관건(법치화 구축), 체제혁신의 핵심(책임구축), 체제혁신의 축(기제 재형성)

刘新生 等
(2010)

(제목) 基层地方政权机构改革的模式硏究
(연구 목적) 이론 측면에서 시, 현, 향 3급 지방정부의 지위 및 역할, 문제, 기구개혁 및 제도 혁신의 논리,
구체적 방법 등을 탐색
(주요 내용) 국가구조 형식의 일반이론 문제, 신중국 성립 이래의 중앙 및 지방관계, 3급 지방정부의 지위,
역사 변화 및 새로운 미션, 향진 지방정부 기구개혁 및 제도혁신, 현급 지방정부의 기구개혁 및 제도혁신,
시급 지방정부의 기구개혁 및 제도혁신

7) 중국 中国知网(www.cnki.net)에서 관련 핵심어를 입력한 결과 ‘중앙-지방’은 794건, 중앙-지방 789건, 중
앙지방관계 145건, 중앙-지방 관계 10건, 중앙과 지방관계 449건, 央地관계 336건 등으로 검색되었다
(2019.7.4 기준). 필자는 2019년 4월에 베이징 쭝관춘 도서성과 시단 도서성에서 중국 중앙-지방 관련 도서
45권을 구입하였고, 중국 中国知网 사이트에서 약 300여 편의 논문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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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罗春梅
(2010)

(제목) 地方财政豫算权与豫算行为硏究
(연구 목적) 지방정부의 예산권 및 예산행위를 규명하기 위함
(주요 내용) 지방재정예산권 및 예산행위, 지방재정예산과정 설명, 상하 경로에서의 지방예산 자주권의
한계, 수평적 경로 아래 예산권의 비균형성, 자주권 제약 아래 지방재정 예산행위, 권력불균형 하의 지방
재정 예산행위, 예산행위 제약

王国红
(2011)

(제목) 政策规避与政策创新: 地方政府政策执行中的问题与对策
(연구 목적) 거시 및 미시 시각에서 상이한 지방정부의 정책집행 상황 진행 고찰
(주요 내용) 지방정부정책 회피, 지방정부정책 회피의 내재적 동인, 지방정부정책 회피의 외부 원인, 공공관
리체제개혁, 지방정부정책 회피의 토양 제거, 정책집행체제 구축 및 지방정부정책집행 효율성 제고, 정책
소질 제고 및 합리적 이익구현, 정책 회피의 주관적 원인 제거

向玉琼
(2012)

(제목) 中国转型期地方政府政策移植硏究
(연구 목적) 제도와 행위 이론을 토대로 중국의 공공정책 이식을 연구
(주요 내용) 전환기 지방정부 정책이식(제도 환경, 필요성 및 가능성 분석), 중국 전환기 지방정부정책 이식
생성, 기술변량 및 정치게임, 중국 전환기 지방정부 정책이식의 모형 분석, 중국 전환기 지방정부 정책
이식 실패(유형 및 원인), 정책망 시각에서 지방정부 정책이식 최적화

王雪丽
(2013)

(제목) 中国省直管县体制改革硏究
(연구 목적) 성이 직접 현을 관리(省直管县)하는 체제개혁을 다룸
(주요 내용) 省直管县체제 개혁의 배경, 동인 및 목표 설정, 省直管县 체제개혁의 기초 및 조건, 중국 우수사
례의 개혁 현상 및 평가, 省直管县 체제개혁 추진 중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난제, 省直管县 체제개혁의
인식 전환, 省直管县 체제개혁의 대책 조합

周飞舟·
谭明智
(2014)

(제목) 当代中国的中央地方关系
(연구 목적) 중국의 변천과정, 城镇화 및 사회발전과 연계된 중앙지방관계를 검토
(주요 내용) 중앙과 지방관계 소개, 财政包干制, 분세제, 토지재정, 토지지표, 지방 실천, 중앙지방 관계
및 城镇화

刘承礼
(2015)

(제목) 分权与央地关係
(연구 목적) 분권과 중앙-지방관계에 대한 이해
(주요 내용) 분권의 두 가지 차원인 재권 및 사권, 분권개혁 및 중앙지방 관계, 정부재정관계, 재정이전지출제도,
정부 간 재정관계의 역외 경험

(제목) 地方政府管理
(연구 목적) 지방정부의 전반에 대한 이해
亢犁·杨宇霞
(주요 내용) 지방정부관리이론, 지방정부권력, 지방정부기능 및 조직구조, 지방정부관리의 내용 및 방식,
(2015)
지방정부관계, 지방재정관리, 중국지방정부의 생태 및 발전관리, 중국지방정부의 사회관리, 중국지방
정부의 위기관리, 거버넌스 및 지방정부 거버넌스 변화
韩旭·涂锋
(2015)

(제목) 中央地方事权关系研究报告
(연구 목적) 중앙과 지방 간의 사권 관계를 설명함
(주요 내용) 사권 연구의 이론 문제, 중앙지방 사권 관계의 역사분석, 중앙지방 사권 관계의 현상분석, 지방
사권의 내부구조(저장성 안), 중앙지방 사권의 문제분석 및 개혁 건의

国家行政学
院博士后管
理委员会办
公室(2016)

(제목) 简政放权与政府职能转变
(연구 목적) 행정간소화 및 권력이양 배경 아래 정부기능 변화를 설명
(주요 내용) 행정간소화 및 권력이양 배경하 행정제도개혁, 서비스 정부 건설, 지방 거버넌스, 시장감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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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제목) 当代中国政府与行政
(연구 목적) 중국정부의 구조, 관계, 실질 운영 상황에 대한 이해
魏娜·吴爱明 (주요 내용) 당대 중국정부, 당대 중국정부의 권력구조와 그 관계, 당대 중국의 행정구역체제, 당대 중국
(2017)
중앙정부, 당대 중국 지방정부, 당대 중국 행정감독체계 및 감독기제, 당대 중국정부의 결정 및 정책,
당대 중국 인사관리제도 및 정책, 당대 중국 행정법제, 당대 중국 정부의 거시조정정책 및 경제사무관리,
당대 중국 정부재정체제 및 재정관리 등
朱国伟
(2017)

(제목) 中央政府职能硏究: 核心职能探求与公共理性视野
(연구 목적) 정부기능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함
(주요 내용) 중앙정부 기능의 가치와 도덕, 중앙정부 기능의 현실 요구, 정부기능의 공공성, 중앙정부 기능의
핵심 기능 로직

(제목) 地方政府职能转变绩效的动力机制及实现路经硏究
(연구 목적) 지방정부의 기능변화 실적 및 그 영향 기제의 이론적 틀을 구성
范柏乃·余钧
(주요 내용) 지방정부의 기능변화 실적 및 그 영향 기제, 지방정부의 기능변화 실적 및 그 영향 요인 및 증거,
(2018)
지방정부 기능변화 실적의 실증 측정, 통계분석에 따른 지방정부 기능 변화 실적의 영향요소 및 그 영향
기제 분석, 지방정부 기능 변화 실적의 바람직한 경로

金东日 等
(2018)

(제목) 问责制硏究: 以中国地方政府为中心
(연구 목적) 정부책임의 기본 정향, 범위, 문제의 복잡성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정부책임의 기본 시각을
논의함
(주요 내용) 문책제도의 기본 시각, 책임정부의 본질과 정부책임의 논거, 문책기제 및 개혁방향, 지방정부의
문책환경, 문책의 조건, 지방정부 문책 요소, 문책기제 및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

鲁敏
(2019)

(제목) 当代中国政府槪论
(연구 목적) 중국 정부의 권력관계, 이사제도, 정부구조, 정부결정 등 설명
(주요 내용) 중국의 권력구조(헌법, 선거 및 정부권력의 형성, 중앙정부의 권력구조 및 당정관계, 지방정부와
상하 정부 관계), 정부 구성요소(정부기능, 정부권한, 정부인사, 정부조직, 정부법치), 정부과정론(의견
표명, 결정과 집행, 정부정보와 전자정부, 정부과정 중의 감독)을 체계적으로 설명함

개혁개방 이전에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는 2장 및
3장에서 해당 부분에서도 분석한다. 우선, 2000년대 이후 관련 연구를
정리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입법관계 법치화(封丽霞, 2008), 중국지방정
부체제 혁신 경로 연구(沈荣华·鐘位军, 2009) 등이 수행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연구가 봇물을 이뤘다.
기층 지방정권 기구개혁의 모형(刘新生 等, 2010), 지방 재정예산권 및
예산행위(罗春梅, 2010), 지방정부 정책의 회피(王国红, 2011), 중국의 공
공정책 이식(向玉琼, 2012), 중국의 성직관현체제개혁(王雪丽, 2013), 城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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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사회발전과 연계된 중앙지방 관계(周飞舟·谭明智, 2014), 분권과 중
앙-지방관계 이해(刘承礼, 2015), 중앙과 지방의 사권관계(韩旭·涂锋,
2015), 행정간소화 및 권력이양(国家行政学院博士后管理委员会办公室,
2016), 정부기능에 대한 체계적 이해(朱国伟, 2017), 지방정부의 기능변
화(范柏乃·余钧, 2018), 지방정부의 문책기제(金东日 等, 2018), 중국정
부의 권력관계, 정부 구성요소(鲁敏, 2019) 등의 주제가 연구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 중국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연구는 정책결
정, 권력관계, 기능변화, 행정간소화, 성직관현체제, 기구개혁 등에 대한
주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중앙-지방정부 관련 분권, 재정개혁,
정책결정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3.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중국의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영문 문헌은 2000년 이후에 주로 중국계
학자들이 수행하였고, 서구 학자들의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그동안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Wong
(2000)

(제목) Central-local relations revisited
(연구 목적) 1994년 조세공유개혁 및 공공지출관리를 통해 중앙-지방관계를 이해
(주요 내용) 중앙-지방의 문제 있는 진화(1979~1993), 1994년 조세공유개혁, 1994년 개혁성과, 정부
간 개혁의 차후 과제

Saich
(2001)

(제목) The Blind Man and the Elephant: Analysing the Local State in China
(연구 목적) 재정 결정요인을 이해하고, 지방정부 및 경제 간에 경제적 관계를 검토하고, 중요한 설명 변수
인 정치적 계약 시스템 및 지방 사회의 구조를 도입하여 설명
(주요 내용) 회계제도 및 그 결과, 지방정부의 해석, 정치적 계약체계, 사회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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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Zhu
(2003)

(제목) ‘Federalism’ in Contemporary China - A Reflection on the Allocation of Power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연구 목적) 중앙 지방정부 간 권력배분 검토를 통한 현대 중국의 연방주의 검토
(주요 내용) 지난 50년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 권력배분을 다룬 헌법구조, 헌법적 질서를 형성하는 구체적
요인 탐색

Brandt et al.
(2004)

(제목) Local Government Behavior and Property Right Formation in Rural China
(연구 목적) 중국 농촌 토지보유보장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토지 재할당 행태 분석
(주요 내용) 지방정부가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보유 보장을 희생하며, 지방 렌트 추구가 중요한 역할
을 하며, 토지임대 시장의 저개발의 원인임

Xu
(2006)

(제목) Chinese Reform and Chinese Regional Decentralization
(연구 목적) 지역 분권화를 통한 중국 개혁 전략 및 성과를 설명하기 위함
(주요 내용) 중국 지역 분권화 및 초기 개혁 그리고 전략, 개혁을 위한 지역 분권화 및 유인, 지역 분권화
및 예산제약 심화, 지역분권화 및 기업 개혁, 지역 분권화 및 제도 실험, 지역 분권화의 정치경제, 지역
정부에 대한 개인적 통제, 법령 개혁 및 규제 분권화, 지역 보호, 지역 불균형 등

Zhang
(2010)

(제목) How will China’s central–local governmental relationships evolve? An analytical
framework and its implications
(연구 목적) 정부 간 관계를 위한 새로운 분석틀을 제공하고 미래의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의 미래 진화에
대한 함의 제시하기 위함
(주요 내용) 정부 간 관계에 대한 문헌 검토, 정부 간 관계에 대한 분석 틀 및 분권화, 중국의 수직적 정부 간
관계에 대한 과거와 현재 상황, 중앙-성(provincial) 정부 관계, 성-지방(provincial-local) 정부 관계,
중국의 정부 간 관계의 미래 진화 전망

(제목)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in China's tourism institutional evolution
Yang & Huang (연구 목적) 관광 발전에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비교하여 지방정부 관광개발에서 역할 파악
(2011)
(주요 내용) 중앙정부는 관광정책 변화 및 진화에서 시행착오 교정에서 보수적이고 신중하지만 지방
정부는 관광개발에 보다 대담하고 모험적인 행위를 보임
(제목) History and Breakthrough: The Track and Reform of Chinese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Wang & Wang (연구 목적) 중국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의 추적 및 개혁을 이해하기 위함
(2013)
(주요 내용) 중국 지방정부의 관리체제 혁신이 발전됨에 따라 중국 지방정부 성과관리 이론 및 다양한
실무가 1990년대 점점 발전됨.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의 관행에 직면하여 지방정부 성과관리에 상당한
장애가 있으며,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관건
Zhang &
Barnett
(2014)

(제목) Fiscal Vulnerabilities and Risks from Local Government Finance in China
(연구 목적) 중국 지방정부 재정에서의 회계 취약성 및 위험을 분석하기 위함
(주요 내용) 증가된 회계 결손 및 부채는 정부 자료가 제시한 것 보다 훨씬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의
45%인 부채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임

Melton
(2015)

(제목) China’s Five-Year Planning System: Implications for the Reform Agenda
(연구 목적) 시장에서 정부개혁의 축소를 통한 정부 역할이 전환, 규제기관의 효과성 증진, 사회적 서비스
의 품질과 형평성 제고
(주요 내용) 기획체계의 기제 및 사회주의 경제기획 도구에서 역동적인 정치적 정책기관으로의 진화를
파악하고, 12차 5개년계획 점검, 기획과정의 효과성 및 취약한 상황 부각, 시장지향 개혁 프로그램에서
13차 5개년계획의 예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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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Naito
(2015)

(제목) China’s Fiscal Position and Policy: Curr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 Debt Problems
and Challenges
(연구 목적)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와 도전의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함
(주요 내용) 회계구조 및 균형예산 추세를 포함한 중국의 회계 상황을 이해하고 지방정부 부채의 상황과
문제를 검토함. 다양한 개혁 추세 및 도전들, 가령 조세체계, 도시화와 회계 문제, 중앙과 지방 회계
관계의 조정 등을 논의함

Li & Kung
(2015)

(제목) Fiscal Incentives and Policy Choices of Local Governments: Evidence from China
(연구 목적) 중국 맥락에서 회계 유인이 어떻게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함
(주요 내용) 지방정부는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것에서 도시화 노력으로 전환, 즉 부동산과 건설 영역을
발전시키는 것임. 새로운 세입 원천은 회계권한의 재할당(reassignment)에 따른 세입 손실의 절반으로
보충함. 회계권한의 재할당은 또한 국내 소유 기업의 산업성장의 지체에 영향을 줌

Zhang & Li
(2016)

(제목) Key issu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inanc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연구 목적) 혁신적 기금모금 및 재정 채널의 활용이 지방정부 하부구조 및 공공서비스를 제고하는지
조사
(주요 내용) 지방정부 회계 안정성 및 지속성을 위해서 표준화와 법령화를 통한 회계부담 축소, 조세체계
확립을 통한 장기 회계 성장 기제 형성, 일반적 이전지출을 위한 안정적 성과 기제에 토대를 두면서
block 이전지출 및 우선순위화 한 이전지출을 소개함. 표준화되고 예측 가능한 이전지출체계 수립,
사회적 자본참여를 촉진하고 공공지출의 여러 효과를 향상시킬 공사 파트너십 촉진, 중기예산 및 부채
연계 예산 향상, 주요 하부구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부채 재정을 위한 정부기획 기제 수립

Zhu
(2016)

(제목) Dynamics of central-local relations in China's social welfare system
(연구 목적) 사회복지체계에서 중앙지방 관계의 역동성을 분석하기 위함
(주요 내용) 중국은 사회복지체계 관련 법령화는 분권화 시장 개혁 기간에 중앙정부의 공공복지제공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여 발생한 심각한 사회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권화에서 재집권화로 전환됨.
재집권화 과정은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이전지출 비율 확대,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중앙의 지침 추진,
계선 관리 강화 및 지방행정권력이 성정부에 집중토록 촉진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역시 개혁개방 이전의 자료
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2000년 이후에 이뤄진 문헌을 검
토하면,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연구의 주된 흐름을 유추하여 이해
할 수 있다.
연구의 주제로는 조세공유개혁 및 공공지출관리(Wong, 2000), 재정
결정요인(Saich, 2001), 중앙-지방 간 권력배분(Zhu, 2003), 지방정부의
토지재할당 행태(Brandt et al., 2004), 지역 분권화를 통한 중국 개혁전
략(Xu, 2006) 등의 연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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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들어와서는 중앙-성정부 관계(Zhang, 2010), 중앙정부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위(Yang & Huang, 2011), 지방정부의
성과관리(Wang & Wang, 2013), 규제기관의 효과성 및 사회적 서비스
품질(Melton, 2015), 일본에서 분석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Naito, 2015),
지방정부의 정책선택(Li & Kung, 2015), 지방정부 회계 안정성 및 지속
성(Zhang & Li, 2016), 사회복지체계에서 중앙지방 관계의 역동성(Zhu,
2016) 등의 연구가 이뤄졌다.
영문 선행연구에서 주로 관심을 둔 것은 재정결정, 권력배분, 분권화,
지방정부의 행위, 성과관리, 규제 및 서비스, 회계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역동성 등의 주제가 주목되었다.

4.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일본에서 중국의 국정운영에 대한 연구는 정치학과 역사학에서 접근
하는 경향이 강하며, 현상분석도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행정학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지역격차, 재정학에서 재정조정 등을 분석하는 연
구가 늘어나고 있다. 방법론으로는 역사연구와 사례분석이 주류를 이루
고 있지만,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를 도입한 연구도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1990년
후반에 고조되었다(磯部靖, 2016a: 158). 중앙·지방·기층(基层)의 상호
작용 관계를 고찰하거나(天児慧, 2000), 경제개혁에 연동된 중앙·지방·
기업의 관계를 분석하는(高原明生, 2001) 등 다양한 시각을 가진 연구결
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이소베 야스시는 1990년 후반의 연구가 ‘집권
-분권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던 반면(磯部靖, 2016a: 162), 200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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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보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평가한다(磯部靖, 2016b: 108).
우선, 중국 정치체제의 특징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고찰한다. 고
쿠분 료세이(国分良成)는 “중국의 통치 능력의 근간에는 정치체제가 있
다.”고 본다(国分良成, 2006: 3). 그는 “조직과 이데올로기, 군사력에서
정당성을 확보해 온 중국공산당은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으로 눈을 돌
렸다.”고 지적한다(国分良成, 2006: 4). 아마코 사토시(天児慧)는 중국의
통치구조에서 쉽게 변하지 않는 ‘근원 구조’에 주목하며 이를 대규모성
(영토, 인구, 사상, 권력)과 단층성(간부와 민중, 관계와 제도, 도시와 농
촌, 정치와 경제)에서 파악한다(天児慧, 2018: 76). 개혁개방 이후 사회
와 국가의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역동성이
늘어났다고 지적한다. 모리 카즈코(毛利和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
부행정체제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압력이 증가하는 ‘압력체제’라고 지
적한다. 중앙정부의 중요 지표는 절대적이고(1표 부결제), 말단 정부에
권한과 의무가 집중되는 비대칭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에서 지방으로 가
해진 압력은 다시 중앙으로 돌아가는 순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毛
利和子, 2012: 289-296). 요시오카 타카아키(吉岡孝昭, 2011)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압력체계와 감압장치로 분석했다. 중앙정부가 하위의 지
방정부를 지도하는 압력체계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
육의 강화와 진정제도, 부패적발, 유호정책 등의 감압장치를 마련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의 정부 행정개혁을 시대별로 4단
계로 구분한 와타나베 나오토(渡辺直土)는 2000년 후반 이후 ‘대부제(大
部制)’ 개혁으로 불리는 제4단계 행정개혁의 특징을 분석했다. 지방 차원의

당정연계와 ‘정책결정권, 집행권, 감독권의 상호제약 및 상호협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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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에서 새로운 모형이 만들어졌으며, 개혁개방 이후에는 지방에서 개
혁이 선행한 뒤 중앙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다.

표 2-4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三宅康之
(2006)

(제목) 中国·改革開放の政治経済学
(연구 목적) 개혁개방 이후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경제정책의 책정과 실시에 작용하는 정치과정을 분석해
다면적으로 검토
(주요 내용) 재정제도개혁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동적 관계를 고찰. 재정청부제의 제도적 변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저항을 분석

吉岡孝昭
(2011)

(제목) 中国における分税制とマクロ・コントロールに関する分析
(연구 목적) 분세제 도입에 따른 강력한 중앙정부의 실현이 압력체계와 감압장치의 균형을 통해 중국정치
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검증
(주요 내용) 분세제 도입 시 지방의 저항과 중앙의 대응, 양자의 타협 등이 분세제 설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

毛利和子
(2012)

(제목) 現代中国政治：グローバル・パワーの肖像
(연구 목적) 중국의 정치체제와 변용을 장기적·종합적 관점에서 분석
(주요 내용) 덩샤오핑에서 후진타오에 이르는 정치과정을 검토한 뒤, 국가제도와 그 행위자(당, 국가, 군)의
관계를 고찰하고, 엘리트 집단으로 변모하는 중국공산당, 중앙과 지방의 압력형 정치 시스템 등을 분석

磯部靖
(2017)

(제목) 現代中国における中央集権的政治体制と地方主義批判の政治力学
(연구 목적)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지방주의가 병존하는 이율배반적 현상의 메카니즘을 해명
(주요 내용) 산둥성에 관한 지방주의 비판의 문제를 사례로 개혁개방 정책으로 전환과 지방주의의 실질적
인 용인과 장려를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지방주의는 모순이나 제로섬이 아니라 표리관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지방 관계의 전체상을 파악함

天児慧
(2018)

(제목) 中国政治の社会態制
(연구 목적) 중국정치의 전체 구조를 변하는 경제사회와 변하지 않는 정치체제로 파악한 뒤, 실증적으로
분석
(주요 내용) 민주화 없는 경제발전의 구조를 사회와 국가의 긴장관계, 중앙지방 관계의 역동적 정치구조,
체제 유지의 거버넌스로서 군대와 경찰, 내셔널리즘의 역할, 정치체제에 대한 역사적·제도적 고찰을
한 뒤, ‘캐스케이드형 권위주의체제’를 제시

加藤青延
(2018b)

(제목) 憲法改正と機構改革で
大きく変わった中国の統治構造
(연구 목적) 2018년 3월 전인대 이후 개헌과 조직개혁 이후 시진핑 정권의 통치구조의 변화
(주요 내용) 개헌과 조직개혁의 개요, 이후 당과 국가기관의 관계 변화, 시진핑 중심 통치체제의 모순 등
분석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도 적지
않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순환론을 제기하는 이소베(磯部靖, 2008)는
“산둥성의 사례연구를 통해 지방분권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의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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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위임’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최대
의 특징은 중국공산당과 지방정부 간의 이원영도체제”라고 지적한다(磯
部靖, 2015: 193). 개혁개방 이후 중앙이 지방정부 지도부의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분세제도 중앙이 우위에 있다(磯部靖, 2015: 194). 중
국에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과 지방주의라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병존
하고 있다(磯部靖, 2017). 미야케 야스유키(三宅康之, 2006)는 합리적 선
택이론을 채용해 지방자치단체 지도부를 분석했다. 개혁개방 정책에서
중앙의 지방의존과 지방자치단체 지도부의 주체성을 부각시키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임을 실증하고자 했다.
한편, 경제적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연구도 있
다. 예를 들면, 카지타니 카이(梶谷懐, 2011)는 시장경제화 이후 중국경
제의 동태를 중앙과 지방관계의 전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분세제
도입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카토 히로유키(加藤
弘之, 2003)는 “분세제 도입 이후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한다. 마치다 토시히코(町田俊彦, 2006)는 분세제 도입 이후 지방정
부 간 지역 격차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를 분석했다. 마치다
는 “중국에서는 일반 보조금의 배분을 통한 재정조정이 일반적이지 않다
며, 그 이유는 경제성장을 추진하며 지방정부가 규칙으로 정해진 일반 보
조금보다 자체적으로 인프라 정비를 위한 특정 보조금을 선호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한다. 요시오카 타카아키(吉岡孝昭, 2011)는 “‘분세제’ 도입
후에도 국가재정 재분배 기능의 약화, 하급 지방재정의 취약성, 기초 지
자체 주민의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 특히, 하급 지방정부는 재
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재정의 합리화와 재원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분세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타협의 산물임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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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도입 이후에는 중앙정부는 공유세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2010년 이후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가 늘어났다.
모리타 켄 등(森田憲·陳雲, 2009)은 “재정권을 중앙에 집중되는 반면, 사
무권은 지방에 이전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부상하고 있
다.”고 지적한다. 사이토 나오토(齋藤尚登, 2014)는 “지방정부의 부채 문
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이 팽창하
고 있다면서 그림자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 저하로 불량채권이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노 쥰야(佐野淳也,
2018)는 시진핑 정권의 지방정부 개혁을 논의하면서, “고금리 부채의 지
방채 전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낮추고 재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성
과가 나온 반면, 2017년에 숨겨진 부채가 드러나고 세수의 배분비율 확
정연기 등으로 재원과 서비스의 제공 책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다. 이러한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경제연구소에서도 경고한다(JETRO北京
事務所, 2018; 三浦祐介, 2018). 대표적으로 미우라 유스케(三浦祐介,

2018)는 “최근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서 급증하는 숨겨진 부채가 부상하
고 있다. 중앙정부는 대응에 나섰지만, 지방정부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짐
에 따라 인프라 투자가 급감해 긴급대책도 실시했다. 향후 숨겨진 부채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 지방채 상환부담의 증가, 재정안정성 악화 등 지방정
부 부채 리스크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진핑 정권 이후 중앙과 지방관계가 급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14년 예산법이 20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다. 재정 거버넌스를 강화해
예산공개, 투명성 확대, 관리감독 강화와 지방채 발행과 관리 등에서도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다(岡村志嘉子, 2015). 1994년 분세제 개혁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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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이후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수지 불균형이 커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
한 다양한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가 있었지만, 지방채무의 비대화는 중요
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시진핑 정권은 재세(财税)체제 개혁을 결정하
고 예산법 개정과 지방재정 개혁에 나섰다. 가토 하루노부(加藤青延)는
2017년 중국공산당 당대회 이후 시진핑에 권력집중이 가속되었으며(加
藤青延, 2018a), 2018년 개헌과 통치구조 개혁을 통해 중국의 통치구조

가 크게 변했다고 평가한다(加藤青延, 2018b). 당조직, 정부조직, 군조직
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으며, 국무원에서 감찰부문을 독립시켜 국가감찰위
원회를 설치한 구조개혁을 하였다. 이는 시진핑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공
산당의 지배를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행정조직에서 분리된 국
가감찰위원회와 그 지방조직은 당에 예속되었으며, 그 직무도 법률위반과
부패뿐만 아니라 사상까지 포함되었다고 지적한다(加藤青延, 2018b: 29).
아마코(天児慧)는 “시진핑 정권에서는 권력의 집중화와 권위화가 진행되
었다.”고 평가한다(天児慧, 2018: 230). ‘국가안전보장위원회’와 ‘전면심
화개혁영도소조’를 신설해 외교와 안보, 치안, 경제를 장악했다. 또한, 반
부패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전략적인 슬로건과 정치적·경제적 팽창
주의를 내세웠으며, 최근에는 ‘시진핑 사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시진핑 영도체제가 완성되었다(天児慧, 2018: 232)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접어들어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체제라는 정치체제
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논의하거나,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경제적 관
점에서 양자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소베는 “2000년대 이후 중국에
서 중앙과 지방 관련 연구를 종합하며, 지방의 자립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연구방법에서는 정치체제론, 정치과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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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선택이론, 신제도주의경제학 등이 채용되었다”(磯部靖, 2016b)고
지적한다.

5. 선행연구의 함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중국의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특정 주제나 분야에
관한 연구로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과정 및
행정자원 관점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문헌이
많지 않아서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입체적 이해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관
한 정책과정 및 행정자원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중앙-지방 간 국정운영
과 정부운영의 기제를 이해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과 분야별
정책대응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중국의 중앙-지방 관
계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문헌연구이며, 연구자 단독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연구는 국내 연구진과 중국 현지 연구진과 과제 정보접
근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협업적으로 연구를 하며, 문헌도 국문, 중문, 일문,
영문 등 포괄적으로 접근함에 차별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중앙과 지방에 관한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 차원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 관련 이론, 실태, 국정운영 관점, 정책과정 및 행정
자원, 제약, 그리고 전망이라는 논리(logic)로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연
구함으로써 대중국 관련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교류협력 행위자들에게
중국의 중앙과 지방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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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최근 관련 이론의 흐름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
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즉,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분석,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중앙-지
방정부 관계 분석,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 및 정책과정 분석, 중
국 중앙-지방정부 간 제약분석, 중국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간 전
망, 정책제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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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정운영 및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이해
본 연구의 핵심 키워드인 국정운영 및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의
미와 논의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1. 국정운영
1) 국정운영의 의미와 차원
(1) 국정운영의 의미
국정운영이란 용어가 정치나 행정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이 용어
에 대한 명확한 학술적 개념은 내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마다, 학자마다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
다.8) 국가 거버넌스는 국정관리로 혹은 국정운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운영’이 조직의 미션과 비
전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형성, 발전, 적용, 유지, 집행, 실행 등)
라고 한다면, ‘관리’는 이러한 행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뒷
받침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운영과 관리를 ‘국정’과 연계시키면 개념을 정립하기는 더
욱 어렵다. 국정운영과 국정관리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다양하고 이해상충적인 수요나 정책문제 등을 운

8) 정부 부처의 효과적인 운영은 구조와 거버넌스(治理)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Peters, 2013: 15).
국가 거버넌스 능력과 실적의 개선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통 관료체
제 혹은 계층제의 거버넌스 구조에는 일반적으로 격려와 효율이 결여되어 있다. 시장화, 분권화가 중요한 추
세인 오늘날, 전통행정의 생태계는 이미 변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와 조정
을 필요로 한다. 거버넌스 구조의 전환은 권력을 주고받는 관계와 책임이 중첩되는 것을 의미한다(徐晓林·朱
国伟, 2013: 15-23; 蒋永甫 等, 2016: 41에서 재인용).

62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영하고 관리한다고 한다면, 두 용어 간에는 매우 중첩적이고, 모호하고,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속성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국가 거버넌스를 국정운영과 국정관리로 광의로 이해하기로 한다.

(2) 국정운영의 차원
국정운영과 국정관리를 상호 교호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국정운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차원 혹은 범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국정운영에서 고려할 수 있는 차원은 우선, 국정운영의 주체이자
객체가 될 수 있는 국가와 사회 또는 사회와 국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다음, 국가와 사회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국가기구,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관한 차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기구 간의 견제와 균
형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그 나라의 국정은 정합성(congruence)을 가지
고 제대로 운영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중앙과 지방정
부와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 관계, 국제관계도 중요하
게 고려할 차원이라 할 수 있다.
국정운영을 여러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국정운영을 구성하는 범주
에서 바라본 것이다. 국정은 각 차원에서 해당 기능이나 역할이 실질적으
로 작동, 운영, 관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국정운영에 관한
다양한 차원을 유기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해야 입체적이고 적실성과 타당
성을 갖는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국정운영의 여러 차원 중에서 국가기구(state apparatus)로 좁혀지면,
이는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논의와 관련된다. 국가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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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되며,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의 정도, 수준,
범위에 따라 권력구조와 정부형태가 결정될 것이다. 국정운영의 변화는
헌법 제정 및 개정 또는 정권 교체와 연계되는 차원이라 할 수 있다(김윤권,
2016: 17).
한편, 정부운영은 국정운영의 하위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엄밀히 본
다면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행정부 차원에서의 논의와 관련된다. 그
렇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운영 역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에서 이루어진다. 행정부로 좁혀 본다면, 정부운영의 범주는 공공부
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기업 등),
시민사회, 제3섹터 등 다양한 거버넌스 행위자들 간에 복잡한 행위로 이
루어진다. 정부운영의 변화는 정부혁신 또는 행정개혁에서 두드러진다
(김윤권, 2016: 17).
조직운영은 공공조직이든 민간조직이든 모든 조직에서 이루어진다. 거
시적이고 가장 상위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정부에서부터 가장 작은 조직
단위라 할 수 있는 팀이나 TF에 이르기까지 조직운영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와 행위로 이루어진다. 조직운영은 조직진단
(환경분석, 수요분석, 기능분석, 조직 및 프로세스 재설계, 인력재설계,
행태·문화, 성과관리, 지식관리, 변화관리 등)이나 조직개편을 통해서 변화
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조직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김윤권, 2016: 17).
국정운영, 정부운영, 조직운영의 위치와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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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국정운영의 로커스와 포커스

위치(locus)
국가기구 차원의
국정운영

행정부 차원의
정부운영

모든 조직 차원의
조직운영

관점(focus)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
∙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 헌법 개정 혹은 정부 교체
∙ 장기적 시차
∙ 국정운영의 하위 개념이지만, 역시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업무 관련
∙ 공공부문(중앙-지방, 공공기관 등), 민간부문, 준정부조직
∙ 정부혁신, 행정개혁, 정부조직개편
∙ 중단기적 시차
∙ 공공조직, 민간조직, 준정부조직 등 모든 조직
∙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 조직관리
∙ 일상적 시차

자료: 김윤권(2017: 5)

그런데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 자유주의국가들과는 달리 중국
의 경우는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로 작동되고 있다. 중국의 국
정운영9)에서는 공산당이 핵심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의 국정운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산당을 포함한 접근이 필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중앙-지방정부 차원으로 한
정하여 접근하기로 한다. 따라서 주로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과 각급 지
방정부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분석과 설명을 한다. 다만, 당국가체제
속성상 당 관련 분석과 설명이 필요한 경우(특히 제4장에서), 당과 연계
하여 분석과 설명을 한다.

9) 국가 거버넌스의 우열은 민주적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가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지, 사회의 안정을 실현
하고, 인민의 단결과 공민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국가가 처한 거버넌스 환경은 사실상
국가가 처한 내외 환경과 압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 국가 거버넌스의 기본 경과는 세 가
지 구조에 초점을 둔다. 하나는 정부와 공민 관계, 둘은 중앙과 지방 관계, 셋은 정당과 국가 관계이다. 이 세
가지가 결정적 의의를 지닌다(陈明明, 20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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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거버넌스 이해
(1) 중국의 거버넌스
government를 넘어선 governance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이 각자 자율성과 책임성이 전
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당독재로 운영되는 중국에 과연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활용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일단 중국
에서 논의되는 거버넌스 관련 문헌을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현대 중국의 거버넌스는 일정한 지도사상과 역사 조건 하에서 형성하
고 발전한 것으로써 정부 거버넌스의 기본제도를 구성하고 있다(许耀桐,
2016: 85). 정부 거버넌스 체계의 역사 형성과 운영기제에서 보면, 중국
정부 거버넌스 체계는 특수한 역사 시기에서 등장한다(许耀桐, 2016:
90-91).

표 2-6

중국 거버넌스의 흐름

마르크스

∙ 중국의 정부와 정부 거버넌스는 마르크스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함
∙ 마르크스, 엥겔스가 사회주의에 대한 일부 구상과 자본주의 정부에 대한 비판은 모두 중국의 정부제도에
깊은 영향을 줌

1930년대

∙ 중국 정부 거버넌스의 체제의 근원은 ⅰ) 중국공산당이 집권당이 되기 전인 1930년대 초기 장시(江西)
혁명 근거지에서 수립한 중화소비에트 정권, ⅱ) 항일전쟁 시기 산간닝(陕甘宁) 변구에서 수립한 항일민
주정권, ⅲ) 해방전쟁 시기 해방구에서 수립한 혁명정권을 포함한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

당의 18대
이래

∙ 당의 18대 이래, 시진핑을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은 혁신적으로 ‘정부 거버넌스의 이념을 제기하고, 행정체
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법치정부 건설과 법에 따른 행정을 추진하여, 정부직능 전환과 기구개혁에
속도를 냄
∙ 정부와 기업의 분리, 정부와 자본의 분리, 정부와 사업의 부리, 정부와 사회의 분리를 추진함
∙ 정무공개를 추진하고, 권력목록제도와 권력운영 절차의 공개제도를 추진하여, ‘간소화 및 이양(简政放权)’
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심사제도 개혁을 확대하고, 정부 거버넌스의 새로운 이론과 특징을 모색함

당의 18기
3중전회의
「결정」

∙ 정부 거버넌스는 국가 거버넌스의 한 가지 중요한 측면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의 18기 3중전회의
「결정」에서 보듯, “과학적인 거시조절, 효과적인 정부 거버넌스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우세를 발휘
하는 내재적인 요구임
∙ 반드시 절실히 정부직능을 전환하고, 행정체제개혁을 심화하고, 행정관리 방식을 혁신하고, 정부 공신력과
집행력을 강화하고, 법치정부와 서비스형 정부를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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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계속

2015년
｢정부업무
보고｣

∙ 2015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우리는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국가 거버넌스를 추진해야 하고, 법치정부,
혁신정부, 청렴정부와 서비스형 정부의 건설에 속도를 가하고, 정부 집행력과 공신력을 강화하고,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추진해야 함”(李克强, 2015)

2016년
「정부업무
보고」

∙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더 나아가 “정부 자신의 건설을 강화하고, 정치 능력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
야 함. 임무가 막중해도 완수해야 함. 특이하고 막중하고 복잡한 개혁발전 임무에 직면하고 있어, 각급
정부는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실현하여, 전면적으로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사명을 어깨에 메고,
백성의 희락을 마음에 두고, 인민이 만족하는 법치정부, 혁신정부, 청렴정부와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해
야 함”(李克强, 2016)

주: 许耀桐(2016: 85-92)을 준거로 작성함

<표 2-6>의 흐름과 더불어, 최근 몇 년에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수렴
되는 것이 바로 ‘네 가지 정부’ 건설 문제이다. 이는 정부 거버넌스에 대
한 중국의 이해와 인식을 한눈에 보여주며, 정부 거버넌스의 기본 이론을
구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에서 정부 거버넌스는 정부직능을 필
수적으로 전환하고, 행정체제개혁을 심화하고, 행정관리 방식을 혁신하고,
정부 공신력과 집행력을 강화하여 법치정부, 혁신정부, 청렴정부와 서비
스형 정부를 추진하는 것이다(许耀桐, 2016: 92).
중국의 거버넌스는 특수한 민주정치 구조와 정당정치 배경에서 운영
되고 있어서 수천 년 봉건사회가 남긴 흔적이 여전히 존재하며, 동시에
소련 모형의 영향을 깊게 받아서 중국 정부 거버넌스 체계에는 적지 않은
폐단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许耀桐, 2016: 90-91).
첫째,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행정의 지위가 막강하며, 인치의 색
채가 짙다. 이는 세 가지 특징, 즉 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력분배에서
중앙정부가 고도로 집권하고 있으며, ⅱ) 경제에 대한 정부관리에 있어
정치와 경제가 서로 구분되지 않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정부가 집중한 경제관리권이 지나치게 많아서 행정수단을 주로 하는 직접
미시적인 통제를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ⅲ) 정부기관 설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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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방대하고 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권력은 각급 정부 부서에
놓여 있어, 기업은 마땅히 있어야 할 생기와 활력이 취약하다(许耀桐,
2016: 90).
둘째, 정부 거버넌스 직능의 규정이 과학적이지 않고, 기관 설치가 비
합리적이어서 효율과 능력이 낮다.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매우 엄격히
관리하여, 정부체계와 기제 상의 무한 책임과 무한 권력을 형성하고 있
다. 한편으로, 개인 직업선택, 창업과 투자의 적극성을 억제하여 투자 부
족, 취업기회 감소 등의 문제를 낳았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권력이 너무
커서 권력의 부서화·개인화·이익화의 구도를 형성하여, 부패 문제가 끊
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기관이 중복되고, 정부부문10) 간 조괴 사이에는
협조기관이 결여되고, 정부 내무 업무는 서로 협조하지 않거나, 혹은 협
조의 비용이 너무 높아서 정부행위의 효율성이 낮고, 공문 떠넘기기(公文
旅行), 잡다한 서류와 빈번한 회의(文山会海) 등이 존재한다(许耀桐,

2016: 90-1).
셋째, 거버넌스가 중복적이어서 여러 측에서 관리하고, 각자 제멋대로
일하여, 효율성이 낮고, 내부 소모가 심한 상황이다. 정부조직의 직능배
치에서 정부 부서의 직능에 대한 구분이 매우 세부적이다. 행정권력을 운
영함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사회 거버넌스에
있어서 정부 위주의 이익만 강조하고 기대되는 직능은 결여되어 있다. 본
래 정부의 직능은 공공서비스와 사회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
지만, 현재 정부에서 두드러진 문제는 정부가 정부 및 정부기관 자신의

10) 중국에서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组成部门이라 하는데, 이는 部委署行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부처에 해당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중앙정부의 组成部门인 경우만 한국의 부처에 해당하고, 지방정부에서 부문은 한국의
‘부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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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치중하여 공공이 기대하는 공공재의 제공을 소홀히 하고 사회 거
버넌스가 취약한 상황이다(许耀桐, 2016: 91).
넷째, 법에 따른 행정행위 관념이 빈약하여 행정에는 자의성이 강하고,
부패 현상도 심각하다. 정부운영 기제는 정부운영의 규칙체계이다. 정부
체계는 정태적인 몸통이 아니라, 동적인 유기체이다. 마치 기계가 작동해
야만, 그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것과 같다. 정부운영 기제는 일련의 규
칙을 통하여, 정부 및 공직자의 직책 범위를 규정하고, 조직구성원 간의
행위와 상호관계를 구속하여 관리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행정관
리체계를 순조롭게 운영케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중국 정부운영 기제는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주로 상대적으로 완비된 규칙체계가 취약
한 점이다. 법에 따른 행정 관념이 부족하고, 권력이 법보다 강하다는 사
상과 현상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또한, 권력을 구속하는 측면에서 나
약하고 무력하여, 일부 감독제도가 미흡하고, 이미 구축된 감독제도도 현
실 운영에서 종종 각종 원인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인정(人情) 관념과 족벌주의(裙带关系)가 만연하여 행정의 자의성이
강하며, 각종 부정부패 현상이 정부 거버넌스 측면에 널려 있다. 이들 모
두 정부 거버넌스를 잘하지 못하는 주요 문제를 낳아서 정부 거버넌스의
개혁과 건설의 실천 과정에서 극복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许耀桐,
2016: 91).

(2) 중국의 계층제 거버넌스
중앙과 지방 관계의 발전은 국가 권력의 공간상 배열 문제뿐만이 아니
라, 실제로 국가 거버넌스 구조의 조절과 최적화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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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시각에서 보면, 중앙과 지방 관계는 실질적으로는 국가 거버넌
스 구조의 문제이다. 현재 전 세계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국가 거
버넌스 구조, 즉 단일제 국가 거버넌스 구조와 연방제 국가 거버넌스 구
조가 있다. 전자의 경우, 하나의 계층(层级) 거버넌스 구조이고, 후자는
하나의 행렬 거버넌스 구조이다(蒋永甫 等, 2016: 41).

그림 2-1

중국 계층제 거버넌스 구조

중앙-지방: 권한, 책임, 이익의 단계
분해 및 위임

중앙정부
성정부

지방
정부

시정부
기층정부(구, 현, 향)

복종,
집행,
명령,
환류
제어,
감독

기층사회
출처: 蒋永甫 等(2016: 42)

중국은 단일제 계층 거버넌스 구조를 실행하고, 이론상 지방정부는 중
앙정부 혹은 상급 정부의 파출기관으로서 모든 권력은 중앙에 있다. 지방
정부 권력은 중앙정부와 상급 정부가 부여한 것이고, 지방정부는 집행기
관으로, 실천(操作) 측면의 권력만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천과정에서
중국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권력은 연방제 국가의 주와 지방정부가 갖는
것보다 훨씬 많다(郑永年, 2013: 4; 蒋永甫 等, 2016: 41에서 재인용).
따라서 분권화 개혁 이래의 현대 중국에서 단일제 계층 거버넌스 구조
는 이미 권위 분절화가 되었고, 지방정부 자주성 확대와 중앙정부의 거시
적인 조절이 좌절되었다. 결국, 계층제 거버넌스가 정보의 왜곡을 낳고,

70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문제들이 나타났다. 결국, 현대 중국의 국가 거버넌
스 구조는 거버넌스 과정 중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비적절성(不适应性)이
나타난다(蒋永甫 等, 2016: 41).

(3) 중국의 계층제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
중국에서 실행하는 단일제 국가구조 형식은 전형적인 계층제 거버넌
스 구조에 속한다. 계층제 거버넌스 구조는 일종의 고도로 집권화되고 수
직 일체화된 국가 거버넌스 구조이다. 계층제 국가 거버넌스 구조에서 국
가권력은 중앙정부에 고도로 집중되어 지방정부는 자주권 혹은 실제 권
력이 없고, 모든 지방정부는 또한 하나의 수직관리체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거버넌스 구조에서 지방정부는 심지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거버넌스
주체라고 할 수도 없다. 단지 지방에 있는 중앙정부의 집행기관으로 전달
하고, 감독을 집행하는 작용을 한다(蒋永甫 等, 2016: 42).
이런 거버넌스 구조에서 지방은 중앙에 책임지고, 중앙과 지방 사이는
주로 상·하급 사이의 ‘명령-복종’ 관계로 나타난다. 개혁개방 이래, 분권
화 개혁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상응하는 인사권 및 재정권 그리고 일부 입
법권을 통해서 상대적인 자주성을 얻어서, 사실상 지방 거버넌스의 한 주
체가 된다. 그러나 제도적 보장의 미흡 및 계층제 구조 자체에 존재하는
일부 고유의 결함 때문에 현대 중국 계층제 거버넌스 구조에는 일련의 국가
거버넌스 효력을 잃고(失效) 실패 가능성도 있다(蒋永甫 等, 2016: 42).
국가 거버넌스의 효력이 없거나 국가 거버넌스 실패(失灵)는 국가 거
버넌스의 주체가 정확히 효과적으로 거버넌스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杨雪冬(2004)은 국가 거버넌스 실효를 ‘구조적 실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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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실효’와 ‘정책적 실효’로 나누었다(杨雪冬, 2004: 17-24; 蒋永甫 等,
2016: 42에서 재인용).
그중에서 구조적 실효는 국가를 중심으로 구축된 전체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 되는데, 주로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취약성’과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의 관계가 균형을 잃어서 초래한 사회와 시장의 실효’로 나타난다.
제도적 실효는 일부 규칙과 배치에 분명한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지칭하
며, 세 가지 형태, 즉 ⅰ) 제도의 결여와 진공, ⅱ) 제도운영의 효과성 부
족, ⅲ) 제도설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이다. 정책적 실효는 국가가 내
놓은 구체적인 정책, 방침, 조치의 집행력이 취약하며, 결정된 정책목표가
‘모두 시행되지 않거나(折扣)’, 심지어 구현되지 못한 경우이다(蒋永甫 等,
2016: 42).
결국, 국가 거버넌스의 제도적 실효는 통상 전체적이고, 그 영향과 위
험도 가장 심각하다. 제도적 실효와 정책적 실효는 비록 부분적이고, 구
체적이지만, 일부 상황에서 제도적 실효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종
종 그 거버넌스 구조에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기적인 정책실효는
또한 반드시 제도적 실효를 초래할 것이며, 심지어 거버넌스 구조 전반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하여, 어떤 유형의 국가 거버넌스 실패
도 무시할 수 없다. ‘국가 거버넌스 구조의 실패’는 실제로 국가권력의 배
치와 운영의 불균형인 실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과 지방 관계의
불균형과 무질서로 나타난다(蒋永甫 等, 2016: 42).
이러한 불균형과 무질서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이양(放) → 혼란(乱)
→ 회수(收) → 소멸(死) → 재이양(再放)’처럼 권한과 책임의 회수와 이양
이 반복되며, 그 본질은 중국과 지방 사이에서 나타난 권력과 이익 간의
경합이다. 한편으로, 중앙정부는 권력을 위로 집중시켜 지방정부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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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政)의 적극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자주성 확대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선택적인 집권을 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이는 가능한 위기(국가 권위와 제도의 해소)에 대응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중앙과 지방 관계는 하나의 ‘악순환’에 놓인다(蒋永甫 等, 2016: 42).

2.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논점
1) 집권과 분권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 조정에서 기본적인 4가지 차원은 입법권, 재
권, 사권 및 인사권이다. 중앙과 지방 관계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복잡하
고 민첩한 동태 조정의 기본 특징은 ⅰ) 점진적 집(분)권은 정책조정의 적
합성, ⅱ) 선택적 집(분)권은 다른 정책 간의 이질성, ⅲ) 차별화된 집(분)
권은 정책수단의 다양성에서 나타난다(朱旭峰·吴冠生, 2018: 50-57).
집권-분권 시각은 현대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를 관찰하는 기본적인
시작이다. 이러한 시각은, ⅰ) 역사적으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파동을
강조하고, ⅱ) 현실적으로 중국 단일제의 국가구조를 강조하여, ⅲ) 정책
의견에서 볼 때, 집권-분권의 균형을 강조한다(黄相怀, 2016: 13).
집권이라는 단어는 중앙과 지방 관계의 담론에서 중앙집권을 지칭하
는 것이다. 「정치학상견명사천석(政治学常见名词浅析)」에서 중앙집권의
정의는 ‘지방분권’의 대칭이다. 국가권력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제
도이다. 지방정부는 반드시 통일적으로 중앙정부에 복종해야 하며, 중앙
정부의 정책과 법령에 따라 행사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영도와 감독을 받
는다. 중앙집권 국가는 통상 두 가지 경우가 있다. ⅰ) 중앙정부의 지시를
집행하는 것을 보장하고, 중앙집권을 실시하는 지방관리 제도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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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지방정부는 지방 유권자로부터 선출되고, 또한 형식상 지방 문제
를 해결하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자주’권을 향유하는 것이다. ⅱ)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을 받는다. 중앙정부는 입법, 행정,
재정 등의 수단으로 지방정부를 감독하고, 지방정부의 행정집권의 수장
을 임명하거나 혹은 관원을 파견하여 지방에서 중앙정부를 대표하고, 지
방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를 하는 것이다”(王松, 1984: 14-5;
黄相怀, 2016: 13에서 재인용).

분권이라는 단어는 중앙과 지방 관계의 담론에서, 당연히 지방분권을
지칭한다. 「정치학상견명사천석」에서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의 대칭이
다. 국가권력의 일부를 지방정부에서 행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를 실
행하는 국가들에서 많은 경우 이 제도를 채택한다. 헌법에서 중앙과 지방
의 권력 범위를 규정하고, 지방정부는 법정 범위 내에서 그 직권을 행사
하는데, 동시에 반드시 중앙정부에서 맡긴 전국적 정무도 집행해야 한
다.”고 정의한다(王松, 1984: 15; 黄相怀, 2016: 13에서 재인용).
Lipson도 “수직적인 시각과 수평적인 시각으로부터 권위의 집중과 분
산을 살펴볼 수 있다. 수직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는
서로 다른 권력관계가 존재한다. 일부 국가에서 지방정부는 단지 중앙의
연장으로, 지방관원은 하나의 뇌가 통제하는 긴 팔의 말단 손가락이다.
하지만 다른 일부 국가의 지방정부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중앙의 통
제에서 독립적인 독립성을 향유하고 있다. … … 권력이 중앙 아니면 지
방에 위치하여 놓여 있다는 것은 중앙집권(centralization)과 지방분권
(decentralization)을 구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Lipson, 1996: 黄
相怀, 2016: 13에서 재인용).

따라서 집권-분권 시작에 따르면, 한 나라의 중앙과 지방 관계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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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인가 아니면 지방분권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
앙과 지방의 권한배정을 보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권한배정은 두 가지 측
면으로 나뉜다. 하나는 정태적인 권력배정으로, 즉 헌법과 관련 법규상에
적혀 있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력배정으로 지방정부에 헌법과 관련 법
규상에 명확한 고유 권력이 부여된 것이다. 또한, 이들 권력이 일정한 수
준에서 그가 독립성을 향유하고, 관할 구역 내부 사무에 대하여 상당한
권위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면 이런 중앙과 지방 관계는 하나의 분권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黄相怀, 2016: 13).
반면에, 만약 헌법과 관련 법규가 중앙정부에 전적인 혹은 거의 전적
인 권력을 부여하고 지방정부는 중앙권력의 대리 집행인에 불과하다면,
이런 중앙과 지방 관계는 집권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 측면은
동적인 시각에서 중앙과 지방 권한의 실제 행사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록 헌법과 관련 법규에서 지방에 상당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면, 이들 권력은 상당한 독립성과 권위를 가진 정부가 되는데 충분하
다. 그렇지만, 중앙은 각종 경로를 통하여 지방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지
방은 헌법에서 부여한 권력을 향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권력을 어쩔 수 없이 내놓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의 중앙과 지방 관계
는 분권적인 구조라고 할 수 없다. 만일 중앙(입법기관, 행정기관 및 기타
권력기관)이 일방적으로 지방의 권한 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변화가 헌법에 충족되면, 비록 헌법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명확한 규
정을 하지 않아도, 이것은 집권제적인 것이며, 그 반대로는 분권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권과 분권을 단지 형용사로 이해하기보다는 주로 동
사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黄相怀, 20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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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중앙과 지방의 역할은 오랜 역사적 맥락에서 그리고 현재 환경의 역동
성에 따라 변하고 있다. 역할은 일반적으로 주체가 구조 중에서 처하는
지위와 발휘하는 작용을 지칭한다. 중국 중앙과 지방 관계의 프레임 중에
서, 비록 중앙과 지방의 의미는 매우 명백하지 않지만, 등급성의 정치구
조에서 중앙과 지방은 영도하고 영도되는 관계이다.
소위 “전당(全党)은 중앙에 복종하고”, “국무원은 전국 범위에서의 사
무를 영도하고”, 중앙 입법기관은 지방 입법기관에서 정한 법률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중앙과 지방의 역할의 규정에 기반을 둔 것이다(黄
相怀, 2016: 15).

중앙과 지방 관계의 시가에서 보면, 지방정부(혹은 지방국가, local
state)는 마땅히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된다. 우선, 지방정부는 이미 자주
(自主)적 지위를 가진 주체로 변한다. 이는 개혁개방 이전 중앙의 고도집
권체제 아래서 지방정부 역할은 상대적이라는 의미이다. 개혁개방 이래
분권화와 시장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이익
과 지위를 얻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주적 지위의 확보는 중앙과 지방
관계의 틀(frame)에서 얻은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주 지위는 단지
상대적인 지위임을 의미한다. 중앙과 지방 관계의 틀에서 중앙은 기존의
지방정부에 대한 구체적․세부적인 엄밀한 통제에서 지표성(指标性) 통제
로 전환되어서 압력형체제를 낳게 되었다(荣敬本 等, 1998; 黄相怀, 2016:
15에서 재인용).
11) 집권 혹은 중앙집권이 대응하는 영문은 centralized, centralization인데, 영문에서 보면, 이들 모두
central로부터 온 것이지만, central 자신은 ‘집권’의 뜻은 없다. Decentralized, decentralization도 같은
상황이다(黄相怀, 20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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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지위에 압력형체제가 덧붙여짐에 따라 지방정부는 이중의
역할을 갖게 되었다. 한편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해당 지
역(地区) 경제에 대하여 거시적인 관리와 조절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
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비정부 주체를 대신하여 중앙의 결정을 집행하고,
중앙의 지지를 얻어 해당 지역경제에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지방정
부의 이러한 지위와 기능을 지방정부의 복대리(双向代理)라고 한다(陆建新,
1997; 黄相怀, 2016: 15에서 재인용). 지방정부는 전통체제에서 중앙정
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다. 개혁개방 이래 지방정부는 미시적인 경제 주
체들의 대리인으로서 복대리 역할을 맡는다. 이런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들은 수익목표를 중시하게 된 것이다(庞明川, 2004; 黄相怀,
2016: 15에서 재인용).
정치적 이익 측면으로 본다면, 정책결정자는 현행 기제에서 정치적 업적
(政绩) 제시, 지역 간 비교, 심사평가 기제(考评机制)를 활용하여 한 지역,
한 집단, 더 나아가 개인의 정치목표를 추구한다. 周黎安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관원은 이중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에선 ‘경제 참여인’, 즉 어떤 경제
주체와 마찬가지로 경제이익에 주목하고, 다른 한편에선 ‘정치 참여인’으로
서 정치 승진과 정치 수익을 모색한다. 각지의 관원들은 경제적 재세(财
税)와 이윤을 위하여 경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관계(官场)’ 측면에서

승진을 위하여 경쟁한다(周黎安, 2004; 黄相怀, 2016: 16에서 재인용).
경제 이익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결정자는 정부투자 활동을 통하여 해
당 지역과 집단에 일정한 경제이익들 가져다주어,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
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지대추구 행위를 통하여 일부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黄相怀, 2016: 15-16).
지방정부의 이익은 주로 세 가지 이익사슬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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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중앙정부(상급정부)와의 이익관계 사슬인데, 중앙정부는 압력형체제
아래서 실적조사를 활용하여 경영형 국가가 주로 고려하는 이익을 도모
한다. 두 번째 이익사슬은 해당 정부 부서의 이익이며, 지방정부가 현지
경제와 결합하여 형성하는 이익사슬로서 지대추구, 부패 등을 포함한다.
세 번째 이익사슬은 지방정부와 지방 사회가 구성한 이익사슬이다. 즉,
지방 사회도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실적을 기대하고 평가하여, 지방정부에
대해 이득을 얻거나 저항을 하려 한다(黄相怀, 2016: 16).

3) 중앙과 지방정부의 상호작용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태적인 개념이다.
그 관계는 중앙과 지방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기 이전이 아니라 상호작
용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상호작용에서 서로 모두 이익
을 추구하며, 지배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
합과정이다(黄相怀, 2016: 17).
중앙과 지방의 경합은 일정한 제도적인 틀에서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경합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중국의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표 2-7

집권의
체제

중국의 중앙-지방의 제도적 틀
∙ 중앙 고도 집권체제는 이미 분권화와 시장화에 따라 와해됨. 하지만, 현재의 중앙과 지방 관계는 여전히
상당한 집권성을 갖는 제도임
∙ 우선, 간부관리제도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간부관리제도는 1953년에 형성됨. 소련의 당임명간부제도
(Nomenklatura System)를 본받은 것으로, 이 제도는 단지 개혁개방 초기에 조금 조절된 이후, 실제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실적심사제도(政绩考核制度)로 작용되고 있음
∙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간부관리제도가 1990년대 이후, 중앙에서 집권 현상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봄
∙ 이는 중앙과 지방 인사권 관계 측면에서도 드러남. 중앙과 지방은 분권을 한 적이 없고, 단지 존재하는 것은
분업적 분권(分工性分权)으로, “통일된 영도, 분급적 관리(统一领导, 分级管理)”체제라고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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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계속

집권의
체제

∙ 이러한 제도 하에서 중앙과 지방 직능에는 상당한 중복이 있고, 이는 지방정부의 자주 공간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많은 경우, 중앙정부는 “통일된 영도, 분급적 관리” 체제에서 임의로 하급 정부의
모든 행위 영역에 침입할 수 있음

불완비한
민주체제

∙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 민주제도의 핵심임. 하지만, 각급 인대의 지위는 정치체계 중에서 아직 충분히
구현되지 못했고, 정부에 대한 인대의 감독과 제약 기능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함
∙ 지방 공민과 인대 사이의 관계는 통상적인 선거인과 피선거인의 관계가 아님
∙ 따라서 지방의 이익은 지방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음. 지방정부의 행위가, 법률과 법규를 어기는 상황에
서도, 여전히 인대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불충분한 민주제도와 관련된 것은 지방정부의 기능 분화가 불분명한 것임
∙ 입법, 행정, 사법 간에 분립이 실현되지 못했고, 행정은 사법을 간섭할 수 있고, 입법기관의 제약을 무시할
수직적
수도 있음
기능분화의 ∙ 또한, 당과 정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실제 운영에선 권력이 수평적으로 당에 집중되는 상태이며, 이로
불명확성
인하여 지방정부의 여러 부서는 복잡한 전체를 이루었고, 공모나 합작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경쟁을 전개할
수 있음
∙ 이는 지방정부 기능이 충분히 분화된 상황에서는 실현될 수 없음
주: 黄相怀(2016: 17)를 근거로 작성함

이러한 제도적 틀에서 중앙과 지방의 상호작용은 어떤 것일까? 우선은
중앙의 집권인데 이러한 제도적 틀 자체가 집권의 틀이다. 또한, 중앙정
부가 이러한 제도적 틀에서의 지위, 그리고 중앙정부가 많은 자원을 동원
할 수 있어서 중앙정부는 여전히 집권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지방은 경
영형 국가로 되어 자신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선택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더 이상 고도집권체제 아래 중앙의 단순한 정
책집행 도구는 아니다. 따라서 중앙은 단지 법률 혹은 명령의 수단을 통
하여 집권을 실현할 수 없고, 반드시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거나
지방의 이익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집권을 실현하려 한다. 집권은 제도의
단순한 산물이 아니라, 중앙이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산물이다.
그렇지만, 중앙이 구축한 집권은 ‘한번 고생으로 영원한(一劳永逸)’ 보장
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경영형 지방정부는 정보의 은폐, 집권 비용의 인상
등의 수단을 통해서 중앙의 집권화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黄相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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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7).
중앙고도집권의 중앙과 지방 관계 모형에서, 집권은 제도의 정태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동태적인 특징을 갖는다. 즉, 고도집권체제가 만들어 낸
것은 순종하는 대리인이지만, 자신의 주체 이익은 없다. 또한, 전능주의
(全能主义) 사회체제가 심화되면, 지방정부는 중앙의 정책의도에 저항할
필요가 없고, 단지 명에 따라 행사하여 ‘모든 일이 순조로운(万事大吉)’
것이 될 수 있다. 이상적인 민주제도에서 사법은 독립적이며, 지방정부의
행위는 지방 민중에 투명하다. 만일, 지방정부가 중앙의 어떤 법령을 따
르지 않는다면, 곧바로 민중의 저항과 사법기관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黄
相怀, 2016: 17).

지방의 특수한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지방정부는 한편으로, 집권과
자신의 이익을 일치시키거나, 혹은 집권의 압력이 상당히 클 때 협조의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중앙이 집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
는 영역은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이익이 불일치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집권 압력이 강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순종과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중앙에서 집권을 실행할 때, 지방정부는 해당 영역에서 중앙정부와
경쟁에 맞설 힘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는 은밀하게 기타 영
역에서 중앙집권의 효과를 잠식시키고 중앙집권의 비용과 수입 조건을
변화시켜서 해당 영역에서의 중앙집권의 의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黄相怀,
2016: 18).
현지의 충분한 정보 우위를 통해 지방정부는 부분적으로 중앙과 경쟁을
전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앙집권의 노력을 상쇄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집권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 현대 중국 중앙과 지방 관계의
기본적인 특징은 지방정부가 ‘포스트 중앙고도집권 시대’에 지방정부의

80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이익을 도모하여 여러 영역에서 중앙과 경쟁을 벌인다는 점이다(黄相怀,
2016: 18).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기관’은 명칭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기관을 지칭하고,
‘정부기관’은 중앙, 지방에서 최 기층의 모든 정부 부서를 포함한 범위(외연)
가 매우 넓은 개념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하위 개념(种概念)’과 ‘상위
개념(属概念)’의 종속관계이다. 또한, 중국의 ‘중앙기관’은 정부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중앙 영도기관도 포함된다. 즉, 통상적으로 말하
는 ‘당중앙’이다. 반면, 정부기관은 당의 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
으로 보면, 중앙기관은 당중앙, 국무원 등 중앙 당정 부문의 기관이다. 정
부기관은 중앙에서 지방까지 최 기층을 포함한 모든 정부직능 부서를 포
함한 기관을 지칭한다. 그러나 실제로 ‘중앙기관’이란 용어는 당정 이외
의 기업, 단체 등 조직의 최고 영도기관을 지칭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중앙은행, 본부, 사회단체 본부 등이다. 당정부문의 중앙기구와는 달리,
이들은 반드시 수도에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곳에 둘 수도 있다.12)
중앙정부는 ‘중앙’으로도 불리는데, 최고국가행정기관이며, ‘지방정부’
와 상대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전국의 행정업무를 통일적으로 영도할
책임을 지고, 국가의 국방, 외교, 재정, 내정 등 행정직권을 집중적으로
관장한다. 중앙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으로서 최고국가권력기관의

12) 中央机构与政府机构的区别?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17116781.html
(검색일, 20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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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이며,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최고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선출되고, 그에 대해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중앙정부는 한
국가의 전국사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공식 명칭으로 연방제 국가에서
는 ‘연방정부’이다. 중앙정부는 통상적으로 전국적인 사무를 책임진다.
예를 들면, 국가 헌법, 전국에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국방과 외교를
맡고, 본국을 대표하여 기타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는 책임을 진다. 중국
에서 ‘중앙정부’와 대응되는 것은 지방정부로, ‘지방’으로 약칭한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에서 1954년 9월 15일 제1기 전
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최고국가정권기관은 중앙인민정부위
원회와 그가 임명하여 영도를 맡긴 정무원, 인민혁명군사위원회, 최고인
민법원, 최고인민검찰서 등 기관이다. 1952년 11월 15일 중앙인민정부
계획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했다.13)
지방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지칭함에 있어 한국에서는 법률상 지
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법률상 지방국가기
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李伟民, 2002: 1093; 박대헌, 2017: 31
에서 재인용). 다만, 학계에서는 지방인대와 지방정부를 포함시킨 지방정
권기관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许安标·刘松山, 2003: 256-8;
박대헌, 2017: 31에서 재인용).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는 국가 행정구역 사무를 관리하는 정부
조직의 총칭으로 공식적인 명칭은 지방인민정부로 중국에서 중앙인민정
부(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인 국무원(the State Council)에

13) 中央政府和中国政府一样吗?比如用词可以表达的一样吗?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
question/1899069596541430020.html?fr=iks&word=%D6%D0%D1%EB%D5%FE%B8%AE%BA%CD
%D6%D0%B9%FA%D5%FE%B8%AE%D2%BB%D1%F9%C2%F0&ie=gbk (검색일, 2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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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되어 지칭되는 각급 인민정부이다. 헌법 제95조에서는 “성, 직할시,
현, 시, 시할구, 향, 민족향, 진에 설치한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로 규
정하고, ‘지방’으로 약칭한다. 현대 사회에서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와 비
교하면, 제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방세수 정책수립, 제
한된 입법실행 등이다. 여러 국가에서 민족자치구역은 일반적인 지방정
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권력, 예를 들어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중국
에는 또 자치 지방이 존재하는데, 홍콩과 마카오는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이후 중국의 특별행정구가 되었고, 동일한 행정지위인 성과 직할시와 비
교해서 중앙에서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14)
중앙과 지방은 ‘영도하고 영도되는 관계’이지만, 이러한 영도는 중앙
이 지방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의 국가기관은 중앙 국가기관의 부
속기관으로, 그들의 목표는 사회발전을 위하고 인민에 헌신하는 것이다.
중국은 인민민주 전정(专政)의 사회주의 국가로 법률상 중앙의 모든 것은
지방과 평등하지만, 정치 지위상 중앙은 지방보다 위에 있고, 그들은 공
동으로 국가의 발전을 추진한다. 하지만 중국에는 자치구와 특별행정구
가 있는데, 이런 두 구역에는 지역자치를 실행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느
슨한 환경이 있다. 이 두 구역 중에서 특별행정구의 특권은 자치구의 특
권보다 크다. 결국, 중국에서 중앙과 지방은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제약
하며, 민주집중제를 실행하며, 공동으로 국가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중국
은 단일제 국가로서 여러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단일주권 국가이다. 전국
에는 오직 하나의 입법기관, 하나의 중앙정부가 있고, 전국에는 오직 하

14) local government.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245157979020109524.html
(검색일, 20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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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헌법이 있으며, 인민의 국적에서 볼 때, 공민은 오직 하나의 국적만
있다. 전국은 지역에 따라 여러 행정구역으로 구분되고, 각 행정구역은
중앙정권 기관의 통일된 영도를 받는다. 대외관계로 볼 때, 국가는 하나
의 완전한 주권국가이며, 국제관계에서 단일 주체이다. 다시 말하면, 중
앙정부는 통일적으로 외교권을 행사하고, 지방정부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를 행사할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중국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
동 원칙은 민주집중제를 포함하고, 그중 한 측면이 바로 중앙과 지방 국
가기관의 관계인데, 중앙의 통일된 영도에서 지방의 주도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원칙을 따른다.15)

2) 지방정부의 이해
(1) 지방정부의 개념
① 지방정부의 범주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범위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ⅰ) 단지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부 혹은 최하 계
층의 정부(즉, 중국학자들이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기층정부), ⅱ) 단일제
국가 중에서 중앙정부를 제외한 기타 각급 정부, ⅲ) 연방제 국가의 연방
구성원 정부도 지방정부의 범주에 속한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2).
지방정부 용어가 지칭하는 내용에 대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ⅰ) 이는 단지 지방행정기관을 지칭하거나, ⅱ) 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하는 하나의 정부 단위이다. 여기서, ‘지역’과 ‘전국’은 전체와 부분의
15) 中央政府与地方政府的具体职责与分管范围,以及权力. Retrieved from https://wenwen.sogou.com/
z/q168340116.htm (검색일, 2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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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이며, ‘중앙’과 ‘지방’은 하나의 상하 종속관계이다. 지방정부는 하나
의 지역적 정부이지만, 그는 전국적 정부와 상하 종속관계가 존재하며,
전국적 정부(중앙정부)의 소속기관이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2-3).
중국의 실제 상황과 연결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일부 지역 혹은
부분 지역의 일부 사회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한 정부 단
위이다. 이러한 정의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것이고, 국가 일부
지역 혹은 부분 지역의 일부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정부 단위이다(亢犁·
杨宇霞 主编, 2015: 3).

② 지방정부의 기본 특징
면적과 인구가 일정한 규모에 이른 국가에서 하나의 정부(전국적 정부)
가 모든 사회사무에 대하여 직접 공공관리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국가는 지역에 따라 지방정부를
설치하고, 지방정부를 통하여 국가가 맡은 사회직능을 실현하여, 정치 통
치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3).
지방정부는 권력의 비주권성, 권한의 국지성(局部性), 직책의 사회성이란
특징을 갖는다. 즉, ⅰ) 지방정부는 권력을 갖지만 주권적인 성격은 없다.
주권은 어떤 권력의 행사에 관하여 최고 또한 최종의 결정권을 지칭한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특징은 분명히 연방구성 정부와 다르다. ⅱ)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은 국지적인 것이다. 지방정부 권한의 국지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권한이 미치는 지역 범위가 단지 국가의 국지
지역이고, 또 하나는 권한이 미치는 사무가 단지 지방 사회사무의 일부분
이다. ⅲ) 지방정부의 직책은 지방 사회관리를 완성하는 것이다. 지방정
부의 주요 직책은 국가의 사회 직능을 실현하는 것이고, 지방정부의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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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은 반드시 지역에 따라 실시하는 사회관리와 서비스이며, 전체 국가
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국가 통일에 위협이 되지 않는(亢犁·杨宇霞 主编,
2015: 3).
③ 지방정부의 지위
한 국가의 정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서로 대체할 수 없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효과적인 작용을 발휘할 수 있게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의 목표를 이
를 수 있는 기초를 실현한다. 지방정부는 국가 정치체제에서 불가결한 구
성부분이다. 첫째, 지방정부는 국가의 정치통치를 실현하는 기초이다. 각
지방정부는 관할지역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통해서 현지의
사회 안정과 발전을 보장한다. 동시에 각 지역의 사회 안정과 발전은 또
전국적인 정치 안정과 발전과 연계된다. 둘째, 지방정부는 민주정치를 실
현하는 기초이다. 민중은 광범위하게 지방 사회사무의 관리에 직접적으
로 참여하여, 지방정부가 공중의 감독을 받게 한다. 또한, 공중의 민주의
식을 높이고, 공중참여와 사회관리의 수준도 높일 수 있다. 그리하여 국
가 전체의 정치와 민주 발전을 추진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민중의 통로이다. 사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는 주로 지방정부의 활동
을 통하여 완성된다. 지방정부는 관리와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민중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제때에 정확하게 민
중의 상황과 요구를 중앙정부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정확한
정책결정을 하도록 뒷받침할 수 있다. 넷째, 지방정부는 사회발전과 진보
를 추진하는 역량이다. 지방정부는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정행위
를 통하여 현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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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끈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3-4).
현대 지방정부는 전통적인 지방정부에 비해서 체제, 제도, 문화, 기능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표 2-8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16)

∙ 전통 지방정부는 ‘물질 위주’에 속하고, 정부는 물질적인 부를 본으로 하고, 사람은 단지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수단이고, 심지어 민생복지 개선을 부차적인 위치에 놓음
물질 위주
∙ 현재 지방정부는 현실의 사물을 모든 활동의 출발점으로 하고, 사회공중의 이익·희망·요구를 충분히 고려
(物本型)에서
하여, 인민수요의 만족에 노력하고 안전·누림·발전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함
사람 위주
∙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는 사람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사상을 버리고, 공민의 정치·경제·문
(人本型)로
화 권력을 보장하고, 직능 이행을 통하여 유리한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정으로 사람 발전
의 실현 수준을 실적 평가의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함
∙ 전통 지방정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으로 간주되어, 사회에 대하여 전면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모든 공공사무를 맡음
전능형
∙ 현대 지방정부는 유한정부로, 실제로 이성적으로 자신의 직능 경계를 확정하고, 정부를 시장 자주, 사회자
(全能型)에서
치의 기초에 구축하고,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게’ 됨
유한형
∙ 법치 사회에서, 헌법과 법률은 지방정부 행위의 명확한 경계를 확정하고, 행정권력의 행사는 법률의 제한을
(有限型)
받음. 정부직능의 설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고, 정부기관의 규모도 법률의 제약을 받고, 이들 모두
하나의 유한적인 틀임
∙ 전통 지방정부는 공민의무를 강조하지만, 종종 그 권력을 소홀히 함. 행정권력은 확대되고, 때로는 심지어
무제한적으로 팽창함
권력형
(权力型)에서 ∙ 현대 지방정부는 책임과 동반하여 상생함. 정부 합법성의 시작에서 정부의 권력은 인민에서 나오고, 의심할
책임형
바 없이 사회공중에 대해 책임지고, 정부의 모든 조치와 관원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민의를 근거로 해야
함. 지방정부의 책임은 도덕책임, 정치책임, 행정책임, 소송책임과 경제책임을 포함하고, 책임을 부담하는
(责任型
것은 정부의 첫 의무임
∙ 전통 지방정부는 기관설치, 직책권한에서 규장제도, 운영절차 등 모두 사회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고, 모든
은밀형
사무는 모두 관원이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여, 비밀 수행으로 간주됨
(暗箱型)에서
∙ 현대 지방정부에서는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사회
투명형
에 공개함. 이는 민주정치의 기본 취지 부합하고, 공민권력 특히 알권리, 선택권과 참여권을 더 잘 실현하기
(透明型)
위함
∙ 전통 지방정부의 관원은 권력 개체의 대표로, 쉽게 사람들이 권력으로 경제이익을 얻으려는 사익추구 행위
사익추구형
를 초래할 수 있고, 이 또한 부패가 출현하는 제도 근원임
(设租型)에서
∙ 현대 지방정부는 권력행사에 대한 감독과 제약을 강화하여, 부패의 기대비용이 기대수익보다 큰 제도 환경
청렴형
을 창출하여, 징벌과 방지를 통하여, 최대한 권력 이익추구의 기회를 줄이고, 공공권력이 공공이익을 위하
(廉洁型)
여 일하는 것을 확보함

16)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245157979020109524.tml
(검색일, 20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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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의 유형
지방정부의 활동과 관련 내용은 지방정부 관리학 연구에서 중점이고 주요
측면이므로, 지방정부 활동에 영향 주는 요소를 파악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유형구분 근거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정부는 세
가지 분류 방식에 각각 상응하는 유형에 속하게 된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4).

표 2-9

지방정부의 유형
∙ 지방제도의 서로 다른 배치에 따라 단순 지방행정기관에 속하는 행정체 지방정부, 지방자치를 실행하는 자치
제 지방정부, 두 가지 속성을 갖는 혼합형 지방정부로 구분할 수 있음
∙ 지방정부제도는 국가정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임. 한 나라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치 및 행정
관계에 관한 제도배치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를 반영하고 국가정치 생활 중 지방정부의 지위와 역할
을 확정함

행정체
지방정부
지방제도
기준

자치체
지방정부

∙ 중앙정부 혹은 상급정부가 임명하여 산출한 지방정부이며, 중앙집권체제의 산물이며, 정치
통치와 행정관리를 하나로 모은 지방 국가기관임
∙ 행정체 지방정부는 ⅰ) 지방 국가행정기관으로 민의를 대표하는 지방 권력기관은 아니며,
행정체 지방정부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 현지 주민 이익과 의원을 대표하는 지방권력 기
관은 아님. 단지, 중앙 혹은 상급 정부의 하급 기관으로서의 행정기관임. ⅱ) 그 구성은 중앙
혹은 상급 정부에서 임명하여,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갖고 있지 않고, 행정체 지방정부의 수장
및 그 주요 부속은 모두 중앙 혹은 상급 정부에서 임명하고, 그들로부터 권력을 얻고, 그들의
지휘·감독 아래 본 지역의 각종 사무를 관리함. ⅲ) 행정체 지방정부 권한의 크기는 중앙정부
의 의도에 좌우.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사무의 범위와 권한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서 지방정부 권한의 크기를 결정함
∙ 중앙정부(상급정부) → 지방정부(예: 사우디아라비아)
장점

ⅰ) 정령이 통일되고, 행정 효율성이 높아 국가의 통일과 정치의 안정에 유리, ⅱ) 중앙정
부는 국가 전체 이익에서 출발하여 각 지역의 균형적이 발전을 협조할 수 있음

단점

ⅰ) 정치 민주의 현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적극성,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하
기 힘들고, ⅱ) 현지 민중의 이익과 의원을 만족하기 쉽지 않고, 불만을 일으키기 쉬움

∙ 자치체 지방정부는 현지 주민이 법에 따라 선출한 지방정부임
∙ 그 특징으로 ⅰ) 자치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거나 비준하여 임명한 것이 아니며,
사용한 공공권력도 현지 주민이 직접적으로 부여하여, 상급과 중앙정부와는 명령지휘와 복종
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음. ⅱ) 자치체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은 국가 행정기관과는 행정 예속관
계가 존재하지 않음. ⅲ) 자치체 정부 자치 권력의 행사는 제한적인 것임
∙ 현지 주민 → 지방자치 사단 → 지방정부(예: 일본, 미국 등)
장점

ⅰ) 민주정치를 선양하는데 유리하며, 민중의 실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고, 지방정부
행정 효율성의 향상에 유리함. ⅱ) 부분에만 치중하고, 전제를 간과하며, 중앙의 정령이
관철되기 어렵고, 서로 다른 지역의 자치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음

단점

ⅰ) 부분에만 치중하고, 전체를 간과하며, 중앙의 정령이 관철되기 어렵고, ⅱ) 서로 다른
지역의 자치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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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지방제도
기준

계속

혼합체
지방정부

∙ 혼합체 지방정부도 현지 주민이 선거로 산출 했지만, 그 행정기관은 상급 정부의 행정기관과
서로 다른 형식의 상·하급 관계가 존재함. 지방정부의 산출에 있어 자치체 지방정부와 같지만,
그 행정기관과 기타 정부 행정기관의 관계는 행정체 지방정부와 같음
∙ 혼합체 지방정부의 특징은 ⅰ) 현지 주민의 선거로 산출되고, 현지 주민의 의지를 대표하는
대의기구(권력기관)이며, 대의기구에서 집행기관, 즉 행정기관을 선출함. ⅱ) 지방행정기관은
중앙과 상급 행정기관의 현지 대표이며, 이들의 하급 기관으로 상하 예속 관계가 존재하며,
모두 중앙정부의 현지 대표임. ⅲ) 각급 권력기관 사이에는 상하예속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법률 감독·지도 관계가 존재함. ⅳ) 지방행정기관은 지방권력기관의 집행기관으로, 상급
행정기관 영도를 받는 동시에, 그를 선출한 지방권력기관에 책임지고, 그의 영도를 받아야 함
∙ 지방정부도 현지 주민이 선출하지만 그 행정기관과 상급 행정기관 사이에는 정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상·하급 관계가 존재(예: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
장점 ⅰ) 현대 민주정치의 요구 구현, ⅱ) 국가 정령의 통일과 높은 효율을 확보
단첨

ⅰ) 오로지 상급의 명령에만 신경을 쓰고, 현지 주민의 이익을 아울러 고려하기 어렵고,
ⅱ) 혹은 단지 지방 이익에만 몰두하여 국가 전반의 이익을 아울러 고려하기 어려움

∙ 행정구역 분할 단위 설치의 목적에서 보면,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큰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일반적인 목적으로 설치한 일반성 지방정부, 특수 목적으로 설치한 특수성 지방정부
∙ 행정구역 분할 목적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다음 네 가지로 나뉨
∙ 일반 지역형 지방정부는 단순 지역관리의 수요로 설립된 것으로 기타 특수한 수요는 없음
일반 지역형
∙ 역사적으로든 현대 세계 각국 지방정부의 현실 상황으로든 보아 일반 지역형 지방정부는 지방
지방정부
정부 계층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주도적 지위에 있음

특수형
지방정부
설치
목적
기준

∙ 특수형 지방정부의 설치는 산출 원인으로 보면, 정치상의 수요에 기반 했거나, 행정관리 상의
수요에 기반함
∙ 이러한 유형의 지방정부를 설치할 때, 주민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주민의 민족구성도 고려
하지 않으며, 미래에 발휘해야 할 직책과 기능에 치중한 것임
∙ 예를 들어, 정치 요인으로 설치한 것(중국의 홍콩, 마카오), 행정관리 수요에 기반을 두어 설치
한 것[미국의 학군, 배수지역(排水区)]

∙ 민족지역형 지방정부는 다민족 단일제 국가가 소수민족 집단 거주지역에서 설립한 특수형
지방정부임
∙ 목적은 효과적으로 국가의 민족정책을 실현하고, 소수민족의 권력을 수호하고, 민족단결을
민족 지역형
증진하는 것임
지방정부
∙ 따라서 이러한 지방정부는 일반적인 지역관리의 직책을 실현하는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효과적인 활동을 통하여 국가의 민족정책을 실현하는 것임
∙ 현대 중국 민족지역형 지방정부의 설치 단위는 네 가지로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민족향임

도시형
지방정부

∙ 도시형 지방정부는 도시 지역관리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토대로 도시 지역에 전문적으로 설치
한 한 가지 지방정부임
∙ 도시형 지방정부 설치의 근본 목적은 도시 사회공공관리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따라서 일반 지역형 지방정부의 관리와 서비스의 내용·중점·상식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
∙ 현재 중국 도시형 지방정부 설치의 문제로는 ⅰ) 정부 구성이 복잡하고, ⅱ) 지급시 수가 매우
급증하고, ⅲ) 도시화 수준에 차이가 있고, ⅳ) 도시의 체제가 비규범적

∙ 지방정부 계층 구조는 각 지방정부 단위 사이에서 각종 관계를 통과하여 형성한 수직적인 상하체계로 세
가지 상황이 포함됨. 즉, ⅰ) 행정예속 상하급 관계, ⅱ) 법률감독의 상하급 관계, ⅲ) 지역 포함의 계층 관계임
계층
기준

상층
지방정부

∙ 상층(高层)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감독하는 지방정부에 위치함. 행정구역 단위는
국가를 구성하는 구조 단위로서 매우 강한 정치적 성격을 띰
∙ 중앙정부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상층 지방정부의 수량에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고 상층 지방정
부의 설치는 정치 요인 외에 관리 요인의 제약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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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계속

기층
지방정부

∙ 기층 지방정부는 계층구조에서 최하층에 위치한 지방정부임. 그의 관할 범위 내에 더 낮은
계층의 지방정부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의 파출기관은 존재할 수 있음
∙ 기층 지방정부는 국가의 정치 기초임. 국가의 정치 안정, 사회질서의 안정, 사회경제와 문화의
발전은 많은 경우 기층 지방정부의 활동에 좌우됨
∙ 현대 중국의 기층 지방정부는 향, 민족향, 진, 시할구(市辖区)임

중층
지방정부

∙ 상층과 기층 사이의 지방정부는 바로 중층 지방정부이며, 국가마다 서로 다른 상황이 존재함
∙ⅰ) 2급 체제의 지방 계층구조에는 중층 지방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ⅱ) 3급 체제의 지방
계층구조에는 1급 중층 지방정부가 존재하며, ⅲ) 다급 체제의 지방 계층구조에는 2급 혹은
다급 중층 지방정부가 존재함
∙ 중국의 4급 체제 중에는 지급시(地级市), 县 급은 중층 지방정부임

계층
기준

주: 亢犁·杨宇霞 主编(2015: 4-7)을 근거로 작성함

(3) 지방정부의 권력
① 중국 지방정부 권력의 의미
지방정부 권력은 국가 권력기관 혹은 상급 정부부문에서 일정한 절차
를 거쳐서 행사되며, 지방성 공공사무관리의 협조과정에서 법률을 집행
하고, 정부기능을 수행한다. 자연인, 법인과 비법인 조직에 대하여 강제
적이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직접 행사한다. 최종적으로 지방의 사회적·경
제적 발전목표를 실현하는 강제적 역량을 의미한다(魏永忠, 2005; 亢犁·
杨宇霞 主编, 2015: 47에서 재인용).

따라서 중국 지방정부 권력은 중국 국가권력에서 중요한 구현 방식이
다. 구체적으로 성, 시, 현, 향 4급 지방정부에서 국가권력기관 혹은 상급
정부의 법에 따른 권력을 부여 받는다. 이에 따라 관할구역 내 공공이익
이란 명분으로 지방사회의 공공사무를 관리하고, 합법적으로 강제적 통
제와 지배적 역량을 행사한다. 중국의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모두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따른다. 지방 각급 정부는 동급 권력기관인 인민대표
대회의 집행기관인 동시에 상급 정부에서 영도하는 하급 기관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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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의 권력적 특색이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47).
② 중국 지방정부 권력의 뿌리
중국 지방정부 권력은 역사변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전되어 진화된
것이다. 신중국 건설 초기에 상급 인민정부에서 임명한 인민정부위원회
는 각 지방에서 유일하게 국가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되었다.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
방 각급 인민위원회 조직법」이 발표되어 실시됨에 따라 중국 지방정부
권력구조는 점차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지방 국가권력기관으로서 각급 인민
대표대회를 구성하였다. 즉,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인민위원회
두 지방권력기관이 형성된 것이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48).
1966년에 시작한 문화대혁명은 기존 사회주의 민주제도를 파괴하였
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중단되었고, 모든 지방권력은 혁명위원회
가 장악했다. 문혁이 끝나고,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인민대표대
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과 1982년 「헌법」이 수정되면서 혁명위
원회를 인민정부로 바꾸어, 지방 국가행정기관, 또한 동급 지방 인민대표
대회의 집행기관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보듯, 중국
지방정부 권력의 근원은 중앙인민정부와 지방권력기관이며, 이러한 권력의
최종적인 원천은 중국 인민에서 나온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48-9).
가. 중앙인민정부
중앙인민정부가 지방정부 권력 원천의 하나라는 것은 중국이 단일제
를 실행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통일된 헌법, 통
일된 법률체계 및 사법체계, 통일된 최고 국가권력기관, 통일된 전국 행
정기관체계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인민정부는 중앙정부로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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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지방 각급 정부의 분급관리 원칙에 따라 국가 및 지방의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중앙정부는 국가권력의 대표기관으로 모든 권력과 최종 결정
권을 보유한다. 즉, 중앙정부는 국가발전의 수요에 따라 지방정부에 권력을
부여하여 지역사회의 사무관리, 지역의 안정과 발전, 더 나아가 국가의
통일을 보장케 한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이러한 특수 관계는 중앙정
부가 지방정부의 권력 원천임을 나타낸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49).
나. 지방 권력기관
지방 권력기관은 곧 각급 지방 인민대표대회를 지칭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의 인민이 법에 따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선거하
는 방식을 통하여 선출한 각급 인민대표로 구성된다. 인민대표대회는 지
방의 국가권력기관으로서 해당 행정구역 내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또한, 지방 인민대표대회에서 법에 따라 그의 집행기관인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동급의 심판기관, 검찰기관을 선출한다. 이들 기관은
모두 동급의 지방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중국의 행정기관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이중적 역할을 갖는다. 즉, 하나는
중앙정부 혹은 상급 정부의 하급기관이면서 지방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
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와 상급 정부의 명령과 결정을 준수·집행하면서
동급 지방인대 및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듯, 중국 지
방정부의 권력 원천의 두 번째는 바로 지방 권력기관으로서의 각급 지방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이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49).
다. 인민군중
중앙정부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 것이고, 전국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또한 전국 인민이 법에 따라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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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도 지방의 인민이 법에 따라 직접 혹은 간접
선거하는 방식을 통하여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것으로써 현지 인민을 대
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이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든, 최종적으로 모두 인민이 선거를 통하여 산출하고 자
신의 권력을 자신이 선출한 대표에 위탁한다. 그리고 다시 이들 대표들이
그들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이렇듯 지방정부의 권력 원천인
중앙정부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자체의 권력도 모두 인민이 부여한
것이다. 결국, 지방정부의 권력은 최종적으로 광대한 인민군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49).
③ 중국 지방정부 권력구조의 구분
지방정부 내부의 권력구조 구분에 따라서 중국 지방정부는 크게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현 및 그 이상 지방 단위인데 성, 자치구, 직
할시, 자치주, 지급시, 현, 자치현, 현급시 등 지방정부 단위를 포함한다.
둘째는 향진 지방정부로서 향, 민족향, 진 등 지방정부 단위를 포함한다
(亢犁·杨宇霞 主编, 2015: 47). 이 중 현 및 그 이상 지방정부 단위에는
주로 네 가지 기관으로 구성된 지방 국가기관이 있다.

표 2-10

중국의 지방 국가기관

지방의 국가권력기관, 즉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 그중 현급 인민대표대회를 지방 유권자가 직접 선거하여 선출하며, 기타는 모두
하급 인대 및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로 구성됨

지방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
즉 각급 인민정부

∙ 인민정부의 영도자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로 선출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짐.
기타 구성원은 동급 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임명하고 파면함

지방 국가심판기관,
즉 각급 인민법원
지방 국가법률 감독기관,
즉 각급 인민검찰원

∙ 그 영도자도 동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로 선출되고 이에 대해 책임짐
∙ 그 영도자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로 선출되고 그에 대해 책임짐. 단, 검찰
장은 선출된 이후 반드시 상급 인민 상무위원회에서 비준하고 임명해야 함

주: 亢犁·杨宇霞 主编(2015: 47-48)을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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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진 지방정부 단위의 권력구조는 기타 지방정부 단위와는 달리, 현재
단지 두 개의 국가기관으로 구성된다. ⅰ) 향진 국가권력기관, 즉 향진 인
민대표대회는 향진 유권자가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상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데, 단 상무주석을 설치하여 인대 폐회기간의 일상업무를 책임진다.
ⅱ) 향진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 즉 향진 인민정부, 또한 향진의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향급 정부의 하급기관이기도 하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48).
중국 지방정부 권력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1

중국 지방정부 권력의 특징

∙ 지방정부 권력 원천의 이중성은 지방정부 권력의 비주권성을 결정함. 중국의 지방정부는 연방제 국가의 연방
구성 정부와는 다르며, 그 권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남. 즉, ⅰ) 동급의 국가권력기관인 동급 인민대표대회,
비주권성 ⅱ) 상급 행정기관인 상급 정부임
∙ 지방정부의 권력은 중앙정부에서 법에 따라 부여한 것으로,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건설을 결정하고, 다른 한편
으로 지방정부 직권의 구분을 결정함. 또한, 지방정부 권력의 비주권성을 직접적으로 증명함

지방
지역성

∙ 중국 지방정부 권력의 지방 지역성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남
∙ 즉, ⅰ) 지방정부 권력이 지역 범위에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을 지칭함. 모든 지방정부 단위의 권력은 단지
해당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구역 내로 제한되며, 권력의 성격을 갖지 않음. ‘지방’은 ‘전국’의 일부분으로, 양자
관계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며, 전체는 부분을 포함하고, 부분은 단지 전체 중의 부분임
∙ ⅱ) 지방정부 권력은 사무 범위에서 제한적·지역적임. 이는 주로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사무가 모두 지방과
관련된 사회 공공사무 혹은 중앙정부에서 위탁한 일부 사무임. 국가를 대표한 대외적인 주권적 전국 사무는
아님

강제성

∙ 중국은 단일제 국가로, 지방이 중앙을 옹호하고, 중앙의 권위를 수호하고, 국가의 중앙집권을 수호하는 것을
필요. 이는 중앙에 대한 지방의 복종과 인정을 요구함
∙ 하지만 동시에, 중앙집권을 더 잘 수호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어느 정도 반드시 지방정부에 필요한 권력을
부여함. 이는 인민 의지의 집중적인 구현임
∙ 그 목적은 지방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지방의 공공이익을 실현하고, 지방 인민군중의 근본적인 이익을 수호하
는 것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고, 또한 강대한 국가체제가 뒷받침하고 있어, 위반할
수 없음. 따라서 지방정부에 부여한 이러한 권력은 중앙정부의 권력과 마찬가지로 권위성과 강제성을 가짐

직접성

∙ 지방정부 권력의 직접성이란 중앙정부에 비하여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인민군중과 근접하며, 인민에게 그
작용이 뚜렷한 직접성을 가짐
∙ 국가권력은 인민들이 보기에 일상생활과 거리가 멀지만, 지방정부는 지방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며,
자신의 의식주와 밀접히 연결됨
∙ 지방정부의 권력은 곧 국가권력을 가장 뚜렷하고, 상당히 직접적으로 구현함

주: 亢犁·杨宇霞 主编(2015: 48)을 근거로 작성함

9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4)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과 직권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은 지방정부가 권력을 행사하는 범위, 한계와 경
계를 지칭한다. 이러한 범위는 국가 법률과 법규를 통하여 확정되어, 중
국 지방정부 권력행사의 지역범위와 사무범위 그리고 지방정부 권력 주
체의 자유재량권 행사의 한도와 정도를 규정한다. 주체가 서로 달라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은 성급 지방정부의 권한, 지시급 지방정부의 권한, 현급
지방정부의 권한, 그리고 향급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亢犁·
杨宇霞 主编, 2015: 49-50).

중국 지방정부의 직권(职权)은 중국의 지방정부 및 그 행정인원이 행
정임무 혹은 직위 직무에 따라 부여되거나 분배된 행정권력을 지칭한다.
정부권력의 표현 형식이면서, 또한 정부권력을 법률로 전환한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직권은 그 급별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르고, 구체적으로는 다
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0).
① 성급 정부의 직권
성급 인민정부의 직권이 중국에서 발전·완비되는 과정은 두 단계를 거
쳤다. 첫 단계는 1949년에서 1979년이다. 정무원은 일찍이 1950년에
「정무원 반포 성, 시, 현 인민정부 조직규칙」을 제정하여, 인민정부가 행
사하는 6가지 직권을 규정했다. 이후 국가는 다시 1954년에 「중화인민
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위원회 조직법(中华人
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委员会组织法)」을 반포하

여, 현 이상의 인민위원회가 본 행정구역 내에서 행사하는 17가지 직권
을 규정했다. 본 지역 내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
설기관의 직권도 행사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1979년에서 현재까지이다.

제2장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이론적 검토 ❙ 95

중국은 1979년에 현급 이상 지방에 지방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설
치하고, 지방정부와 지방 인대의 직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같은 해 7월 1
일에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
민정부

조직법(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

府组织法)」(이하 약칭, 「지방조직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1982년, 1986년,

1995년, 2004년의 네 차례 수정을 통해 기본적으로 현재 지방조직법의
기본구조를 형성하였다. 현행 지방조직법의 규정에 따르면, 성급 인민정
부는 행정집행권, 행정영도와 관리권, 지방행정입법권, 행정감독권, 인사
행정권, 행정보호권 등의 직권을 행사한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0).
② 지시급 정부의 직권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지시급 인민정부의 직권도 네 차례 큰 변화와
조정을 겪었다. 1950년 1월, 정무원은 「시 인민정부 조직통칙」을 반포하
였고, 원칙적으로 시급 정부가 갖는 5가지 직권을 규정했다. 1954년, 반포
하고 실시한 「지방조직법」은 지시급 인민정부가 향유하는 17가지 직권을
규정했다. 1979년에 이르러 「지방조직법」은 지시급 인민정부의 직권을
9가지로 바꾸었다. 지시급 인민정부의 권력과 성급 인민정부의 권력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주로 행정집행권, 행정영도와 관리권, 행정감독권,
인사행정권, 행정보호권 등 여러 측면도 포함한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0).
③ 현급 정부의 직권
1950년 중국은 「현 인민정부조직통칙」을 반포하여 현(县) 인민정부가
행사하는 7가지 직권을 규정했다. 1954년에 반포한 「지방조직법」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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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행사하는 17가지 직권을 규정했다. 현재까지
현행 「지방조직법」의 규정에 따르면, 현급 인민정부는 10가지 직권을 향유
하는데, 행정입법권을 갖고 있는 않는 것을 제외하면, 기타는 성급 인민
정부와 시급 인민정부와 기본적으로 같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0).
④ 향급 정부의 직권
향급 인민정부는 중국의 가장 기층적인 지방정부로, 현행 「지방조직법」
에 따르면, 그 직권은 크게 세 가지이다. ⅰ) (행정집행권) 향급 기층 인민
대표대회 결의를 집행하는 동시에 상급 인민정부의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ⅱ) (행정관리권) 관리하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사회사무는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사업과 재정, 민정공안, 사법행정 등 행정적 업무
를 포함한다. ⅲ) (행정보호권) 해당 행정구역 내의 인민군중의 합법적인
사유재산과 국가의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현지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민의 인신권력과 민주권력이 침범을 받지 않게 보장한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0).

⑤ 민족자치 지방정부와 특별행정구 정부의 직권
민족자치 지방정부와 특별행정구 정부 사이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일반적인 행정구와 비교하면, 양자는 모두 중간 이하의 자치 단위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권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권은 모두 국가가
기본법의 형식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부여한 것이며,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은 아니다. 양자의 구체적인 기능 권한도 역시 구별된다. ⅰ) 민족자치 지방
정부의 자치권은 제한적인 자치권으로, 주로 행정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최대한으로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과 지시 중에서 현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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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임시변통하여 집행하거나 집행을 멈출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지방 행정구에 없는 권력이다. ⅱ) 특별행정구 정부는 행정,
입법, 사법 등 각 측면에서 모두 고도의 자치 권력을 갖고, 이러한 권력은
민족자치구의 자치권보다 범위가 더 넓다(周平, 2006; 亢犁·杨宇霞 主编,
2015: 50에서 재인용).

(5) 중국 지방정부의 권력배치
① 중국 지방정부의 권력배치 의의
중국 지방정부 권력배치는 지방정부가 국가행정체계에서 권력을 분배․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질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부여한
권력의 한도와 범위라 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지방정부가 국가행정체
제에서 어떻게 권력을 분배하고 행사하는지를 지칭한다. 지방정부의 행
정기관이 일정한 목표와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얻은 권력에 대하여 분
배·조절하는 것이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1).
② 중국 지방정부 권력배치의 특징
개혁개방 이전, 중국 지방정부 권력배치는 상대적으로 단일적이고, 기
본적으로는 일방성, 고도집권성, 직책동구 등의 특징을 띤다. 그러나 개
혁개방 이후, 지방정부 권력배치는 보다 과학화·합리화를 추구하고, 법제
화 및 의법성(依法性)을 지향하고, 집권과 분권의 결합, 경쟁과 협력의 병
행 등의 시대적 특징을 띤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1).
첫째, 중앙의 통일영도 아래 지방정부는 적극성과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지방정부 권력의 분배에선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서로 결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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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중시한다. 한편으로, 무릇 중앙집권의 작용을 강조
하여 국가주권, 국가통일, 대외정책 및 거시적인 지도에 관련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권력은 모두 마땅히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행
사한다.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모든 권력, 예를 들어 지방 사회사무의 관리와 지방경제, 정
치의 발전은 모두 마땅히 지방정부가 장악하고 행사한다. 요컨대, 현대
중국 지방정부 권력의 배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서로 결합하는 것을 견지하여 양자 간 균형과 안정을 실현하
는 것이다. 최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양측의 적극성을 발휘하고, 각
지방의 안정과 화합 발전을 추진하여 국가의 안정 통일과 번영을 실현하는
것이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1).
둘째, 각급 지방정부의 권력 구분은 명확하지가 않다. 각급 지방정부
사이에는 명백한 권한구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배치의 중복 현
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중국 「헌법」과 「지방조직법」의 규정에 따르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집행, 해당 행정구
역 내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사업, 환경과 자원보호, 도시·
농촌건설 사업과 재정, 민정, 공안, 민족사무, 사법행정, 감찰 등 행정업
무를 관리한다. 법률에 각급 인민정부의 권력구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현급 이상 각급 지방정부 직능 구분이 모호하고, 권한이 중첩되어
있다. 성급 정부, 지시급 정부와 현급 정부 간에 일부 권력이 중복되어
있다. 즉, 권한 구분이 불분명하고,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亢犁·杨
宇霞 主编, 2015: 51-2).

셋째, 동급 지방정부의 각 부서 간에 권한 구분이 상대적으로 명확하
다. 중국 각급 지방인민정부에는 많은 국,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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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는 각급 지방인민정부에 예속되어 있다. 또한, 자신의 행정 주체 자
격도 갖고 있어, 각각 일부 사무를 책임지고, 자신의 명의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이들 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국
법률은 각 부서의 행정권한을 규정하여 행정부서 간의 권한이 명확하다
(亢犁·杨宇霞 主编, 2015: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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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적 검토
국정운영에서 하나의 중요한 차원인 중앙과 지방에 대한 논의는 수없
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시대마다, 국가마다 중앙-지방을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다. 특히, 서구나 한국에서 바라보는 중앙-지방의 범주는 중국
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한 나라 혹은 왕조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곧 중앙과 지방 관계를 처
리하는 역사이다. 전통적인 정치학과 헌법학 이론에서 중앙-지방 관계는
국가 구조형식으로 불리어서, 중앙과 지방 관계 관련의 이론도 국가구조
이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17). 여기서는 서구 및 중국의 중앙-지방
정부 관련 이론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서구의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
국가의 형성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이익충돌은 지속되었고, 서구 국
가의 정치학자들은 모두 중앙과 지방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고 분석하여
여러 학파가 형성되었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17).

표 2-12

Lajoie
모형

서구의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
∙ 일반적으로 연방제도 하의 분권을 지적하는데 중앙과 지방은 평등한 분권 모형이고, 주요 특징은
재정상 고도의 자주를 갖고, 지방정부 영도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됨
정치적
∙ 중앙과 지방정부 권력의 비례를 수량화하면 1:1임. 지방정부의 사법 기초는 헌법이고, 재정 자주성은
분권 모형
강하고, 지방수입은 관할권 행사에 필요한 지출을 보장함
∙ 지방정부의 지위는 중앙정부 상대로 독립적이고, 중앙정부와 권한상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 행정적 분권 모형 중의 중앙과 지방정부 권력 비례는 2:1임. 중앙은 지방을 초월하는 더 많은 권한을
향유하고, 지방정부의 사법권한 기초는 중앙에 있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는 지방정부가
행정적
때로는 중앙정부에 종속됨
분권 모형 ∙ 지방정부 영도자는 중앙에서 임명하고, 다음 지방에서 선거하여 선출함
∙ 이러한 모형에서 지방정부는 일정한 자주권을 갖는데, 특히 재정 측면에서 일부 자주권을 갖고,
중앙정부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아님

제2장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이론적 검토 ❙ 101

표 2-12

계속

Lajoie
모형

∙ 행정권 양도 모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권력 비례는 4:1임. 지방정부는 법률상 중앙의 권력 부여에
따라 행정 활동에 종사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소속기관이며, 지방기관은 완전히 중앙정부
행정권
에 종속됨
양도 모형
∙ 중앙정부는 절대적인 우세를 갖고, 지방정부의 정치와 재정은 모두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중앙정
부는 직접 지방정부의 영도자를 임명함

Rose
구상

∙ Rose 구상 모형은 의존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중앙과 하나의 지방의 관계가 아니라, 복수의 중앙과
다수의 지방 사이의 관계이며, 지방에도 자율성이 있음
∙ 서로 다른 의존 방식·정도·구조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즉, ⅰ) 상호의존, ⅱ) 지방이 일방적으로
중앙에 의존, ⅲ) 중앙이 일방적으로 지방에 의존, ⅳ) 상호독립적임
∙ 중앙과 지방 관계를 시각화하여, 미국 연방과 주 간 이원 대립을 하는 연방주의는 자유주의 정부 직능을 확대하고,
점차 집권화하는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됨. 모든 단계는 분리되고 상호의존적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관리하는 주 정부는 서로 분리됨
중앙정부
분리 모형

주정부
지방정부

∙ 중앙정부의 권력 범위는 지방정부와 주정부를 직접 포함

Wright
모형

하위 포함
모형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는 서로 교착하면서도 서로 분리됨

중앙정부
상호의존
모형

중앙-지방

중앙-주

중앙주-지방
주-지방
지방정부
주정부

무라
마츠
미치오
(村松
岐夫)

∙ 일본 학자 무라마츠 미치오는 자신의 저서 「지방자치」 중에서 일본의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모형을 두 유형으로
총괄함. 즉, 수직식 행정통제 모형과 상호의존 모형임
∙ 그중 수직식 행정통제 모형은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됨. 즉, ⅰ) 주요한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제의하고 결정하
며, 의회와 정당의 영향력은 중요시 하지 않음. ⅱ) 중앙정부는 부와 현의 관련 부서를 통하여, 각종 정령을
꾸준히 시, 정, 촌의 관련 단위체에 전달하여 실천에 옮김. ⅲ) 지방정부는 상위 정부에 순종함. ⅳ)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기술, 수속과 재정 측면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행정관리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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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계속
∙ Rhodes 모형은 중앙과 지방 관계를 관료체제, 시장기제, 네트워크 관리 등 세 가지 모형으로 나누고, 이 세
가지 모형에 대응되는 기제는 각각 명령기제, 이익기제, 협상기제임
∙ 관료체제 모형, 즉 과층제(科层制) 모형으로서 중앙정부는 지방이익 분쟁에서 초탈한 공정한 심판
관료체제 으로, 정보소통과 출동재판의 역할을 하고, 중앙의 협조와 재결은 모두 권위를 갖게 됨
모형
∙ 중앙은 국가를 대표하여 지방경제 이익갈등을 협조하고,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역적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갖고 있어 중앙정부의 간여와 관리를 필요로 함

Rhodes
∙ 주로 행정수단이 아닌 시장협조를 택하는 모형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의 구축에 지방정부의
모형
지방 기제
행정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전체 발전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행정 간섭도 약화하는 등 적극적인
모형
작용도 함

∙ 정부조직 간에 네트워크 모형으로서 조직 사이는 느슨하고 상호 의존하는 관리체계를 통하여 공유
네트워크 와 분업을 실행함으로써 불확실성과 다양성을 감소하고, 조직 사이의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음
관리 모형 ∙ 네트워크 모형에서, 조직구성원은 고도의 융통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장거래도 잃지 않는 좋은
점도 있고, 기회주의가 출현하는 가능성도 낮춤
∙ 영국 학자 앨런은 “Blackwell Encyclopedia of Politics”에서 중앙과 지방 관계를 합작형과 대리형으로 구분함
∙ 이는 서로 다른 국가의 중앙과 지방 관계의 역사적 상황을 비교·분석한 후 얻어낸 결론임

합작형
모형

∙ 파트너론(合伙论)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Allen은 중앙과 지방정부를 평등한 합작자로,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에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예를 들어, 스위스, 네덜란드 등 국가는 일부 자치집단이
애초에 서로 돕고 서로 지지하는 목적으로 하나로 결성하여 국가를 형성한 것임
∙ 이러한 모형에서 중앙과 지방은 공공사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합작을 진행할 수 있고, 공중도
지방정부를 통하여 국가의 각종 공공사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李景平, 2008)

대리형
모형

∙ 지방정부의 권력은 중앙에서 부여한 것으로 지방정부는 단지 중앙이 지역에 설치한 대리 기관임.
Allen은 대부분 국가의 형성은 자치하는 집단의 자발적인 조합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고 있음
∙ 서구의 많은 민주국가는 기본적으로 왕권의 점차적인 강화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궁극적으로 군주
집권제를 형성함(예: 잉글랜드, 러시아, 스페인, 프랑스 등)
∙ 제3세계 국가 중에서 많은 국가는 식민통치를 받았고, 많은 국가 자신은 군주제도를 갖고 있었음.
이들 국가 중에서,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명을 받들고, 대리 성격을 가진 중앙과 지방
관계임
∙ 대리형 지방정부의 권력은 상급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음. 지방정부의 행정장관은 중앙에 충성
하고, 지방의 정치이익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음

Allen
모형

주: 亢犁·杨宇霞 主编(2015: 17-20)을 근거로 작성함

2.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
1) 중앙-지방의 권한배분 관점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학자들 연구 초점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의 국
가구조 형식의 문제인데, 특히 개혁개방 이래 중앙과 지방 관계의 연구도
한층 더 심화되었다. 중국학자들이 주장하는 통하여 중앙과 지방 관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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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이론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20).

(1) 중앙집권론
중앙집권형의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모든 중요한 권한을 독점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파생한 일급 권력체계에 해당된다. 집권론의 핵
심은 중앙정부의 집권과 권위를 강조하고, 사회 전반의 협조와 통제에서
중앙의 지위와 작용을 강조한다(林尚立, 1998; 亢犁·杨宇霞 主编, 2015:
20에서 재인용). ⅰ) 권력상 중앙권력은 국가주권 내에서 직접적으로 구
현되고, 통일적이고 불가분한 것이고, 지방정부의 지방 사무관리 권한은
중앙의 권력부여로부터 나온 것으로 중앙의 파출기관에 속한다. ⅱ) 권력
행사와 감독 측면에서 중앙은 지방권력에 대한 절대 감독권을 보유하며,
중앙은 수시로 지방정부에 부여한 어떠한 권리나 권력도 철회할 수 있고,
입법, 사법, 행정 수단을 통하여 지방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다(亢犁·杨
宇霞 主编, 2015: 20).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는 중앙집권형이다. 집앙집권론이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20). ⅰ) 중앙집권은 사회화 및 생산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며, 자본주의가 지속 발전함에 따라 정부에서 생산 활동에 대하여
협조하고 규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앙집권론의 주장은 학자
들로부터 나왔다. ⅱ) 중앙집권형 모형은 중앙과 지방 관계 중에서 자원을
집중하여 통일적으로 분배할 수 있어서 사회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ⅲ) 전국적으로 정부의 권위는 한층 더 강화되어, 사회가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ⅳ) 중앙집권 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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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부는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지방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
을 기울이며, 전국 각 지역 자원의 유통을 보장할 수 있다. 중앙집권론자들
은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며, 지방의 자유로운 발전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
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절대적으로 종속하며, 공공자원을
최적화로 배치해야 한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20).

(2) 지방분권이론
지방분권이론은 지방자치이론으로도 지칭된다. 중앙집권형에 비해서
지방분권형의 지방정부는 더 많은 자주성을 갖는다. 지방자치 이론가들
은 권력이 단일하고 불가분한 것이 아니며, 중앙의 권력도 제약(制衡)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권력 원천에서 지방정부의 권력은 주로 중앙의 권력
부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지역 민중에서 오고, 행정장관도 많은 경우 선
거로 선출된다.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많은 입법, 사법, 행정 등의 자치
권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독립된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주체이다(亢犁·杨
宇霞 主编, 2015: 20).

(3) 균권이론
손중산(孙中山)은 “중앙과 지방의 권한분배에서 마땅히 균권주의를 택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중앙집권제 및 지방분권제와 달리 균권이론
(均权理论)은 중앙과 지방의 권력구분 때문에 모순·갈등을 낳는 것은 아
니다. 마땅히 관리해야 할 사무범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하며,
중앙과 지방은 상호의존하고, 모두 국가의 구성단위라고 본다. 균권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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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권력이 중앙과 지방 간 집중과 분권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앙과 지방 간 기능의 분업과 협조에 더 주목하고 있다. 전형적인
국가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연방구성 정부 간의 관계로 이후 많은 국가에
서도 균권이론을 본받기 시작했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20-21).

2)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의 주요 모형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에 관한 논의로는 단일제모형, 분절화권위이론,
사실상 연방주의, 주인대리인모형 등이 있다.
단일제는 중국학자들이 현대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를 분석하는 주
된 모형이다. 그중에는 민주집중단일제(民主集中单一制), 복합적단일제
(复合单一制), 불균형단일제(失衡单一制) 등 세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존
재한다(黄相怀, 2013: 75).
민주집중단일제인지 복합단일제인지 불문하고, 모두 전통의 국가구조
이론의 산물이다. 헌법의 시작에서 중앙과 지방 관계를 바라보면, 이 관
계에 존재하고 있는 생생한 제도 운영과 그 결과를 쉽게 소홀히 할 수 있
다. 따라서 상술한 두 가지 총괄은 중앙과 지방 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사
고(思考)를 만족시키기기 어렵다(黄相怀, 2013: 76).
분절화권위이론(fragmented authoritarianism)의 대표적인 학자는
Lieberthal & Oksenberg인데, 이들은 현대 중국의 관료제 구조, 정책
과정을 함께 연결하여 대규모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의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하나의 분절화 및 분층된 국가구조를 제시하였다. 이는 관
련 부서 간에 협상·흥정을 통한 공통된 인식을 찾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
영역에서 정책과정은 비연속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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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소모적이고,

점진적이다

(Lieberthal & Oksenberg, 1988: 1; 黄相怀, 2013: 76).
사실상 연방주의 이론(de facto federalism)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郑永年이 주로 주장한다. 郑永年과 吴国光은 ‘행위적 연방(行为性联邦)’

을 제기했다(郑永年·吴国光, 1994: 41-2; Zheng, 2006; 2007; 黄相怀,
2013: 77에서 재인용). 최근 郑永年은 그의 저서와 글들에서 이 용어를
‘사실상 연방주의’로 바꾸었다. 주장의 요지를 보면, 양자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단지 논거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黄相怀, 2013: 77).
전통적인 주인대리인 구조모형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종속으로 간
주한다. 중앙정책을 집행할 때,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든 전적으로든 자
유롭게 처리할 권한이 없다. 정부 전체 체계에서 중앙과 지방 관계의 기
본적인 특징은 지휘와 복종, 통제와 피통제이다. 권력의 원천으로 보면,
지방정부의 각종 권력은 모두 중앙정부의 배치에서 나오고, 중앙정부는
지방 각급 정부권력의 대소와 유무를 지배할 수 있다. 즉, 지방정부는 단
지 중앙정부의 대리기관의 신분으로 갖고 있는 각종 권력을 행사하고 있
고, 중앙정부의 명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권력의 상호 견
제와 균형(制衡)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지방의 각급 정부를 엄격하게 통
제·감독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과 ‘흥정’할 제도적 여지가 없다(张志
红, 2005: 46; 黄相怀, 2013: 77에서 재인용).
표 2-13

단일제
모형

중앙-지방 관련 중국학자들의 주장
∙ 童之伟은 헌법의 서문에서 중국을 “통일된 다민족 국가”로 규정하고, 제3조는 “중화인민공화
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행한다”고 규정함. 이는 중국의 구조형식이 단일제이
고, 전반적으로 민주집중단일제 유형에 속함
민주집중 ∙ 중국 특색 있는 민주집중단일제는 세 가지 실천 모형을 포함. 즉, ⅰ) 중앙과 일반 행정구역의
단일제
관계 모형, ⅱ) 중앙과 민족구역 자치지방의 관계모형, ⅲ) 중앙과 특별행정구역의 관계 모형임.
다른 두 가지 모형과 비교해 첫 번째 모형이 주도적인 지위에 처하고 있음
∙ 张海廷은 정당, 역사, 계획경제체제의 관성과 영향 때문에,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는 많은
경우, 중앙집권적 특징을 갖게 되며, 중앙집권의 체제모형에 속한다고 봄(张海廷, 200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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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계속

복합
단일제

∙ 艾晓金(2001: 63)은 권력구분의 시각에서 국가구조를 살펴보며, 중앙정부가 국가 권력체계
중에서의 지위와 구성원 단위가 국가권력을 가진 원천이라 함
∙ 단일제 국가에서 권력은 인민에 있음. 국가권력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실현하며,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국가권력은 중앙정부의 부여와 규정에서 비롯되는 것임. 연방제 국가에서 연방정부와
구성원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짐. 연방정부의 국가권력은 국가권
력체계 중 하나의 구성부분일 뿐 구성원 정부의 국가권력은 헌법의 규정과 부여로부터 직접 비롯
된 것임
∙ 따라서 중국의 국가구조와 형식은 전형적인 단일제와 다르고, 전형적인 연방제와의 차이는 더
큼. 단일제 국가와의 차이점은, ⅰ) 중국의 국가권력은 전국인대와 지방 각급 인대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구현하며, ⅱ) 지방정부의 국가권력은 전부 전국인대의 부여와 규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님. 각급 인대가 각급 정부에 권력을 부여하는 외에, 각급 당의 조직 또한 동급 정부에 대하여
영도권을 실행하고 있음
∙ 이는 국가권력의 이원구도를 구성하고, 중국의 국가구조를 단순히 단일제 혹은 연방제로 총괄
하기 어렵고, 중국은 국가구조는 하나의 복합식(复合式) 단일제임

불균형
단일제

∙ 일정한 시기에, 학계의 주류를 이룬 이 논의는 중국 중앙과 지방 관계에서 균형을 잃은 상태를
보여주는데 불균형론(失衡论)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함(王沪宁 1991: 7)
∙ 王沪宁은 개혁개방 이래 중앙과 지방 관계에서는 지방에 편향하는 불균형이 출현했다고 봄.
조절 일체화의 불균형은 중앙에서 설정한 조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마땅히 중앙의 조절에
있어야 할 총체적 행위와 지방행위는 중앙의 조절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을 지칭함. 이로 인한
전체 사회의 일부 무질서 상황, 극히 단순히 ‘제후경제(诸侯经济)’는 이러한 상황을 그려냄
∙ 하지만 중앙과 지방 관계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대화 과정에서 제한적인 사회자원의 총량
과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수요 총량 사이의 모순임
∙ 만약, 王沪宁의 관점이 불균형론의 시작이면, 林尚立의 관점은 정치학자가 중앙과 지방 관계
불균형을 판단하는 본보기임. 기업과 지방권력이 확장하는 동시에,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권
력 약화의 추세를 보임. 이는 중앙의 거시적인 조절 능력의 약화를 보여주고, 중앙에 대한 ‘지방
할거’란 강한 저항을 보여주기도 함(林尚立, 1998: 334)
∙ ‘강한 지방, 약한 중앙’의 구도가 출현하게 된 것은 비제도화 및 비법률화 전통이 가져온 중앙과
지방 관계 및 그 발전에서 시작됨
∙ 불균형론은 현대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의 일부 특징을 제시하고, 지방권력의 확장과 중앙
권위의 쇠락을 보여주지만, 개혁과정에서 중앙권력의 확장(예: 지방의 주요 인사배치에 대한
통제 강화 추세)을 간과함

단일제
모형

분절화
권위
이론

∙ 분절화권위 이론은 중국 정치의 정책과정 및 그 특징을 설명하나, 전문적으로 중앙과 지방 관계를 연구한
것은 아님. 그러나 중국의 정책과정을 논의함에 있어 중앙과 지방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됨. 실제로,
Lieberthal & Oksenberg의 저서 내용은 상당히 중앙과 지방 관계와 관련됨. “비록 공식적인 제도는 사람들
이 기대하는 작용을 발휘하지만, 수많은 조직기관은 사람들에게 단지 부분적으로 중국의 정치체제의 실제
권력관계를 알려주는 가이드임. 표면적으로는 통일적이고 등급적인(等级性) 명령사슬(命令链条)이지만,
실제로는 분열·분할·계층(分层的)된 것임. 권위의 분절화는 중국(정치)체제의 핵심 척도임
∙ 분절화권위 구조는 여러 측면으로 표현됨. 우선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 “중앙과 省 간의 관계의 주요 특징인
집중된 타협 현상이 나타남. 어느 한 측에서도 상대방의 이익과 수요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음. 중앙과 省의
관계 변화는 통상적으로 주변적인 조절임. 이는 양측 관계의 균형에 영향을 미쳤고, 많은 경우 공개적으로
선전되었던 …… 것처럼 분명하지는 않음. 상황은 종종 공개적으로 省 권력의 증가를 인정하는 하면서, 중앙
에 유리한 침묵과 보상적인 변화가 따르고 있음. 또한 중앙 정부가 각 성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함. 각 성에서 중앙과 타협하는 능력은 재력, 전략, 인간관계, 지도자의 총명과 포부에 좌우됨(Lieberthal
& Oksenberg, 1988: 139)
∙ 따라서 이 책의 저자는 재정개혁과 기타 변화들이 지방의 자주성에 대한 강화를 의식했고, 중앙이 금융부문에
서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통제를 유지함. 즉, ⅰ) 정부 간 관계(interagency relations, 政府间关系)에는 정상
적인 협상·타협·거래가 존재하고, ⅱ) 정부 간의 경쟁과 저항은 성 및 성 이하의 관료기구의 운영에서 핵심
특징이며, ⅲ) 대외 개방도 지방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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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계속

분절화
권위
이론

∙ 중앙과 省의 관계에서 중앙이 省을 통제하는 수단: 省 지도자의 정치생애 결정, 일부 기동성 보유 군사 역량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선전도구에 대한 통제, 관건적인 경제자원에 대한 통제 등
∙ 각 성에서는 이들 자원을 떠나서는 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 그러나 각 성에서도 일정한 자주성, 대량의
인사배치는 省 및 하위 정부에서 결정하고, 지방사무로서의 토지관리,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강력한 재정
자주성 등이 있음. 또한, 국가의 관료구조에서 성 정부는 중간 지위를 차지함. 중앙은 반드시 省을 통해 지방에
달할 수 있음
∙ 각 성의 실력으로 자체 독립과 자주 지위를 보장할 수 없음. 중앙과 지방 모두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장악하고 있음. 중앙과 省의 관계는, 중앙집권 통제적인 것이 아니고, 省이 독립 자주하는 것도 아님. 정확히
말하면, 양자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인 것임. 물론, 이런 균형은 종종 중앙에 유리함. 각성과 중앙의 균형 관계
및 이런 관계를 산출한 원인도 같지는 않음. 중앙과 省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타협하는 관계임. 양측의 지도자
는 모두 그들이 통제하며, 상대방과 자원 및 다른 가치를 교환함(Lieberthal & Oksenberg, 1988: 352-253)
∙ 학술적으로 분절화권위 이론은 전체주의(totalitarianism) 연구 패러다임과 다원주의 연구 패러다임을 초월
함(李芝兰, 2004: 30; Lieberthal, 1992). 그 이론적 가치는 “중국 정치가 철판 하나같다.”는 인식을 타파한
데 있음. 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권력구조와 정책과정을 통하여 중국 정치의 복잡함을 제시함. 그들의 판단은
후학들이 현대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를 고민함에 있어 깊은 영향을 줌

연방
주의

∙ 행위적 연방을 제기한 것은 개혁개방 이후의 중앙과 지방 상호작용에 대한 郑永年과 吴国光의 관찰에서 기원
함. 중앙과 지방 간 권력 상호작용에 상대적인 균형과 제한이 나타나 중앙은 지방을 압도할 수 없고, 지방도
중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郑永年·吴国光, 1994: 41)
∙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는 이미 ‘연방제’의 실질 내용을 가짐. 이런 의미에서 중국에서 이미 사실상의 ‘반연방
제(半联邦制)은 ‘준영방제(准联邦制)’가 출현한 것임. 그러나 이런 ‘연방제’의 특징은 비제도화적이며 ……
헌법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며, 국가의 규범적인 정치구도에 직접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력행사에서
형성된 것으로 중앙과 지방 간 각종 상호 협상행위를 통하여 나타남. 따라서 이를 ‘행위적 연방’이라고 칭함(郑
永年·吴国光, 1994: 42)
∙ 이후 郑永年은 다시 ‘사실상 연방주의’를 제기하여, ‘행위적 연방’의 개념을 보완하고 발전시킴. 연방주의
개념과 그 응용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을 살펴본 뒤, 郑永年는 모든 이런 논쟁은 연구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연방주의를 정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연방주의는 이익 대변과 분권 등의 조치를 통하여 각급 정부 간 충돌
을 해결하는 도구로 볼 수 있음. 사실상, 연방주의는 분절화 사회에서 충돌을 해결하고 중앙정부의 부담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널리 받아들여짐. 행위주의 전통에 따라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를 사실상 연방제
주의 혹은 행위 연방제로 정의함(Zheng, 2006: 1-26)
∙ 黄相怀(2013)는 연방주의의 핵심은 연방정부의 아래 국가정부(次国家政府), 더 나아가 각급 지방 정부 간
헌법과 법률 측면의 분권이 존재. 단지 중앙과 지방의 협상행위로 연방주의 직인을 찍는 것은 불분명함. 현대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의 특징을 보면, 집권과 분권의 두 가지 추세가 존재하지 않음. 분권화가 지방의 역량
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집권화가 중앙의 권위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음. 중앙과 각 성의 타협을 행위 연방주
의로 간주하는 것은 중국 정치에서 정치의 전략과 수단에 불과하지 제도의 핵심과 특징에 관련된 것은 아님

대리인
이론

∙ 중앙과 지방 관계 연구에서 주인대리인 이론은 수직적으로 정부 간 관계 이해 부족을 극복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성과 능동성을 충분히 중시함(张维迎, 2004: 239)
∙ 중앙과 지방 관계의 연구에서 주인대리인 이론은 광범위하게 응용됨.17) 전통적인 국가구조 이론과 비교하면,
주인-대리인 이론은 중앙과 지방의 행위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더욱 진실하고, 매우 강력한 해석력과 설득력
을 가짐
∙ 그러나 어디까지나 경제학 이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치학의 영역에 속하는 중앙과 지방 관계에 전적으로
응용하려면, 아직 더 많은 학술적인 노력이 필요. 예를 들어, 주인-대리인 이론은 지방이익의 시각에서 지방정
부의 역할과 그 행동의 경향을 상정함. 중앙과 지방의 경합은 주로 경제 경합이지만 이익 척도는 단지 중앙과
지방의 수많은 관계 척도 중의 하나이고, 권력의 척도를 벗어날 수 있음
∙ 따라서 주인-대리인 이론이 중앙과 지방 관계를 분석하는 유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주: 黄相怀(2013: 75-78)을 근거로 작성함

제2장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이론적 검토 ❙ 109

현대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의 상술한 모형들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黄相怀, 2013: 78).
첫째, 중앙과 지방 관계의 복잡성으로 학계에서 단기에 보편적으로 인
정되는 포괄적인 모형을 제기하기 어렵다. 중국과 같은 ‘초대형’ 사회에
서, 특히 중국의 정치제도에서 ‘중앙’과 ‘지방’이 지칭하는 대상은 매우
복잡하다. ‘중앙’은 ‘당중앙’을 지칭할 수 있고, ‘당중앙’과 ‘중앙정부(国
务院)’을 지칭할 수도 있고, 다른 주체들을 지칭할 수도 있다. 그 예로,

‘전국인대(全国人大)’, ‘중앙군위(中央军委)’ 등이 있다. 정책과정으로 보
면, 중앙의 의미는 더욱 광범위하다. 일부 부(部), 위원회, 국 등 국가기관
은 자신의 명의로 전국의 대응(对口) 영역과 대응 단위에 대하여 규범적
인 문건을 반포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의 개념은 어느 한 기구 혹은 여
러 주체를 특별히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측면의 여러 권력기구가
뒤엉켜 복잡하게 결합하여 형성된 권력체계를 지칭한다. ‘지방’이란 개념
도 마찬가지여서 하나의 혼합체로, 지방 각급 당위, 정부, 인대(人大), 더
나아가 기능 부문(부서), 심지어 수직관리체계의 지방부서 모두를 ‘지방’
으로 칭할 수 있다. 게다가, ‘지방’의 개념은 또한 행정구역(政区)과 문화의

17) 杨瑞龙은 지방정부의 중간 확산형 제도변화에서 ‘제일행동집권(第一行动集权)’ 역할을 논의하고, ‘계단식
점진 제도변화 모형(阶梯式的渐进制度变迁模型)’을 구축한다. 게임이론의 사상과 방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원과 미시적 주체(微观主体) 3자의 경합 과정 및 그 결과를 논의한다(杨瑞龙, 1998: 27; 杨瑞
龙·杨其静, 2000: 46). 孙宁华(2001: 49)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제 전환기의 경제 경합을 분석하여
정보비대칭의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경합하는 것은 심각한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을 산출할 수
있다고 한다. 江孝感·王伟(2004: 66)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권 관계(事权关系)를 주인대리인 모형으
로 분석하여 양자는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력비용계수를 낮추어야 한다고 보고, 정보정책결정 모형
(信息决策模型)을 제기한다. 庞明川(2004)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합의 형성 기제와 그 변화를 분석함
에 있어, 개혁개방 이래 계속된 중국 재정체제 분권화 개혁은 지방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자극하는 동시에
지방 세력의 부상을 유발·강화하고 있어, 모든 시기에서 중앙정부와 흥정할 수 있고, 이익 경합을 할 수 있
다. Su(2002)는 석탄 산업에 대한 감독을 통해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중앙 통제와 지방 복종의 문제를 논의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감독비용으로 인해 관리구조에 대한 조절은 중앙과 지방의 수입에 연동되는 격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黄相怀, 2013: 77-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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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를 갖고 있다. 어휘로써의 ‘중앙’과 ‘지방’의 함의는 이처럼 복잡하
다.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어휘조합(词组)의 함의는 더욱 복잡한데,
‘중앙이익’, ‘지방이익’ 등이 그 예이다. 단일제의 여러 모형의 장점은 중
앙과 지방 관계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고, 분절화권위 이론과 사실상 연방
제 이론의 장점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 과정을 설명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과 지방 관계에 대하여 일치된 이해를 아직 달성하지 못하는 하
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둘째, 중앙과 지방 관계의 발전과 변화에 있어 더욱 과학적이고, 더욱
정밀한 모형으로 실제 서술과 이론적 해석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대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을 총괄하는 이론적인 수
요와 실천적인 지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민주집중단일
제와 복합단일제는 규범과 제도를 고집하고, 불균형론(失衡论)과 ‘사실상
연방주의’는 경험적인 현실을 과하게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현재 두드
러진 문제는 규범과 경험을 적절히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관건적인
것은 이들 총괄의 논술을 뒷받침할 충분한 논거와 충분한 사고(思考)가 부
족하여 중앙과 지방 관계 모형으로는 설득하기 어렵다. 일부 개선된 연구
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는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지만, 중앙과 지방의 인
사(人事) 관계와 사권(事权) 관계에 대해 아직 탁월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
고 있다(黄相怀, 2013: 78).

3) 중앙-지방정부 관계 이론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 그리고 정부 간 수직관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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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상당한 변화가 이뤄졌다. 학자들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도출했다. 여러 연구 중에서 중앙-지방 관
계, 그리고 정부 간 수직관계에 주목할 수 있다.
중앙-지방 관계는 단일제 국가 내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일급
행정구역 정부와의 관계이다. 정부 간 수직관계는 서로 다른 계층(层级)
의 정부 및 그 관련 부서 간 수직적인 방향(垂直方向)에서 형성한 각종
관계이다. 양자를 서로 비교한다면, 중앙-지방 관계는 정부 간 수직관계의
일부이고,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일급 행정구역 정부의 일부이다
(薛立強·杨书文, 2010: 36). 중앙-지방 관계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면
<표 2-14>와 같다.

표 2-14

중앙-지방 관계 이론

이양-회수
순환설
(收放循
环说)

운영
기제
관점

∙ ‘거둬들이고 내려놓는(收放)’ 순환 과정은 1978~1988년, 1988~1992년, 1992년부터 지금까지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음
∙ 첫 번째 단계의 특징은 하급기관으로 권력이양(权力下放)이며, 당의 13대에서 정치체제개혁을 진
행할 것을 제기함.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폐단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경로가 권력을 더 한층
하부기관에 이양하는 것으로 봄
∙ 두 번째 단계의 특징은 권력의 일부를 상급기관에 모음(局部上收). 중앙-지방 관계에 서 부분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의 관계를 알맞게 처리하고, 전체 판국에 대한 관념을 세우고, 적당이 집중·통일
하여 거시적인 조절 강화를 강조함
∙ 세 번째 단계는 권력을 이양하는 동시에 위로 모음. 당의 14대 이후, 중앙은 지방과의 관계에서 일부
를 조절하여 일부 권력은 다시 지방에 이양함. 그러나 1990년대 중기에 실행된 분세제(分税制)는
재정권을 일부 위에 모음

∙ 이 관점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무와 권력(职权)의 성질이 중앙집권과 지방 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부여라고 함
∙ 권한부여는 중앙과 지방의 직무와 권력을 구분함에 있어서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고
기본적인 형식임(石康, 1996: 32)
∙ 권한부여는 국민경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조절에 유리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률과
법규를 형성하고, 국민경제와 전국 시장의 완전성(完整性)을 유지하는데 유리하고, 전국적인 범위
권한 부여설
내에서 자원의 효과적인 배치에 유리함
(授权说)
∙ 하지만 이런 형식은 일부 폐단을 쉽게 노출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중앙의 과도한 집권을 쉽게 초래하
고, 중앙과 지방 모두의 적극성을 동원·발휘하는데 불리함
∙ 권한부여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권한부여’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강조할 필요. 즉, ⅰ) 권한
부여의 범위를 엄격히 정부의 직무와 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 ⅱ) 합리적인 지방 이익을 인정하
고, 지방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발휘케 하고, ⅲ)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부여에는 관리권과 발전권이
필요하고, ⅳ) 권한부여는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가능한 한 자의성을 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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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계속

비영합
적게임
(非零合和
博弈说)

운영
기제
재정분권설
관점

체제
구조
관점

∙ 이 관점은 중앙과 성급 정부 관계를 연구할 때, 권력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하고 새로운 권력
개념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
∙ 이를 위해 기존 중앙-지방 관계 연구의 주요한 결함은 “권력 기반이 흔히 실제로 실행하는 권력의
정도와 헷갈릴 수 있다”(李芝兰, 2004: 121)고 봄
∙ 권력 기반은 본래 종속변수인데, 종종 독립변수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음. 연구자들은 중앙과 성이
각자 갖고 있는 권력 기초를 두 리스트로 작성하면, 저절로 중앙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고, 지방이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는 항구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음
∙ 둘의 경합 중에서 중앙과 성의 관계는 충돌과 합작 가능(Cheng, 1998: 157-186)
∙ 이러한 경합은 non zero-sum, 상생(win-win)의 경합으로, 즉 경합을 통하여 정책과 제도는 개선
되고, 국가와 사회는 발전하고 이득을 얻게 됨
∙ 이 관점에 따르면, 개혁 이래 중국은 중앙-지방 관계 측면에서 재정분권화의 길을 걸음
∙ 최초로 이 의제를 제기한 것은 黄佩华(Wong, 1991: 691-692)임. 뒤이어 세계은행도 중국 재정수
입의 성장 속도가 전체적인 경제성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중앙의 수입과 지출 대 지방의
수입과 지출의 비율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徐斯勤, 1993)
∙ 王绍光, 胡鞍钢 등 학자들은 재정수입의 관점에서 중국은 이미 ‘약한 중앙, 강한 지방’을 형성했고,
국가 능력은 끊임없이 하락한다고 봄
∙ 1980년대 말까지 중국은 모든 측면에서 이미 분권의 최저 지표보다 낮음(王绍光, 1995).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고, 개혁개방 이래 중앙의 재정수입이 국내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봄
∙ 예를 들어, 杨大利는 예산 외의 수입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중앙정부가 전체 예산 수입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1979년부터 199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 비율은 국제적으로도 대체로 중등
수준임(Yang, 1994: 62-64)
∙ 杨培新은 예산 외 자금과 기업의 감가상각(折旧) 기금을 재정수입에 포함한 결과, 국내 총생산액에
서 재정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되지 않음(杨培新, 1994: 3-6)

재정집권설

∙ 객관적인 사실에서 보면, 재정 분권화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강력한 재정집권을 실시하
고, 중앙정부의 흡수 및 주도 능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함
∙ 王绍光과 胡鞍钢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앙 재정흡수 능력이 강화된 원인을 분석해서 국가재정 흡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경로와 의견을 제시함(王绍光 等, 1996: 12-42)
∙ 재정집권의 강화를 고수하는 다른 학자들은 재정적으로 상대적인 집권을 실행함으로써 재정분권
의 폐단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개혁을 계속 실행하는 적극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함(徐
斯勤, 1993: 1-32)
∙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에서 재정집권화 정도가 여전히 높다고 고수하는 학자들은 시장화적 경제개혁
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지방개혁의 강력한 유인인 재정분권을 계속 지속해야 한다고 봄

중국식
연방제설18)

∙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은 주로 비국유 부문이 지속적으로 도입·확장되었기 때문임. 이런 현상을
해석하는 여러 원인 중에서 핵심의 하나는 1979년 이전 중국에서 확립한 구소련과 동유럽의 U형
계층제와 다른 M형 계층제임
∙ M형 계층제에서, 중국 경제는 관할 범위의 원칙에 따라 여러 계층과 지역 형식으로 조직되었고
[즉, 조각조각(块块)의 형식으로], 그중 모든 계층의 모든 지리 지역은 모두 하나의 운영 단위로 볼
수 있음. 바꾸어 말하면, 각급 지방 정부는 그 직무와 재품의 공급 측면에서 반 자주적이고 비교적
자급적임
∙ 이러한 행정분권 성격을 갖고 있는 M형 계층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점진적 개혁에 적응되었고,
중국의 경제발전이 “중국 특색 있는 사회 보호(维护)의 경제 연방제”의 특징을 갖게 됨(钱颖一,
2003: 219)
∙ U형 계층제에서 계층제 정보 유동과 통제는 기능 방식 혹은 전문화 원칙에 근거하여 단일의 형식
[즉, 조목조목(条条) 형식]을 구성함(钱颖一, 2003: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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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계속

분할된
권위주의설
(分割的权
威主义说)

∙ 이 관점은 중국의 정치체제를 이성 모형 혹은 권력지향 모형으로 간주하는 것에 반대하여, 중국의
정치체제는 하나의 분할된 권위주의 관료제 구조로 봄. 그중에서 정책의 일치를 얻게 하는 것은 중앙이
고, 정책의 일치를 취득하는 과정은 “하나의 질질 끄는, 각자 자기 주장대로 행하는 점증적인 과정임”
(Lieberthal & Oksenberg, 1988: 22)
∙ 중국 정치체제가 이러한 특징을 갖는 원인은 중국의 각 사회집단의 이익이 자발적인 이익단체가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료기구를 통하여 대변되고 있기 때문임. 예를 들면, 각 부문은 각
체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각 성은 해당 성의 이익을 대변함
∙ 하지만 중국의 정치체제는 실제로 이러한 경제사회 이익대변 방식을 격려하고 있음. 개혁개방 이래
지방에 대한 중앙통제의 완화 및 각 지방에서 각 지역의 실제에 맞게 발전하게 하는 정책은 중국
정치체제 중의 분할 경향을 가중시킴

합리적인
분권설
(合理分权
说)

∙ 세계 현대화 발전의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권한의 구분은 “분산-고도화된 집권-합리적인 분권”이
란 역사적 궤적을 드러냄
∙ 현재 중앙의 고도집권체제가 합리적인 분권체제로 나아간다는 것은 중국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발
전하는 시기에 중앙과 지방 권한구분이 필연적인 추세라 할 수 있음
∙ 합리적인 분권체제는 마땅히 중국의 기본적인 정치제도와 행정제도가 되고 헌법의 형식으로 고착
됨. 법으로 각급 정부의 직무와 책임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국의 유익한 경험을 정리하고,
선진국의 유익한 방법을 참고하여 중앙과 지방 관계 운영의 법적절차를 확정하고, 제한적인 집권과
분권, 수직적 분권과 수평적 분권의 유기적인 결합 등을 포괄함(薄贵利, 2002: 102)

선택적
집권설
(选择性集
权说)

∙ 이 관점에서 성숙된 현대국가는 반드시 집중성(중앙성)과 인민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 이에 근거
하면 중국 중앙과 지방 관계에 존재하는 문제는 주로 두 가지 제도적 표현, 즉 중앙은 집권이지만
충분한 권력이 결여되고, 지방은 분권하지만 충분한 민주가 부족하다는 점
∙ 문제의 근원은 국가권력이 충족한 중앙성이 결여되어 있고, 충분한 인민성도 결여됨.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현실에 토대로, 선택적 집권을 계속 진행해야 함(郑永年)
∙ 선택적 집권은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자신의 수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택적으로 국가
전반에 가장 중요한 권력만 집권하는 것임. 결국, 선택적 집권은 선택적 분권을 의미함

다층집권설
(重层
集权说)

∙ 이 관점은 중국의 정치체제가 그 전반적인 구조에 있어 ‘다층집권체제’, 즉 정치체제 내부에는 정당,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경제이익집단, 사회집단, 대중매체, 선거 유권자 등 서로 다른 권력
요소들이 밀접히 관련되는 권력체계를 형성한 것으로 봄
∙ 권력집중 방향에 따라서 이들 권력 요소 사이의 관계는 수평적 집권과 수직적 집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수평적 집권은 각 권력 요소가 수평적인 방향에서 어느 한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집권이고,
수직적 집권은 각 권력 요소가 수직적인 방향에서 아래로부터 위로 집권되는 것임
∙ 중국의 각 권력 요소는 우선 수평적인 방향에서 동급 당위(党委)를 핵심으로 수평적 집권을 형성하
고, 다시 수직적 방향에서 위로 상급 당위에 수직적으로 집권됨. 이 체제에서 수평적 집권은 수직적
집권에 비해 우세를 점함(Zhao, 2002: 59-111)

국가
와
이차분권설
사회
관점

∙ 이 관점은 서구 선진국에서 중앙과 지방 관계를 조절함에 있어 국가와 사회, 중앙과 지방의 ‘2차
분권’을 겪은 것으로 봄. 그중에서 국가와 사회의 분권은 중앙과 지방 분권의 기초이며, 국가와 사회
의 분권이 없이는 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분권이 어려움
∙ 서구 각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는 시장경제에서 형성되고,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는 주로 계획경제
에서 형성되어 국가와 사회가 구분되지 않고, 정부와 시장이 구분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무와 책임의 권한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문제 등이 있어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심하게 억제함
∙ 근본적으로 중앙과 지방 관계를 조절하고자 하려면 국가와 사회의 분권을 기대하며, 정부와 사회관계를
명확히 하려면 정부와 사회, 중앙과 지방 두 관계의 연동 효과에 주목해야 함(谢志岿, 1998: 37-45)

체제
구조
관점

18) 학자들이 제기한 ‘재정연방제’, ‘중국식 연방제’, ‘중국 특색으로 시장을 보호하는 경제 연방제’ 등 개념을
‘중국식 연방제’로 통칭한다(薛立強·杨书文, 201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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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표 2-14

국가
와
사회
관점

집권분권
균형설

∙ 이 관점에서 개혁개방 이래 기존의 고도로 집중적인 지방의 자원에 대한 중앙의 재분배와 이익협조
모형은 점차 타파되어, 정부 간 수직관계의 균형이 상실될 가능
∙ 집권분권균형설의 실현은 주로 경제 분야에서 나타나며, 그 기본 표현은 중앙 기능의 축소 또는
확대임
∙ 중앙과 지방 관계 실패의 근원은 제한적인 사회자원의 총량과 급증하는 사회수요 사이의 모순이며,
사회자원의 총량은 크게 사회수요 총량에 못 미침(王沪宁, 1991: 31)
∙ 중앙과 지방 관계의 새로운 균형의 실현은 제한적인 사회자원 총량에 의존하여 합리적인 배치를
하고 최대한 사회자원 총량의 증가를 모색하고, 이를 기초로 집권과 분권의 균형을 실현함

주: 薛立強·杨书文(2010: 36-38)을 근거로 작성함

4) 중앙-지방의 수직 정부 간 관계
(1) 수직 정부 간 취지
서로 다른 계층의 지방정부는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으론 전체 국가의 통일의지를 수호하고, 상급 정부가 맡긴 각종 직책을
맡고, 상급 정부의 영도 혹은 지도를 받는다. 다른 한편으론, 해당 구역
민중의 요구와 현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동시에 자신의 의지와 주장
을 하급 정부에 내리(分解)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일급(一级) 지
방정부는 필연적으로 상하급 정부 간에 복잡한 관계를 생성하며, 이러한
관계를 수직 정부 간 관계로 총칭한다(鲁敏 主编, 2019: 95).

그림 2-2

수직관리 방식

중앙정부

부문
영도

부문
지도

영도
지방정부

부문

감독처리
(督办)기구

수직
영도

실체(实体)기구

출처: 顾蕾·张卫东(201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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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정부 간 관계는 중국과 같은 초대형 국가에서 중대한 문제이며,
또한 가장 처리하기 어려 문제 중의 하나이다. 신중국 성립 이래, 마오쩌
둥은 “10대 관계를 논하며”의 담화에서 “현재 수십 개의 손들이 개입되
어, 지방의 일을 처리하기 힘들게 한다. ...... 각 部委가 성 위원회, 성 인
민위원회에 명령을 내리지 못하니, 성, 시의 청과 국이 하나로 연결되어
날마다 명령을 내린다. 이러한 명령은 비록 중앙이 모르고, 국무원이 모
르지만, 모두 중앙에서 왔다고 하여, 지방의 부담은 매우 크다. 이러한 상
황은 반드시 바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덩샤오핑도 수
직 정부 관계에서 권력이 과하게 집중하고, 기구가 비대하고, 효율이 저
하되는 등의 문제를 비판하고, 권력의 집중과 분산 문제에 대하여 과학적
인 논단을 했다(鲁敏 主编, 2019: 96).

(2) 수직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영향요인
① 관원 격려와 관리 방식
관원은 일급 정부 중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는 주체이다. 결과적으로
정부행위의 선택은 소수 핵심 관원이 복잡하게 융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정부행위의 과정에서 관원은 공중과 여론의 주목에, 정부의 의사절차
에, 그리고 공중의 의견표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관원은 의견을
종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한 정책결정에서 핵심 역량을 갖는
다. 특히, 관직은 매우 희소하고 중요한 격려수단이 된다. 제도 구속력이
강하지 않은 사회에서 관원의 주관적인 능동성, 탄력적인 공간과 각종 자
원을 동원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크다. 관원의 격려와 관리 방식은 지방
정부 역할에 영향을 주고, 수직 정부 간 관계를 형성하는 관건 요소이다
(鲁敏 主编, 2019: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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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체제
재정은 정부직능 수행의 전제조건이고, 행정권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
는 기초적인 자원이기도 하다. 우선, 재정체제는 지방정부의 독립성에 영
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재정 지위가 없는 정부는 하나의 완전한
정부가 아니다. 만약 재정 독립성이 없다면, 지방정부는 단지 하나의 단
순한 집행자의 역할을 수행할 뿐, 이성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동기와 능력
을 갖지 못한다. 다음으로, 재정자원의 분배는 서로 다른 계층의 정부에
재력을 부여하여, 그들 사이의 역량비교와 의존관계를 형성한다. 통상적
으로 재정자원이 충분한 지방정부는 힘이 충족하고, 독립성을 더 갖는다.
반대로 충분한 재정자원 확보가 부족한 지방정부는 할 수 없이 상급, 심
지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청하여 의존관계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재정
의 이전지출(转移支佛)은 유연성과 적시성 측면에서 지방정부 행위를 조
절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수직 정부 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鲁敏 主编, 2019: 98).
③ 직능분업
정부직능은 정부의 직책과 기능이다. 서로 다른 계층의 정부가 국가와
사회생활에서 처하고 있는 지위와 비교우위에 차이가 있어, 그 직책기능
도 필연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수직 정부 간에는 직능분업(职能分工)이
존재한다. 하지만 수직 정부 간 직능분업은 자연적인 변화와 비교우위의
결과이면서, 또한 인위적인 측면도 있다. 서로 다른 국가, 서로 다른 집권당,
심지어 집권당과 정부 주요 영도자의 서로 다른 성격 특징과 사고방식이
모두 정부 직책의 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朱光磊 等, 2006: 93;
鲁敏 主编, 2019: 98에서 재인용). 직능분업은 사실상 서로 다른 계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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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권력 내용과 실현 방식을 확정하고,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고 직능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상호관계를 비공식적으로 내포하며 규정한다. 서로
다른 계층의 정부가 국가 전체 직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조와 조절
은 모두 그들의 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단서이다(鲁敏 主编, 2019: 99).
④ 감독방식
정부는 공공권력을 통하여 가장 엄격한 감독을 수행한다. 이론적으로,
지방 각급 정부는 모두 본급(本级) 권력기관, 사법기관, 상하급 정부와 지
방 공중 등 다수 주체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서로 다른 정치체
제에서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권력 부여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하나는 그의 가장 핵심적인 감독 주체가 된다. 즉, 서로 다른 국
가 중에서 지방정부에 감독 능력이 있는 주체는 능력상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직접적인 권력 부여가 상급 정부로부터 나오는 국가 중에서 상급 정
부의 감독 능력은 가장 강하고, 일부 직접적인 권력 부여가 지방 권력기
관부터 나오는 국가 중에서 상급 정부의 감독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지방 권력기관의 감독 능력은 보다 강하다. 이러한 차이는 수직 정부 간
관계에 투영되어서 수직 정부 간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鲁敏 主编, 2019: 99).

(3) 중국 수직 정부 간 관계의 이론
① 직책동구설
서구 국가의 직책체계와 기구설치와 비교하면, 현대 중국 수직 정부
간 관계에 ‘직책동구(职责同构)’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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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동구는 서로 다른 계층의 정부가 수직으로 직책을 배치하고 정부기
관 설치에서 고도로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鲁敏 主编, 2019: 100). 직
책동구설은 朱光磊·张志红가 제기하였으며, 주로 수직 정부 간의 직능, 직
책과 기구 설치에서 비롯된다(朱光磊·张志红, 2005; 鲁敏 主编, 2019:
100에서 재인용).
중국에서 각 계층 정부는 마땅히 부담해야 할 직능을 기초로 사권을
합리적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통일영도, 분급관리’ 사상의 지도 아래
동일한 사항의 관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외교, 국방 등 소수 중앙에 전
속하는 권한 외에, 각급 정부의 직능에는 명확한 구별이 없다. 법률이 중
앙과 지방정부에 부여한 직책은 대체로 일치하고 대등한 것으로 지방정
부는 거의 중앙정부의 판박이이다. 모든 급의 지방정부는 모두 하나의
‘작은 중앙(小中央)’이고, 거의 ‘모든 일’을 관리한다. 그 직능은 경제, 과
학·교육·문화·위생(科敎文卫), 교통, 민정, 심지어 국방과 외교 등 각 영
역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은 국무원이 갖고 있는 18항의 직권을 규정
하고, 「조직법」은 현(县) 이상 인민정부의 10항 직권 및 그 향, 민족향,
진 정부의 7항 직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서 보면, 중앙에서 기
층까지 각 계층 정부의 직권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全能)
정부의 이념에 따라 설계된 것이다. 각급 정부가 직능에서 차이는 뚜렷하지
않고, 구분은 사무관리의 권한과 책임상에 있으며, 단지 크고 작음으로
구별된다(周振超, 2009a: 124).
직책동구는 중국 중앙과 지방 관계, 특히 5급 정부의 수직 직책배치
상황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이다. 이러한 모형에서 정부 수직의 직책배치와
기관설치는 전형적인 ‘상하대응, 좌우대칭(上下对口, 左右对齐)’으로 표
현된다. 이는 곧 5급 정부관리의 업무가 대체로 같고, 기관설치가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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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며, 하나하나의 조조(条条)가 ‘꿰어져(串)’, 조괴(条块)라는 교차적 구
조를 형성한다(鲁敏 主编, 2019: 100).
직책동구의 주요 표현 형식은 ⅰ) 5급체계에서의 정부 직책배치와 기
관설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구성되며, ‘위아래가 같게 굵은(上
下一般粗)’ 것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위로는 중앙에 국방부가 있고,

작게는 향진에 무장부가 있다. 매년 징병 시기에 위에서 아래로 단계별로
책임지는데, 마치 운동을 조직하는 듯하다. ⅱ) 당의 조직체계와 인민단
체의 조직기관, 일부 기관의 설치는 불필요하고 낭비가 된다. ⅲ) 중앙정
부와 일급 행정구역(政区) 정부는 주로 ‘정책을 내놓고’, 공공서비스 직책
의 실현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정부직책은 주로 시, 현, 향 3급 정부에 의
존한다. 상하급 간에 정무 정보전달이 정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ⅳ) 개혁 이래, 정부 경제관리체계(예: 인민은행체계 등)에서 직책동구는
잇따라 조절되었지만, 정법(政法)과 사회관리 직능부서에선 ‘직책동구’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鲁敏 主编, 2019: 100).
직책동구의 문제로는 주로, ⅰ) 5급 정부에서 거의 동일한 일들을 관
리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구체적인 직책이 종적 관리(条条)에서도 관리하
고, 횡적 관리(块块)에서도 관리하는 구도를 초래하고, 필연적으로 종적
관리(조)와 횡적 관리(괴)의 갈등이 해결되기 어렵고, 효과적으로 정부관
리 활동을 조직하는데 불리하다. ⅱ) 모든 일급 정부, 모든 지방정부는 모
두 ‘전능’ 정부로, 사회구조가 더욱 분화와 정합이 되는 것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정부권력의 ‘집권과 분권의 반복(集分反复)’은 정부운영의 비용
을 증가시키고, 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린다. ⅲ) 직책동구는 심층적인 기
구와 편제 개혁을 어렵게 한다. 또한, 정치적 업적(政绩) 기반 지휘체계
수립에 중요한 체제 기초가 되어 관료주의를 야기하는 주요 근원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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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ⅳ) ‘전능’적인 지방정부는, 주민과 지방정부 간 연결을 쉽게 하
는 측면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사또(父母官)’ 의식을 파생시키는
측면도 있다(鲁敏 主编, 2019: 100-1).
직책동구는 계획경제관리체제의 관성적인 사고방식과 매우 밀접하다.
경제관리 부서의 ‘직책동구’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지만, 사회관리 분
야에서 이미 형성된 직책동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현재 체제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 직책동구 모형을 타파하고, 각급 정부 직책을 합리적으
로 배치해야 만, 정부의 직능을 전환하고, 행정체제를 개혁하고, 조괴관
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 ‘직책동구’를 타파하는 토대 위에서 ‘협력형 정부
간 관계’를 정립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계획하여 정부의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朱光磊․张志红, 2005; 鲁敏 主编,
2019: 101에서 재인용).
② 조괴관계설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연구할 경우에 생소한 용어가 다소 있는
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조괴’라는 용어이다. 이 조괴와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중국 정치 현실에서 그리고 학술 연구에서 ‘조조’, ‘조괴관계’, ‘조괴갈
등’ 등의 개념과 외연은 계속 확장되었다. ‘조조’는 단지 중앙 部委(우리
나라 부처)를 지칭하는데 제한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직능부서(부
서)를 ‘조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괴관계’도 중앙 部委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상급 직능 部委(혹은 상급 정부에서 수직하는 직능부서)와 지방
정부의 관계로 확장된 것이다(周振超, 2009a: 2).
‘조괴’는 중국의 행정관리 실무에서 정부 수직적·수평적(纵横) 교착의

제2장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이론적 검토 ❙ 121

조직구조 및 그 관계에 대한 서술이다. ‘조조’는 중앙에서 지방 각급 정부
에 전문적으로 어떤 측면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능부문을 지칭한다. 반면,
‘괴괴’는 각 계층 정부를 지칭한다. 조괴관계는 서로 다른 정부 조직이 조
괴 구조의 기초 위에서 형성한 여러 관계이다(鲁敏 主编, 2019: 101).

표 2-15

조괴 관련 개념

조조

∙ 중앙에서 기층의 각 계층 정부까지 연속되는 직능이 유사하거나 혹은 업무 내용이 같은 직능부서를 지칭함

괴괴

∙ 각 계층의 지방정부를 지칭함. 성(자치구, 직할시), 시(성할시, 지구, 자치주), 현(현급시, 시할구, 자치현),
향(진, 민족향) 네 가지 계층을 포함함
∙ 소위 ‘정부’는 대정부로, 즉 국가기관의 전체와 집정단의 총합임. 입법, 행정, 사법, 군대와 중국공산당의 조직
체계를 포함한 조직적인 권력체계

조괴관계

∙ 조조와 괴괴가 정부 실제 운행과정에서 형성된 상호작용, 상호 연계의 상태
∙ 조괴관계에는 동일하게 합작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한 갈등과 충돌을 포함함

조괴갈등

∙ 조괴관계 중의 한 유형으로 주로 조조와 괴괴 간 서로 대립하고 통일하며, 서로 배척하며 또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지칭
∙ 다만, 여기서 “대립하고 통일하며, 서로 배척하는 것”은 철학 의미상의 중성적인 어휘이지, 폄하는 말은 아님

조괴체제

∙ 계층제와 직능제가 서로 결합하는 것을 기초로 상하가 대응하고 “유사한 사항을 합병하는(合并同类项)” 원칙
에 따라 구축된 중앙에서 지방 각 계층의 정부가 대체적으로 ‘동구’적인 정부조직과 관리 모형임

주: 周振超(2009a: 2)를 근거로 작성함

조괴관계의 형성은 행정조직의 자연적인 형태와 관련되어 있다. 일반
적으로 행정조직은 모두 계층제 및 직능제(职能制)와 서로 결합되어 있
다. 계층제는 정부조직을 서로 다른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의 직능 성
격은 대체로 같으나, 관할 범위는 점차 축소되었다. 국가의 영역과 인구
수에 따라, 대다수의 국가는 모두 3~5급 정부로 구분되고, 모든 상급 정
부는 여러 개의 하급 정부를 관할하고 있어, 피라미드 형태를 띤다. 계층
제는 권력을 집중하고 통일하게 지휘하는데 유리하다. 직능제는 전문분
업에 따라 서로 다른 업무를 서로 다른 전문 부서에 배정하여 조직의 수
평적인 분할(切割)을 실현하여, 각 직능부서가 각자의 직무를 지키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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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독립적이다. 장점은 분업과 전문화된 관리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조직이 수직적인 계층 정부와 수평적인 직능부서로 분화되어 양자 사이는
서로 관련되고 서로 작용하여 조괴관계가 형성된다(鲁敏 主编, 2019: 101).
결국, 계층제와 직능제를 결합하여 실시하는 국가라면, 불가피하게 조
괴 문제가 존재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돌출되어 심지어 조괴갈
등으로 전환되어서 수직 정부 간 관계에 영향을 주는 관건 요소가 되는지
여부는 역시 기타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鲁敏 主编, 2019: 101).
조괴갈등은 정부체제에서 두 가지 기본 요인과 관련된다. 단일제 국가
구조와 정부 상대(相对) 집권의 모형이다(鲁敏 主编, 2019: 101).
국가구조는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의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처리
하는가, 즉 중앙과 지방 간 상호관계 문제라 할 수 있다. 국가구조는 주
로 단일제와 복합제(연방제) 두 가지 기본 형식이 있다. 국가구조 형식은
수직 정부 간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일제 국
가의 국가구조 형식에서 각 지방이 행사하는 권력은 중앙의 권력 부여에
서 나오고, 지방의 자주권 혹은 자치권은 국가 전체가 헌법을 통해 부여
되고, 상급 정부는 하급 정부에 대하여 자연적인 법리상 우위를 갖는다.
복합제(연방제) 국가 중에서 각 연방구성원은 연방국가의 형성에 앞서 존
재한다. 연방구성원 단위는 각자의 일부 권력을 연방정부에 양도하여, 동
시에 일부 내부 사무를 관리할 권리를 보류하고, 연방구성원과 연방정부
는 지위상 상대적으로 평등하다. 따라서 조괴갈등은 많은 경우 단일제 국
가 중에서 출현한다. 이뿐만 아니라, 조괴갈등은 또한 정부의 집권과 분
권 모형과 관련된다. 정부가 집권할 때, 연방제 국가일지라도, 수직 정부
간에는 밀접한 연결 상태를 나타낸다(예: 소련). 단일제 국가일지라도(예:
일본), 만약 지방정부의 자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수직 정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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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조괴갈등이 두드러지지 않는
다(马力宏, 1998; 鲁敏 主编, 2019: 102에서 재인용). 종합하면, 조괴갈
등은 중앙집권 혹은 상대적으로 집권한 단일제 국가에 더 많이 존재하고,
현재 중국이 이러한 상황에 속한다(鲁敏 主编, 2019: 102).
형식적으로 보면, 조괴관계는 주로 상급 직능부문(조조)과 하급 지방
정부(괴괴) 간 관계지만, 상술한 상황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수
직관리의 ‘조조’와 ‘괴괴’ 사이의 관계, 상급 정부의 ‘괴괴’와 하급 부서
‘조조’ 사이의 관계, 상하급 부서의 ‘조조’ 사이의 관계, 동급 부문(중앙은
部委, 지방은 부서) ‘조조’ 사이의 관계, 정부와 본급 ‘조조’ 사이의 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周振超, 2009a: 45-59; 鲁敏 主编, 2019: 102).
조괴갈등은 본질적으로 수직 정부 간 이익충돌의 표출이다. 현실의 정
부운영에서 하급 정부에 대한 상급 정부의 영도 혹은 업무지도의 상당한
비율은 상급 정부의 직능부문을 통하여 실현된 것이다. 이리하여, 수직
정부 사이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상급 정부의 직능부문(조조)과 하급 정부
(괴괴) 사이의 갈등으로 전환된다. 또한, 중국의 행정급별 설정에 따라 일
반적인 상황에서, 상급 정부의 직능부문과 하급 정부의 급별은 같다. 그
러나 상급 정부의 직능부문과 상급 정부를 대표하여 높은 위치에 있고,
영도 혹은 업무지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부문(부위 혹은 부서)
이익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자신이 있는 직능부문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지방정부의 객관적인 상황에서 고려하기 어려워, 조괴갈등은 끊임없이
나타난다(鲁敏 主编, 2019: 102).
조괴갈등의 충돌은 중앙정부의 조절에서 “거두면 죽고, 풀면 혼란 해
지는(一收就死, 一放就乱)” 악순환을 낳는다. 중국 정부체제는 계획경제
에서 벗어났지만, ‘조조’ 권력은 과도하게 집중되고, ‘괴괴’는 억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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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되고 있다(鲁敏 主编, 2019: 102).
전형적으로 중앙의 여러 部委는 프로젝트 선정, 지표 설정, 권력과 물
자를 분배하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중앙 部委와 성급 정
부의 조괴 분할을 형성하고, 성급 정부의 통일적인 협조 능력을 심각히
훼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성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
고, 지방정부는 낮은 효율과 낮은 수준의 순환에 빠지고, 혁신 능력이 결
여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격려하는 취지로 권력
을 이양(下放)하고, ‘조조’에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정부
가 자주권을 획득하면, 지방 각급 정부는 적극적으로 상급 정부 部委로부
터 프로젝트와 자금을 쟁취하려 한다. 더 큰 발전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
여, 일부 지방정부는 심지어 겉으로는 복종하나 속으로는 따르지 않고,
각종 대책을 행하여 상급 정책에 대해서 유리하면 따르고, 이익이 없으면
내버려 두는 방법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점점 심각하게 되어, 일
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행위를 금지해도 끊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맹목적으로 지방 기초건설 규모를 확대하거나, 세수혜택정책을 남
용하거나, 시장봉쇄를 하는 경제 분할 등이 벌어진다. 각지에서 앞다투어
모방하여 이들 행위가 범람한다면 결국 심각하게 중앙정부의 권위를 약
화시킬 것이고, 심지어 국가의 합법성도 침식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다
시 권력을 회수할 수밖에 없고, ‘조조’를 통해 ‘괴괴’를 제약하여, 다른 순
환에 들어간다(鲁敏 主编, 2019: 103).
조괴갈등의 존재는 현대 중국이 아직 중앙과 지방 각급 정부 사이의
이익을 균형화 시키는 기제를 찾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 중앙과 지방 각급 정부는 종종 각자의 시작에 출발하여 독자
적으로 추진하고, 수직 정부 간에는 이익을 공통으로 포용하고 협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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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가 결여된다. 단지, 강한 관리통제 조치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일치를
달성하지만, 이러한 겉치레 일치의 배후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갈등과
충돌이 숨겨져 있다(鲁敏 主编, 2019: 103).
③ 압력형체제설
‘압력형체제’는 荣敬本 등이 제기한 개념이다. 주로 각급 정부가 아래
에 대하여 책임지는 정치제도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직 정부
간에 어떻게 위에서 아래의 압력기제를 확립하고 효율을 추진하는 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압력형체제는 수직 정부 간 사이에 존재하는 압력관계
와 격려기제를 반영한다(鲁敏 主编, 2019: 103).
압력형체제는 “일급 정치조직(현, 향)은 경제 따라잡기를 실현하고, 상
급에서 내려준 각 항 지표를 완성하기 위하여 수량화로 임무를 분해하는
관리방식과 물질화된 평가체계를 택하는 것”을 지칭한다(荣敬本 等,
1998: 28). 일정한 의미에서 보면, 압력형체제는 수직 간부의 심사기제와
수직 임무의 분해 기제를 결합하여, 위에서 아래에 압력을 형성하여, 각
계층의 주요 영도, 심지어 모든 간부의 노력을 통하여 국가 전체 전략의
업무기제를 완성하는 것을 보장한다. 본질적으로 압력형체제는 중국 계획
경제에서의 동원체제가 현대화와 시장화 압력에서도 이어진 연속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경제전환 과정의 산물이다(鲁敏 主编, 2019: 103-4).
일부 연구자들은 압력형체제를 보완하려는데, 이 체제를 구성하는 요
소는 세 가지 기제를 포함한다(鲁敏 主编, 2019: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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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압력형체제의 구성요소
기제

내용

수량화의 임무 분해 기제

∙ 상급 정부에서 내려준 경제발전 지표와 임무를 맡은 이후, 하급 당위와 정부는 그들에 대하여
양적인 분해를 함
∙ 동시에 책임서를 체결하는 형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단계별로 하급 조직과 개인에 분배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 완성할 것을 요구함

각 부문(부위/부서)는
공동으로 문제해결 기제
에 참여

∙ 두 가지 표현 방식으로 구현되는데 ⅰ) 각급 당위, 정부 소속 각 부문(부위 또는 부서)의 업무는
본급의 업무계획과 업무 중점을 둘러싸고 배치해야 하고, ⅱ) 상급의 임시적인 임무 혹은 업무에
직면할 때, 각 부문(부위 또는 부서)은 인원을 파견하거나 전체 부문(부위 또는 부서)과 같이
행동함

∙ 지표 임무를 완성한 조직과 개인에 대하여, 칭호를 수여하는 이런 전통적인 격려 방식 외에도,
물질화의 여러 단계 평 승진, 승봉, 상금 등 물질 장려도 증가함
가체계
∙ 처벌에서 소수 중요한 임무의 실행에 있어 ‘한 표 부결제’를 실시함. 즉, 어느 임무가 기준에 도달
하지 못하면(触及红线), 어떤 선진 칭호와 장려를 받을 수 없게 됨
주: 杨雪冬(2012); 鲁敏 主编(2019: 104)에서 재인용

사실 1980년대 시장화 전환 이래, 비록 국가가 추구하는 정치이념과
중점 업무는 이미 형성되었지만, 압력형체제의 수직 정부운영 기제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고, 단지 압력의 업무 내용과 구조적 변화가 있었
다. 개혁개방 초기에서 21세기 초까지, 압력형체제의 업무 내용은 주로
경제 분야에 집중되었고, 21세기 초기 과학발전관, 조화사회, 서비스지향
정부 추진 등 관련 이론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압력을 가하는 업무 내
용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관리 분야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생태
환경, 사회안정, 공공서비스와 민생복지 등의 문제이다. 압력형체제가 주
목하는 내용은 더 다양하고, 압력은 더 크다. 압력 구조상, 앞 단계의 압
력은 주로 상급 정부에서 오고, 지방 민중의 다양한 수요 증가 및 수평급
(平级) 정부 사이 경쟁 상황에 따라 지방정부는 상급 정부에서 내려온 압
력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과 여러 계층의 상당한 압력에 직면한다(鲁敏 主编,
2019: 104).
현재 중국의 실무에서 보면, 압력형체제는 일정한 적극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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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 전체가 특정 역사 시기의 전략 임무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고,
여러 계층의 수직 정부를 동원하여 이들 전략 목표를 실현하도록 역할을
발휘한다. 또한, 압력형체제는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자원을 모아서
각급 정부가 제한적인 전략자원을 경제사회 발전의 병목에 투입케 한다. 하
지만 압력형체제는 분명히 일반적인 거버넌스의 업무 모형과 기제는 아
니며, 이는 성질상 ‘운동식’ 거버넌스이다. 오랜 경험상 이러한 업무 기제의
지속적인 운영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낳았다(鲁敏 主编, 2019: 104).
운동식 거버넌스는 즉, ⅰ) 전체 집권체계의 관심을 일부 영역에만 집
중시켜 합급 정부의 업무 범위에도 없는 상급 정부의 압력 때문에, 지방
민중의 절실한 이익에 관련된 일들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ⅱ) 압력이
상당하면, 일부 정해진 기간에 규정한 업무를 완성하지 못하는 지방은 일
부 극단적인 방식을 택하여 임무를 완성하려 한다. 가령, 폭력적 시정, 허
위보고, 악의 내통 등을 벌인다. 이들 행위는 사실상 사회 공평과 정의에
손상을 주고,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당과 정부의 집권 토대를 해칠 것이
다. ⅲ) ‘벌떼같은(一窝蜂)’ 식의 운동식 거버넌스를 조장하게 되어 정부
의 일반적 거버넌스 모형을 형성하기 어렵게 만들고, 규범행정의 기초를
파괴할 수 있다(鲁敏 主编, 2019: 105).

④ 평가대체형 감독설
감독도 수직 정부 관계의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다. 시장화 개혁 이후
수직 정부의 감독 문제에 대하여, ‘심사대체형 감독(考核替代型监控)’으로
총괄하는 것이 적절하다(鲁敏 主编, 2019: 105).
시장화 전환 이래, 중앙정부는 일련의 분권과 이양을 통하여 미시적인

128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측면에 활력을 촉진하고, 일부 조치는 지방정부에 행정권을 이양하는 것
을 포함한다. 재정체제, 간부관리와 지방 경제·사회관리 등 여러 측면의
권한을 획득한 이후, 지방정부는 대량의 자원을 장악하고, 독립적인 이익
구조를 형성한다.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하수인이나 단순한 집
행자가 아니며, 핵심 행위자로 수중에 장악한 자원을 충분히 사용하여 최
대한 정치이익과 경제수익을 모색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권위는 여전
히 존재하고, 지방정부는 여전히 적어도 형식적으로 충성을 유지할 필요
가 있다. 결국, 지방정부는 사실상 ‘비독립화된 인격’ 역할로 전환된다(鲁
敏. 2013a; 鲁敏 主编, 2019: 105에서 재인용).

중앙정부는 한편으로 분권의 방식으로 지방정부가 지방경제를 발전시
키는 적극성을 발휘케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감독을 유지하여,
지방정부의 일탈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통제 모형을 단순화하고,
동시에 지방정부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는 주요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하고, 이데올로기 충성도와 기타 사회발전
지표(사회안정, 계획출산 등)를 아울러 고려하는 평가체계를 만들었다.
이 평가체계를 지방관원 승진의 근거로 삼아,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체계
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수직 정부 간 감독 모형을 평가대체형 감독이라
한다(鲁敏, 2013b; 鲁敏 主编, 2019: 105에서 재인용).
평가대체형 감독은 주기적인 평가로 지방정부의 일상 행위에 대한 감
독을 대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그 특수한 지위와 광범위
한 事权으로 마땅히 민중, 상급 정부와 시장 주체 등 다양한 주체·시각·
내용의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鲁敏 主编, 2019: 106). 그러나 경제
사회의 대전환 시기에, 각종 제도건설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지방정부
의 일상 감독을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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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대 요구에 적응하기 위하여 평가대체형 감독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감독 모형은 지방정부에 대한 전방위 여러 계층의 적시 감독과 조
절이 아니라, 일종의 간소화된 감독기제이다. 한편으로, 이는 단계적인
심사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일상 행위에 대한 감독을 일회성 감독으로 간
소화하고, 감독의 빈도를 상당히 낮추고 감독의 비용을 낮춘다. 다른 한
편으로, 평가대체형 감독은 복잡한 감독내용을 경제지표 중심으로, 그리
고 상대적으로 단일한 내용으로 간소화하여 감독 내용의 복잡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鲁敏 主编, 2019: 106).
비록, 평가대체형 심사는 일회적·단편적일 수도 있어서 지방정부에 대
한 전방위 모든 계층의 적시 감독과 조절을 실현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기 실천 과정에서 보면, 이러한 감독은 전체적으로는 유효
하다. 그러나 ‘평가대체형 감독’도, 결국은 특정 역사 시기의 산물이며,
그 역사적 한계도 분명하다.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평가대체형 감독의
폐단도 끊임없이 드러났다. 가장 뚜렷한 폐단은 바로 지방정부 행위가 규
범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평가대체형 감독이 중시하는 것은 결과인데,
구체적인 행정과정에선 중시되지 않는다. 또한, 시장화 전환 초기에 각종
규칙제도와 감독기제는 세분화·규범화되기 전에 모든 상급 정부가 여러
하급 정부를 다루기는 어렵다. 상급 정부가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내서
하급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교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감독이 상급 정부가 단지 평가결과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소수 행위
에만 주목하게 만들어, 지방정부의 일상 행위를 전면적으로 감독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평가대체형 감독은 경제발전, 사회관리와 민생건설의 불
균형을 낳을 수 있고, 지방정부의 기율위반과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 수
직 정부가 주목하는 점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 몇 개 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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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다. 그 결과 지방정부는 경제발전에 혈안이 되고, 사회관리와 민생
건설 등 관련 지표를 소홀히 하게 되어, 사회발전의 불균형을 낳는다. 일
부 정부는 상급에서 하달한 각종 경제지표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 부
득이 ‘숫자놀이’를 하고, 허위로 부풀려 보고하고, 위아래를 속이게 된다.
일부 지방은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과 이익을 다투는 것도 불
사하고,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을 위반하며, 비상식적으로 ‘규정에 어긋난
강제철거’, ‘위법적인 토지사용’, ‘위법적인 프로젝트 건설’ 등 황당극(闹
剧)을 연출하기도 한다. 더 심한 경우, 지방정부의 핵심 행위자들은 허술

한 감독이 남긴 사각지대를 틈타서, 수중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패를 자행
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챙겨 지방의 경제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
래한다(鲁敏 主编, 2019: 106).
평가대체형 감독은 특정 시기의 산물이다. 정치경제 상황이 급변하면
서 여러 형태의 폐단도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내재적인 갈등이
일정한 사회 시기의 주요 갈등으로 전환될 때, 평가대체형 감독은 필연적
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취약한 감독은 지방정부 권력
의 누수를 낳아 갈등을 초래한다. 현실적으로 이런 감독 방식이 초래한
각종 사회문제는 심각하고, 이미 지방정부 권력누수와 소극적인 행위를
낳는 원인이 되었다. 공공권력이 시장화에 대응성이 낮고, 민중의 책망과
지적은 더욱 많아지고, 정치체제개혁을 추진에 주요 장애가 된 것이다(鲁
敏 主编, 2019: 106-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으로 수직감독 방식을 제도
화된 감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제도화된 감독은 상대적으로 완비한 제
도를 사용하여 지방정부 행위에 대한 감독을 실현하는 것이다. 제도설계
자는 감독제도를 하나의 독립적인 제도집합으로 명시해야 하되, 수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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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에 모호하게 융합해서는 안 된다. 전반적으로 평가대체형 감독과 비
교하면, 제도화 감독은 다음과 같은 기본 특징이 있다(鲁敏 主编, 2019: 107).
첫째, 수직 정부 간 감독제도는 더욱 명확하고 완전하고, 규격은 더 높
고, 감독기제는 더욱 복잡하다. 제도화 감독 중의 제도는 마땅히 완전한
제도집합으로 체계적이고, 명백하고, 집행에 편리해야 한다. 헌법 관련
조항 및 기본 법률과 구체적인 정책에서 감독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
도화 감독에서 감독제도는 총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법률 규격을 갖는다.
일부 제도는 기본 법률제도의 형식으로 중앙과 지방의 기본 관계를 명확
히 하고 지방정부 행위를 구속하는 근거가 된다. 일부 제도는 구체적인
정책에서 추가 조항으로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관련 정책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징벌 조치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를 감독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전문적인 업무나 임무의 하나이다.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완비한 감독
조직체계를 수립하여 직접 지방정부의 일상 행위를 관측·평가하여 지방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에 대해 기초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鲁敏 主编,
2019: 107).
둘째, 수직관계 조절에 관한 전문기관과 운영기제를 설립한다. 제도화
감독은 제도로 상하급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규범화하는 것을 더 중요시
한다. 중앙과 지방관계 조절에서 가치중립의 제3자를 도입할 수 있다. 재
판 권력을 부여하고, 과학적인 운영기제로 권력의 정상적인 행사를 보장
해야 한다. 이는 필요하며, 또한 가능하다(鲁敏 主编, 2019: 107).
셋째, 민중의 요구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에 반영한다. 간부의 관리
와 승진제도로 볼 때, 지방정부의 관원은 주로 상급 정부의 임명에서 나
온다. 그 최종적인 책임 주체는 모두 공중을 향하고 있지만, 사실 그 직
접적인 책임 주체는 여전히 상급 정부이다. 제도화 감독은 지방정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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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독에서 민중의 요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높일 필요가 있다. 또
한, 마땅히 제도변화의 기본 규칙과 점진적인 개혁의 기본 정책에 부합되
어야 한다(鲁敏 主编, 2019: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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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분석
제1절 역사적 맥락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분석
제2절 중앙-지방정부의 행정구획 및 행정체제 분석
제3절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인식분석

제1절 역사적 맥락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분석
중국의 중앙-지방 간 관계는 어느 한 시점이나 시기만 살펴보는 것으
로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의 제도나 관행은 과거의 것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제도나 관행은 과거 수천 년에 걸친
역사 속에서 발전·진화하여 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를 역사적 변천과정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전개의 순서는, 먼저 역사적 고찰의 주요 변수를 제시
하고, 중국 중앙-지방 관계 역사의 흐름을 구분하는 시기에 따라 봉건시
대에서 중화민국, 마오쩌둥 시대, 개혁개방 이후로 구분한다.

1.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변수
1) 근본 사상
중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거대국가였다. 영토가 크고 인구가 많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확대되는 추세였다. 따라서 중국의 통치자들은 항상 거
대한 천하를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다스리면서 항구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을까에 주목하였다. 대표적 역사서인 「자치통감」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학자들이 역대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를 논할 때, 흔히 경중(轻重), 간
지(干枝), 수미(首尾), 본말(本末) 등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즐겨 써 왔다.
중국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소위 내(内)는 중앙정부 및 중앙집권을 지
칭하는 말이고, 외(外)는 지방정부 및 지방분권을 이르는 말로 사용된다.
따라서 외중내경(外重内轻)은 지방에 분권이 강하고 중앙이 쇠약한 경우
를 뜻하고, 내중외경(内重外轻)은 반대로 중앙이 강력하고 지방분권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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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를 의미하는 용어로 쓰인다(周振鹤, 2013: 12-15).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외중내경은 지방의 할거와 분열의 국면에 따라
통일왕조가 와해되고 통일왕조가 와해되는 과정을 야기하곤 하였는데,
이를테면 한·당시대의 교훈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내중외경은 지방할거
의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송·명대처럼 지방으로 하여금 외부 침략
을 막고, 안정화하는 능력을 상실시켜 내우외환을 맞아 망국의 위험을 초
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고대 중국 정치가들이 이상적으로 삼은 중
앙과 지방의 관계는 경중상유(轻重相维)이며, 이는 중앙집권의 전제하에
서 지방으로 하여금 적당한 정도의 분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다. 통치자들이 그렇게도
이상적으로 추구하던 경중상유는 일종의 불완전한 평형 상태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이러한 상태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
면, 곧 바로 균형이 깨지고 외중내경으로 가기보다는 내중외경으로 편향
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중국 고대 역사상 줄곧 내·외를 오가는 권력의
이동의 순환이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다(王绍光, 2009a: 2)
내·외의 비유 이외에 간지(干枝)로 표현하면, 서한 중기 쇠약해진 여러
제후 왕국의 형태는 강간약지(强干弱枝) 혹은 대본소말(大本小末)로 일컬
어졌고, 당대 후기의 번진(藩镇) 할거 현상은 미대불도(尾大不掉)로 형용
되었다. 그러나 내외, 간지, 본말, 수미 등 그 무엇으로 비유되는 것이 중
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사이에 어떠한 모순이 존재하는지를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요 모순적 방면은 내(内), 간
(干), 본(本), 수(首) 쪽에 있었다. 역대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의
최고 목적은 하나의 성(姓)으로 이루어진 전제정치를 통하여 장기적인 통
일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의 안정에 대한 중시가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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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을 과도하게 하여 통치자의 정책은 빈번히 중앙집권적 측면으
로 편향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지방정권에는 최소한도의 권력만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생활을 최저한도에 머물도록 만들었
다(周振鹤, 2013: 15).
그러나 고도의 중앙집권은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 지방에 동요
가 생겨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면 중앙정부는 부득
불 일정한 권리를 지방으로 내려 지방정부로 하여금 봉기·반란을 진압하
도록 하여 왕조의 생존을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방으로의 권력
하방(下方)은 경중상유(轻重相维)의 수준에 국한되지 않고, 번번이 극단
적 지방분권으로 옮겨가서 분열적 국면을 출현시켰다. 난세가 되면, 통일
왕조는 붕괴되고 각종 세력이 중원에 진입하여 혼란한 무대를 연출하고,
여기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정권을 쟁취하여 새로운 왕조를 건립함으
로써 재통일을 이루고 새로운 치세를 시작하였다. 이 때 새로운 통치자는
전대(前代)의 교훈을 수용하여 보다 세련된 중앙집권 방식을 탐색하면서,
또 다시 고도의 집권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곤 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정치사는 외중내경과 내중외경의 양극단 사이를 시계추처럼 왕복하면서
한 걸음씩 중앙집권으로 이동해 왔다.19)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하에서 자리잡은 중국의 근본적인 정치사상은
대일통(大一统)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고대 진나라의 통일 이후 하나의 중
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의미하는 대일통은 최고의 이상으로 수용되었고,
이러한 근본사상은 중국 역사에서 지방이 분절화 될 때마다 다시 재통일을

19) Retrieved from http://www.360doc.com/content/14/1211/13/5874842_432124212.shtml (검색일,
20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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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이준호·정윤길, 2010: 1146).

2) 기본 제도
역사적으로 중국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집권의 전제하에서 경
중상유(轻重相维)를 지향하여 지방이 적당한 정도의 분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권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느 수준
에서, 어떠한 권한을, 얼마나 분권할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운영할 제도
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이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중
앙-지방 관계의 근간을 형성하여 온 두 가지 축으로서의 기본제도는 봉
건제와 군현제라고 할 수 있다(王绍光, 2009a: 15-20).

(1) 봉건제도: 층층봉수(层层封授)
봉건제도는 주나라 시대에 ‘분토봉후(分土封侯)’, ‘봉방건국(封邦建国)’
의 분방제도로부터 비롯되었다. 주의 황제는 직접 다스리는 지역 이외의
토지와 백성들을 제후(诸侯), 경대부(卿大夫)들에게 나누어주어 그들의
식읍(食邑)으로 삼게 하였다. 영주들은 이렇게 받은 자신의 봉토에서 절
대 권력을 누렸고, 황제에게는 상징적으로 공납과 복역을 제공하였다. 따
라서 이러한 봉건제는 결국 왕과 제후가 각각 다스리는 형태였던 것이다
(李治安, 2010上: 53-54)
봉건제는 천자에서부터 제후-대부-사(士)-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적
장자 계승의 원칙에 따라 토지를 분봉하였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중앙과
지방 간 혈연을 유대로 관계를 연접시켜 지방은 왕조가 연장되어 확장된
형태를 띠게 한 것이었다. 봉건제도 하에서 지방에는 재정, 군사, 행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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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자주권이 있었고, 중앙-지방의 권력관계는 제로섬(零合) 관계였다
(王成·谢新淸, 2011: 8-9).

(2) 군현제
군현제는 고대 중국의 중앙집중체제 아래서 군과 현의 2단계 층(현재
지방행정기관과 유사)으로 구분되는 지방행정제도이다.
춘추시대 일부 제후국들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县)을 설립하고
일부 세습이 허용되지 않는 관원을 지방관리로 직접 임명하였다. 나중에
진(秦)은 군을 설치하여 국군(国君)이 지방관을 임면함으로써 분산적 권
력을 계층에 따라 중앙으로 집중하여 봉건제의 분열 현상을 방지하도록
한 제도이다. 군현제는 원래 초(楚)나라에서 기원하였지만, 진대에 와서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李治安, 2010上: 95)
군현제 하에서 황제는 최고 통치자로서 그 아래에 태위, 승상, 어사대
부와 같은 관료들과 함께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지방에는 군과 현의 2개
계층제를 시행하는 형태를 띤다. 하나의 군에 약간의 현을 두고, 1만호
이상에 현령을 두고, 그 이하에는 현장을 두었으며, 현 이하에는 향(乡)을
설치하고 리 등 기층조직을 두었다. 군수, 현령은 황제가 직접 임명하였고,
봉록을 명받았지만, 토지(采邑, 봉토 따위)를 누리지 못하였고, 세습하지
도 못하였다. 이처럼 군현제에서는 귀족이 지방정권을 세습하지 못함으
로써 봉건제에 비하여 중앙집권이 크게 강화된 형태를 띠었다(熊文钊,
200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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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과 지방의 계층구조
(1) 황제 중심의 일원적 체제
고대 중국의 정치체제의 가장 특징은 모든 권력이 황제 1인에게 집중
된 일원적 집권구조였다는 것이다. 황제는 천자(天子)라고 칭하여 천부적
권위를 가지고, 그러한 상징성을 통하여 심리적 순종을 이끌어 낼 수 있
었다. 따라서 황제는 절대적 권위를 통하여 지방의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熊文钊, 2005: 20).

(2) 수평적 분립
구역구조는 지방행정의 횡적 조직으로서 동일한 시간과 공간 내에서
구조화된 구역단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성(省), 로(路), 부(府), 주(州),
군(郡), 현(县)과 같이 일정한 지역의 범위에 붙여진 구역단위인 것이다.
이러한 횡적 분립의 형태에 따라 구역의 크기, 인구, 경제력 등이 달라
지고, 또 그것에 따라 중앙으로부터의 구심력과 원심력도 달라진다. 따라
서 지방행정의 횡적 분립체계는 중국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을 거치게 된다(王绍光, 2009a: 17).

(3) 수직적 계층구조
종적 계층구조는 횡적 구역구조 위에 형성되었는데, 이는 중앙과 지방
의 수직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첫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중앙의
성(省), 부(部), 사(司), 감(监) 등이 지방의 부(府), 주(州), 군(郡), 현(县)을
관리·감독하는 체계이기도 하다. 둘째, 중앙과 군·현의 2급 행정체계 또는
성-지-현의 3급 행정체계와 같은 지방행정단계 구조를 포함한다(熊文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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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7).
결국,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어지는 관료구조는 거대한 영토를 황제
를 중심으로 한 대일통으로 묶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4) 중앙과 지방 간 권력배분의 구성요소
(1) 행정권
역사적으로 중국은 중앙이 통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행정기구와 직제,
행정구역 및 관할권, 지방관리의 인사권,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까지 치밀
하게 설계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대체적으로 중국 역대 왕조는 행정
기구와 직제의 신설·개편, 행정구역의 조정 및 관할권의 설정 등은 중앙
의 권한에 속했고, 진나라의 군현제 실시 이후에는 지방관의 임명·파견·
면직도 중앙으로부터 이루어졌으며, 지방관 임명 시 지방세력과 결탁을
막기 위해 회피제(回避制)와 윤환제(輪换制)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이
할거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중앙에 수직적으로 예속된 지방행정체계는 강력한 내부통제
력을 발휘하여 황권에 대한 복종과 지방세력의 발호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지방의 자율과 창의적 행정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되어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양면성을 가진다(王绍光, 2009a: 25-28).

(2) 재정권
재정은 중앙의 입장에서는 지방에 대한 경제적 통제 수단일 수 있지
만, 지방의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의 근본적인 자원이라는 중요성을 지닌
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의 시기에는 주요 세수(税收)를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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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시키려는 노력이 있었고, 반대로 지방이 할거하는 시기에는 지방마
다 독자적인 세수 확보와 관리권을 가지려는 노력이 있었다. 주요 세수의
항목은 농·공·상업세이며, 특히 광산, 철·야금·제련, 소금, 수공업 등이
주요 세원이었다. 대체적으로 중앙정부는 이러한 세수를 직접 관장하고
지방에 이전하지 않으려 했으며, 지방에는 생산경영권 또는 위탁 성격의
해외무역에 관한 권한만 부여하려 하였다. 그리고 모든 재정수입에 대해
서는 철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熊文钊, 2005: 31-32).
이와 같은 중앙의 지방에 대한 재정통제와 집중은 드넓은 국토에서 지
방경제를 위축시켜 결국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
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는 이러한 전통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개
혁개방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까지 이어져 지방경제를 도탄에 빠뜨렸으
며, 개혁개방 시기에 재정권의 지방분권으로부터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변화되었다. 결국, 재정권이 집중과 분산의 정도는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사회 전체의 경제발전에 밀접한 영향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이준호·정윤길, 2010: 1149).

(3) 군사·사법권
중국의 역사는 영토의 확장 그리고 그렇게 확장된 드넓은 영토와 국경
을 수비하여 왕조를 지속시키려는 노력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변
방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를 수호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
소였다. 그러나 지방의 강력한 군사력은 역설적으로 중앙에 대한 위협요
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황제는 항상 군사권을 중앙이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수립하고 관리하려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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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해 왔다. 예를 들어, 송대에는 부병제를 고용병제로 바꾸고, 장수를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명·청대(明淸代)에는 주둔방위
제를 실시하여 황제의 필요에 따라 군대를 이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앙
으로부터 군사·사법권을 부여받고 파견된 지방수령이 지방세력과 결탁하
게 되면 병권과 사법권을 장악하여 오히려 중앙을 압박하는 세력을 형성
하곤 하였다. 위진 시대의 자사(刺史)와 당 후기의 절도사(节度使)가 대표
적이 예이다. 따라서 명·청 초기에는 병권만 중앙에 집중시키고 사법권
은 지방에 하방(下方)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군권과 사법권의 합일을 허용
하지 않았다(熊文钊, 2005: 32-33).

2. 봉건시대로부터 중화민국
1) 봉건제로부터 군현제
(1) 상(商)·주(周)의 봉건제
고대 중국은 씨족사회를 모체로 한 부락연맹의 기초위에서 국가 형성
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혈연성과 예속성이 병존하는 형태의 중앙과 지
방관계를 가진 국가체제를 발전시켰다. 상(商), 주(周) 시대부터 시행된
분토봉후(分土封侯)의 봉건제는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실시된 것이다.
원래 봉건제는 제후에게 봉토를 주어서 나라를 세우게 한다는 의미의 봉
방건국(封邦建国)을 줄인 말로, 상왕(商王)과 주천자(周天子)가 왕기(王
畿)20)를 제외한 토지와 백성을 제후, 경대부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채

읍(采邑)으로 삼게 하는 제도이다(王绍光, 2009a: 56).

20) 왕기(王畿)란 천자의 도읍에서 가까운 지역을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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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봉건제의 승계와 분봉체계

적장자 승계

분봉토지

천자
제후
경대부
사(士)
서민

출처: 王绍光(2009a: 16)

이렇게 봉토를 받은 각 영주들은 자신의 봉지에서 절대적 권력을 누리고,
상왕과 주천자에게는 단지 상징적 공납과 복역을 하는 데에 그쳤다. 즉,
왕과 제후가 각기 정치를 행하는 형태였던 것이다(王绍光, 2009a: 56).
주왕조의 몰락과 춘추전국시대(春秋战国时代)21)는 중국 역사상 대변
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왕의 천하가 패자(霸者)
의 천하로 변모하는 시기였다. 이때 국가의 영주가 큰 자리에 앉아 군웅
이 경쟁하고 있으며, 주(周)왕실은 미약한 형태였고, 오직 가신제후(诸侯)
의 국가로만 간주되었으며, 의식과 징벌이 천자가 아닌 제후로부터 나오
게 되었다. 따라서 강력한 제후는 천자를 업고 제후들에게 명령 하는 형
태로서, 결국 천하에 공동의 주인은 없고, 제후 간 패권다툼이 전쟁으로
번지게 되었다. 결국 종법(宗法)을 근간으로 한 봉건제는 점차 무너지고,
종국에는 제후국 내에서 군현제가 봉건제를 대체하고 확립되어 가는 전
환을 맞이하게 되었다(李治安, 2010上: 69-72).

21) 춘추오패(春秋五霸): 지환공(齐桓公), 진문공(晋文公), 진무공秦穆公, 초장왕(楚庄王), 송양공(宋襄公), 전
국칠웅: 제(齐) 초(楚), 연(燕), 한(韩), 조(赵), 위(魏), 진(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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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郡)·현(县)의 건립과 지방정치 구역(政区)의 맹아(萌芽)
춘추시대, 겸병전쟁이 갈수록 확대되고 영지가 확장될수록 일부 제후
국은 외족토지를 겸병한 이후 귀족들에게 더 이상 봉읍을 하사하지 않고,
그 곳에 현을 설치하여 제후국의 국군(国君)에 속하게 하였는데, 이로써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변방 수비능력을 강화하였다. 춘추시대 진(秦), 초
(楚), 진(晋) 3국의 현·군 설치 상황은 전국(战国)으로부터 진한(秦汉) 시
대의 군·현 지방정치구역 조직 및 군으로서 현의 행정관리체제를 통치하
는 방식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 춘추시대, 진(秦), 초(楚), 진(晋) 등
국가의 현은 현에 국군(国君) 직속의 변방군사도시 성질을 가지는 등 많
은 봉건제적 잔재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윤(县尹)은 세족 중에서
돌아가면서 임명되거나, 어떤 곳은 부자상속으로 이루어졌다(李治安,
2010上: 69-72).
전국시대 이후에는 관료제도와 지방정치구역제도의 균형이 서로 저촉
되었다. 단, 춘추시대의 군과 현은 의심할 바 없이 서주시대의 봉국(封国)
및 채읍(採邑)과 비교해서 확실히 달라졌다. 즉, 현 내에 한 무리의 집중
적 정치조직과 군사조직이 있고, 특히 징집제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정치제도 역사상 일대진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새로운 행정관리체제에서 국군권력은 집중으로 한발 더
나아갔다. 새로운 형태 국가의 중앙-지방관계의 회임과 육성·발전은 전
국 진한시대 이후 2천 년을 내리 고쳐나가는 군현제 건립의 전주곡이었
다. 서주시대 봉후국의 제도와 비교해서 군현제는 중국 초기 지방행정구
역 획정의 생산과 성장의 길에서 중요한 전진을 이루게 된 것이다(李治安,
2010上: 73-75).

146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3) 진조(秦朝)의 군현제와 중앙집권
중국에서 진정한 통일국가의 시초는 진(秦)이다. 진시대에는 군(郡)-현
(县)의 2개 계층제를 시행하였는데, 진시황 초 36개 군에서 후기에는 40
개의 군으로 증가하였다. 보통 하나의 군에는 약간의 현을 두고, 1만호
이상에 현령(县令)을 두고, 그 이하에는 현장(县长)을 두었다. 현 이하에
는 향(乡)을 설치하고 리(里) 등 기층조직을 두었다. 군현 영역은 모두 국
군의 통치하에 있었고, 봉상(奉上)을 하지 않았다. 군수, 현령은 황제가
직접 임명하였고, 봉록을 명받고 토지 채읍을 누리지 못하였다. 또한, 중
대사안은 황제에게 보고하게 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한은 없었으며, 매
군에 감어사(监御史)를 설치하여 지방관원을 엄격하게 감찰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王绍光, 2009a: 24).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귀족이 지방정권을
세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중앙집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王成·谢新淸, 2011: 31-40).

그림 3-2

군현제의 중앙-지방정부체제
황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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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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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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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령)
출처: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item/%E9%83%A1%E5%8E%BF%E5%88%B6/1859555?fr=aladdin
(검색일, 20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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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황이 중앙집권적 군현제를 실시할 수 있었던 기초는 중앙의 관료
제체제의 정비에 있었다. 중앙정부의 기능을 3등분한 ‘삼공렬경제(三公
列卿制)’를 수립하고 그들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였다. 중앙

정부 기능의 3등분은 중앙정부 최고위 관료계층에 승상, 태위, 어사대부
를 두어 그들에게 황권을 위임하여 정사를 분담하게 한 것을 이른다. 승
상은 백관의 수장 및 일반행정의 중추로서 아래에 16경을 두고 정무를
총괄하였고, 태위는 군정을 관장하였으며 어사대부는 최고 감찰관으로서
모든 행정을 감찰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관료체제는 전국의 군·현을 통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王成·謝新淸, 2011: 31-40).
결과적으로 ‘삼공렬경제(三公列卿制)’는 진나라에서 시작되어 한나라
에서 공식화되었고, 이후 역대 왕조들이 이 제도를 계승하여 삼성육부제
(三省六部制)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처럼 진시황은 중앙에 통일적 권력구
조의 제도적 기반 조성과 중추기구의 균형 및 견제 기제를 확립하고, 지
방에는 군현제를 건립하여 중앙집권적 군주제를 강화시켰다. 비록 진은
통일 후 불과 15년 밖에 존속하지 못했지만 대일통의 사상과 군현제의
유산을 후대에 길이 남겨주게 된다.

(4) 한대(漢代)의 군국(郡国)병행제
① 기본 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나라는 철저히 분봉제(分封制)를 배격하고
전면적인 군현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대(汉代)에는 진대(秦代)의 제
도를 답습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군(郡)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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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군보다 높은 지위의 분봉적(分封的) 왕국을 두었다. 즉, 군현제와
봉건제를 병행한 것이다(熊文钊, 2005: 40-41).
한나라는 건국 초기 “천자일통(天子一统), 강간약지(强干弱枝)”의 이념
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진나라의 멸망이 천자의 고립에 있었다는 것을 감
안하여, 지방에 왕(王)과 후(侯)를 세우고, 공신(功臣), 종실(宗室) 자제에
게 분봉을 병행하였던 것이다(小者为候, 大者为王)(王绍光, 2009a: 26).
군·국 병행체제에서 제후들은 일국(一国)의 군(君)으로서 봉토도 넓고
인구도 많아 상당히 큰 정치적·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첫째,
인사권의 측면에서는 중앙과 동일한 관제를 구성하여 어사대부 이하의
각급 관리들의 임면권을 행사하였다. 둘째, 재정권 측면에서는 봉국(封国)
내 요역을 동원할 수 있고, 토지세와 인두세를 징수하여 자체의 재정을
지출하는 데에 충당하였으며, 산, 천, 동산, 연못과 시전에 대한 세를 사
봉양(私奉养)으로 하였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화폐를 주조하고 철을 제련
하고 염전 등의 사업까지 하였다. 셋째, 군권의 측면에서는 일부의 군대
를 보유할 수 있었다(李治安, 2010上: 124-128).
이와 같이 한대에 실시된 봉국의 존재는 중앙집권에 대한 이심력(離心力)
에 따라 지역이 강대하여 중앙의 통제가 점차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초
래한다. 이러한 형국을 가리켜 꼬리가 커져서 흔들기 어렵게 되는 미대불
도(尾大不掉)라고 한다(王绍光, 2009a: 31).
표 3-1

진한 시대의 군현 설치 현황
진(秦)

중앙

서한(西汉)

중앙

군(郡)

현(县)

49

약 1,000

군국(郡国)

현(县)

103

1,587

출처: 王绍光(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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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군수의 의무와 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王成·谢新淸,
2011: 58-59). 군장(君长)은 태수(太守)라 칭하고, 관위는 2천 석으로 하
며 구경(九卿)과 동급으로 대우받았다. 모든 군(郡)은 매년 중앙에 계부
(计簿)를 올려 재정, 경제, 교육, 형사, 민사, 도적, 유랑 등의 정황을 보고
하고 중앙에서 파견된 자사의 감찰을 받게 하였다(王绍光, 2009a: 27).
반면에 군의 범위에서는 군수의 권한이 매우 컸는데, 군 내에서 어떤
방면에서도 견제를 받지 않고 완전한 행정대권을 보유하였다. 첫째, 군내
지역 내 모든 기관은 중앙주둔 지방기관이라도 군수관리를 받게 하였다.
둘째, 한 왕조는 지방의 권력을 존중하고 지방에 파견기관을 설치하지 않
으며, 군에 기관을 설치해야 하더라도 소금, 철 등은 지방행정에 의해 규
제되도록 하였다. 셋째, 군내에 사는 사람이라면 원로 공신 등 특수인물
에 관계없이 군 태수의 관할을 받아야 했다. 넷째, 군내 사건사고는 군수
에 의해 심리하도록 하였다(王成·谢新淸, 2011: 60-65).
② 서한의 경험과 교훈
서한의 지방행정은 비교적 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고, 중앙
집권적 정치구조이면서도 외중(外重)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방정부의 관할권 범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방할거에 이르지
않았다. 군은 1급 지방행정구역으로 대부분 천리 정도였기 때문에 당시
인구와 경제조건으로 볼 때 비교적 적합했다. 만약 수천 리에 이르는 군
과 같이 지방행정 구역범위가 과도하게 되면, 중앙이 통제하기가 어렵고
국가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꼬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지방행정이 너무 과소해지게 되면, 지방의 힘이 너무 박약하여
지방건설과 발전의 동력을 잃어 국가 전체가 점차 쇠퇴하게 된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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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모두 지나치게 되면 중앙과 지역 관계의 균형을 잃게 된다는 것
이다(王绍光, 2009a: 38-39).
중국의 지방제도의 기본원리는 진나라에서 확립되었고, 이후 수천 년
동안 그 실체는 바뀌지 않았다. 내외상제(内外相制), 경중상권(轻重相权)
은 중앙-지방 관계에서 균형 잡힌 안정을 달성하는 이상인 것이다.

2) 동한(东汉)에서 당(唐)
(1) 동한 말에서 위진남북조의 외중내경
동한(东汉) 말기 통일까지 군웅의 영지에서 지방행정구역이 변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중앙집권이 약화되고, 지방의 호족들은 군웅을 칭하면
서 군정을 무분별하게 만들었다. 동한 말년 한 영제(灵帝)는 황건적의 난
을 해결하기 위해 주목제도(州牧制度)를 실시하여 주(州)를 중앙과 군, 국가
간의 1급 행정정권으로 정하고, 공식적으로 주(州), 목(牧)으로 개칭했다.
‘자사(刺史)’와 ‘목사(牧使)’는 한 글자 차이지만, 본질은 크게 변했다. 주
지역은 군보다 훨씬 더 크고 주(州), 목(牧)은 집정, 재정 및 군대가 1인에
집중되는 형태를 띠었다(李治安, 2010上: 192-198).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는 중앙권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군정이 불분
명하고, 지방할거의 국면이 형성됨으로써 천하가 분열되는 상황을 초래
하였다. 그 결과 위진남북조시대에는 지속적으로 분열할거 국면이었으
며,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동한 말기부터 위진남북조 시대는 외
중내경(外重内轻)의 시기였던 것이다(李治安, 2010上: 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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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隋)왕조의 지방행정구역 중건
수 문제(文帝)는 중국을 통일하고 270년 동안의 분열을 종식시켰다.
그러나 원래의 주(州), 군(郡), 현(县) 3개 시스템은 이미 과도하게 분산되
어 혼란스럽고 중복됨으로써 중앙 왕조의 통일된 관리가 용이하지 않았
다. 수나라 초기에는 주·군·현이 많아, 301개의 주, 508개 군이 설치되
어 있었다. 또한, 남설된 관직과 폐정이 있어 개혁이 불가피하였다(王成·
谢新淸, 2011: 31).

따라서 문제(文帝) 3년에 군(郡)을 없애고 주(州)로 하였고, 주가 현(县)을
통치하도록 하였고, 지방은 주를 위주로 하여 현을 2급 지방행정구역으로
삼았다. 이러한 개편 결과 수나라는 190개의 주와 1,255개 현으로 구성
되게 되었다. 주에는 자사를 두어 군 태수를 대체하였다가, 이후 수 양제(炀
帝) 때에는 다시 군(郡)으로 개칭하고 태수로 명칭을 바꾸었지만 실질적

인 것은 문제 때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다(李治安, 2010上: 199-242).

(3) 당대(唐代)의 도제(道制)
당나라 초기까지는 국가지방행정을 군(郡), 현(县) 2단계로 군이 현을
통치하는 형식이었다. 한나라와 당나라는 영토의 크기가 비슷하고 군의
수도 거의 같았다. 그러나 당나라의 가구 수는 오히려 한 왕조보다 적었
던 것에 비하여 郡의 수는 한 왕조보다 200개가 더 많았다(李治安, 2010
上: 199-262).

주(州)의 구역 획정이 너무 작아 지방이 발전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중앙은 도(道)를 설치하고 하나의 도(道)가 그에 속한 여러 주(州)를 통솔
할 수 있도록 사절(使节)을 파견하여 사권(事权)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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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지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王绍光, 2009a: 53).

표 3-2

당대(唐代)의 지방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호(户)

인구(만 명)

주(州)·군(郡)

현(县)

한(汉)

1,223.3

5,951.9

130

1,580

당(唐)

841.2

4,811.4

358

1,570

출처: 王绍光(2009a: 52)

당나라 초기에는 변방에 중진(重镇)을 설치하여 무장 1인을 두었는데,
전시에는 총관(总管)으로 칭하였으며, 평시에는 대부독(大部督)으로 칭하
였다가 당 고종(高宗) 이후에는 절도사로 변경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는 군·재정·감찰대권을 가진 최대 수준의 행정기관이 되었고, 특히 국
경지대 번진(藩镇)에서는 군대를 두어 스스로 강력해져서 꼬리가 무거워
지는 형국이 되었다. 결국 ‘안사(安史)의 난’으로 이어지고 번진의 할거가
나타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당대의 행정은 때로는 중앙이 무겁고 때로
는 지방이 무거워서 평형중심을 잃고, 종국에는 중앙과 지방권력 간의 분
배가 문제로 나타났던 것이다(李治安, 2010上: 341).

3) 송(宋), 원(元), 명(明), 청대(凊代)
(1) 송대(宋代) 중앙집권의 흥망성쇠
송나라는 당나라 후기 5대 10국의 분열･할거를 거쳐 재차 통일을 이
루었다. 이에 따라 송 왕조 통치자들은 당나라의 번진(藩镇) 할거의 역사적
경험을 직시하여, 중앙집권적인 중앙-지방간 권력배분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이 원심분리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王绍光, 2009a: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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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송의 중앙-지방행정체제
중앙
안무사사(수사)
로(路)

전운사사(조사)
제점형옥사(헌사)
제거상평사(창사)
지주(知州)

부주군감

현

통판
지현(또는 현령)

출처: 王绍光(2009a: 71)

송대에는 지방권력을 영사(领事)로 나누고, 관원 상호간 수평적으로
견제하도록 하였다. 주(州)에는 ‘권지군주사(权知军州事)’(약칭: 知州)를 설
치하고, 부(府)에 ‘지부사(知府事)’(약칭: 知府)를 두고 중앙에서 관원을 파견
하였다. 권지군부사는 조정관원의 신분으로 지방의 군사와 민정을 장악
하고, 지주와 지부는 무신을 쓰지 않고 모두 문신들로 충원하여 지방장관을
맡게 함으로써 지방의 할거를 예방하려 하였다(李治安, 2010上: 360).
이러한 송대의 중앙집권은 강간약지(强干弱枝), 내중외경(内重外轻)의
형태를 띠었고, 이에 따라 전체 송대에 걸쳐 비록 산하는 쪼개졌지만, 꼬
리가 무겁거나 번진이 할거하는 화근은 출현하지 않았던 것이다.

(2) 원대(元代)의 행성제(行省制)
중국은 원대부터 정식으로 전국적 범위의 행성제도(行省制度)를 시행
하였다. 중서성 총리가 전국의 정무를 보는 도성(都省)으로 칭해졌고, 통
할구역이 광활하였기 때문에 전국지리 형세에 근거하여 11개 행과 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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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분할하였다(李治安, 2010上: 415).

그림 3-4

원대(元代)의 행성제도

출처: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item/%E5%85%83%E6%9C%9D%E8%A1%8C%E6%94%BF%E5%8C%
BA%E5%88%92 (검색일, 2019.8.27).

광활한 영토를 정복한 원(元)은 당의 도와 송의 로(路)가 중앙과 지방
간 연결의 중추로서의 역할보다는 폐단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
여 지방행정구역의 대개혁을 단행하였다. 먼저 감찰구역인 로(路)를 정식
으로 지방행정단위인 주(州)·현(县)과 나누고, 주(州)를 확대하여 로(路)와
부(府)(2급 행정단위)로 개편하여 각각에게 감찰기능과 지방행정기능을
엄격하게 분리시켰다. 둘째, 1급 지방행정단위로 성(省)을 신설하여 지방
의 1급 최고행정단위로 하였다. 이러한 지방행정체계의 개혁은 행정관리
의 객관적 수요와 지리·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근거하여 행정구역에 대
한 합리적 정책추진을 위해 개편한 것으로 그 이전의 제도보다는 크게 발
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李治安, 2010上: 41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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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제(省制)의 건립은 원제국의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하나의 다민족 국
가로서의 통일을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정치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원 이후 성제도(省制度)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것이 현행의 성(省)·지(地)·현(县) 3급제로 발전된 것이다(杨小云,
2011: 135).

그림 3-5

원대(元代)의 중앙-지방행정체계

중앙정부

행성

로

부

주

현

부

주

현

주

현

선정원할지
(宣政院辖地)
출처: 王绍光(2009a: 78)

(3) 명·청대(明·淸代)의 지방행정제도
명대 지방행정체계의 제1급 구역은 두 개의 경(京)(京师: 北直隶, 南京:
南直隶)과 13개의 성[山东, 山西, 陕西, 河南, 四川, 江西, 湖广(今湖北,
湖南), 浙江, 福建, 广东, 广西, 贵州, 云南]으로 총 15개의 성으로 이루어

졌다. 그리고 모든 성은 3사를 두어 각기의 사무를 관장하였다(杨小云,
2011: 146).
각 성에 설치된 3사의 기능을 보면, 포정사사(布政使司)는 성의 민정을
주관하고, 중앙의 6부의 통제 하에 부(府)·주(州)·현(县)을 관리·감독하였다.
제형안찰사사(提刑按察使司)는 중앙의 형부(刑部)의 령을 받아 성(省)의
감찰·사법·형벌을 주관하였다. 도지휘사사(都指挥使司)는 중앙의 병부와
오군도독부의 령을 받아 성의 군호위소(军户卫所)22)를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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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명대의 지방행정체계

성

부

포정사사(布政使司): 민정, 재정
도지휘사사(都指挥使司): 군정
제형안찰사사(提刑安察使司): 감찰, 사법

주

현
주: 王绍光(2009a: 80)을 재구성

명에 이어 청나라는 베이징을 수도로 정착했으며, 청 초기에는 명나라
15개 성의 구획을 답습하였는데, 각 성의 사무는 주로 순무(巡抚)의 통치를
받았다. 보다 큰 지역에는 별도로 1인의 총독을 두어 군무를 주관하게 하였
다. 이러한 순무는 지방행정 관료의 시초가 되었다(王绍光, 2009a: 76).
청대 말기의 중앙-지방 관계를 보면, 청대 말 서양 외세가 중국을 침
탈하던 시기에 농민들의 피폐한 생활과 민족주의의 발현으로 인해 1851년
부터 1864년까지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다. 이 난은 진압과정에서 상군
(湘军), 준군(淮军)이라는 의용병이 흥기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크게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졌다(李治安, 2010上: 659).
군권의 측면에서 이전의 팔기군이나 녹영병(绿营兵)이 아니라 사병의
특성을 가진 상군, 준군의 설치로 중앙의 군권은 개별 장수들에게 이양
(下放)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李治安, 2010上: 629).
행정권에 있어서 각 성의 총독이나 순무는 원래 만주족만을 등용하였

22) 위소(卫所)는 원래 명 이전의 국가였던 원나라(1271~1368년) 때부터 발전되어온 제도로서 5,600명의 병
사들로 조직된 위라는 부대를 기반으로 했다. 1위는 5소로 구성되는데, 1소는 1,120명의 병사들로 조직되
었다. 각 위의 최고 관리인 지휘사는 지방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병부에 보고하여 그 명령에 따랐다. Retrieved
from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7a0795a (검색일, 20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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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에서 한족도 등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태평천국이 일어
난 후에 청은 행정권도 상군과 준군을 지휘하던 증국번(曾国藩)과 좌종당
(左宗棠)등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 함풍(咸丰) 9년 청 조정은 증국번
을 양강 도독으로 임명하고 흠차대신으로 강남군에 전권을 맡기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장지역은 대부분 한족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李治安, 2010上: 599).
재정권의 측면에서 해관판관(解款协款)은 원래 중앙정부에서 전국을
통일적으로 수지를 맞춰가는 관리를 하고, 중앙의 호부는 전국의 경비를
통제(‘制天下之经费’)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각 성은 재정권이 없고
단지 징수한 세를 중앙에 전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태평천국
이 끝난 후 해관판관제도는 점차 붕괴되었고, 지방재정에 대해 중앙의 통
제력은 상실되었다(李治安, 2010上: 615-16).
사법권 역시 사형과 같은 중요 사안은 중앙에 보고하여 황제의 재가를
받던 것에서부터 태평천국 이후에는 현지에서 총독이 처결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처럼 총독(总督)과 순무(巡抚)의 사권(事权)이 확장되는 것에 불안을
느낀 중앙은 태평천국을 진압한 이후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군권과 재정
권의 권한을 회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대부분은
성공하지 못했고 실효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무(총독과 순무)
권력이 다시 확장되고 외국의 차관이나 외교 부분까지 확대되는 현상을
맞았다(李治安, 2010上: 647-49).
중화민국 건립 이전에는 연방제(聯邦制) 사상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1900년에 양계초(梁启超)는 미국의 경험을 통해 중국이 18개의
독립주로 구성되는 연방제를 역설하였고, 몇몇 지방에서 이러한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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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져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캉유웨이(康有为)는 강한 중앙정부가 존재하
여야 당시 중국의 곤경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방제에 격렬하게 반
대하였다. 캉유웨이는 특히 당시의 행성 면적이 지나치게 커서 총독·순
무의 권력이 막대해짐으로써 엄중한 행정 문제를 낳았다고 주장하였다.
1920년대에 연성자치(联省自治)의 목소리가 힘을 얻어갈 때, 이러한 주
장은 당시 군벌 특권을 얻고 그것을 영속화하려는 획책이라는 비판적 입
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王绍光, 2009a: 78-80).
이에 대해 손중산(孙中山)은 “중국은 지리적으로 22개 지역으로 나뉘
며, 몽골, 티벳(西藏), 신장(新疆)의 3대 영토가 유럽보다 크다. 각 지역의
기후가 다르고, 기후에 따라 사람들의 습성과 자연은 다르기 때문에, 거
대 영토에서 중앙 집중화는 정치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북미 연방 시스
템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각 지방은 내정을 위한 자체
적인 자유가 있으며 각자는 감독과 통제를 담당하지만, 각 주마다 군사
업무, 외교 및 재정을 전문으로 하는 정부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王绍光, 2009a: 81-90).

4) 중화민국과 중앙-지방관계
1911년 10월 우창(武昌)에서 신해혁명 봉기 이후 2개월 만에 18개 성
중 14개 성과 상하이가 연이어 공화제 지방정권을 세우고 독립을 선언하
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손중산은 1911년 12월 중국이 당시의 무정부 상
황에서 큰 우환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입장을 바꾸어 중앙집권
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1911년 1월 1일 난징에서 중화민
국의 대총통으로 취임하면서 「중화민국임시대총통선언」에서 다섯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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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일을 제안하였다. 그 다섯 가지는 첫째, 민족의 통일, 둘째, 영토의
통일, 셋째, 군정의 통일, 넷째, 내정의 통일, 다섯째, 재정의 통일이다(王
成·谢新淸, 2010: 342).

중화민국 제2대 대총통이 된 위안스카이(袁世凯)는 당시 다수의 지방
이 중앙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에 군정대권을 개
인의 일신상에 두는 것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이후 위안스카이는 2차 혁
명을 진압하고 황제로 등극하려다가 실패함으로써 위안스카이의 중앙집
권화도 무산되었다. 1916년에서 1928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어떠한 유효
한 중앙정부도 없었고, 중앙과 지방관계도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였다. 그
사이에 내각은 47차례 바뀌었고, 26명의 총통이 거쳐 가면서 최장 임기
는 17개월이었고 최단 임기는 불과 이틀이었다. 대군벌들이 성을 통치하
였고, 중간 수준의 군벌은 한 성 내지 한 개의 지역을 관장하였다. 1920년
에서 1922년 사이에는 각 성이 자치적으로 운영되면서 성 간의 연합을
꾀하는 연성자치운동(联省自治运动)이 일어났다. 성 자치(省自治)는 성
(省) 정부가 성 헌법(省宪法)을 제정하고, 성 정부가 성 헌법에 따라 성을
통치 할 수 있도록 성 정부의 선거, 군축 폐지, 군인과 민간인의 분리, 지방
행정기구의 지방통치 등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성(联省)은
성 자치를 기반으로 각 성 정부는 성 정부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로 하여
금 연성회의를 구성하여 연성헌법을 제정하여 지방에서 민주적 정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성자치를 통해 군벌의 지역 분리주의의 단점
을 피하고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사권(事权) 경계를 명확히
구분지려 하였다(王成·谢新淸, 2010: 309).
1946년 중화민국의 헌법에서는 제10장에서 균권제(均权制)를 채택하여,
중앙과 지방의 사권에 대해 열거법을 채용하였다. 제1급에서는 중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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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집행에 관한 포괄적 열거의 13항이 제시되었고, 제2급에서는 중앙
의 입법과 집행에서 성과 현에 집행이 위임되는 항목 20가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성(省)은 국가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독자
적으로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었다. 제3급에서는 성과 현의 사무배분에
관해서 성이 입법과 집행을 현에 위임할 경우(省事权), 11개 항목에서 현이
하위 입법과 집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王绍光, 2009: 97-101).
종합하면 중화민국 시기에는 단 한 번도 중국은 통일된 적이 없었고,
명칭은 훈정(训政)이었지만, 실제는 군정이었으며, 권력은 군벌들 사이에
서 좌지우지 되었다. 지방세력이 할거하는 가운데 당이 출현하여 당이 군
을 지배하고 당이 국가를 다스리는 국면으로 점차 변화되어갔다.

5) 소결론
어느 정도의 부침이 있었지만, 상·주시대, 주나라, 춘추전국시대에서
진나라까지, 그리고 진나라에서부터 청나라까지 중국의 중앙정부는 점차
적으로 집권화 추세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은 대일통의 근본사상과, 제도, 중앙-지방 계층체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사상·이념적으로 유교사상은 중화민족의 생활규범이며 행위준칙
이 되어 충효사상과 가부장적 통치 질서의 구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
러한 사상은 황제를 중심으로 한 대일통 사상과도 상통하며, 다양한 민족을
문화적으로 흡수하여 중화문화 중심의 일원화 정책을 통해 중앙집권적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개혁개방 이후 최근
에 와서 ‘유가사상의 재발견’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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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역사적 교훈에 따라 끊임없이 제
도적인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당 후기
부터 중앙이 지방관을 임명할 때, 중앙관직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임명하
였고(중앙관직과 지방관직을 동시에 받음), 이는 송대에 와서 제도화되었
다. 청대의 총독은 실제로는 지방관의 임무를 수행하지만 동시에 중앙관
리의 직함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지방관이 중앙관직과 이중적 지
위를 가짐으로 인해 비교적 유효한 중앙의 제약을 받게 하는 효과가 있었
다. 한편, 중앙집권화 추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도 중 하나는 과거제도
이다. 과거제도는 황제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을 집권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료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재정권의 소재는 중앙과 지방 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열쇠이
다. 즉,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재정에 대한 관할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유지된 것에 비하여, 반대로 중앙의 지방
에 대한 재정통제력을 잃은 시기에는 지방할거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역대 왕조는 토지소유권을 엄격히 통제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장악하고, 상공업과 광업의 세수까지도 직접 관정함으로써
국가의 생산요소를 독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력의 중앙집
중은 번번히 지방발전을 가로막고 결국 전체 국가발전을 약화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는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는 수단이다. 기본적으로 봉건제로부터 군현제로의 변화과정에
서 2단계 또는 3단계의 계층화된 지방행정 단계를 이용하면서 지방이 중
앙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현재
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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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역대 왕조의 지방행정구역 구조를 정리하면 아래 <표
3-3>와 같이 나타난다.
표 3-3

역대 지방행정구역 구조
시기

상급
지방행정구역

현 통치 지방행정구역
(统县政区)

현급 지방행정구역
(县级政区)

진(秦)
한(汉)
위진남북조(魏晋南北朝)

주(州)

수·당 전기(隋唐前期)

군(郡)

현(县), 도(道)

군(郡), 왕국(王国)

현(县), 도(道)
읍(邑), 후국(侯国)

군(郡), 왕국(王国)

현(县), 후국(侯国)

부(府), 주(州), 군(郡）

현(县)

수·후기(唐后期五代)

도(道), 방진(方镇)

부(府), 주(州)

요(辽)

도(道)

송(宋)

로(路)

부(府), 주(州), 군(军), 감(监)

현(县), 군(军), 감(监)

금(金)

로(路)

부(府), 주(州)

현(县)

원(元)

성(省)

명(明)

성(省)

청(清)

성(省)

부(府), 직예주(直隶州), 직예청(直隶厅)

현(县), 주(州), 청(厅)

중화민국 초기

성(省)

도(道)

현(县), 설치국(设治局)

부(府), 절도사(节度州)

로(路)

부(府)

부(府), 직예주(直隶州)

현(县)
주(州)

주(州)
주(州)

현(县)

현(县)
현(县)

출처: 王绍光(2009a: 155)

3. 마오쩌둥(毛泽东) 시대
1)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직전에 해방구(解放区)의 상층에 통일된 정부기
관은 없었지만, 모든 기관이 중국공산당 중앙의 통치하에 있었다. 따라서
해방구의 정치와 군사 방면의 기본정책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
다. 중국공산당 중앙은 “하급은 상급에 복종하고, 당 전체는 중앙에 복종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따라서 해방구의 정치권력은 실제로
공산당 조직과 정책을 이용하여 통일적 정권을 형성하고 있었다(王绍光,
2009b: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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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쟁의 상황과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지역
마다 자기생존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지방의 자율성은 점
차적으로 지역주의와 게릴라주의로 인한 무경험적이고 무정부 상태를 낳
는 문제를 노정하게 되었다. 결국, 항일전쟁의 막바지에는 점차 확장된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하여 정치, 사상, 행동의 통일이 절실히 필요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李治安, 2010下: 1133).
신중국 성립 이전에 이러한 통일적 중앙집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배경에는 국민당 정부가 겪었던 정치분회(政治分会)의 모순이 준 교훈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당은 1928년 「정치위원회개조안(政治
委员会改组案)」에서 정치분회를 실시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각 지역의

정치분회와 각 주석의 권력이 막대해져서 새로운 형태의 군벌을 낳는 결
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시 폐지하고자 하였지만 실패함
으로써 장개석(蒋介石)은 부득이 무력으로 제압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신중국 성립 이전 중앙집권화 추진의 원인 중 다른
하나는 근거지 체제[根据地体制: 속칭 산두주의(山头主义)라고도 함] 대한
견제였다. 근거지체제란 항일전쟁 중 각 근거지에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된
농민군과 홍군을 말하는데, 나중에 각 근거지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분
열과 지역할거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1944년
얜안 정풍운동(延安 整风运动: 주관주의, 종파주의, 형식주의를 바로 잡는)
후기부터 산두주의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산두주의를
일거에 소멸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고 승인-관리-약화-소멸과 같은 네 단
계의 점진적 전략을 통해 점차적으로 소멸시키는 책략을 실시하였다(王
绍光, 2009b: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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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과 집권화(1948~1956)
(1) 건립 초기의 대구제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에 건립되었다. 그러나 그 때까지 중국
대륙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으며, 장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지방정부는
유격대의 혁명근거지나 인민해방군의 점거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이렇게 대륙의 통일과정에서 형성된 군사지역은 크게 6개의 대군구로 화
북, 화동, 동북, 중남, 서북, 서남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
관할이 그대로 지방행정의 중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구
제(大区制)가 형성된 것이다(李治安, 2010下: 1196)

그림 3-7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초기의 6대군구

동북지구

화북지구

서북지구

서남지구

중남지구

화동지구

출처: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item/%E5%85%AD%E5%A4%A7%E5%86%9B%E5%8C%BA/57454
94?fr=aladdin (검색일, 2019.8.27).

이러한 대구제는 근거지 체제(山头主义)의 장기적 발전의 결과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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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초기 이러한 근거지들은 분할 상태였고, 근거지 간에는 상당한 독립
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각 근거지는 당·정·군을 지도하는 기구를 보유하
고 형식적으로는 중국공산당 중앙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전쟁 상황
에서 중앙 또는 다른 근거지와의 교통·통신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각 근
거지들은 단지 중앙의 통일적 정책기조에 구속될 뿐, 거의 모든 방면에서
독자적으로 유지·발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각 근거지들은 그 지역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의 완전한 책임을 지고 유지·발전하였
다고 말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근거지는 정부기구의 조직, 법령의
제정, 심지어는 화폐의 발행까지 하는 등 광범위한 독립성을 보유하였던
것이다(李治安, 2010下: 1184-1188).
중국공산당은 1948년까지 점차적으로 많은 지역을 장악하였으며, 인
민해방군의 체계는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공산당은 당 내부와 군대
내에 존재하는 무경험 상태의 무질서한 국가체제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
하여 모든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오
쩌둥은 1948년 1월 7일 중국공산당 중앙에 「보고제도건립에 관하여(关
于建立报告制度)」의 작성을 지시하게 된다. 이 보고제도에서 각 본부와

지국은 매 2개월마다 중앙 및 중앙위원장에 대해 필수적으로 포괄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지구의 군사, 정치, 토지개혁, 경
제, 선전, 문화적 역동, 활동, 이슈와 동향의 활동 및 운영정책 등의 내용
이 포함되었다(杨小云, 2011: 85-86).
중국대륙 통일과정에서 점차 승기를 잡으면서 분산적이었던 근거지들
은 비교적 큰 구역인 대구(大区)를 중심으로 연결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
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대행정구가 최상위 지방행정 단위로서 역
할을 하는 데에 기초가 되었다(李治安, 2010下: 1184). 이와 같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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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체제를 채택하게 된 배경은 당시의 상황적 측면에서 중앙이 통일적
으로 관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 적극성
을 이끌어내는 데에 유리한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대행정구의
존재는 당중앙과 각 근거지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지방
분산주의를 극복하고 통일적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
다. 즉,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시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점령지역
도 불안정했기 때문에 중앙으로서는 대행정구가 각 지역을 특성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6대 행정구는 성(省)급 상위에
둔 행정구역으로서 각 대행정구마다 인민정부 혹은 군정위원회를 두고,
몇 개의 성, 구(区), 시(市)를 관할하도록 하였다(李治安, 2010下: 1189).
중국 역사에서 이와 같은 광대한 지역적 범위를 갖는 행정구역을 둔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구제를 채택한 이유
는 해방의 시기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직접적
으로 성이나 성 이하의 지방행정 단위를 관리할 준비가 갖출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 상황으로서는 전시(战时)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대구(大区)가
공산정권의 신속한 확립과 안정화 및 생산 복원을 추진하는 데에 부합되는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대구제가 가지는 단점은 전쟁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을 독립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분권
화된 재정운용을 하였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건설
에서 지역적 비호환성을 띨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熊文钊, 2005: 70).

(2) 고도중앙집권 시기
건국 초기의 중국은 정치·군사적으로는 ‘통일영도’, 경제적으로는 ‘분

제3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분석 ❙ 167

산관리’의 원칙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른 조
치는 첫째, 화폐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둘째,
통합재정수입체제를 구축하여 곡물, 세금, 비축자재 및 공공기업 이익은
중앙정부의 국고로 귀속되게 하였다. 셋째, 통합재정지출체제에 따라 운
용되도록 하였다. 넷째, 인력의 관리도 전국적인 인력의 표준과 보수규정
을 정하여 통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은 국정
의 통일적 운영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일련의 중앙집권화 정책을 추진한다(杨小云, 2011: 136-137).
① 경제관리권의 집중
1953년 이래로 중국은 대규모의 계획경제 건설에 들어갔다. 제1차 5개
년계획(1953~1957년) 시기에 고도로 통합된 사회제도를 형성하여 중앙
및 지방 관계의 형태를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기관수와 기
능이 급격히 증가하고 확장되었다. 1953년 말에 행정협의회의 부서 수는
35개에서 42개로 늘어났고, 국무원의 부서 수는 81개로 늘어났다. 그리
고 각 부서는 각자의 관할권의 업무에 수직적인 리더십을 구현하고 계층
적으로 하위 단위를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중앙정부는 경제
개발 및 행정관리와 관련된 생산, 공급, 판매, 인력, 재정 및 자재의 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대형 국유기업도 중앙 部委의 소속하에 관리하였다.
이에 따라 첫 계획기간 5년 동안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국가 총소득의
80%를 차지했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은 총지출의 75%를 차지하게 되었
다(李治安, 2010下: 1187).
② 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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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헌법에 따라 입법권은 제22조에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기관이다”고 명시하고, 제58조에서 “지방인민
대표대회는 각급 행정구역 내에서 법령의 준수 및 시행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건설, 문화 건설 및 공공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예산 및 최종
경비를 검토 및 승인하며 공공재산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입법권의 중
앙집중을 공고히 하였다(熊文釗, 2005: 121).
③ 간부 임면권
1941년 10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앙군사위원회 일반정치국의
군간부관리 외에도 중앙 및 지방 간부를 중앙조직부가 일률적으로 관리
해야한다고 분명히 규정했다. 또한, 1953년 11월 중앙위원회는 “간부관리
강화결정”을 발표하고 모든 단계에서 중앙 및 당 조직의 통일된 관리 하
에 하위 단계 관리간부체제를 점진적으로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
라 인사권의 중앙집중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계층적 관리에 따라 중앙위
원회와 모든 당위원회 사이의 모든 수준에서 간부의 노동 및 관리 부문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수립하였다(熊文钊, 2005: 122).
④ 대행정구의 폐지
1953년 가오강(高岗)과 라오수스(饶漱石)이 연합하여 중앙권력 집중
에 반대한 가오·라오(高饶)사건의 교훈에 따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대행정구의 해체를 가속화했다. 1954년 4월 7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대행정구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고, 1954년 6월, 대행
정구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 및 도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과 지도력이 강화되었다(李治安, 2010下: 1189-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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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9월에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서 국무원의 중앙인민정부가
최고위 권력기관과 최상위 행정기관의 집행기관임을 공고히 하고, 중앙
인민정부가 다양한 수준의 지방인민위원회, 즉 지방인민정부를 일률적으로
이끌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급 지방정부는 국무회의 통일된 지도력 하에
놓인 지방행정기관으로 위상이 정립되었다(李治安, 2010下: 1189-1196).

그림 3-8

1954년 개편 이후의 중국 지방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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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王绍光(2009b: 70)

⑤ 군권의 회수
1955년 2월 11일에 국무원은 원래 6개 주요 군사지역을 12개 주요
군사지역으로 재분류하여 「군복무 재조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관한 결
정」을 발표했다. 여기서 중앙군사위원회는 북서부, 남서부, 동부, 남부,
북동부 및 북부 중국의 6대 군대를 선양(沈阳), 베이징, 지난(济南), 난징,
광저우, 쿤밍(昆明), 우한, 청두, 란저우(兰州), 신장, 티벳 및 네이멍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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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대도시로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이유는 6개의 대군구의
규모가 커서 대군구 지휘관의 권력이 막대해질 것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과거 당 시대의 절도사의 힘이 막강해
져서 나중에 중앙에서 통제력을 잃었던 역사적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기
도 하다. 따라서 12개로 보다 작게 쪼갬으로써 군권이 집중되는 것을 막
는 조치였던 것이다(熊文钊, 2005: 124).

3) 집권과 분권의 순환
(1) 중앙집권기(1953~1956)
① 경제관리권의 집중
중국은 1953년부터 대규모의 계획경제체제를 구축하였다. 제1차 5개
년계획기간 중 고도의 일체화된 사회체제 형성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직
접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
다(杨小云, 2011: 90).
이러한 계획경제체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기구의 급속한 증가와 확
대를 가져왔다. 1953년 말 정무원의 부문이 35개에서 42개로 증가하였
고, 제1차 5개년계획 말기에는 81개로 늘어났다. 각 부문들은 소관사무
에 따라 하부조직들을 영도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이를 ‘조조전정(条
条专政)’이라고 부른다(계통에 따른 수직적 집권)(杨小云, 2011: 91-92).

둘째, 중앙은 경제발전과 행정관리에 관련된 생산, 공급, 판매, 인력,
재무 및 자원의 대권(大权)을 장악하게 되었다. 대형 국유기업을 중앙의
각부에 귀속시켰고, 임금관리권을 중앙정부의 노동부에 집중시켰으며,
국가계획위원회(国家计划委员会)가 물가를 통일 관리함으로써 제1차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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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중앙재정수입은 국가 총수입의 80%를 점하였고 중앙재정지출
은 총지출의 75%를 차지하였다(杨小云, 2011: 93).
② 입법권
입법권은 1954년 헌법에 기초하여 중앙에 집중된다. 헌법 제22조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천명하
면서, 제58조에서는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지역 내에서 법률
및 법령을 준수하고 집행하며, 지역경제 건설, 문화 건설 및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지역예산 및 최종 회계를 검토 및 승인하며, 공공재산을 보호
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의 권리 보호 및 소수민족의 평등한 권리
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60조에서는 “각급 지방인민대표대
회는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근거하여 결의(决议)를 통과시키고 공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王绍光, 2009b: 85).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법체계를 공고화하고, 입법권을 중앙에서만 행
사하도록 함으로써 입법권의 집중을 공식화한 것이다.
③ 간부임명권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기 이전인 1941년 10월에 이미 중국공산당
중앙은 군 간부를 군사위원회 총정치부가 관장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중앙 및 지방의 간부를 중앙조직부에서 통일 관리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이 바로 1953년 11월 중앙에서 발표한 「간부관리공작에
관하여」의 규정이었다. 이 규정에서는 중앙 및 각급 당위원회의 통합관
리 하에 하위 수준 간부관리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기로 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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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는데, 다음의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첫 번째는 부서별
관리는 모든 간부들을 9개 범주로 나누는데, 이 범주는 중앙 및 당위원회
가 모든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앙과 각급 당위원회
간에는 각급 간부의 제도를 분업적으로 관리하고, 상급 당위 또는 간부관
리를 주관하는 부문이 하위 2급의 영도간부를 관리하는 방식의 하관양급
(下管两级)제도를 건립하였다. 그러다가 1984년 간부관리의 범위를 조정하
여 하관일급(下管一级) 간부관리체제로 변경하였다(王绍光, 2009b: 86).
④ 당시 중앙집권의 요인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초기인 1953~1956년 시기에 강력한 집권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으로 분석된다(杨小云, 2011: 103-108).
첫째, 오랜 전란으로 인해 인민들은 분열의 혼란에 염증을 느꼈고, 이
에 대한 반발로 강력한 통일을 원했던 것이다.
둘째, 혁명의 지도자인 마오쩌둥이 강력히 희망하였고, 그의 권위를
거스를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각 대구(大区)의 주요 영도자들은 중앙으로 옮겨와 중앙의 각 부
문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중앙집권은 공산주의의 신앙과도 같은 것이었고, 당시 소련의
중앙집권 모형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섯째, 중공업발전 우선전략을 위하여 집권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2) 집권과 분권의 순환(중앙-지방 관계의 탐색)(1956~1976)
① 분권기(195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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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이 세력화하고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로
대구제(大区制)를 폐지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을 추진하였지만, 이러한 체제
역시 모순을 안고 있었다.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국가에서 중앙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처리하기도 어렵지만, 지방의 적극성이 약화되어 점
차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마오쩌둥은
1956년 4월 25일 「논십대관계(论十大关係)」라는 강화(讲话)에서 사회주
의 건설을 위한 열 가지 중요 관계 중 하나로 중앙과 지방 관계의 정립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즉, “중앙과 지방의 관계문제에서 중앙의 통일적 영
도의 전제하에 지방의 권력을 확대하고 지방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사무
를 처리하게 하여 중앙과 지방의 두 가지 적극성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
이다(李治安, 2010下: 1203).
이러한 배경에서 1957년 9월 국무원은 공업, 상업, 재정 관리체제의
세 가지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권한의 지방분권(下放)을 추진하였다. 1958년
4월 11일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은 「공업·상업 하방의 일부규정에 관
하여」를 공표하여 일부 중요 또는 특수 및 실험적 성질의 기업은 계속 중
앙의 관리 아래 두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공업부문의 기업들은 원칙적
으로 지방에 일률적으로 이양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에 따
라 이전에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던 1,165개의 기업 중 76%인 885개가
지방으로 관리권이 이전되었다. 또한 계획관리권의 일부도 하방하게 되
는데, 그 원리는 중앙의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 하위계획을 지방이 스스로
수립하게 하는 것이었다(李治安, 2010下: 1204).
이와 같이 중요한 두 가지의 지방분권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기초는
재정권에 있었다. 따라서 1957년 11월 국무원은 「재정관리체제규정의
개선에 관하여」를 공표하여 지방의 수지권(收支权)을 확대시켰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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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지출의 자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렇게 야심차게 추진하였던 이 시기의 분권화는 비참할 정도의 부정적 결
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이 시기에 추진되었던 대약진운동과
무관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지방관리는 지방마다 경쟁적으로 무
리한 설비 증설, 공업 노동자의 대량 증가, 원재료 품귀 등의 문제로 인
해 공업생산 질서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지방계획의 중복 문제, 중앙정
부의 대규모 적자 등 대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王绍光, 2009b: 90-91).
② 집권기(1959~1965)
분권으로 인한 대혼란과 생산력의 저하, 국가재정의 대규모 적자 등의
문제점을 초래한 분권화는 단시간에 집권화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왔
다. 즉, 급속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추진된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는
중국사회에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며 실패로 끝맺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
오주의자와 당 관료들 사이에 격렬한 정치투쟁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다
(李治安, 2010下: 1220-1222).
1959년부터 지방의 대혼란을 감지하고 중앙과 지방 간 관계의 재조정
에 들어갔으며, 1961년 이후에는 다시 국민경제의 중앙집중적 통일관리
체제를 회복하게 되었다. 우선, 중앙은 「은행육조(银行六条)」, 「재정육조
(财政六条)」를 공포하여 재정권을 중앙과 대구(大区)에 집중시켰고, 전구
(专区), 현(县)의 공사(公社)에까지 내려주었던 인사권·재정권·상업 및 공
업권 중 적절하지 않은 경제관리권을 모두 회수하였다. 1964년 류사오치
(刘少奇)가 실제적으로 이끄는 국민경제통수부가 국가경제업무의 고도집
중 영도를 확립하였고 동시에 국가계획위원회를 강화하였다(杨小云,
201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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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분권기(1969~1974)
정치적으로 보면, 1966년부터 1976년까지는 중국 사회를 일대 광풍
으로 몰아간 문화혁명의 기간이었다.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마오쩌둥의
일선 퇴진, 그리고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의 수정주의 노선과 경제회복은
마오쩌둥에게 리더십 위기를 느끼게 하였고, 이에 마오쩌둥은 자신의 정
치적 리더십을 회복하고자 사상과 정치투쟁의 문화혁명을 일으켰던 것이
다. 결국 이 시기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이러한 정치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王绍光, 2009b: 92-93).
1969년 정치 형세에서 주도권을 잡은 마오쩌둥은 또 한 번의 분권운
동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지방이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기업들을 지방에
이양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1970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안깡(安钢)·다
칭(大庆)석유, 창춘제일기차제조창, 지린(吉林)석유화공공사 등 초대형
기업을 포함하여 2,600여 개 기업의 관리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였다(李治
安, 2010下: 1220).

한편, 행·재정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기구와 인원을 대폭 감축함과 동시
에 지방재정, 계획관리, 물자분배, 상품가격관리와 인사관리의 권한을 확
대하였다. 1971년에서 1973년 사이에 대포간(大包干)제도를 채택하여
성(省)·시(市)·자치구(自治区)에서 ‘정수정지(定收定支), 수지포간(收支包干)’
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은 일정부분을 중앙에 상납하고 남은 부분은 지방
에 남겨 사용하는 방식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중앙의 수입은 줄어 전체
재정의 14.5%로 낮아지게 되었다(杨小云, 2011: 97).
④ 재집권기(1975~1976)
문화혁명 말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각급 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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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 그룹 내에서 만연한 연약함(软), 게으름(懒), 산만함(散)이었다. 이에
덩샤오핑은 1975년 중앙정치국 상임위원과 중국공산당 중앙 부주석으로
복귀하면서 산란한 각 방면에 대하여 일대 정돈(整顿)을 시행하고 집중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중앙은 또 다시 지방의 권한을 회수하였는데, 철로,
민항, 우편 등의 부문 등은 전국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중점기업들
은 다시 중앙관리체제에 편입시켰다. 또한 부분적인 재정, 징수, 물자관
리권을 중앙으로 회수하였다(杨小云, 2011: 97-98).

그림 3-9

중앙재정수지 비중 변화(1953~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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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国家统计局 编(2001: 434)

<그림 3-9>를 보면, 중앙재정수지는 1953년에서 1959년까지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경향을 보이다가 분권기인 1958년에서 1960년 사이에 수
입과 지출에서 모두 급격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이
의 중앙재정수지는 1962년에서 1966년까지 다시 높아지다가 1967년
이후 1976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중앙재
정수지의 변화 추이는 마오쩌둥 시기에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의 변화
를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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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마오쩌둥 시대의 중앙-지방 관계의 평가
마오쩌둥은 19세기 이래 중국 대륙의 혼란과 분열을 종식하고 정치적
으로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중국은 소비
에트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과정에서 중앙집중식 경제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였고 중국의 첫 5개년계획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지방의 활력 약
화, 기업과 노동자의 적극성·창의성 저하, 심각한 관료주의 행태 등을 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마오쩌둥은 1956년 이래 스탈린을 비판하는 소
련의 정치적 분위기와 함께 소비에트 모형의 영향을 받는 경제관리 시스
템에 대한 성찰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가상군주공화제(虚君共和制)’라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중국의 수직적 권력배분을 구성하는 사상을 주장하였
다. 마오쩌둥은 1958년 그리고 문화혁명기,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가상군
주제를 추진하였다(徐俊忠·郭予塡, 2011: 51-52).
이러한 두 번의 실천은 모두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두 가지 실천은 중국의 지방 및 중앙 분권화의 경제관리 시
스템을 형성했으며, 중국의 경제 시스템 개혁에 대한 많은 심오한 아이디
어와 경험을 남겼고, 나중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徐俊忠·郭予塡, 2011: 53).

4. 개혁개방 이후 중앙-지방 관계
1) 덩샤오핑(邓小平), 장쩌민(江泽民) 시대(1978~2002)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2000년 대 초반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역시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먼저, 1979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부문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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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관계의 조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입법권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1954년 「헌법」 제22조에서 전국인민대표
대회만이 유일한 국가입법권을 가진다고 명시하던 것을 1982년 개정
「헌법」 제100조에서 “성(省),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전
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입법권의 기
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지방조직법」 제44조 4항에서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당해 행정구역 내에 정치·경제·교육·과
학·문화·위생·환경 및 자원보호·민정·민족 등 사무의 중대 사안을 토론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杨小云, 2011: 103-104).
이와 같은 지방에 대한 입법권의 부여는 권력성에 의거하여 각급 지방
정부 간 관계를 설정하기보다는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분업 성격을 띤 것
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방의 입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
회 입법권 범위의 엄격한 제약 내에서 상급정부 입법권 우선의 원칙을 명
확히 한 형태인 것이다.
② 인사임면권
1984년 이전 간부임명은 하관 2급(下管两级)으로 중앙 또는 상급기관
이 하위 2계층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던 방식을 지속하였다. 1984년 7월
중앙정부는 간부인사권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편으로 하위 1계층으로
축소하였고, 이로 인해 원래 중앙에서 관리하던 지방인원이 13,000명에
서 7,000명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즉, 중앙은 성, 자치구 및 직할시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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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에 대해 직접 관리를 하고, 지급시에 대해서는 1급의 간부들에 대
해 보고된 문건(备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杨小云, 2011: 104-105).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지도자급 간부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절차에 따르면 선거 전 먼저 지방당위원회가 당중앙에
보고하여 인선을 거치고, 이에 따라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후 중앙에 결
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지방의 주요 영도자들은 중앙의 의도
에 따라 결정되는 체제인 것이다. 하지만, 지방이 중앙의 의사에 반하여
부결권(否决权)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1993년 꾸이저우성 성장(省长) 선거에서 주석단에서 추천한 인사
가 낙선했고, 꾸이저우성 인민대표가 추천한 후보가 당선되었고, 1993년
저장성에서는 주석단이 추천한 단일후보가 낙선하고 부성장이었던 만학
원(万学远)이 절대 다수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이에 대해 중앙의 유관부
문에서는 엄격한 합법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대표들의 의사를 존중
한다고 명확히 밝혔는데(王绍光, 2009b: 101-102), 이러한 지방의 부결
권 행사는 그만큼 지방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인정되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③ 사법권
「헌법」과 「지방조직법」 규정에 따르면, 지방각급 인민법원 원장은 동
급 인민대표대회의 선거를 거치고, 부원장 및 심판원은 동급 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인사권은 동
급 당정기관의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熊文钊, 2005: 125).
사법체계에서 보다 더 큰 문제는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경비가 동급
정부예산으로부터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 각급 사

180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법기관들은 지방정부에 대해 인력, 재정, 자원 등을 철저하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王绍光, 2009b: 104).
④ 재정권
1978년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가장 다채
로운 변화를 띤 부문은 재정권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몇 차례의 중
대 변화가 있는데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준호·정윤길, 2010:
1142-1144).
첫째, 제1차 개혁(1980~1984)은 수지구분과 분급포간제도(分级包干
财政管理体制)였다. 개혁·개방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한 재정제도의 개혁

은 중앙-지방 간 재정분리의 의미를 가진다. 1980년 국무원은 「구분수지
의 실시와 분급포간체제의 잠정규정(关于实行划分收支, 分级包干财政管理
体制的暂行规定)」을 공포하여 재정에 있어서 지역과 방식을 구분하는 제도

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수지를 구분하여 중화인
민공화국 성립 이후, 처음으로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살림은 각자가 꾸
려나가는 형태인 분조흘반(分灶吃饭)’의 재정으로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
는 것이었다. 즉, 지금까지의 집중적·통일적인 수지(统收统支) 형태를 타파
하고, 지방으로 하여금 지방수입 증대에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熊文钊, 2005: 124).
둘째, 제2차 개혁(1985~1987)은 세목구분 및 수지평가를 통한 분급
포간제도였다. 1983년, 1984년 2년간 동안 국유기업의 상납제도를 기업
세로 변경하는 개혁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하여 1985년에 세목의
구분과 수지 조사를 통해 재정분담체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전체
재정수입을 세목에 따라 중앙수입과 지방수입, 그리고 중앙 및 지방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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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입으로 구분한 것이다. 또한, 일단 분담비율과 상납, 보조금이 확정
되면 향후 5년간은 불변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이후 분세제
(分税制)가 시행되는 기초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罗国亮, 2008: 28).
셋째, 제3차 개혁(1988~1993)은 재정대포간제도(财政大包干制)였다.
중앙재정의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적자가 지속됨으로써 중앙은 1988년부
터 재정체제의 대규모 조정을 단행하였다. 즉, 전국의 37개 성, 시, 자치
구에 대해 6가지의 다른 방식(정액상납, 정액보조, 상납체증분담, 수입체증
분담, 총액분담, 성장분담)의 포간방법을 시행하였다(庞明川, 2004: 57).
넷째, 제4차 개혁(1994년~현재)은 분세제(分税制)이다. 1980년 이후
실시한 분급재정분담제(分级财政分担制)는 각급 지방정부로 하여금 경제
적 적극성이 제고되게 하였고, 이러한 제도는 당시 사회경제 발전과정에
서 요구되는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담체제는 과
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체제 개혁이
심화될수록 그 결함도 점차 노출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으로 1993년 국무원은 「분세제재정관리체제 결정의 실행에
관하여(关于实行分税制财政管理体制的决定)」를 공포하여, 1994년부터
전국적으로 분세제를 실시하게 된다(庞明川, 2004: 57-60).
이상과 같은 재정제도의 변화는 <그림 3-10>에 나타나는 변화 추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분급포간제도(分级包干财政管理体制)가 실시된
1978년부터 1984년 사이에 지방의 수입이 중앙을 압도하는 형태로부터
점차적으로 상승하다가 1985년에서 1987년의 분급포간제도가 실시된
기간과 1988년부터 1993년의 재정대포간제도(财政大包干制)를 실시된
기간에는 완만하게 지방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분
세제가 실시된 1994년 시점부터 중앙의 수입비중이 단번에 중앙-지방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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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되어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0

중앙-지방수입 비중 변화 추이(1978~2008)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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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지방

출처: 国家统计局 编(2008: 786)

2) 후진타오(胡锦涛), 시진핑(习近平) 시대와 향후 전망
세기가 바뀌면서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을 조
성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공공재의 공급과 시장규제
기능으로 한정하는 선언을 함으로써 중앙-지방 관계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역할 배분의 문제에 모아졌다(Li, 2010: 180).
2003년 중국공산당 제16차 중앙위원회 제3차 총회에서 「사회주의 시
장경제체제 개선의 일부 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中共
中央关于完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若干问题的决定)」은 다음과 같이 제

시했다. 전국적이거나 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무는 중앙이 관리하여 국
가의 법제통일, 정령(政令)통일, 시장통일을 보장한다. 특정 행정구역의
지방사무는 지방정부가 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절감하
며 행정활력을 제고한다. 중앙과 지방의 공동관리 사무에 속하는 것은 상
황에 따라 각자의 관리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한다(宣晓伟, 2018: 60).

제3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분석 ❙ 183

이러한 맥락에서 2007년 중국개발연구재단(中国开发硏究院)은 정치, 경
제, 사회의 영역에서 17가지 공공지출 범주를 정교하게 구분하여 다양한
유형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중앙-지방의 책임경계 모형을 제안한 바 있
다. 이러한 중앙-지방의 역할 분담은 이전처럼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
는 관계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현대화된 중앙-지방관계로
의 개선을 의미하며, 일종의 분화적 거버넌스(分化治理)를 지향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宣晓伟, 2018: 61).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중앙-지방
정부 간 관계의 개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褛继
伟, 2013: 37).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관계 개선

이 매우 다각적이며 거버넌스 현대화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앙 및 지방 간 책임분담 자체보다는
책임분담의 특정 결과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또한, 중
앙-지방 간 거버넌스의 규칙이 임의적이고 표준화 수준이 낮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宣晓伟, 2018: 62).
2005년 국가개발개혁위원회(国家开发改革委员会)와 중국사회과학원
은 정부 간 지출책임의 평가에서 중앙정부와 성(省) 정부가 이전에 지방
정부의 책임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기본 공공서비스의 재정부담을 끌어올
릴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2006년 제11차 개발계획에 반영하
여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 공공서비스의 평등화’ 정책을 선언했다. 이는
정부가 모든 시민이 기본 공공서비스를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의
효과는 중앙정부가 중국 전역에 걸친 지방정부의 부족한 역량을 고려할
때, 공공서비스의 자금 조달 및 규제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Li, 2010: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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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중앙-지방 간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개혁개방
이후 지속되어 온 중앙-지방 간 역할 분화와 거버넌스 구축에서 중앙 및
지방의 각 권한과 책임을 업무의 다른 성격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개선의 속도가 더디고, 때에 따라서는 갈등의 양상을 나타내기
도 한다. “중앙에 정책이 있다면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
对策)는 말처럼 중앙과 지방 간에는 목표의 차이에 따라 전략적 게임과

같은 양상을 띠기도 한다. 즉, 중앙정부는 거시적 경제조정, 지역격차 완
화, 지방정부의 부패통제 등을 목표로 하는 데에 반하여 지방정부는 지역
의 경제적 이익과 개인 이익, 정치적 성공, 승진 등의 보상, 심지어는 부
정적 수입을 목표로 하기도 한다(이준호·정윤길, 2010: 1156). 예를 들
어,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
은 첨예하게 전개되어 왔다. 즉, 환경보호보다 지역경제 발전에 더 관심
을 가진 지방정부들은 중앙의 환경규제권 강화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
이다(이준호·정윤길, 2011: 246).
2013년 집권한 시진핑은 등장 초기부터 부패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중
국공산당의 핵심 영도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화하였다. 그리고는 2명
의 전임자, 즉 장쩌민과 후진타오보다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
를 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시진핑의 지도 아래 중국은 중국 중앙-지방
관계에서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특징인 집권·분권 순환(放/收)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 있다. 집권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권한의 균형은 시
진핑이 지방으로부터 권한과 재량권을 제거하는 만큼 중앙 쪽으로 기울
고 있다. 새롭게 강화된 중앙의 감시와 통제에 저항하는 지방세력에게는
무관용으로 대처하고 처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는
정치적 도전, 경제성장의 저하, 사회복지 수요의 증대, 환경오염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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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이전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과제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환경에
서 중앙의 리더십은 이에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Kostka & Nahm, 2017:
567-568).
21세기 이후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에서 가장 큰 딜레마는 합리적으
로 분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노정된 교육,
보건·위생,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문제점의 해결과정에서 또 다시 중앙집
중화 경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개혁·개방 이후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면, 개혁개방 초기 경제발전을 위해 지방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분권화의 길을 걸어왔지만, 경제성장의 과실을 전국적으
로 확대하기 위하여 재집권화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해결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시진핑 지도부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치열
한 국가 간 경쟁의 위기 속에서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집
권화의 길을 걸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다 더 거시
적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역시 중앙과 지방 간에 보다 현대화되고 합리
적이며 효율적인 권한 배분과 상호 협력을 이루는 분화적인 거버넌스 구
축이라는 흐름 하에 놓여 있는 것이다(宣晓伟, 2018: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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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앙-지방정부의 행정구획 및 행정체제 분석
행정구획23)은 국가권력 형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국가의 3대 요
소인 국민, 영토, 주권의 범위, 성격, 영향력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
는다. 중국 중앙-지방정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구획24)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1. 중국의 행정구획의 이해
1) 행정구획의 취지
행정구획은 국가권력 형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국정운영의 기본
제도 틀인 행정구획 개혁은 많은 영역의 개혁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
다. 행정구획 개혁이 관련 개혁과정보다 보다 뛰어난 유지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획관리의 과학화가 요구된다(林拓·申立, 2019: 1).
체제 차원에서는 2018년 3월 5일 제13기 전인대 제1차 전체회의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전략을 견고히 추진하고, 점진
적으로 도농 간의 발전 격차를 좁혀 지역별로 장점과 잠재력을 이끌어 내
야 한다”, “지역발전의 새 국면을 도모하자”, “신형 도시화의 질을 제고해
야 한다”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체제 차원에서 최근 새로이 제기되는

23) 행정구획은 국가가 행정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등급별로 구분한 구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행
정구획은 행정구역이라고도 불린다. 행정구획과 행정구역은 단어 자체적으로 보면 과정과 결과(마치
planning과 plan과 같다고 할 수 있음)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중국식 표현인 행정구획을 사용하기로 한다.
24)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30조에는 “중
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획분한다. 1. 전국을 성, 자치구와 직할시로 나뉜다. 2. 성, 자치구
를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3. 현, 자치현을 향, 민족향, 진으로 나뉜다.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뉜다.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이다.
제31조는 국가가 필요시 특별행정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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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의 당과 국가기구개혁 심화에 대한 결정」에 따르면, ‘당이 중요
한 작업의 영도체제 기제를 보다 완벽하게 구축’, ‘합리적·거시적 관리부
문의 기능배분’, ‘정부 권한의 축소와 이양의 추진’, ‘지방기구의 합리적
설치’ 등의 내용이 나온다. 이렇듯, 다양한 방면에서 행정구획 개혁의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정구획 개혁은 보다 심도
있는 변혁의 시작이면서 발전의 토대가 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여정
에서 중국의 행정구획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다(林拓·申立, 2019: 1).
당의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보고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
의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공표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사업을 위
해 전면적인 시스템 조정에 나섰으며, 새로운 시대 행정구획 개혁의 행동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행정구획은 기본적으로는 공간배분이자 국가건설
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다. 특히, 현대 국가건설 초기와 경제사회 발전의
전환기, 공업화, 도시화의 중요한 단계로서 행정구획의 전면적인 재정비
를 낳는다(林拓·申立, 2019: 1).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초기, 중국정부는 정권의 안정 및 강화, 경제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대행정구 조성을 시도했고, 군중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하위 단위부터 소향제(小乡制)를 실시하였다. 민족단결과 국경지역
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으며, 국가는 시관현체제를 확립하고,
시와 구 모형 혁신을 도모하여 도시 시스템 구조를 개선하고, 도농 경제
사회 협력과 발전을 추진하였다(林拓·申立, 2019: 2).
기구개혁은 행정구획체제 개혁과 구조변화를 낳았다. 1982년 12월에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성, 시, 자치구 당정기관 기구개혁의 몇몇 문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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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공포하였다. 1983년 2월, 「地市州 당정기관 기구개혁의 몇몇 문제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기관기구의 개혁은 중국 시관현체제
추진을 시도하고 대도시, 중도시 교외 지역의 역사적 변화를 가져왔다.
향후 성공적인 행정구획 개혁을 위해서 먼저 최근 개혁의 새로운 성과와
동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林拓·申立, 2019: 2).

2) 국가전략 주도 행정구획 개혁
행정구획 개혁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문제이다. 2000~2011년
시기 중국의 지급시는 259개에서 284개로 증가하였다. 시직할구는 787개
에서 857개로 증가하였다. 최근 행정구획 조정이 도시화(城镇化)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몇 군데 지역이 무분별한 시직할시의 확장으로 인해
기계적인 읍의 통폐합, 대도시 수용력 포화, 소도시의 상대적 발전 낙후
현상, 향토문화 문맥에 따른 사회갈등 야기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林拓 等, 2010). 도시의 행정구획 개혁의 수요는 더욱이 절실하다
(林拓·申立, 2019: 11).
당의 18대에서 개혁개방 이래 1983년까지 지속되었으며, 2000년 이
후, 현급 이상의 행정구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시기이다. 연평균 현급
이상 행정구획 조정 건수는 24건에 달한다. 이 중, 기본적으로 2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2012~2014년은 행정구획 개혁의 착수 단계이다. 당의
18대 보고, 18기 3중 전체회의 보고와 「국가신형도시화규획(国家新型城
镇化规划)(2012~2020년)」을 기준으로 대규모 행정구획 조정의 서막을

열었다. 연평균 18건에 이르며, 반면 2015~2017년에는 대규모 행정구
획 조정의 시기로 접어든다. 기존 행정구획 조정 논리를 기초로 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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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성과 체계성을 강화하여 연평균 30건을 추진하였다. 어떤 도시는 심
지어 적잖은 현, 시가 함께 조정되었고, 실제 영향을 받은 현급 행정구역이
145곳을 훌쩍 넘었다(林拓·申立, 2019: 12).25)
피상적으로 이는 우연한 도시발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분
석하면, 새로운 국가전략의 본질적인 반영인 것이다. 당의 18대 보고에
선 행정계층과 구행구획 설정을 개선하고, 여건이 되는 지역은 성이 현
(시)을 직접 관리하는 체제개혁 추진을 탐색하는 것이다. 「국가신형도시
화구획(2014~2020년)」은 시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엄격한 단계 검증
을 통해 행정구획 조정 조건을 갖춘 현은 절차에 따라 시로 변경한다. 조
건을 갖춘 현과 주요 镇은 중소 도시급으로 승격을 한다”, “엄격한 신도
시, 새로운 구 설치 조건으로 도시경계지역의 무질서를 방지한다”를 담고
있다(林拓·申立, 2019: 12).
사실상 행정구획은 신형 도시화의 공간 기초이며, 중국지역 발전의 기
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기제로서 전략
적인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행정구획 개혁의 새로운 동향을 발굴하
고 향후 발전 방향 예측을 위해 2012~2014년 행정구획 조정의 전체적
인 분석이 중요하다(林拓·申立, 2019: 12).
표 3-4

2012~2017년 각 성의 행정구획 조정 변화
(단위: 개)
성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베이징(北京)

0

0

0

1

0

0

1

텐진(天津)

0

0

0

1

1

0

2

허베이(河北)

0

0

1

2

4

1

8

25) 민정부 공개 자료 중 2017년 행정구획 조정 수치, 7월 18일 통계자료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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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단위: 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산시(山西)

성

0

0

0

0

0

1

1

네이멍구(内蒙古)

0

1

0

0

1

0

2

랴오닝(辽宁)

0

0

1

2

2

0

5

지린(吉林)

0

1

1

0

0

0

2

헤이룽장(黑龙江)

0

0

1

1

1

0

3

상하이(上海)

0

0

0

1

1

0

2

장쑤(江苏)

1

1

1

3

1

0

7

저장(浙江)

0

1

1

1

2

2

7

안후이(安徽)

0

0

0

2

1

0

3

푸젠(福建)

0

0

2

0

0

1

3

장시(江西)

0

1

0

2

4

1

8

산둥(山东)

0

1

4

0

3

1

9

허난(河南)

0

0

1

1

1

0

3

후베이(湖北)

0

0

1

0

0

0

1

후난(湖南)

0

0

0

0

0

1

1

광둥(广东)

2

2

4

1

1

0

10

광시(广西)

0

3

0

2

3

0

8

하이난(海南)

0

0

1

1

0

0

2

충칭(重庆)

0

1

1

1

2

0

5

쓰촨(四川)

0

4

1

3

3

2

13

꾸이저우(贵州)

1

0

1

0

1

1

4

윈난(云南)

0

1

1

3

3

0

8

티벳(西藏)

1

0

2

2

1

2

8

산시(陕西)

0

0

1

2

2

2

7

간쑤(甘肃)

0

0

0

0

0

0

0

칭하이(青海)

0

2

0

1

0

0

3

닝샤(宁夏)

0

0

0

0

0

0

0

신장(新疆)

2

0

3

2

2

0

9

총계

7

19

29

35

40

15

145

출처: 林拓·申立(2019: 12-13)

제3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분석 ❙ 191

3) 행정구획과 국가 거버넌스
당 18대 이후, 국가전략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면서 행정구획 개혁은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해양 발전․전환 거버넌스, 도시-지역의 조화
로운 발전, 도시 전환과 도농통합 발전, 정부사회 관계의 거버넌스 등 일
련의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 정보화, 시장화의 배
경에서 비롯되며, 시장자본 배분의 결정적 작용과 더 나은 정부 역할이
결합되어 행정구획의 중요한 의미를 띤다. 행정구획의 강화․설치는 국가
거버넌스 공간 기초 구성에 유리하고, 신형 도시화 전략의 지속적인 심화
를 추진하게 된다(林拓·申立, 2019: 33).
행정구획 변동의 국가전략, 지역 일체화, 상황에 따른 도시 간 연계발
전은 점점 긴밀해지고, 이미 행정구획 변동 추진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
다. 과거 논리와 비교할 때, 현재 구획개혁은 거점도시의 중요성이 더 부
각된다. 해양발전과 국경 거버넌스 두 측면과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三纵两横26)’의 도시화 전체 구성 및 동서부 연계 발전의 주요 거점이고,
도시와 지역의 연동과 도시권 중심, 도시와 제2중심 도시와도 연결된다.
동시에 인간 중심 발전과 위험방지, 안정적 추진과 적절한 혁신 등 기본
방향성 확립, 행정구역 개혁의 급진적 발전 형세에서 나타난다(林拓·申立,
2019: 33-4).
신형 도시화와 국가통치의 새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중국 행정구획
의 배치 강화는 여전히 많은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 첫째, 국가전략구성
에 관한 영도 아래 어떻게 과학적인 구획조정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이다.
26) 중국 도시화 전략인 도시군은 육교 통로(路桥通道, 롄윈강-아라산구)와 창장(长江) 통로를 횡축으로 하고
연해, 징하징광(京哈京广, 하얼빈-베이징-광저우), 바오쿤(包昆, 바오터우-쿤밍) 통로를 종축으로 하는 ‘3
종2횡(三纵两横)’의 공간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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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도시발전 단계에 과학적 판단을 진행
할 수 있다. 도시발전과 국가전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사회통
치구조 전환기에 정부, 기업, 사회조직, 대중 등 복잡한 주체 간 이익 협
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있다. 그중에서 행정 중심 선택(만약, 행정 중
심의 공공서비스가 폐지된다면), 행정경계 변화가 야기할 관리 문제, 주
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가격 변화와 사회보장 정책 등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셋째, 국가안전과 국경개발 배경에서 어떻게 민족지역의 도시체
계(市制)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이다. 소수민족 주민의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 과정에서 소수민족 권익을 보호하고, 도시체계 기준을 수
정, 도시 거버넌스 유형 혁신, 국경지역, 기층사회 건설 등의 조치를 포함
한다. 넷째, 신형 도시화 배경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행정구획 개혁
추진을 통해 도시발전을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것 등이다. 앞으로도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2012~ 2014
년 행정구역 개혁의 새로운 동향이 향후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林
拓·申立, 2019: 34).

4) 중국 행정구획 개혁의 흐름
현재, 국가 경제사회 일련의 중대 변화는 행정구획 국면을 자극하고
있고, 세계정세 변화와 ‘일대일로’ 구상 요구는 중국개방을 더욱 실현하
여 세계화에 합류하기를 원하고, 국경지역의 행정구역 개선은 개방식 추
세를 나타낸다. 도시화는 공간 확장에서 질적 제고로 전환되고 행정구획
개혁의 목표는 점진적으로 전환된다. 국가 거버넌스는 행정 간소화, 권한
이양, 공공서비스와 거버넌스 구조 개선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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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역시 상응하는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2012~2014년 시작한 행정구
획의 새로운 국면과 다른 것은 2015~2017년 중국 행정구획 개혁이 개
혁의 체계성, 통합성과 협동성을 중시하였다. 행정구역의 개선은 공간
거버넌스 체계 수립을 통해 기반을 제공한다. 행정구획 연계 개선을 통해
전세계, 지역, 도시의 경제 거버넌스 구조에 기반을 제공한다. 행정구역
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 거버넌스 능력을 제공한다. 행정구획의 국면,
중심, 변경, 기능, 단계 등 요소와 국가 거버넌스 체계 간의 협조가 작용
한다(林拓·申立, 2019: 49-50).
중국의 행정구역 개혁의 역사적 변천을 종합한다면, 거의 매번 국가
거버넌스 구조의 중대 변화에서 행정구획의 중요한 변혁을 거쳤다. 1949년
신중국 성립초기 대규모의 市 설계 작업과 행정구획체계 개혁을 도모했
다. 2000년 중국 행정체계 개혁의 중요한 거점을 맞이했다. ‘지급 도시를
폐지하고 대신 도시설계(撤地设市)’ 등을 통해 ‘직할시, 지급시, 현급시’
로 형성된 중국 도시체계, 구현(区县) 재조합과 향진(乡镇) 구획 개혁이
상호 연계되어 전개되었다. 현재 어떻게 역사적 기회를 활용하여 보다 과
학적으로 행정구획 설치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국가 거버넌스의 전략
문제에 영향을 줄 것인가가 과제이다(林拓·申立, 2019: 50).
첫째, 국가 거버넌스에서 중국 행정구획 개혁의 전략설계를 고도로 추
진한 것부터 시작한다. 행정구획 개선을 명확히 하여 공간 거버넌스, 경
제 연계, 사회 거버넌스 등을 추진한다. 효과적인 설치 방안이 되기 위해
선 효과적으로 행정구획의 국면, 중심, 변경, 기능, 단계 등 요소를 통합
하여 개선하고 구획조정 이후의 제도적 안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
째, 최근 들어 행정구획 개혁의 전략 방향은 위험 방지에 적극적이다. 그
러나 행정구획 변동 규모가 큰 것이 잠재적 위험을 갖는지 검사를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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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가령, 어떤 지역은 구획조정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어떤 경우는 지역문화보호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를 위해 구획조정 구성
을 보다 과학적 평가체계로 해야 한다. 관련 역량 참여를 받아들이고, 적시
에 지방정부에 전략적 건의를 제공하여 단계적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민의(民意)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통합적·종합적·과학적으로 행정
구획이 국가 거버넌스 중의 기초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林拓·申立,
2019: 50).

2.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체제
역사 속에서 중국 지방정부는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신중국 성립 이
후, 중국 행정구역의 변화는 네 가지 기본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
(1949~1954년)로, 지방정부는 대구(大区), 성(省), 현(县), 향(乡) 4급 체
계를 설치하여, 해방전쟁 시기 군정일체의 관리 모형을 답습했다. 전국을
모두 동북, 화북, 서북, 화동, 중남, 서남 등 여섯 대 행정구로 나누고, 대
구(大区)로 약칭했다. 대구는 중앙인민정부의 파출기관이며, 동시에 지방
최고정권기관이다. 모든 대구는 여러 성, 시와 구를 관할하고 있다. 두 번
째 단계(1954~1966년)로, 중국은 대행정구제도를 취소하고, 지방정부는
성, 현, 향(인민공사) 3급 체계였다. 그중에서, 1958년 인민공사제도는
향진제도를 대체했다. 인민공사는 ‘정사합일(政社合一)’을 실행하는 농촌
집체 경제조직이며, 또한 기층정권 조직이다. 세 번째 단계(1966~1976년)
로, ‘문화대혁명’의 충격으로 지방 각급 정부와 행정구역의 배치는 혼란
에 빠졌다. 네 번째 단계(1976년에서 지금까지)로, 지방정부 기관은 성,
현, 향 3급 체계와 성, 시, 현 향 4급 체계가 동시에 병존하였다. 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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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급 정부 파출기관으로써 ‘지구(地区)’는 비어져, 더 이상 일급 행정
실체 기관이 아니다. 동시에, 1983년부터 시작하여, 일부 지방에서는 잇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현(市管县)’ 체제를 출범시켜, 지시급 정부는 기존의
기구를 대체하여 실체 기관이 되었다. 중국은 점차 성, 현, 향 3급 체계에
서 성, 시, 현, 향 4급 체계로 변화했다(鲁敏 主编, 2019: 85-86). 이러한 행
정계층은 지방정부의 형태, 기능과 권한의 변화와 밀접하다(Donaldson,
2017: 106).

1) 성급정부(省级政府)
원 나라(元朝)에서 실행한 행성제도(行省制度)는 현대 성급 행정구의
시작으로 행성은 일반적으로 로(路), 부(府), 주(洲)를 관할하고, 더 아래
는 현이다. 이후, 비록 행성의 경계가 계속 조절되고 변화되었지만, 이 기
본적인 제도는 지속되어 왔고, 구획(区划) 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
었다. 현대 중국대륙 지역의 성급 행정단위는 성, 자치구와 직할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 성은 23개, 자치구는 5개, 직할시는
4개이다(鲁敏 主编, 2019: 86).27)
성격상 성급 정부는 本省(자치구, 직할시)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으로
본성(자치구, 직할시) 권력기관에서 정한 각종 법률제도를 실시한다. 동
시에 최고지방행정기관으로서 국무원에서 반포한 각종 법률, 법규와 정
령(政令)의 집행을 책임진다. 「지방조직법」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의 인민정부는 각각 성장/부성장, 자치구 주석/부주석, 직할시 시장/부시

27) 성급행정구에서 성 23개란 대만을 포함시킨 경우이다. 그리고 성급행정구에는 이 외에 특별행정구(홍콩,
마카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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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그리고 비서장, 청장, 국장, 위원회 주임 등으로 구성된다. 성장/副성
장, 자치구 주석/副주석, 직할시 시장/副시장은 성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성급 인민정부는 마찬가지로 행정수장책임제를 시행하며, 성
장, 자치구 주석 또는 직할시 시장은 업무를 주관한다. 임기는 본급 인민
대표대회의 임기와 일치하고, 1기의 임기는 5년이다. 운영상 성급 정부
회의는 전체회의와 상무회의로 나뉜다. 전체회의는 성급 정부 전체 구성
원으로 구성되고, 상무회의는 각각 성장/부성장(자치구 주석/부주석, 직
할시 시장/부시장)과 비서장으로 구성된다(鲁敏 主编, 2019: 86).
성급 인민정부가 설치한 부서는 일반적으로 청, 위, 국 등을 포함하고,
그들 대다수는 국무원의 관련 部委와 대응(对口)하여 설립된다. 예를 들
어 각 성, 자치구에서 설립한 교육청, 직할시에서 설립한 교육국(교육위
원회)은 바로 국가교육부와 대응되는 교육사무관리 기구이다. 물론, 각
성급 정부는 본성의 수요에 따라 적정한 비상규적인 기구를 설치할 수 있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성급 정부는 그가 설치한 기구를 통일적으로 영도
하고, 동시에 이들 기구는 국무원 주관 部委의 영도 혹은 지도를 받는다.
이러한 운영 모형에서, 상술한 기관은 두 가지 측면 역량의 영향을 받는
다. 한편으로 성급 정부[속칭 ‘괴괴(块块)’]의 관리와 제약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 국무원 주관 部委[속칭 ‘조조(条条)’]의 영도 혹은 지도를 받는
다. 그리하여 성급 정부에서 설치한 기구는 ‘조괴갈등(条块矛盾)’의 직접
적인 충돌의 초점이 되기가 쉽다(鲁敏 主编, 2019: 86-87).
중국 省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크고, 일부 省의 판도와 인구는 심지어
유럽 중등 국가를 초과하여, 방대한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는 상급 정부
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큰 융통의 공간을 갖게 한다. 이리하여, 중앙정부
에서 갖고 있는 외교와 국방 권력 이외에, 기타 권력의 형태는 성급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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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요약하면 성급 정부의 권력은 다음과 같은 측
면을 포함한다(鲁敏 主编, 2019: 87).

표 3-5

성급정부의 권력

권력

내용

입법과 제령권
(制令权)

∙ 성급 정부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에 따라서 행정규장을 정할 수 있고, 또한 해당 성의 실정에 따라
행정결정과 명령을 반포할 수 있음
∙ 성급 정부의 입법행위는 마찬가지로 엄격한 절차를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초고 작성, 초고 심사, 심의,
발급과 공포 등 기본적인 절차를 포함함
∙ 행정규장이 정식으로 공포된 이후, 반드시 국무원과 본급 인대 상무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행정규장은
국무원과 본급 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정한 법규 혹은 규장과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됨. 그렇지 않으면, 국무
원 혹은 성급 인대에 인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행정영도권

∙ 성급 정부는 소속기관과 하급 인민정부의 업무를 영도하고, 이런 영도는 구체적으로 재정 지원, 인사건
의, 정책영도 등 형식상으로 구현됨

행정집행권

∙ 성급 정부는 성급 인민대표 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국무원에서 정한 법률제도와
정책명령을 집행하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재정예산안을 집행함
∙ 동시에, 국무원 및 그 소속 部门이 맡긴 구체적인 임무도 완성해야 함

행정관리권

∙ 성급 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사업, 도시와 농촌건설 사업과 재정,
민정, 공안, 민족사무, 사법행정, 감찰, 계획출산 등 행정업무를 관리함
∙ 동시에 공민과 사회조직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수호하고, 공민의 각종 권력을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각종 권력을 수호함

행정감독권

∙ 성급 정부는 소속 각 업무부서의 부적절한 명령, 지시와 하급 정부의 부적절한 결정,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력을 갖고 있음
∙ 본급 및 그 하급 국가행정기관의 인원에 대해 심사와 상벌을 하는 권력을 갖고 있음

주: 鲁敏 主编(2019: 86-87)을 근거로 작성함

2) 지시급 정부(地市级政府)
(1) 중국 성시의 급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 도시도 급속히
변하고 있다. 관할 인구28), 경제규모, 행정관계 등은 도시 변화와 밀접하다.

28) 중국의 도시 규모를 인구 기준으로 분류하면, ⅰ) 도시지역 상주인구가 50만 이하이면 소도시(小城市)에 해
당되며, 그중 20만 이상 50만 이하는 Ⅰ형 소도시, 20만 이하는 Ⅱ형 소도시이다. ⅱ) 도시 상주인구가 50만
이상 100만 이하인 경우는 중등도시(中等城市)이다. ⅲ) 도시 상주인구가 100만 이상 500만 이하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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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현재, 지급 행정구(行政区)는 모두 333개이다. 여기에는
지급시 293개, 지구(地区) 7개, 자치주 30개, 맹(盟) 3개가 있다. 현급 행
정구는 2,845개가 있다. 여기에는 직할시 963개, 현급시 382개, 현
1,329개, 자치현 117개, 기(旗) 49개, 자치기(自治旗) 3개, 임구(林区) 1개,
특구(特区) 1개가 있다.29)
성시 및 그 주요 영도간부의 행정급별(级别)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급별에 따라 이들 성시는 위에서 아래로 정성급(正
省级), 부성급(副省级), 지시급(地市级), 현급(县级) 등이 있다(鲁敏 主编,

2019: 88).
① 정성급 시
4개의 직할시는 베이징, 상하이, 텐진과 충칭을 포함한다. 직할시와 성
정부는 한 급별에 처하고, 정직(正职), 예를 들어 시장,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정협주석은 정부급(正部级)이다. 일반적으로 시위 서기는 중앙정치
국 위원이 겸임하며, 부국가급(副国家级)인데, 이는 도시의 기타 직위의
행정영도의 급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직할시 4대 그룹(班子)(당위, 정부,
인대, 정협)의 부직영도는 모두 부부급(副部级)이다(鲁敏 主编, 2019: 88).

대도시(大城市)에 해당된다. 그중 300만 이상 500만 이하는 Ⅰ형 대도시, 100만 이상 300만 이하는 Ⅱ형
대도시이다. ⅲ) 도시 상주인구가 500만 이상 1,000만 이하인 경우는 특대도시(特大城市)이다. 도시 상주
인구가 1,000만 이상의 도시를 초대도시(超大城市)로 분류한다. 中国有多少个城市？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501235335237801724.html?fr=iks&word=%D6%D0%B9%FA
%B9%B2%D3%D0%D6%B1%CF%BD%CA%D04%B8%F6%2C%B5%D8%BC%B6%CA%D0293%B8%F6%
2C%CF%D8%BC%B6%CA%D0366%B8%F6&ie=gbk (검색일, 2019.11.11).
29) 地级市和县级市的区别. Retrieved from https://www.xiaozhuvideo.com/pageDetails/90165(검색
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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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성급 시
부성급 시가 정식으로 실행한 것은 1994년으로, 그 전신은 계획단열
시(计划单列市)30)로 당정기관 주요 영도의 행정급별은 부성급이다. 부성
급 도시는 여전히 성직할시(省辖市)로 소속된 성(省)의 성위, 성정부에서
영도한다. 부성급 시의 시위 서기, 시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시장, 시정협
주석은 모두 부부급(副部级) 간부로, 일반적으로 성위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조직부에서 직접 임명한다. 상술한 네 가지 직무 부직의 행정
급별은 모두 정청급(正厅级)으로, 기타 행정기관 간부의 급별도 동등한
직무의 보통 지급시보다 ‘격이 반은 더 높다’(高出半格). 현재 부성급 도
시는 15개인데, 순서에 따르면, 하얼빈(哈尔滨), 창춘(长春), 선양(沈阳),
다롄(大连), 지난(济南), 칭다오(青岛),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닝보(宁波),
샤먼(廈門), 우한(武汉),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청두(成都) 등이다. 부
성급 시는 비록 마찬가지로 성직할시에 속하고 있지만, 부성급 시 인민정
부가 갖고 있는 권한은 보통 지급시보다 크다(鲁敏 主编, 2019: 88).
③ 지급시
광의로 지급시는 마땅히 상술한 부성급 도시를 포함해야 하는데, 만약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둘 간의 정치적 지위과 관리권한에서 일정한 차이
가 존재한다. 또한, 주목해야할 것은 소수의 지급시는 일부 특수시기에

30) 계획단열시(정식 명칭은 국가사회와 경제발전 계획단열시)는 1980년대에 설립되었다. 성에서 시를 관할
하는 행정 예속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성에 상당하는 경제관리 권한을 부여 받아, 직접 중앙정부에 책임을
진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관련 部委에서 하달하는 성, 직할시의 중장기 연도계획 중에서 소속 성,
시의 명목 아래 계획단열시의 목표를 열거하고, 또한 직접 하달하며 통계수치도 같은 방식을 따른다. 계획
단열시의 재정은 중앙과 연결되지만, 소재 성과의 연결도 여전히 일정 수준 유지된다. 계획단열시의 주요
영도는 성에서 추천하여, 중앙에서 임명하는데, 행정등급은 부성급이다. 현재 계획단열시는 다롄, 닝보(宁波),
샤먼(厦门), 칭다오, 선전(深圳) 등 다섯 도시이다. 计划单列市, 是什幺意思? Retrieved from https://zhidao.
baidu.com/question/37784750.html (검색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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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영도(주로 시위 서기)가 높게 배치되어, 부성급의 省委 영도가 겸임
했는데, 예를 들어 허베이성 탕산시(河北省唐山市)는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그 시위 서기는 성위 상무위원이 겸임했다. 하지만 이는 도시 전체
절대다수 당정간부의 행정급별을 변화시키지 않아, 여전히 지급시로 분
류되어, 상술한 부성급 도시에 속하지 않는다(鲁敏 主编, 2019: 88).
지급시 정부기구 명칭은 지급시 인민정부, 지구행정공서(地区行政公署)31),
자치주 인민정부, 맹(盟)32) 행정공서를 포괄한다. 반면, 현급시 정부기구
는 시할구 인민정부, 현급 인민정부, 현 인민정부, 자치현 인민정부, 기
(旗)33) 인민정부, 자치기(自治旗) 인민정부, 임구(林区)34) 인민정부, 특구
(特区)35) 인민정부를 포괄하고 있다.36)
허베이성(河北省)을 예로 들면, 모두 11개의 지급시가 있는데, 각각 스

31) 지구행정공서(Regional Administrative Office)는 중국의 제2급 행정구 ‘지구’의 관리기구이다. 중국 행정
구역의 획분 규정에 따르면 지구는 성, 자치구의 파출기구이며, 국무원이 비준하여 설치한다. 지구행정공
서는 현, 자치현, 및 현급시를 관리한다. 그러나 일급지방정부는 아니다. 행정지위는 구를 설치한 시급정부에
상당한다. 地区行政公署.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item/%E5%9C%B0%E5%8C%BA%
E8%A1%8C%E6%94%BF%E5%85%AC%E7%BD%B2/13981737 (검색일, 2019.11.11).
32) 맹(盟)은 자치구와 현 사이에 설치하며, 상급 국가기관의 파출기구로 존재한다. 맹의 행정지위는 지구행정
공서와 동일하다. 네이멍구 자치구의 행정단위이다. 盟.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item/
%E7%9B%9F/49920 (검색일, 2019.11.11).
33) 기(旗, banner)는 중국 행정구역이 하나이며, 행정지위는 시할구, 현급시, 현, 자치현, 자치기, 임구, 특구와 동
일하다. 기는 현급 행정구에 속하며, 지급시, 맹이 관할한다. 기는 네이멍구 자치구에 독특하게 있는 현급
행정구이다. 기의 상급은 지급 행정구이며, 하급은 향급 행정구이다. 중국에는 49개 기가 있다. 旗.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item/%E6%97%97/9639886 (검색일, 2019.11.11).
34) 임구(林区, forestry district)는 행정구역의 하나로 행정구역 급별은 시할구, 현급시, 현, 자치현, 기, 자치기,
특구와 동일하며, 현급 행정구에 속한다. 현재 후베이성이 직접 관할하는 선눙자(神农架) 임구가 있다. 임구의 상
급으로는 후베이성이며, 하급으로는 향급 행정구이다. 林区.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item/
%E6%9E%97%E5%8C%BA/1872871 (검색일, 2019.11.11).
35) 특구(特区, special region)는 행정구역의 하나로 행정지위는 시할구, 현급시, 현, 자치현, 기, 자치기, 임구와
동일하다. 특구는 현급 행정구에 속한다. 특구 상급은 류판수이시(六盘水市)이며, 하급은 향급 행정구이다.
현재 특구는 꾸이저우성 류판수이시의 류즈(六枝) 특구 1개가 있다. 特区. Retrieved from https://baike.
baidu.com/item/%E7%89%B9%E5%8C%BA/23747070(검색일, 2019.11.11).
36) 地级市和县级市的区别. Retrieved from https://www.xiaozhuvideo.com/pageDetails/90165(검색
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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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좡(石家庄), 탕산(唐山), 친황다오(秦皇岛), 한단(邯郸), 싱타이(邢台),
바오딩(保定), 장자커우(张家口), 청더(承德), 창저우(沧州), 랑팡(廊坊),
헝수이(衡水)이다. 지급시는 행정구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상황
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상황으로 시할구를 설치하고, 또한 현, 자치현,
기(旗), 자치기, 직(대)[直(代)]관 현급시를 관할한다. 이 유형이 절대다수
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상황은 단지 시할구만 설치하고, 현, 자치현,
기, 자치기를 관할하지 않고, 현급시를 직접(대리) 관할하지도 않는 경우
이다. 예를 들어, 네이멍구 자치구(内蒙古自治区) 우하이시(乌海市)는 3개 현
급 행정구를 관할하는데, 각각 하이보완구(海勃湾区), 하이난구(海南区),
우다구(乌达区)이다. 세 번째 상황은 시할구도 설치하지 않고, 현, 자치
현, 기, 자치기도 관할하지 않고, 협급시도 직접(대리) 관리하지도 않는
다. 예를 들어 광둥성 중산시(广东省中山市)는 24개 진(镇)과 가(街)(그중
18개의 진, 6개의 가도)를 관할한다(鲁敏 主编, 2019: 88-89).
④ 현급시
현급 행정구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지급 행정구에서 관할하고, 지위는
현, 구(직할구)와 같다. 헌법에서 말하는 “구(시할구)를 설치하지 않는 시”
는, 주로 현급시를 지칭하는데, 상술한 지급시 중의 세 번째 상황도 포함
한다. 성직관시(또는 성 직할 현급시라고 부르는데)는 현급시 중에서 존
재하는 하나의 특수한 상황이다. 그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영도를 직
접 받는 현급시로서 지급 행정단위(예를 들어 지급시)에서 대신하여 관리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허베이성의 셴타오시(仙桃市), 첸장시(潜江市),
텐먼시(天门市)는 모두 성직관시이다. 이런 상황은 현급시 중에서 소수를
차지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 9월까지, 성급 행정단위 직관 현급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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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단위는 모두 29개로, 전국 364개 현급시 중에서 1/10도 안 된다. 현급
시는 일반적으로 현처급(县处级)이고, 성직관시는 상대적으로 특수하여
많은 경우, 부 지시급이다(鲁敏 主编, 2019: 89).

(2) 지시급 정부의 역사
지급시는 하나의 광의적인 개념으로, 위에서 언급한 부성급 성시를 포
함하며, 상술한 성시 중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상황의 종합이다. 현대 중
국에서 지시급 정부가 형성된 것은 일정한 역사과정을 거친 것이다. 대다
수의 성급 정부가 관할하는 구역은 지나치게 넓어서 관리의 편리를 위해
성급 인민정부는 그 관할구 내에서 파출기관을 설치한다. 곧, 지역행정전
문공서(地区行政专员公署)인데, 행정관서(行署)로 약칭하고, 성 인민정부
를 대표하여 관할하는 현 및 현급시의 업무를 지도한다. 신중국 성립 초
기에서 1975년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1975년의 헌법은 이러
한 관리 모형을 중단시켰고, 1978년 새로운 헌법은 다시 성급 정부기관
은 행정관서를 자신의 파출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했다. 1982년
헌법은 이 규정을 계승했다. 하지만 1983년부터, 일부 경제가 상대적으
로 발달한 지방에서 ‘시에서 현을 관리하는 체제’를 실행한 이후, 전국 대
다수 행정관서도 이러한 방식을 모방했다. 지역행정공서는 끊임없이 감
소하고, 지시급 정부는 끊임없이 증가하여, 지시급 정부는 점차 일급 완
전한 정부로 현대 중국 정부의 수직구조 중에 존재하고 있다(鲁敏 主编,
2019: 89).
중국 헌법은 행정층급을 4급 관리체제, 즉 중앙-성급-현급-향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5급 관리체제, 즉 중앙-성급-지시급-현급

제3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분석 ❙ 203

-향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지시급 정부의 존재 및 그 합법성에 관
해 일부 논쟁이 있다(鲁敏 主编, 2019: 89). 그러나 중국의 ‘시관현(市管
县)’체제는 변화의 산물로, 자체적으로 자연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 시

관현의 변화는 아래와 같은 여러 경로에서 나타난다. 첫째는 지시(地市)
합병으로, 즉 지역 행서와 해당 행서 주재 지(地)의 지급시를 합병하여,
새롭게 지급시 인민정부를 설립하여 주변의 각 현(县)들을 관리한다. 합
병 이전, 지역 행서는 현만 관할할 뿐 도시구역은 관할하지 않고, 시는
도시구역을 관할하고 현을 관할하지 않는다. 지시 합병 이후, 두 집단은
하나로 합쳐져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시정(市政)과 현정(县政)
을 통합하여 도시와 농촌 사이의 협동 발전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이러
한 상황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상대적으로 많이 출현했다. 예를
들어, 탕산시(唐山市)는 1983년 지시 합병을 실시하여 당산 지역 행정공
서를 취소하고, 기존의 당산시가 관할하던 현을 탕산시에 주어 관리하게
했다. 둘째는 지(地)를 취소하고 시를 설립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지역
을 취소하고, 지역이 주재하고 있었던 현급시를 지급시로 승급하여, 기존
의 지역에서 관할하던 여러 현을 영도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황강
시(黄冈市)가 바로 그렇다. 1995년, 황강 지역과 그 주재 지(地) 황저우시
(黄州市)를 취소하고, 황강시를 설립하고, 치소(治所)를 황저우에 두었고,
동시에 황저우시를 황저우구로 변경했다. 세 번째는 현을 시에 편입하는
것으로, 즉 해당 시가 기본에는 현을 관할하지 않지만, 도시 확장과 도시
와 농촌발전 통합의 수요로 인하여, 주변의 일부 현을 그 관할 범위 내에
편입하고 시관현(市管县) 체제를 설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한(武
汉), 창사(长沙) 등이 바로 이러한 유형이다(鲁敏 主编, 201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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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시급 정부의 권력과 기구
지시급 정부는 지급시 인대의 집행기관이며, 또한 지방의 행정기관이
다. 한편으로, 이는 본급(本级) 인대에서 선출하여, 본급 인대에 대해 책
임지고 그 영도와 감독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 이는 반드시 상급 정부의
영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중앙정부와 성급 정부의 관련 결정과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아래로 보면, 지급시 정부는 도시관리, 소속 각 구현의 각
종 업무를 관리하고, 도시와 농촌의 협동 발전을 통합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급시 정부는 중국의 수직 정부의 중간 마디에
있어, 위에는 중앙정부 및 성급 정부가 있고, 아래는 현급 정부와 향진
정부가 있다. 지급시 정부는 거시와 미시를 연결하고, 위와 아래를 연결
한다. 즉, 중앙과 성급 정부의 상대적으로 거시적인 정책 지령을 해당 구
역의 실제와 서로 결합하여, 구체적인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수행한다.
그리고 ‘위의 사정 파악(吃透上情)’과 ‘아래 사정 파악(摸准下情)’ 사이에
서 가장 적합한 연결점을 찾으려 한다.
구체적인 권력으로 보면, 지급시 정부와 성급 정부는 기본적으로 같으며,
단지 그 직권의 크고 작음과 포괄 범위의 축소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중
국의 지급시 정부는 여러 县市区를 관할하고 있고, 관할구역 인구는 몇
백만에서 천 몇 만까지 차이가 있어,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 모두 상대적
으로 엄청나다. 지급시의 권력은 대체로 다섯 가지 측면으로 귀납할 수
있는데, 즉 명령권(制令权), 행정영도권, 행정집행권, 행정감독권, 행정관
리권이다(鲁敏 主编, 2019: 90).
구성에서 볼 때, 지급시 정부는 시장, 부시장, 비서장, 국장, 위원회 주임
등을 포함하고 있고, 임기는 지방 인대와 일치하며, 임기는 5년이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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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 시장, 부시장은 본급 인대에서 선출하고, 정부 기타 구성인원
은, 시장이 지명하고, 본급 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급 정부의
기관설치는 성급 정부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鲁敏 主编, 2019: 90-91).

3) 현급 정부
현급 정부는 중국 역사 발전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하나의 정권 조직
이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이후 군현제를 실행했고, 그 이후 하나의
정부조직으로 존재했다. 비록,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만, 하나의
정부조직으로서의 현은 줄곧 존속했고, 항상 국가 권력구조 중에서 핵심
고리마디가 되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현대 중국에 있는 상당수의 현
은 그 당시의 현과 관할 지역상 큰 변화가 없다. 이렇듯 현급 정부는 그
역사가 유구하다(鲁敏 主编, 2019: 91).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차이는 무엇인가? 각각
무엇을 지칭하는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성급 정부, 지(시, 주, 맹) 정
부, 현(시)급 정부, 향(진)급 정부를 포함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앙
인민정부(즉, 국무원), 성급 정부, 지(시, 주, 맹) 정부, 현(시)급 정부를 포
함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구
를 설치한 시, 현, 자치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현, 시 관할 구의 인민정
부를 지칭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
부, 지급시, 자치주(맹) 인민정부를 포함한다. 현급 지방인민정부는 현
(기), 시 관할 구,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자치현(기)의 인민정부를 포함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급 정부 및 현급보다 더 높은 정부, 현급,
(지)시급, 성급 인민정부와 중앙인민정부를 지칭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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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성급(직할시, 자치구 포함), 지급시(자치주, 맹 포함)를 지칭한다.37)
현급 정부는 가장 완전한 기층정부이다. 기구설치, 권한과 책임 배치
나 직능설정을 불문하고 현급 정부는 최고위 중앙정부와 거의 완전히 대
응한다. 일부 소수 직능, 예를 들어 국방, 외교 등을 제외하면, 현급 정부
는 중앙정부와 기본적으로 동등한 직능을 갖고 있어, “참새가 비록 작아
도 오장육부는 다 갖추고 있다(麻雀虽小, 五脏俱全)”고 말할 수 있다. 현
급 정부에서 아래로 보면, 향진 정부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정부라
고 할 수 없고, 상당수의 직능과 기구설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현급 정부가 중국 권력구조 중의 기본 단위임을 결정하고, 완전한 거
버넌스 능력을 갖춘 기층정부라는 것이다(鲁敏 主编, 2019: 91).
현급 정부는 또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도시와 농촌의 협동 발전
을 통합하는 핵심적인 계층이고 핵심 부위이다. 중국의 농촌은 기본적으
로 현급 정부 관할 범위에 있어, 현급 정부직능의 상당부분은 농정(农政)
으로 농촌의 발전과 안정 문제와 관련된다. 중국처럼 역사상 농업 대국에
있어, 현정(县政)의 거버넌스는 천하의 안정과 관련되어 있다. 현대 중국
에서 현급 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협조와 발전을 통합함에 있어 아무도 대
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鲁敏 主编, 2019: 91).
중국의 현급 정부 표현 방식은 다양한데, 주로 현, 자치현, 기, 자치기,
현급시, 시할구(市辖区) 및 특구, 임구(林区) 정부 등이 있다. 그중에서
ⅰ) 현은 일반적으로 농업·농촌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정구역을
지칭한다. ⅱ) 자치현, 기, 자치기 등은 소수민족이 집거하는 지방 현급

37) 地方各级人民政府和县级以上人民政府有什么不同？各指什么？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
com/question/148401516.html?fr=iks&word=%B5%D8%B7%BD%B8%F7%BC%B6%C8%CB%C3%F1
%D5%FE%B8%AE%BA%CD%CF%D8%BC%B6%D2%D4%C9%CF&ie=gbk (검색일, 20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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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단위이다. ⅲ) 현급시는 상대적으로 큰 경제 규모와 도시 인구를 갖
고 있는 현급 정부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이 1980년대 이후, 일부
공업화와 도시화 발전이 상대적으로 빠른 현급 정부가 “현을 없애고 시
를 설치하는(撤县立市)” 방식을 통하여 설립한 것이다. ⅳ) 시할구는 도시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현급 행정조직을 지칭하며, 대도시와 발달지역의
시할구는 가도(街道)를 주로 관할한다. ⅴ) 특구는 공업채굴 기업이, 특히
집중된 현급 행정구역, 임구 정부는 임업생산을 주로 하는 현급 정부이
다. 2013년까지, 중국의 현급 행정구역 단위는 2,853개로, 그중 시할구
는 873개, 현급시는 368개, 현은 1,442개, 자치현은 117개, 기는 49개,
자치기는 3개, 특구는 1개, 임구는 1개이다38)(鲁敏 主编, 2019: 91).
법률적인 지위상, 현급 정부는 현급 인대의 집행기관이며, 동시에 국
가의 행정기관이다. 한편으로, 현급 정부는 현급 인대의 집행기관으로서
본급 인대에서 선출하여 본급 인대에 책임지며, 그 영도와 감독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 현급 정부는 지방의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상급 정부의 영
도와 감독을 직접 받아, 위의 각급 행정기관 결정명령을 직접적으로 실현
하는 자가 된다. 관할구역 내에서, 현급 정부는 향진 정부에 대한 영도업무,
가도 등 파출기구에 대한 지도업무를 맡고 있다(鲁敏 主编, 2019: 92).
「지방조직법」의 규정에 따르면, 현, 자치현, 구를 설치하지 않는 시,
시할구의 인민정부는 각각 현장, 부현장, 시장, 부시장, 구장, 부구장과
국장, 과장 등으로 구성 된다. 현급 정부는 기구설치에 있어 성, 시정부와
기본적으로 대응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의 직능기관, 판사기관, 직속

38) 中华人民共和国民政局. “民政部发布2013年社会服务发展统计公报”，Retrieved from http://www.mca.
gov.cn/article/sj/tjgb/201406/201406156561679.shtml (검색일, 2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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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와 파출기관 등을 설치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일반적으로 국(局), 판
(办), 위(委) 등이다. 예를 들어, 재정국(财政局), 공안국(公安局), 에너지
국(能源局), 개발판(开发办), 발전개혁위(发改委) 등이 된다. 이에 상응하
여, 일부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국장, 주임 등으로 불린다. 중
앙과 성, 시의 관련 기관과 비교하면, 현급 정부는 구체적인 집행에 더
치중한다. 법률지위, 업무내용과 상하급 관계의 시작에서 구분하면, 이들
부서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鲁敏 主编, 2019: 92).
첫째는 정무적이고 사무적인 관리기구로, 이런 유형의 기관이 대다수
를 차지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직능을 갖고, 상대적으로 강한 능
동성, 심사비준 권한 혹은 법집행 권력을 갖고 있어서 현급 정부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놓인다. 예를 들어, 발전개혁위, 교육국, 공안
국, 민정국, 인사국, 재정국, 국토자원국, 위생·출산계획위(卫计委), 건설
국, 교통국, 상무국 등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들 부서는 지위의 높고
낮음, 권력의 크고 작음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급별이 높아지지 않아도,
중요성이 낮고 권력과 통제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에서 더 중요하고
권력과 통제자원이 더 많은 국으로 전직하는 것은 간부가 중용을 받았다
는 의미이다. 이는 현급 정부 주요 영도자가 하급관원을 격려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鲁敏 主编, 2019: 92).
둘째는 현급 정부의 직속 판사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주로 현급 정부
에 종속되어 있고, 감독, 협조, 검사를 주요 업무로 하며, 현급 정부 영도
기관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기관은 주로 현 정부판(县政府办),
금용판(金融办), 법제판(法制办), 재무판(财贸办) 등을 포함한다. 이들 기
관의 관련 업무인원은 모두 현급 정부의 주요 영도 신변에서 근무하고,
영도의 주목과 중시를 받을 수 있어서 승진을 얻을 확률도 상대적으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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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鲁敏 主编, 2019: 92).
셋째는 기타 직속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주로 전문적으로 어떤 특정
업무에 종사하며, 현급 정부와의 연결된 밀접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예
를 들면, 기상국(气象局), 우체국 등인데, 현급 정부 중에서 이들은 ‘인기
가 없는(冷门)’ 부서들이다(鲁敏 主编, 2019: 92).
전반적으로 보면, 현급 정부는 중앙에서 성, 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현급 정부는 현대 중국의 각종
갈등과 문제에 직면한 압력구(压力区)에 놓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정
부담의 어려움, 서비스 인식의 결여, 집행 효율성의 저하, 협동 능력의 심
각한 부족 등이 있다. 이는 현급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긴급하고 엄
중한 업무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급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개혁해
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鲁敏 主编, 2019: 92-93).

4) 향진 정부(乡镇政府)
향진 정부는 중국의 가장 기층적인 정부로서 민중과 각종 사회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를 관리하고 서비스 등 각종 직능을 행사한다. 농촌
세비(税费) 개혁 이후, 비록 일부 연구자들은 향진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논쟁을 벌였다. 그렇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정치수요,
사회수요와 법률규정 등의 관점에서 향진은 여전히 일정한 현실적인 가
치가 있음을 인정한다. 향진을 개혁할 필요성이 충분하며, 직능을 제 위
치로 하고, 재정과 사권의 통일을 보장해야 한다. 점차 ‘정상적인 문책(正
向问责)’제도를 수립하여 향진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폐

지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陈盛伟·史建民, 2006; 鲁敏 主编,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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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에서 재인용).
‘향제(乡制)’는 서주(西周)에서 시작하여, 이미 3천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새로운 중국이 설립한 이후, 향진 정권의 변화는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ⅰ) 1949년에서 1958년 시기인데, 신중국이 수립 이후, 전국에
서 현, 구, 향 3급 인민대표회의를 실행했다. 이 시기 구(区)는 현재의 향
진에 상당하는데, 향은 구(区) 아래의 정권조직이다. 1954년의 「헌법」과
「지방조직법」은 처음으로 향진이 중국의 최 기층의 정권조직임을 명확히
규정했고, 촌 일급(村一级)은 정권체계에서 퇴출했다. 그리하여, 1957년
농촌에서 구를 취소하고 향을 병합하여, 구는 더 이상 현 이하의 정권조
직으로 존재하지 않고, 향진은 중국 최 기층의 정권조직이 되었다. ⅱ)
1958년부터 1982년 시기이다. 1958년 초 전국 농촌은 이미 기본적으로
인민공사화(公社化)를 실현했다. 인민공사는 정사합일(政社合一) 체제를
실행하여, 공사는 국가행정관리와 집단경제경영관리라는 이중직능을 겸
하여 갖고 있었다. 기존의 향진 당위는 공사 당위로 명칭을 바꾸었다. ⅲ)
1982년에서 지금까지의 ‘향정촌치(乡政村治)’ 시기이다. 1982년의 헌법
은 향, 민족향, 진에서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 설치를 규정하고, 농촌
에서 주거지에 따라 설립한 촌민위원회는 기층 군중성 자치조직이며, 이
후 향정촌치체제 모형을 확립했다. 향진은 다시 직능에 따른 정권조직이
되었고, 촌 일급은 촌민 선거를 통하여 촌민위원회를 선출하여 자치를 실
행했다(鲁敏 主编, 2019: 93).
가도(街道, sub-district)는 중국 행정구역의 하나이며, 행정구역 급별은
진(镇, town), 향(乡, township), 민족향(ethnic township), 소목(苏木)39),

39) 소목은 중국 행정구획의 하나이며 행정지위는 가도, 진, 향, 민족향, 민족소목, 구할구와 동일하다. 시할구,

제3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분석 ❙ 211

민족소목, 구할구와 동일하다. 가도의 상급은 현급 행정구이며, 하급은
주민위원회(居委会), 촌위원회(村委会)가 있다. 가도는 향급(乡级) 행정구
에 속하며, 시할구, 현급시, 현, 자치현, 기(旗) 관할 혹은 지급시가 직접
관할한다. 가도의 행정관리기구는 가도판사처이며, 이는 시할구, 현급시,
현, 자치현, 기 혹은 지급시 인민정부의 파출기관이다. 2019년 6월까지
8,414개의 가도가 있다.40)

표 3-6

향진기관

당위, 인대, 정부
3대 영도기관 및
그 판사기관

∙ 향진 정부의 핵심기관과 판사 부서임. 향진 당위 팀의 구성원, 정부 향진장과 부향진장, 향진 인대
주석 등 영도인원 이외에, 관련 기관이 설치됨
∙ 주로 향진 당정판공실, 산업판공실, 농업판공실, 민정사법판공실, 문교위생판교실, 계획출산판공실,
향진계획·건설판공실 등을 포함함

향진에 있는 현
정부 직능부서의
파출기관

∙ 예를 들어, 공상, 공안, 사법, 국토, 재정, 임업, 축목참(畜牧站) 등 기관으로 속어로 ‘칠참팔소(七站八所)’
로 부름
∙ 이들 기관 중 일부는 이미 완전한 수직관리를 실행하여, 인력과 물자(人财物)는 전혀 향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향진은 이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와 동원 권력이 없고, 일부는 향진 업무와 밀접히 결합
되어 향진의 영향을 받음

∙ 이들 현급 관련 부서 혹은 기관은 업무에서 출발하여, 일부 향진에서 파출기관을 설치하여, 여러 혹은
일정 지역의 업무를 책임짐
∙ 예를 들어, 법원이 일정 지역에 향진 법정을 설치하고, 세무 부서가 국세분국(国税分局), 지세분국(地
현 관련 부서 혹은
税分局), 신용사(信用社), 농업은행 업소, 우체국, 전력공급소(供电所: 전력회사의 파출기관으로 각 향과
기관의 비상설
진에 분포하며, 주로 선로유지 서비스, 송전․정전 서비스, 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수금 등 업무 수행) 등이
기구
향진에서 설치한 분소 기구 등임
∙ 이들은 기본적으로 향진 정부의 제약과 영향을 받지 않고, 단지 업무의 수요에 따라 향진 정부와 일정한
연결을 유지함
주: 鲁敏 主编(2019: 94)을 근거로 작성함

2014년 연말 기준 중국의 향진 수는 32,683개로 그중 향은 12,282개,

현급시, 현, 기, 자치기가 관할한다. 소목은 네이멍구 자치구에 독특하게 있는 향급 행정구이다. 소목 위에는
현급 행정구가 있으며, 아래로는 주민위원회, 촌위원회, 가차(嘎查, 몽고족의 행정촌으로 盟市 소속 旗의
행정편제 아래 설치됨), 농목위원회(牧委会: 네이멍구 자치구 정협 농목위원회는 2018년 네이멍구 자치구
기구개혁에서 새롭게 설치된 단위)가 있다. 중국에는 153개 소목이 있다. 苏木.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item/%E8%8B%8F%E6%9C%A8/3407576 (검색일, 2019.11.11).
40) 街道.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item/%E8%A1%97%E9%81%93/419541(검색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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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 20,401개이다. 급속한 도시화, 행정구역의 끊임없는 조절, 특히 최근
여러 지방에서 끊임없이 추진했던 ‘향을 폐지하고 진과 병합(撤乡并镇)’
함에 따라, 향진 수량은 전반적·상대적으로 큰 하락 폭을 보이고 있다.
2002년 향진 총수가 39,240개인 것과 비교하며, 최근 12년 중국에서 감
소한 향진 수는 6,547개로, 감소 폭은 16.7%이다(鲁敏 主编, 2019: 93).
향진 기관은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세 가지 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위
<표 3-6> 참조).
2004년 ‘중앙 1호 문건’은 전국에서 2005년 연말에 농업세 징수의 역
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했다. 농촌세비 개혁 이후, 향진 재정압박이 커져
서, 일부 향진은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다. 상당한 재정압박은 그 행위의
규범이 상당히 상실, 향진 존재의 합법성도 의문시되었다. 또한, 중국 전
체적인 시장화 개혁에 따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절 작용을 강
조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 되었다. 향진 정부 중에 장기적으
로 존재하는 ‘칠참팔소’와 농업 관련 기구는 시장운영의 거래비용을 상당
히 증가시켰고, 너무 높은 행정비용은 민간 기층(草根) 경제운영의 부담
으로 되었다. 게다가, 일부 계획경제가 남긴 직능, 예를 들어 양식과 돈을
재촉하며(催粮催款), 봄에는 종자 뿌리고 가을에는 파종하는(春种秋播),
동원식의 농전수리건설(农田水利建设) 등은 취소되었다. 결국, 향진은 점
차 직능이나 위상이 모호하고, 단지 현급 정부 ‘방화벽’ 기능을 충당하는
파출기관으로 전환되고 있다(鲁敏 主编, 2019: 94).
현 단계에서 향진기관 설치와 운영기제에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문제
가 있다. 예를 들어, 기관설치가 비과학적이고, 향진정권 기초가 약화되
고, 인재배치가 불합리하다. 결국, 향진기관이 인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의식이 약하고, 경비와 설비가 부족하여, 향진기관의 직능행사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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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 향진정권은 수천 년 기층정권의 역사적 계승을 하고, 현대 중국
사회 안정의 기초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 도시화율은 이제 55%를 초과했
는데, 농촌인구는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방대하고 소양에
차이가 있는 농촌인구를 상대함에 있어, 단지 한 현급 정부의 관리에 의
존하는 것은 역부족이다(鲁敏 主编, 2019: 94). 향진 정부는 업무가 많고
번잡하고, 방법이 세세하고, 내용이 번잡하여, 농촌사회 안정의 초석이며,
국가와 향촌 민간사회의 균형추(平衡器)이다(鲁敏 主编, 2019: 94-5).
향진은 그 존재 가치가 있지만, 현 단계에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
직능 차원에서 향진은 과학기술, 농업기술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법지원,
기층조절, 사회 안정을 모색하고, 공익사업과 기초시설 건설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촌민의 자치를 실현하고 농민인권 보장 등의 관리와 서비스
업무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식으로, 재정권과 사권을 합
리적으로 배치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향진의 능력을 높이고, 향진기
관을 통합하고, 업무방식을 개혁하여, 향진 정부의 정권 토대를 더 한층
강화하고, 인재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간부의 자질을 높이고, 기층 공
무원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鲁敏 主编, 2019: 95).

5) 특별행정구
(1) 특별행정구 관계41)
중앙인민정부와 특별행정구(Special Administration Region) 정부의
관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인민정부는 특별행정구에 대하여 통

41) 特别行政区与中央政府之间的关系是怎样的?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
156694498.html (검색일, 20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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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적으로 영도한다. 전국인대는 1990년과 1993년 각각 「중화인민공화
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
법」을 통과시켰다. 두 기본법의 제1조에서는 “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
화국 불가분의 일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제12조에서는 “특별행정구는 중
화인민공화국의 고도 자치권을 향유하는 지방행정구역으로, 중앙정부에
직속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 헌법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
이다. 즉, 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이며, 지방 일급 행정구
역이며, 특별행정구 정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급 지방정권이며, 중앙
인민정부에 직속되어 있다.
중앙인민정부와 특별행정구의 관계는 단일제 국가구조 형식 내의 중
앙과 지방 사이의 관계이며, 특별행정구는 고도 자치권을 향유하지만, 국
가주권을 향유하지는 않으며, 외교와 국방 측면의 권력은 없으며, 대륙과
서로 다른 제도를 실행할 수 있다. 사법은 독립적이고, 최종심은 베이징
에 가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신의 군대를 가질 수 있으나, 다만 대륙에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륙은 사람을 파견하여 주재하지 않고, 군대
뿐만 아니라, 행정인원도 파견하지 않는다. 특별행정구의 당, 정, 군 등
체계는 모두 스스로 관리한다. 중앙정부는 특별행정구에 할당을 남겨둔다.
특별행정구와 중앙정부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 첫째, 특별행정구에서
는 중국 내지와 서로 다른 정치와 경제제도를 실행한다. 중국 헌법과 특
별행정구 기본법에서 ‘일국양제’, 즉 통일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서, 대륙 주체 부분에서는 사회주의 제도를 실행하는 것을 견지하고, 네
가지 기본원칙을 견지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홍콩, 마카오, 대만은 역사
적으로 남겨져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행정
구를 설치하고, 상당한 시기에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경제 제도와 생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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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유지하고,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은 적용하지 않는다.
둘째, 특별행정구에서 행사하는 권력은 보통 지방기관과 민족자치 지
방의 자치기관과는 다르다. 특별행정구는 통일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방
행정구역이지만, 기타 일반 행정구역과는 다르다. 이는 고도 자치를 실행
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법권, 행정관리권, 독립된 사법권과 최종심
(终审权)을 향유한다. 특별행정구에서는 자체의 화폐를 통용하고, 재정이
독립하고, 수입은 전부 자신의 수요에 사용하고, 중앙인민정부에 상납하
지 않으며, 중앙인민정부는 특별행정구에서 징세하지 않는다.
셋째, 특별행정구의 사무는 현지인이 관리한다. 즉, 특별행정구의 정
권기관은 현지인으로 구성하고, 중앙인민정부는 간부를 파견하여 특별행
정구에서 공직을 임하지 않는다.
(2) 홍콩42)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제국 점령 기간을 제외하면, 홍콩은 1997년
홍콩 이양 직전까지 영국의 통치를 받았다. 홍콩은 특별행정구로 중국 대
륙과는 분리된 정치체계와 경제구조를 가진다.43)
홍콩은 18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홍콩 구의회는 각 행정구역을
대표하며 홍콩행정회에 공공시설의 공급,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문화홍보, 환경정책 등의 사안들을 권고할 수 있다.44) 구의회는 총 479석
으로 구성, 이 중 452석이 직접 선출된다. 이외에 외곽의 읍면 지역을 대
42) 홍콩. Retrieved from https://ko.wikipedia.org/wiki/%ED%99%8D%EC%BD%A9#cite_ref-121 (검색
일, 2019.10.9).
43) Retrieved from https://www.hklii.hk/eng/hk/legis/instrument/A301/declaration.html (검색일,
2019.10.9).
44) District Administration. Retrieved from https://www.gov.hk/en/about/abouthk/factsheets/docs/
district_admin.pdf (검색일, 201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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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 향사위원회(乡事委员会) 위원장들이 나머지 27석을 채우고 있다.
홍콩의 정치, 사법제도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중국공산당에 의해
직접 운영됨으로서 틀만 현행대로 유지되고 실제로는 중국 대륙과 비슷
하게 될 수도 있고,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인의 홍콩 통치)으로 말해지
는 자치권을 제대로 명시할 수도 있다. 물론, 이와 관련 없이 홍콩특별행
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성(省)급 단위로 1997년 이후, 중국공산당의
직할 영토이며 홍콩반환 협정문에도 홍콩특별행정구 설치에 대한 부분과
자치권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다. 만일, 2047년 이후, 중국공산당에서 직
접 홍콩 정부를 구성하면 간체자의 공용문자 추가라든가 공공기관에서의
관화(官花) 사용 정도가 변할 것이다(South China Morning Post,
2016.5.10. & 2015.3.23).
(3) 마카오45)
마카오는 1888년에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99년 12월 20
일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양되었다. 마카오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이다. 일국양제 때문에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으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고 있다.
입법기관은 입법회(立法会)이며, 직접 선거로 선출된 8명의 의원과 직
능 집단을 대표하는 8명의 임명의원 및 행정장관이 지명하는 7명의 의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회는 모든 분야에 걸친 법규 정립의 책임을 지
고 있다.

45) 마카오. Retrieved from 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C%B9%B4%EC%98%A4 (검색일,
2019.10.9).

제3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분석 ❙ 217

사법제도는 대체로 포르투갈 법에 근거하고 있다. 마카오에는 독자적인
사법제도도 있고 종심법원(终审法院, CFA)이라고 하는 대법원도 있다.
원관을 선출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행정장관이 원관을 지명한다.
한편, 홍콩과 마카오 주민들은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병역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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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인식분석
여기서는 중국 지방정부 및 지방공무원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을 소
개46)한다. 인식조사를 검토하는 이유는 중국 지방정부의 운영 효율성 수
준, 지방정부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 수준, 지방정부 경쟁 수준, 중앙의
지방통제에 관한 수준 등을 파악하여 중국 지방정부 운영의 현실을 직간
접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네 가지 인식조사로는 ⅰ) 중국 지방정부 효율성 및 만족
도 조사에 대한 인식 수준, ⅱ) 중국 지방공무원의 일반적인 능력에 대한
인식 수준, ⅲ) 중국 지방정부의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 수준, ⅳ) 중앙의
지방통제에 관한 인식 수준에 관한 내용이다.

1. 지방정부의 효율성 및 만족도 분석
지방정부의 효율성 수준을 검토하는 이유는 지방정부의 운영에서 나
타나는 다양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효율성이란 행정
자원의 투입에 대한 산출(재화와 서비스) 비율인데, 투입에 대한 능력과
행정서비스 만족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효율성은, 한편으로 정부 공공서비스, 정부 규모, 주
민 경제복지, 정무공개 등의 요인 및 그 지표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설계
하여 측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효율성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를 조사하는 것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정부 효율성은 정부직능 이행

46) 중국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1차 자료 수집이나 직접적인 연구 수행이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나 인식조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다 알다시피 상당한 제약을 갖고 있기 때
문에 본 연구는 중국학자가 수행한 설문조사를 소개하여 파악하는 접근을 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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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 효율성에 대한 인민의 인식으로, 정부 효율성에 대한 인민의 만족
도이다. 예를 들어, 아동취학, 교통과 이동, 주민 취업, 정부업무처리 등
모두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밀접히 관련된다(北京师范大学政府管理研究
院, 2016: 110).

중국 지방정부 효율성 수준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베이징사범대학 정부관리연구원이 혁신적으로 수행한 지방정부 효율성
만족도 조사47)를 소개한다. 중국 지방정부 효율성의 실제 문제를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바로 지방정부 효율성에 대한 공중의 만족도이며,
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수준 및 만족도, 정무공개 및 정부
정무효율성 만족도 등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고, 구체적인 분석은 아래와
같다.

47) 2016년 4월, 보고 연구팀은 지방정부 효율성 만족도 설문조사를 설계하고, 인민포럼(人民论坛) 설문조사
센터에 위탁하여 인터넷 조사 및 설문지 배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직업
별, 수입별, 학력별, 연령별 주민, 모두 2,169명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두 가
지인데, 첫째는 피조사자의 기본 상황이고, 둘째는 정부 효율성 만족도 문제이다. 그중에서, 전자는 피조사
자의 회사 성격, 나이, 문화 수준, 직업 특징, 경제발전 수준, 수입 수준 여섯 문제를 포함한다. 후자의 경우,
27가지 측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현지 노동과 취업 서비스 수준과 효율성, 현지 보장성 주택서비스
수준과 효율성, 현지 공공문화와 체육서비스 수준과 효율성, 현지 부양, 구제, 장애자, 사회복지 등 사회보
장 서비스 수준과 효율성, 현지 생산안전, 교통안전, 사회 거버넌스 등 공공안전 서비스 수준과 효율성, 현
지 정부 과학기술 혁신, 대중 창업 서비스 관련 수준과 효율성, 현지 생산, 생활 기초시설(예: 도로, 물 공급,
전기 공급, 우체와 통신, 버스 등) 서비스 수준과 효율성, 현지 정부 공직인원 업무 상황 및 효율성, 현지 정
부 공공재정지출 상황 및 효율성, 현지 정부 홈페이지 및 온라인 정무처리 상황 및 효율성, 현지 정부 부서운
영 상황 및 효율성, 현지 지역 경제 전환, 발전과 업그레이드에 대한 정부의 공헌과 효율성, 현지 민생개선,
수입증가에 대한 정부의 공헌 및 효율성, 현지 오염 거버넌스, 환경보호에 대한 정부의 공헌 및 효율성, 현
지 정부 사회 거버넌스 능력과 효율성, 현지 정부 도시개조, 이주 관련 능력과 효율성, 현지 정부 근무(勤政
为民) 상황과 효율성, 현지 정부 청렴 상황과 효율성, 현지 서비스형, 효율성형 정부건설의 상황과 효율성,
지방정부 정책의 집행 수준과 효율성, 지방정부 주요 영도의 정책결정 수준과 효율성, 지방정부 평가 투명
도, 지방정부 관료주의 해소 상황과 효율성, 지방정부 권한위임(简政放权), 정부직능 전환 추진 상황과 효
율성, 어떻게 더 한층 지방정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이다(北京师范大学政府管理研究院,
2016: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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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정부 효율성 및 만족도 전체 분석
北京师范大学政府管理研究院(2016: 113)에서 보면, 첫째,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지방정부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보장, 의료위생 등 기본 공공서비스 효
율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 공공서비
스 효율성 관련 만족도 27개 항목 설문조사 중에서, 단지 “현지 중등교육
서비스 수준 및 효율성, 현지생산, 생활 기초시설 서비스 수준과 효율성,
현지 서비스형, 효율형 정부건설의 상황과 효율성” 네 가지 만족도 평가
에서 60%에 이른다. 그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공공안전 서비스
수준과 효율성으로 65%에 달했지만, 전체 만족도는 매우 낮아서 14%에
가깝다. 따라서 지방정부 효율성 및 만족도를 높이는 임무는 막중하고,
중요한 현실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피조사자들이 지방정부에서 관
료주의를 해소하는 효율성, 보장성 주택서비스 효율성, 청렴정부 건설 효
율성, 정부 부서 운영 효율성, 공직인원 업무 효율성, 민생개선 효율성 등
여섯 가지 측면에 대하여 극히 불만족하고, 불만족률이 62~72%에 이른
다. 셋째,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섯 가지 업무를 잘하면 지방정부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정부 정무유기 문제를 엄격히
다스리고, 민생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주민 수입과 소비 수준을 높인
다. 또한, 정무 정보화를 추진하고, 정무공개와 투명을 추진하고, 정부의
법에 따른 행정과 정책 집행력을 높이고, 정부 공직인원 및 정부소비 규
모를 통제하고, 정부행정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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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공공서비스 효율성 만족도 분석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수준 및 효율성 만족도 조사통계 상황을 <그림
3-11>에서 볼 수 있다.

그림 3-11

지방 공공서비스 수준 및 효율성 만족도
20.71

기초시설 서비스 수준 및 효율

23.35

공공 안전 서비스 수준 및 효율
사회 보장 서비스 수준 및 효율

6.02

노 동 취 업 보 장 서 비스 수 준 및 효 율

6.58

교 육 서 비스 수 준 및 효 율 (중 등 교 육 서 비 스)
교 육 서 비스 수 준 및 효 율 (초 등 교 육 서 비 스)

32.93

16.07

거주 보장 서비스 수준 및 효율

36.69

42.52

11.38

공 공 문 화 체 육 서 비스 수 준 및 효 율

의료 위생 서비스 수준 및 효율

42.6

34.13
55.69

33.93

50

28.92

65.06
44.01

9.47

49.41

33.14

11.91

57.39
48.21

16.67

41.07

매우 만족

보통

39.88
42.26

불만족

주: 北京师范大学政府管理研究院(2016: 113)을 근거로 작성함

중국 지방정부의 기초교육, 의료, 사회보장,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만족도 여부는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北京师
范大学政府管理研究院, 2016: 113-4).

우선, 교육서비스 수준 및 효율성 측면은 초등과 중등 교육서비스 수
준 및 효율성에 대한 공중의 만족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 중 많은 피조사
자들은 현지 초등 교육서비스 수준과 효율성에 상대적으로 만족하고(만
족과 보통 만족을 포함), 전체적으로 현지 기본 교육서비스에 기본적으로
만족한다.
다음으로, 중국 의료위생 서비스 수준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지방정부 효율성 향상을 막는 주요 측면이다. 예를 들어, 단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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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 되는 피조사자들만 현지 의료위생 서비스 수분과 효율성에 기본적
으로 만족하고, 50% 이상의 피조사자들은 이에 대해 불만족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피조사자들의 현지 노동취업 보장서비스 수준과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단지 약 7%가 되는 피조사자들만 만족
하고, 약 50%의 피조사자는 이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있다. 오직 6%인 피
조사자만이 현지 보장성 주택서비스 수준과 효율성에 만족하고 있고, 약
65%가 되는 피조사자들은 이에 불만족하고 있다.

3) 정무공개 및 정부 업무효율성 만족도 분석
중국의 지방정부 정무공개 및 정부 업무효율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2

지방정부 정무공개 및 업무처리 효율성과 만족도 조사

서비스형 정부 건설 수준 및 효율
민생 개선 및 효율
지역경제 변화 수준 및 효율
환경 보호 수준과 효율
사회 거버넌스 능력 및 효율
공공재정 지출 효율
도시재건 능력 및 효율
정무 간소화의 수준과 효율
직무 성실성 정도와 효율
관료주의 폐지 수준 및 효율
청렴정치 수준 및 효율
정부부처 운영 및 효율
정책 집행과정 공개 및 효율
정책 결정 공개와 효율
정부 투명도 및 효율
정무 공개 및 온라인 업무 처리 효율

0%

10%

20%

30%

40%

만족

보통

불만족

50%

60%

70%

80%

90%

100%

주: 北京师范大学政府管理研究院(2016: 114)을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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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에서 보듯, 우선 중국 지방정부 정무공개 및 정부 업무효
율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예를 들면, 응답자 52% 이상은 정무공개 및 온
라인 업무효율성에 대해 불만족을, 70%는 정부 투명도와 효율성에 불만
족을, 63%는 정부부서 운영과 효율성에 불만족을, 72%는 관료주의 해소
상황과 효율성에 불만족을, 62%는 민생개선 및 효율성에 불만족을 나타
냈다. 다음으로, 중국 지방정부는 정책결정과 효율성, 공공재정 지출 효
율성, 사회 거버넌스 능력과 효율성 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50~75%의 피조사자가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공개와 효율성, 도시재개발 능력과 효율성, 환
경보호 강도와 효율성, 서비스형 정부건설 상황과 효율성 등 측면에서 공
중은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만족과 보통 만족을 포함). 그 만족도는
각각 50.91%, 48.22%, 40.72%, 61.59%이다. 정부 투명도와 효율성, 관
료주의 해소 상황과 효율성 등에서 공중이 특히 불만족하는데, 그 불만족 비
율이 각각 70.66%, 72.46%에 이른다(北京师范大学政府管理研究院,
2016: 114-5).

4) 설문조사 결과
본 관련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세 가지를 파악할 수 있다(北京师范大
学政府管理研究院, 2016: 135). 첫째, 설문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지방

정부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고, 특히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보장, 의료위생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
으로 낮다. 따라서 지방정부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임무가 막중하고,
중요한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둘째, 공중은 정부에서 관료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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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는 효율성, 보장성 주택서비스 효율성, 청렴정부 건설 효율성, 정
부 부서운영 효율성, 공직인원 업무 효율성, 민생개선 효율성 등 여섯 가
지 측면에 대해 극히 불만족하고 있다. 셋째, 다섯 가지 업무를 잘하면
지방정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정부 정무유기 문제를 엄격히 다스리
고, 민생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주민 수입과 소비 수준을 높이고, 정무
정보화를 추진한다. 정무공개와 투명을 추진하고, 정부의 법에 따른 행정
과 정책집행력을 높이고, 정부 공직인원 및 정부소비 규모를 통제하고,
정부 행정비용을 압축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지방정부 효율성은 만족스럽지 못하며, 효율성
상황도 불투명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피조사자들의 지방정
부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고, 대다수는 ‘보통’을 선택했다. 조사
통계분석에서 보면, 피조사자들의 현지 공공안전 서비스 수준과 효율성
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 23%에 이르고, 정부 공개투명도, 민생개선,
정부 부서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아 5%도 안 된다. 동시에, 인
민은 정부에서 관료주의 해소 및 효율성에 대하여 불만족도가 매우 높아
72.46%에 이른다(北京师范大学政府管理研究院, 2016: 115).

2. 중국 지방공무원의 일반적인 능력에 관한 인식48)
중국 지방공무원들의 능력 수준에 대한 기준과 그 체계를 적용한 후,
H성 지방공무원들의 능력이 어떠한지, 또한 그들을 업무에 알맞게 배치
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능력 테스트를 거친 지방공무원들의 경우 능력개
발 상황 및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48) 张广科(2017: 104-146)를 근거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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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방공무원의 능력 형태(어떤 능력이 있고, 능력의 수준이 어떠
한지)에 대한 평가는 지방공무원 인적자원관리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서
술이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직무적합성’ 평가로 지방공무원들의 능력
체계를 살펴보면, 특히, 성 정부 직속기관과 시와 현 공무원들의 일반적
인 능력 수준과 그 기준 및 표본 지역 공무원들의 능력의 형태와 그 상황
을 분석한다(张广科, 2017: 104).
둘째,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의 양상(능력이 얼마나 발휘되는지, 그
효과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서술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이
를 대체하고자 직접적인 지표(본인의 직책에서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발
휘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본인의 업무 난이도에 대한 자신의 평
가)와 간접적인 지표(주당 효율적인 업무시간, 주말에 능동적·추가적으로
근무하는 시간 등)를 포함한다. 상술한 지표를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적극성과 능력 발휘 수준을 일정부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张广科,
2017: 104).
H성 성 정부 직속기관의 과(科)와 그 이하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의 능
력 형태(직무적합성 조사)를 분석하며, ‘직무적합성’ 조사의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张广科, 2017: 104).

1) H성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의 직무적합성 조사설계49)
49) ‘직무적합성’ 조사의 주요 지표는 성 정부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두 단계로 구성된 12개 능력의 범위와
능력 기준이다. 여기서는 ‘H성 성 직속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능력 조사를 위한 문제’를 활용하였으며, 시험
에 응시한 공무원들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문제를 풀었다. 총 41개 문제는 ‘직무적합성’을 조사하고자 표준
능력체계를 따르며,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성 정부기관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들의 능력을 분석하고
자 추리판단 능력, 이해 능력, 의법행정 능력, 규범 및 자아인지 능력, 수리 능력, 일반분석 능력과 언어표현
및 작문 능력 등을 조사하였다. 추리판단 능력과 이해 능력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과학발전에 대한 가
치관, 직책에 따른 공무원의 능력, ‘1+8 도시권(都市圈)’, 조화로운 사회 등의 정책 및 이념 발전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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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조사의 지표는 H성 지방공무원들의 능력 기준(성 정부기관 공무
원 직책에 따른 능력 기준 포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능력조사는 H성 공
무원들의 일반적인 능력에 근거한다. H성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능력의
변화와 그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표 3-7>에서 확인할 수 있다(张广科,
2017: 105).

표 3-7

H성 공무원의 능력 범위 및 직무적합성 조사간 상관관계
H성 성 정부기관 공무원 일반적 능력의 범위

정치
판단력

단체
관리
능력

위기대처
능력과
선견지명

관리
및
혁신
능력

자문
및
기획
능력

직무
적합성 ① 이해 능력 , ② 추리분석 능력, ③ 의법행정 능력
조사

지도력 기획력

판단 능력

정책
결정
능력

전문
지식
능력

공공
서비스
능력

청렴
정치
능력

조사
연구
능력

④
규범 및
자아인지
능력
서비스
가치관
능력

학습
능력

⑤
일반
분석
능력
판단
능력

학습
능력

귀납
추리
능력

표현 능력

⑥
추리
판단
능력

⑦
언어표현
및
작문 능력

교제 능력,
소통 능력

H성, 시, 현, 향 공무원 일반적인 능력의 범위
출처: 张广科(2017: 106)

‘직무적합성’ 조사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 표본추출의 원칙을 따랐으
며, 조사는 H성 성 정부기관의 각급 관리부서 및 공무원관리참조(参照公
务员管理)의 각 기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비례로 추출하여 총 291개의

표본을 뽑았다. 각 기구의 모든 직책을 포함하였고, 그중 일반직원 85명,
부(副)과급 77명, 정(正)과급 119명이다(张广科, 2017: 105-6).50)

해, 의법행정 능력, 규범과 자아인지 능력 등이다. 이는 법률상식, 자아인지도, 규범준수 능력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반영한다(张广科, 2017: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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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성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의 ‘직무적합성’ 조사분석
‘직무적합성’ 조사결과51)를 살펴보면, 불합격한 사람(60명) 중에는 일
반직원(17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4구간(80~90점)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는 정과급의 표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과급의 표본은 주로
제3구간에 많았다. 만약, 향후 능력이 개선되어야 할 집단에 대해 따져본
다면, 불합격한 공무원들을 각각 한명씩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중 불합
격한 일반직원들의 수는 41.18%이다. 설령, 일반직원들의 업무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며, 적응 시기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불
합격자 수의 비율은 공무원국과 각 관리부서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은 <그림 3-13>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张广科, 2017: 107).

50) ‘인력배치도’ 조사를 위한 291개 표본인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들의 표본에서 최종적으로 총 288명이 조사에
참가했으나, 조사과정에서 4명은 응하지 않았다. 조사가 끝난 후, 연구팀은 응답지에 빈 칸이 많은 시험지를
골라냈으며, 이로 인해 3부의 시험지가 제외되었다. 즉, 최종적으로 유효한 표본 수는 281부이다. 유효한
데이터를 얻은 비율은 약 98%로 조사 및 조사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본 연구의 목표
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직무적합성’ 조사가 끝난 후, 데이터에 근거하여 조사 데이터의 질과 신뢰도 및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학술적 규범의 요구사항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张广科, 2017: 106).
51) 최종적으로 유효한 표본으로 확인된 281개의 시험지 중 공무원들의 시험점수 분포 구간은 41~90점이다.
관례에 따라, 연구팀은 60점을 합격 또는 중간 값으로 설정하여, 응시자들의 점수 분포를 나누었다. 즉, 제1
구간은 59점 이하, 제2구간은 60~69점, 제3구간은 70~79점, 제4구간은 80~90점이다. 조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제1구간인 59점 이하의 표본 공무원들은 총 17명이며, 제2구간인 60~69점의 표본 공무원 수는
74명, 제3구간은 70~79점의 표본 공무원은 144명이며, 제4구간인 80~90점에 해당하는 표본 공무원 수는
46명이다. 사람 수의 분포로만 보면, 제3구간이 56%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2구간의 사람들은 26%를
차지했다. 우수하거나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의 수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전반적으로 정규분포에 부합하였
다(张广科, 2017: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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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각 직급별 공무원들의 점수 분포도

그림 2. 각 직급별 공무원들의 점수 분포도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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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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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9점 이하 60-69점

70-79점

80-90점 59점 이하 60-69점

일반 직원

70-79점

부과급

80-90점 59점 이하 60-69점

70-79점

80-90점

과급

출처: 张广科(2017: 108)

3) H성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 ‘직무적합성’ 조사지표에 대한 구조적 분석
최종적으로 산출한 각 능력별 점수 및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52)

(1) 지표 및 지표 간 비교
언어표현과 작문 능력이 가장 뛰어나며, 자아인지와 규범준수 능력이
가장 취약하다. 즉, 조사결과에서 과급 및 그 이하의 표본 공무원들의 경
우, 언어표현과 작문 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0.883점).
반면, 자아인지도와 규범준수 점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0.457점). 점수
가 비교적 낮은 항목으로는 의법행정 능력(0.531점)과 판단추리 능력
(0.636점)이다. 이는 시험을 본 7개 항목에서 표본 지역의 과급 및 그 이

52) 조사지표에는 각 능력별로 상이한 가중치가 존재하며, 이는 조사측정 점수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감안하여 연구팀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값을 구했으며(표본 공무원들의 각 항목별 점수/ 총 인원수 * 능
력 지표별 점수), 이는 각 값들의 점수와 각 항목별 지표의 평균 수치를 계산한 것이다(张广科, 2017: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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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공무원들의 언어표현과 작문 능력이 가장 뛰어나지만 반대로 자아인
지와 규범준수 능력은 가장 취약한 것을 보여준다. 표본 공무원들의 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분포 현황은 <그림 3-14>에서 확인할 수 있다(张广科,
2017: 108).

그림 3-14

각 능력별 점수

1

0.8

0.747

0.706

0.7

시험 점수

0.883

0.862

0.9

0.6

0.636
0.531

0.5

0.457

0.4
0.3
0.2
0.1
0

출처: 张广科(2017: 109)

(2) 지표 간 비교
의법행정 능력, 자아인지 및 규범준수 능력을 주시해야 한다. 능력의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것으로 과급 및 그 이하의 공무원들이 받은 점수와
표준점수와의 비교가 쉽지 않다. 연구팀은 ‘백분위’ 계산방식을 차용하였
으며, 전체 표본 공무원들의 점수 분포의 60분위를 각 과목당 표준점수로
정했다. 이는 <그림 3-15>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张广科, 2017: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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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각 능력별 점수 및 표준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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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능력

의법행정능력 판단추리능력 수리분석능력

자아인지와

일반분석능력

기획능력
평균점수

언어표현 및
작문능력

표준점수

출처: 张广科(2017: 109)

<그림 3-15>에서 보듯 표본 공무원 중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의 의법
행정 능력과 자아인지 및 규범준수 능력 항목의 점수는 표준점수보다 낮
다(张广科, 2017: 110).
표본 공무원들의 의법행정 능력과 자아인지도 및 규범준수 능력 저하
의 정도를 조금 더 면밀히 측정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에서 능력
표준(60분위의 점수)의 인원수와 그 비율을 분석했다(<그림 3-16>)(张广
科, 2017: 110).

그림 3-16

표준 점수 이하를 받은 인원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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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张广科(2017: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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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점수보다 낮은 항목(자율 능력: 자아인지도와 규범준수 능력 조사)
의 비율은 81% 이상으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의법행정 능력의 경우
표준점수보다 낮은 인원의 비율이 69%로 두 번째 순위다. 이는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들의 의법행정 능력과 자아인지도 및 규범준수 능력 두 가
지 항목에서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수와 비율이 높으며, 그 심각성 또
한 높음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张广科, 2017: 110).

(3) ‘직무적합성’ 조사 각 항목의 능력 간 관계에 대한 분석
지방공무원의 능력에 대한 범위를 연구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각각의 능력의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며, 각 지표가 서로 중첩되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각 항목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H성 공무원들의 능력
에 대한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피했다.
그럼에도 항목간의 연관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또
한 공무원들이 지닌 능력 고유의 복잡성과 특수함 때문이기도 하다(张广
科, 2017: 110).

회귀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성 정부 기관과 시, 현, 향 공무원
들의 능력 간에는 일정 부분 이상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예를 들
면, 의법행정 능력과 자아인지 및 규범준수는 정(正)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으며, 판단추리 능력, 수리분석 능력과 ‘자아인지 및 규범준수 능력’ 간
의 관계 역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张广科, 20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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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적합성’ 조사에서의 중요 항목 분석
H성 성 정부기관 과급 공무원들의 조사점수를 보면, 자아인지 및 규범
준수 능력, 판단추리 능력, 의법행정 능력 등 세 항목이 중요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세 항목들을 중심으로 상이한 직급 간의 점수를 통해 의법행
정 능력의 경우, 정과급 직원들의 점수가 가장 낮으며, 부과급 직원들의
점수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인지와 규범준수 능력은 정과
급 직원들의 점수가 가장 낮은 반면, 일반직원들의 점수가 가장 높다. 판
단추리 능력의 경우, 일반직원들의 점수가 타 직급 직원들보다 점수가 높
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은 <표 3-8>에서 확인할 수 있다(张广科,
2017: 111).

표 3-8

표본 공무원들의 직급별 능력 분석
(단위: 점수)
점수

의법행정 능력

자아인지 및
규범준수 능력

판단추리 능력

일반직원

0.527

0.470

0.689

부과급

0.567

0.463

0.603

정과급

0.498

0.433

0.503

직무

출처: 张广科(2017: 111)

<표 3-8>에서 보듯, 일반직원들과 정과급 직원들의 의법행정 능력, 부
과급과 정과급 직원들의 자아인지 및 규범준수 능력, 그리고 부과급과 정
과급 직원들의 판단추리 능력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张广科,
201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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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성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 ‘직무적합성’의 차이
① 각 직급 공무원 능력별 특징
앞서 과급 및 그 이하 동일한 직급에 있는 직원들의 상이한 능력을 분
석했으며, 이는 표본 지역의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들이 지닌 능력을 파
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선 상이한 직급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능력을 분석할 수 있다(<그림 3-17>).53)

그림 3-17

표본 공무원의 직급별 능력

그림 6. 표본 공무원의 직급별 능력

(점수)
1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이해 능력

의법 행정능력 판단 추리 능력 수리 분석 능력

일반 직원

부과급

자아인지 및
기획 능력

일반 분석 능력

언어 표현 및
작문 능력

정과급

출처: 张广科(2017: 112)

② 일반직원의 직무적합성 분석
표본 공무원들 중 일반직원의 자아인지와 규범준수 능력, 의법행정 능

53) 지표의 처리 방식은 앞에서의 방식과 동일하며 가중평균법 또한 활용한 것이다. 즉, 조사에 응한 모든 참가
자들의 점수와 각 항목별 배점의 평균수치(모든 표본 공무원들의 각 항목별 점수의 총합 / 총 인원수 * 각 항
목 능력별 배점)를 계산한 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결과에 근거하여 공무원들의 능력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한 것이다(张广科, 201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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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점수는 낮지만 다른 직급의 점수보다는 높다. 또한, 언어표현 및 작문
능력의 점수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다른 직급의 직원들보다 현저히 낮다.
따라서 향후 일반직원들의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함에 있어 언어표
현 및 작문 능력, 의법행정 능력 등의 항목들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3-18>)(张广科, 2017: 112).

그림 3-18

표본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들의 각 능력별 점수
그림 7. 일반 공무원들의 각 능력별 점수

점수
0.900
0.850
0.800
0.750
0.700
0.650
0.600
0.550
0.500
0.450
0.400
이해 능력

의법 행정 능력 판단 추리 능력 수리 분석 능력

출처: 张广科(2017: 113)

자아인지 및
기획 능력

일반 분석 능력

언어 표현 및
작문 능력

일반직원들의 언어표현 능력과 작문 능력, 의법행정 능력이 비교적 낮
은 이유는 일반 직원들의 대부분이 주로 젊은 사람들이거나 또는 업무 경
험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서류작성 및 단체협동 등의 측면에
서 요구되는 소통 능력이나 대처 능력 등의 결여 역시 경험 부족 때문일
것이다(张广科, 2017: 113).
③ 부과급 공무원의 직무적합성 분석
부과급 직원들은 자아인지와 규범준수 능력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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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러나 이는 정과급 직원들의 점수보다는 높다. 의법행정 능력에서
도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 역시 일반직원들과 정과급 직원들의
점수보다는 조금 더 높다. 판단추리 능력의 경우 점수는 낮지 않지만, 일
반직원과 정과급 직원들의 점수보다는 확연히 낮다(<그림 3-19>).

그림 3-19

표본 공무원 중 부과급 공무원들의 각 능력별 점수
그림 8. 부과급 공무원들의 각 능력별점수

점수
0.900
0.850
0.800
0.750
0.700
0.650
0.600
0.550
0.500
0.450
0.400
이해 능력

의법 행정 능력 판단 추리 능력 수리 분석 능력

자아인지 및
기획 능력

일반 분석 능력 언어 표현 및
작문 능력

출처: 张广科(2017: 113)

④ 정과급 공무원의 직무적합성 분석
<그림 3-20>에서 보듯, 정과급 직원들의 자아인지와 규범준수 능력
점수가 가장 낮으며, 의법행정 능력 점수, 역시 높지 않다. 그 중 가장 주
목할 점은 정과급 직원들의 의법행정 능력과 자아인지 및 규범준수 능력
부분의 점수가 부과급 직원 및 일반 직원들보다 낮다는 것이다(张广科,
201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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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표본 공무원 중 정과급 공무원들의 각 능력별 점수

0.900
0.850
0.800
0.750
0.700
0.650
0.600
0.550
0.500
0.450
0.400
이해 능력

의법 행정

판단 추리

수리 분석

자아인지 및

능력

능력

능력

기획 능력

일반 분석 언어 표현 및
능력

작문 능력

출처: 张广科(2017: 113)

평가시험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정과급 직원들이 자아인지와 규범 준
수능력 및 의법행정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정과급 직원들을 대상
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위의 두 항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⑤ 처급 공무원의 직무능력 평가 분석
처급54) 공무원들은 정책 수준과 학습 능력, 사고연구 능력, 관리 능력,
판단분석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 5가지 항목의 평균점수를 구했다. 처급
공무원들은 관리 능력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정책 수준과
학습 능력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그림 3-21>)(张广科, 2017:
121).
54)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들은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능력평가를 진행한 것과 달리 처급 공무원들의 경우,
그들의 능력 기준과 직위에 따른 업무방식, 업무능력에 필요한 요소, 업무성과 등 그들 업무의 특수성을 감
안하여 ‘H성 성 정부 기관 처급 공무원 능력 측정 시험지’를 만들었다. ‘H성 성 정부 기관 처급 공무원 능력
측정 시험지’는 용어 분석, 논술 및 사례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급 공무원들의 정책 수준 및 학습
능력, 사고 연구 능력, 분석 및 문제 해결 능력, 관리 능력 등의 5가지 항목에 중점을 두었다(张广科, 2017: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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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처급 공무원의 직무능력별 평가 분석
그림 10. 처급 공무원들의 각 항목별 평균 점수

점수
1

0.9
0.779

0.8
0.7

0.806
0.714

0.696

판단 분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0.613

0.6
0.5
0.4
정책 수준과 학습
능력

사고 연구 능력

관리 능력

출처: 张广科(2017: 121)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들의 점수 및 분포도와 비교하면, 처급 공무원
들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갖췄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张广科, 2017: 117).
⑥ 부처급 공무원의 직무능력 평가 분석
처급 공무원 내 우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처급 공무
원의 비율(28.3%)이 정처급 공무원 비율(19%)보다 높다. 이는 정처급 공
무원들의 능력이 부처급 공무원들보다 뛰어나다는 통념에서 벗어난 것으
로 중국 지방공무원들이 실무에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실
무에서 처급 공무원들이 실장 및 시장직(正職)이 되면, 그들은 주로 거시
측면의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실질적
인 업무는 주로 부(副)처급 공무원들이 맡는다. 또한, 처급 공무원들은 승
진할 기회가 없다고 여기다보니 업무 적극성과 업무 능력의 측면에서도
능력의 저하 또는 뒤처지는 양상을 보인다(张广科, 2017: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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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부처급 공무원의 직무능력별 평가 분석

점수
1

0.9
0.785

0.8

0.8
0.739

0.726

판단 분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0.7
0.629
0.6
0.5
0.4
정책 수준과 학습 능력

사고 연구 능력

관리 능력

출처: 张广科(2017: 123)

부(副)처급 공무원의 경우, 관리 능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정책 수준과 학습 능력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등 처급 공무원과 유
사한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처급 간부들의 관리 능력은 부처
급 공무원들보다 높았으나, 나머지 4개 항목의 점수는 부처급 공무원보
다 낮다(<그림 3-22>)(张广科, 2017: 122).
⑦ 조사연구원의 직무능력 평가 분석
조사연구원55)은 관리 능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정책 수준
과 학습 능력 등의 3가지 항목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그림
3-23>).

55) 조사연구원이란, 국가 행정기관에서 일정 연령이 초과하여 일선에서 물러난 간부 중의 한 직책을 가리키며,
처장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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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조사연구원의 직무능력별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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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능력

판단 분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출처: 张广科(2017: 124)

조사연구원은 3가지 항목인 정책 수준과 학습 능력, 사고연구 능력,
문제해결 능력에서 표준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향후 능력 개발에
있어 위의 3가지 영역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张广科, 2017: 124).
⑧ 부조사연구원의 직무능력 평가 분석
부조사연구원들의 평가 결과 중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관리 능력이
며, 가장 낮은 것은 정책 수준과 학습 능력이다.

그림 3-24

부조사연구원의 직무능력별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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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张广科(2017: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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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분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부조사연구원 점수에서 표준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 중 가장
높은 것은 판단분석 능력이다. 반면, 정책 수준과 학습 능력은 표준점수
보다 낮다. 후자는 부조사연구원들이 향후 능력을 개발함에 있어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다(<그림 3-24>)(张广科, 2017: 125).

4) 소결
표본 공무원 중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의 의법행정 능력과 자아인지
와 규범준수 능력이 표준점수보다 낮았다. 각급 공무원들의 의법행정 능
력, 판단추리 능력, 자아인지와 규범준수 능력, 언어표현과 작문 능력을
살펴보면, 각 능력별로 차이를 보인다(张广科, 2017: 129).
구체적으로 보면, 정과급 직원들은 의법행정 능력과 자아인지와 규범
준수 능력은 다른 직급의 직원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언어표
현과 작문 능력은 일반직원들보다 뛰어나다. 부과급 직원의 경우, 판단추
리 능력의 점수가 다른 직급에 있는 직원들보다 낮지만, 의법행정 능력
및 언어표현과 작문 능력에서는 다른 직급의 직원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
았다. 일반직원들은 판단추리 능력 및 자아인지와 규범준수 능력에서 비
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张广科, 2017: 129).
과급 및 그 이하 간부의 점수 분포도와 비교해보면, 처급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평가점수와 능력이 더욱 뛰어났다. 그중 처급 공무원의 제1구
간, 제3구간의 인원수와 비율은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보다 적다. 그러
나 제2구간과 제4구간의 비율은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보다 훨씬 높으
며, 특히 제4구간의 경우, 21% 이상이다. 이는 H성 처급 공무원들의 능
력이 비교적 뛰어나며, 직책에 따른 능력도 고루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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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张广科, 2017: 130).
판단분석 능력은 모든 처급 공무원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
며, 특히 부처급 공무원들은 이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제
해결 능력은 모든 처급 공무원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조사
연구원들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张广科, 2017: 130).
부(副)처급 공무원의 능력 평가 점수는 정(正)처급 공무원과 정(正)부
(副)처급 조사연구원(调硏员)보다 높다. 이처럼 지도자 직무에 있는 공무
원의 전반적인 평가시험 점수는 비지도자 직무에 있는 공무원의 점수보
다 높으며, 부처급 공무원과 정처급 공무원의 점수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연구원의 업무 능력 향상과 관련하여 각급 부서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张广科, 2017: 117-8).

3. 중국 지방정부 간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간의 고속 성장을 이어온 중국 경제에서 지방정
부의 역할과 기여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보면, 경제성장 과정에
서 중국 지방정부의 경쟁은 그만큼 치열한 상황이라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직면한 경쟁에 대한 경쟁 수준, 경쟁의
원인, 경쟁의 득과 실, 경쟁의 규범화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
기로 한다.

1) 온라인 설문조사56)

56) ‘런민룬탄(人民论坛)’은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경쟁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는 총
4,931명이다. 설문조사 실시 방식은 온라인 설문조사와 런민룬탄 홈페이지, 런민왕(人民网) 및 신랑왕(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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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정부 경쟁 수준
오늘날 지방정부의 경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
면 72%가 경쟁이 치열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중국 지방정부에는 경쟁이
치열하며, 그 정도 역시 강하다는 것이다.

그림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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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曾偉(2015: 157)를 근거로 작성함

(2) 지방정부 급 간 경쟁 정도
지방정부 급에 따라 경쟁의 정도가 차이가 났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급은 현(시)급(52%)이며, 이어서 지시급(30%), 그리고 성급(12%)과 향진
급(6%) 순으로 나타났다.

浪网)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했다.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설문조사에 응한 누리꾼은 총 4,829
명이었다. 또한, 관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국가행정학원과 중공중앙당교 간부조사의 학생
102명이 참여했다(曾伟, 2015: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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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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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曾偉(2015: 158)를 근거로 작성함

각급 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감 또는 경쟁 관계는 수직적·수평적
경쟁을 포함한다. 중국의 중앙 집권체제에서 수직적 경쟁은 여러 조건이
상이하여 대개 경쟁의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수평적 경쟁은 동일한
등급 간의 경쟁인 만큼 권력, 책임, 이익 및 자원 등이 모두 비슷한 상황
이다 보니 경쟁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항에서 경제발
전은 주된 경쟁 요소로 작용하며,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 경쟁을 벌인다.
지역경제의 기본 단위인 현은 이에 상응하는 현시급 정부와 항상 지역 경
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화 개혁과 함께 경제발전에 대한 경
쟁이 벌어지면서 현시급 및 그와 관련된 지시급 간의 경쟁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다(曾偉, 2015: 158).

(3) 지방정부 경쟁의 주요 원인
지방정부 경쟁의 원인에 관해 응답자의 63%는 “정치업적과 승진을 평
가하는 현행 제도가 지방관료들로 하여금 개인적 차원의 치적만을 추구
하게 한다”고 하며, 28%는 “정부의 권력이 크고, 비교적 많은 자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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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한다. 26%는
“현행 재정체제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할수록 더 많은 지방의 이익을 취
할 수 있다”고 한다. 5%는 “대중의 발전에 대한 요구가 경쟁 압력을 가중
시킨다”라고 응답한다.

그림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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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曾偉(2015: 158)를 근거로 작성함

지방정부의 경쟁을 부추기는 요소가 정치업적과 승진을 평가하는 현
행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치적에 대한 평가는 지방정부의 관료들이 어떻
게 지방을 발전시키고 있는지가 그들의 정치적 업적이나 승진을 판단하
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심사평가 목록에서 앞 순위에 있는 현과 시
의 지도자는 고위급 정부나 당의 위원회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발전 성적 순위에서 밀리면 시의 지도자들은 진급 대상에서 제외된
다. 결국 경제발전 성적 순위는 지방 관료들을 경쟁으로 내몰게 한다(曾
偉, 2015: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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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정부 경쟁의 득과 실
중국의 각급 지방정부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그에 따른 문
제점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경쟁은 중국 경제 성장을 촉진시
키기도 한다(曾偉, 2015: 159). ‘지방정부 간 경쟁’의 흐름 속에서 최근
중앙과 지방, 연안과 내륙지방을 포함한 모든 각급 각지의 지방정부는 엄
청난 경제성장을 이뤘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개발구를 지정하
여 발전시켰으며, 정치적 업적과 이미지 역시 크게 개선되었다. ‘시장경
제를 건설’하며, ‘사상을 자유롭게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등 모두 체제개
혁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실현해 나갔다. 그 결과 모든 각급 각지의 지방정
부는 ‘핵심적인 경제를 발전시키는 본사’가 되었다(曾偉, 2015: 159).
그러나 지방정부 간 경쟁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경쟁의 득과 실에 관해 60%의 응답자는 “지
방정부 사이의 경쟁은 부정적인 면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훨씬 크다”고
대답했다(曾偉, 2015: 159).
“지방정부 간 경쟁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주로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77%의 응답자가 “물질적인 조건만을
강조하고 그 외의 사람이나 사회적인 여건은 고려하지 않다 보니 인민들
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58%의 사람들은 “지방 보호
주의의 성행”과 “인프라 시설이 겹친다”고 응답했으며, 56%의 응답자가
“투자유치로 인한 혼란”, 32%의 응답자가 “지역 산업의 동화”, 4%가 “그
외”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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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지방정부 간 경쟁의 실
4

그외

32

지역 산업의 동화

56

투자유치로 인한 혼란

58

지방 보호주의 성행 및 중복적 인프라 시설

77

물질적인 조건만 강조하고 인민 혜택 적음
0

20

40

60

80

주: 曾偉(2015: 159)를 근거로 작성함

이는 지방정부의 출혈 경쟁에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이 매우 비슷한 것을 의미한다. 지방보호주의, 인프라 시설의 중복 및 투
자유치로 인한 혼란 야기 등의 문제가 이미 오늘날 지방정부의 출혈 경쟁
의 주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曾偉, 2015: 159).

(5) 지방정부 경쟁의 규범화 방안
지방정부 간 경쟁을 규범화하기 위해서 66%의 응답자가 “지방정부의
치적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60%의 응답자는
“서비스형 정부를 만들고, ‘작은 정부, 큰 사회’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고 답했다. 56%의 응답자는 “지방정부의 출혈 경쟁에 대해 감독, 조사
및 처벌의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48%의 응답자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권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46%의 응
답자는 “지역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 정부 간의 협력적인 발전
을 촉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 외 3%의 응답자는 “기타”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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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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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응답자가 “지방정부의 경쟁에 대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대답
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치적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며, 관료들의 진급제
도에 관한 정부관료의 치적평가제도 및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평가제도는 좀 더 과학적이며, 공정해야 하며, 특히 인민들의 요
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曾偉, 2015: 159).

(6) 치적평가와 승진제도의 과학적인 방안
중국 지방정부 경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치적평가와 승진제도
의 합리화를 위해 曾偉(2015: 159-160)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사상적인 측면에서 당과 정부의 치적평가체계는 과학적인 발전
의 가치관과 정확한 평가가치를 적용해야 한다(曾偉, 2015: 159).
둘째, 내용 측면에서 개혁은 경제성장과 GDP를 유일한 평가지표로 삼
았으나 대중들의 만족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행복지표, 사회와의 협력수
준 및 주민들의 안전지수 등을 반영한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이
로써 지방정부의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업무를 반영한 지표를 만듦으로
써 지도자의 업적을 평가할 때 내용의 측면에서는 좀 더 공정하며,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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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방법의 측면에서는 관료들의
임기, 현지의 민심까지 포함시켜 원래의 지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처럼 ‘단기간 안에 눈에 띄는 확실한 성과가 나타나는 업적’과 ‘잠재적
인 업적’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업적과 장기적인 차원의 업적을 함
께 반영한다(曾偉, 2015: 159-160).
셋째, 이렇게 얻은 업적평가의 결과를 좀 더 정확하게 활용하고자 재
능과 덕을 함께 겸비하게 만듦으로써 업적은 물론, 대중들도 인정한 지도
자를 선발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춤으로써 ‘관직매매 행위’와 ‘관직을 얻기
위한 행위’ 등을 모두 없애야 한다(曾偉, 2015: 160).
정부관료의 경쟁을 제대로 관리해야만 지방정부 사이에도 공정하게
경쟁하는 동시에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그때서야 지방정부와 중국의 사
회발전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다.

2) 지방관료의 태도
지방관료들의 경쟁에 대한 태도는 어떠할까? 첫째, 관료들마다 경쟁에
대한 태도가 모두 상이하다. 진급은 관료들의 동력이 되며, 동시에 진급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간부들이 진급경쟁에 열정적인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젊은 간부들은 ‘계단을 성큼 내딛는’ 시기
에 있는 만큼 진급을 위해 아무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경쟁을 하는 경
향을 보인다. 그러나 비교적 나이가 많으며 진급의 기회가 비교적 적은
관료들은 경쟁의 동력이 대폭 줄어들면서 동시에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曾偉, 2015: 160).
둘째, 경쟁을 활용해 진급을 하려는 관료는 인맥에 의존하는 관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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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뛰어나다. GDP 경쟁과 임기 내 치적을 통해 승진하는 관료들은 최소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승진을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시켰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였다. 비록, 이러한
경쟁에는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경쟁을 통
해 승진을 한 관료들은 평범하거나 관직을 사고팔거나 하는 관료들보다
훨씬 낫다. 경쟁을 통해 승진을 한 관료들의 폐해보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승진하는 관료들로 인한 문제가 훨씬 더 크다(曾偉, 2015: 160).
셋째, GDP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다. 경제력이 뛰어난 현
의 서기는 수억 위안 가치에 해당하는 자원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다. 반
면, 경제력이 뒤처지는 현의 서기는 몇 천 위안의 돈 조차 없어 힘들어
한다. 이 외에도 지방정부의 관할 구역 내 교육과 보건 등 각 공익사업의
발전과 도로, 공원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 등 모든 분야에 일정 금액 이
상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일말의 진전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의 자원은 주로 지방재정에 의해 결정되며, 지방의
재정은 지역경제 발전의 성과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는 많은 지방정
부들이 GDP를 둘러싼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며, 이러한
상황은 결국 지도자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경제자원의 양을 결정하며, 또
한 정부의 통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曾偉, 2015: 160).
넷째, 지방정부의 출혈 경쟁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지역 간
교류의 차단은 중국 내 각 지역에서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담배나
소금과 같은 상품들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심지어 일부 현과
시는 현지 담배 판매상을 지정한 후, 현지의 담배만을 전문점으로 파는
곳이 있다. 만약 담배 판매점에서 타지의 담배를 팔면 그 담배 판매상은
바로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 또한, 만약 각 지역에서 지역보호주의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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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경우, 이는 사실상 각 지역의 경제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曾偉, 2015: 160).
다섯째, 경쟁은 임기 전후에도 존재한다. 오늘날의 지역발전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은 매우 만연한 모습이며, 상하 급은 물론, 동급 사이에도
존재하며, 심지어 같은 직위의 임기가 끝날 전후에도 존재한다. 현행 평
가 시스템에서 지도자의 정치적 업적은 주로 임기 내의 성적을 말한다.
이로 인해 관료들은 “예전 지도자의 성적은 자신과 무관하며, 임기 이후
의 성적이 본인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따라서 자신의 성
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많은 지역의 ‘훌륭한 인재’들은 바로 이전의 지
도자가 시행한 것을 최대한 피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曾伟, 2015: 160-1).

4. 중앙의 지방통제에 관한 인식
당정국가체제로 작동하는 중국에서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문제는
서구에서 주로 바라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에서는 중앙-지방정부에서 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여기서는
중국공산당이 지방정부를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소
개하며 검토한다.
중국공산당 현(县)위원회 시각에서 바라본 중앙과 지방 관계를 보기 위해서
중앙당교 신농촌건설의 인재양성반에서 직접 수행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관계를 분석한 것이다(刘承礼, 2015: 109).57)
57) 중앙당교는 현(县)위원회 서기의 의견, 요구나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고, 중앙 관련 部委에게 정책결정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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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县)위원회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중앙-지방 관계와 관련하여 중
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힘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일
부 현 위원회 서기는 오늘날 현급 정부가 “제한적인 권력, 부족한 재정과
무한한 책임”의 모습을 띠고 있는 만큼 “권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온전치 않은 정부”, “팔과 다리가 부족한” 정권의 특징을 보인다
고 평가했다(刘承礼, 2015: 109).
이러한 현급 정부는 “능력 밖의 일을 모두 떠안은” 정부라고도 할 수
있다. 현 위원회는 중앙-지방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하고 있다. 특히, 수직적 지휘와 당정으로부터의 수평적인 지휘계통을 조
절함으로써 “자주권을 지닌 강한 현 정부”를 지향하자는 개혁을 강력히
주장한다(刘承礼, 2015: 110).
개혁개방 초기에 엄청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개혁정책의 핵심이 지방정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권과 행정권을
넘겨주는 형태의 분권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
가체제와 정책개혁의 흐름은 다시 ‘권한의 회수’로 돌아섰다(刘承礼,
2015: 110).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권력과 책임에서 비대칭적 특징을
띤다.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6년 하반기에 신농촌 건설에 필요한 인재양성반을 만들었다. 이후 수백 차례
에 걸쳐 좌담회를 개최하였으며, 80편 이상의 브리핑을 발표하였다. 또한, 비교적 큰 규모의 설문조사를 실
시했다.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한 필자(刘承礼)는 수십 명의 현 위원회 서기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했다. 또한, 설문조사지를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했다. 설문조사지는 총 60개 문제와 305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설문 내용은 도시와 농촌의 경제, 정치, 문화 및 사회 등을 포함하였다. 8기 县 위원회 학생
들에게 1,400개 이상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후 약 800개 정도의 신빙성 있는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은 모두 县 위원회 학생들로 양성반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설문지 답안을 작성했다(刘承礼,
201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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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지역의 권력 및 권한 회수와 부서가 지닌 종적 지휘계통의 점진적인
확장
인터뷰를 통해 상급 정부는 물자가 풍부하거나 권한이 있는 부서인 공
업 및 상업 관련 고속도로, 세무, 공안, 검사·검역, 국토, 검찰, 법원, 담
배, 사법·인사 등과 같은 수직관리를 하는 부서들을 점진적으로 흡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권력을 지닌 部委 역시 점차 종적인 지휘 방
식을 택했으며, 현급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부서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
다. 현과 도시 안에서 종적인 지휘관계와 횡적인 관리방식 간의 모순은
‘1현 양제’의 형태로, 특히 임금체제에서 모순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
다. 즉, 수직관리 부서의 임금이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공무원 간 임금의
차이가 커졌다. 이에 대해 현 위원회 서기는 “횡적 관리체계를 확대해야
하며, 중앙과 성급 정부가 과감히 현에 권력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
다. 또한, 현급 정부는 “하급 기관에 권력을 분산 및 이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히 권력이 생산력을 결정한다는 점에 유념
해야 한다”, “중앙이 지방정부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지방에 권력
을 분산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활성화는 이룰 수 없다”
고 주장했다(刘承礼, 2015: 110).

표 3-9

종적 및 횡적 관리에 관한 견해
의견

완전히
동의함

기본적으로
동의함

크게
동의하지
않음

완전히
반대함

미응답

부서관리의 강화는 중앙의 권위를 세우고 국가의 통일
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8.9%

17.3%

44.5%

21.3%

7.9%

중앙은 종적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중앙의 의도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게 해야 한다.

15.6%

20.3%

39.5%

16.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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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계속

의견

완전히
동의함

기본적으로
동의함

크게
동의하지
않음

완전히
반대함

미응답

종적-횡적 관리체계를 통합시켜 횡적 관리 및 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

51.1%

37.5%

3.9%

1.5%

6.0%

수직관리 부서를 이중관리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종적
체제 감독에 대한 횡적 체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56.1%

31.6%

5.1%

0.9%

6.3%

횡적 관리를 중심으로 소수의 部委(사법부 등)가 수직
관리를 시행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54.5%

32.6%

5.4%

1.1%

6.4%

중앙이 지방에 권력을 이양해 줌으로써 권력과 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부서들을 모두 지방이 관리한다.

38.8%

36.1%

16.2%

2.4%

6.5%

중앙의 부서관리 강화는 지방을 불신하는 태도이며,
이는 지방의 적극성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7.5%

36.8%

16.7%

2.9%

6.1%

현재의 지방정부, 특히 현과 향 정부가 지닌 직권과 재
정권은 동등하지 않다.

61.9%

30.0%

3.8%

0.3%

4.1%

현과 향 정부는 무한한 책임을 지녀야 하나 그들의 권력
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64.2%

27.5%

4.0%

0.3%

4.0%

재정권과 권력을 지닌 부서를 모두 상급에게 귀속시키
고, 재정 지출 절차가 까다로운 업무에 대한 권한은 지방
에 넘겨준다.

62.5%

30.2%

2.5%

0.4%

4.4%

현과 향 정부는 그들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부이다.

46.5%

32.0%

13.6%

1.4%

6.5%

중앙에서 향진까지 행정등급이 너무 많으므로 반드시
축소해야 한다.

61.7%

29.9%

3.8%

0.4%

4.3%

출처: 刘承礼(2015: 110)

종적-횡적 관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설문조사에 응한 현 위원회 서기들
의 의견은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수가 횡적 관리체계가 지
닌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88.6%의 응답자가 “종적-횡적 관
리체계를 통합시켜 횡적 관리 및 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답
했다. 87.7%의 응답자는 “수직관리 부서를 이중관리 방식으로 변경함으
로써 종적 체계 감독에 대한 횡적 체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
다. 87.1%는 “횡적 관리를 중심으로 소수의 部委(사법부 등)가 수직관리
를 시행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74.9%의 응답자가 “중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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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권력을 이양해 줌으로써 권력과 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부서들을
모두 지방이 관리한다”고 응답했다. 74.3%의 응답자들은 “중앙의 부서관
리 강화는 지방을 불신하는 태도이며, 이는 지방의 적극성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刘承礼, 2015: 111).
종적인 지휘체계와 부서관리체계의 강화는 중앙의 권위 확립과 중앙
의 의도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현 위원
회 서기들은 다소 다른 의견을 표출했다. 설문조사 결과 “부서관리의 강
화는 중앙의 권위를 세우고 국가의 통일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들이 44.5%에 달했으며, 완전히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1.3%에 달했다. 이는 비록 25%의 응답자가
이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거나 완전히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출
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응답자가 부서 관리가 중앙의 권위를 세운다는
의견에 크게 동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刘承礼, 2015: 111). 또한, 비록
36.1%의 응답자가 “중앙의 종적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중앙의 의도
가 관철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55.4%의 응답자는 “중앙
은 종적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중앙의 의도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했다(刘承礼, 2015: 112).
<표 3-10>는 어떤 부서가 수직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여러 개 선택 가능)에 대한 응답 내용이다.

표 3-10

수직관리의 주체에 관한 견해
국토자원

공안

사법

세무

공상

금융

횟수

257

118

228

402

145

555

품질감독 산아제한 문화교육 체육보건
326

146

129

91

기타
38

빈도(%)

32.2

14.8

29.3

50.4

18.2

69.6

40.9

18.3

16.2

11.4

4.8

출처: 刘承礼(2015: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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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서가 수직관리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선택항목에
10개의 부서를 나열했다. 조사결과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항목
별로 살펴보면, 금융(69.6%), 세무(50.4%), 품질감독(40.9%), 국토자원(32.2%),
사법(29.3%), 산아제한(18.3%), 공상(18.2%), 문화·교육(16.2%), 공안
(14.8%), 체육·보건(11.4%) 순이다. 현 위원회 서기 중에 금융과 세무를
수직관리를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50%를 넘었다. 반면, 기타 부서를
수직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으
며, 심지어 사법이나 공안과 같은 부서 역시 수직관리를 해야 한다는 응
답자가 각각 28.6%와 14.8%에 지나지 않았다(刘承礼, 2015: 112).

2) 횡적 관리 권력의 확대 및 종적관리 권력의 축소
횡적 관리의 권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종적 관리의 권
력은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은 횡적 관리의 권력은 확
대되고 있는 동시에 그들에게 부여되는 책임은 줄어들고 있으나, 횡적 체
계에 주어진 권력은 줄어드는 동시에 책임은 도리어 커졌다(刘承礼,
2015: 112).
다수의 현 위원회 서기들은 “중국이 단일제 국가인 만큼, 중앙이 매우
많은 권력을 지니고 있는 것 자체는 이해하지만, 권력과 책임이 비대칭적
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은 품질감독과 국토자원 등의 권
력을 회수하였으나 만약 그와 관련하여 사건들이 벌어지면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돌린다. 일부 응답자들은 “사회안정, 공정성의 향상과 경제개혁
을 시행하는 건 모두 좋으나 재정, 세수 및 인사 분야에서 지방이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하며, 이는 “권력과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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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권력과 이익을 모두 회수하고 있
지만, 책임은 계속 하급 기관들에게 요구하며, 권한이 없는 책임을 끊임
없이 지방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는 횡적 관리체계에게 주어지는 임무와
책임은 무한한데 반해, 부여되는 권력은 매우 적은 환경을 조성한다(刘承
礼, 2015: 112).

‘압박형체제’에서 단계적 책임제란 하급 기관에게 임무 하달 및 완수
하게 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에 대해 일부 현 위원회 서기는 “하급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업무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들은 “제한적인 권력과 무한한 책임의 비대칭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92.7%의 응답자가
“상급 기관은 돈과 권력이 있는 부서를 모두 회수해갔으며, 금전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들은 모두 하급기관에게 떠넘겼다”고 답했다. 그리
고 91.7%의 응답자들은 “현과 향 정부가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
들의 권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78.5%의 응답자는 “현
과 향 정부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부”라고 말했다(刘
承礼, 2015: 113).

3) 하급기관에 어려운 업무와 책임전가
하급기관에게 업무와 책임만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일부 처리하기 어
려운 업무 역시도 지방에 떠넘긴다. 일부 현 위원회 서기들은 “횡적 체계
와 관련된 권력은 모두 상급 기관에서 회수했으며, 처리하기 쉽지 않은
업무들은 하급 기관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업개혁 과정
에서 일부 적자를 보는 기업들은 모두 지방에게 떠넘겼으며, 실질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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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동에서도 현급 정부가 기업들의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기업들
의 수많은 어려운 업무들을 지방정부가 도맡아서 처리한다. 사실, 이러한
업무는 시장의 원리대로 시장이 해결해야 하지만, 시장의 원리를 따르지
않은 채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모두 처리한다. 다시 말해, 만약 많은 기업
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결국 정부에게 해결해줄 것을 요구한다(刘
承礼, 2015: 113).

중앙의 ‘권력 회수’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들은 “중앙이
현급 정권을 믿지 못한 결과”라고 답했다. 또한, 일부 응답자들은 “중앙
은 현 간부들을 믿지 않으며, 현 간부들 모두가 탐관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몇몇 학자들은 “중앙은 소수의 현급 간부들을 못 믿을 순
있지만, 모든 계층의 현급 정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공산당은 ‘비바람
을 막아주는’ 현과 향의 기층 정권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刘承礼,
2015: 113).
이 외에도 현 위원회 서기들은 “적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기층 간부들
을 오해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적지 않은 현 위원회 서기들은 대중들이
“중앙은 매우 관대하지만, 지방은 매우 모질다, 중앙은 인민들을 매우 사
랑하지만, 기층 간부들은 나쁜 일을 꾸미며, 중앙정부의 정책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는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앙과 지방의 일
부 간부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상부로부터 매우 많
은 압박과 함께 임무가 전달되고 있는 현실로 인해 기층 간부들은 더더욱
많은 억울함과 답답함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현 위원
회 서기들은 “중앙의 정책이 기층 간부들을 앞으로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악역’을 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중앙과 지방 사이에 기본적으
로 부족한 신뢰의 주된 원인이 상급 정부가 경제발전, 안전한 생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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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정, 산아제한 등에 대한 압력을 모두 현급 당위원회 정부에게 떠넘
기나 그 과정에서 현급 정부가 임무를 시행하기에 필요한 권한은 주지 않
기 때문이라”고 여겼다(刘承礼, 2015: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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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
제1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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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1. 중국의 국정운영 차원
국정운영은 앞서 논의하듯, 그 핵심 내용은 국가기구,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논의와 관련된다(김윤권, 2016: 17).
그런데, 이와 같이 국정운영이 3권분립(三权分立)으로 대표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말 그대로 각자 법적으로 ‘분리 독립된 기구’로서, 첫째,
자신의 고유한 기능이나 역할을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권력행사의 과정에
서, 둘째, 상호간 권력에 대한 ‘견제’를 통해서, 셋째, 최종적인 국가적 차
원으로 승화된 ‘균형’ 잡힌 권력을 형성하고 또 집행하는 국정운영의 방
향으로 나아간다.

그림 4-1

거버넌스의 변화
원시 거버넌스

노예제 국가 거버넌스
봉건제 국가 거버넌스

국가 거버넌스
자본주의 국가 거버넌스
미래사회 거버넌스

사회주의 국가 거버넌스

출처: 许耀桐(2016: 11)

<그림 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의 거버넌스, 즉 ‘치리(治理)’는
고대부터 ‘천하’라는 관념 하에서 구현되어 왔다. ‘하늘 아래를 다스리는
지도자(天子)’는 하늘의 뜻, 즉 ‘천명(天命)’을 받들어 천하를 통치한다.
천하는 고대 중국에서 ‘아홉 개의 주(九州)’로 나뉜다. 천하를 크게 아홉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다스렸다는 뜻이다. 论语 「季氏」 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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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周)나라 때와 같이 ‘천하에 질서가 있는 도가 있는 세상(天下有道)’은
‘예악형벌’이 천자의 명(命)으로부터 발생하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하늘
(天)의 명령과 동일시한다. ‘천하에 질서가 무너져 도가 없는 세상(天下无
道)’에서 ‘예악형벌’은 천자가 아닌, 제후들로부터 비롯된다.

여기서 천하를 다스리고, 또 각 지역을 다스리는 힘의 원천은 권력(权
力)이다. 권력은 ‘저울(权)’이 어느 한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고, 저울의

양팔이 균형(balance)이 잡힌, ‘이상적 모형(ideal type)’으로써 안정적
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力)’을 뜻한다. 사실상, 이것은 국정운영의
관점에서 볼 때, 중앙(天子)과 지방(诸侯)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엄밀히
말하면, 천자와 제후들이라는 ‘일대다(一对多)’의 관계에서, 그들 상호 간
의 견제와 제약을 통하여, 최종 평천하(平天下)라는 국정운영의 목표를
향한다. 이는 곧,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균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안정
적인 상태를 달성하는데, ‘일치일란(一治一乱)’이라고 한다. 즉, 그 균형
관계가 성공적으로 잘 유지되는 것을 고대 중국에서 국정운영의 거버넌
스가 일치(一治)라고 한다면, 그 균형이 깨진 상태는 일란(一乱)이다.

그림 4-2

정부 간 권한이양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집권

사회/기업

지방이양

출처: 郑永年(2013: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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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 국정운영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두 가
지 기둥은 바로 중앙의 ‘천자’와 지방의 ‘제후’이다. 따라서 고대 중국에
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의 핵심은 다름 아닌, 천자와 제후의 힘의 역학관
계로 설명할 수 있다.
아편전쟁(1840년) 이후, 고대 중국에서 ‘신중국’(新中国)을 성립하는
근대 중국으로의 전환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가장 큰 변화는 ‘공산당’(党)
의 출현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프랑스혁명 등을 통하여 민주국가를 건
립하는 서구와는 전혀 다른 국가건설(Nation Building)의 경험과 과정이
다. 즉, 내부의 ‘부패한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자신의 구제도의 불
합리한 모순’을 혁파하는 것과는 달리, 근대 중국은 먼저 제국주의 열강
의 침략이라는 ‘외부 역량’의 도전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부가 하나로
단결하여,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것이 선결과제였
다. 이를 위하여, 내부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통합적으로 단결하여 그 힘
을 외부에 대항하는 힘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중국
의 관점에서 바로 이 대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 ‘당’(党)이다. 하나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대업의 실현에 ‘군중’(群衆)의 지지가 없었다면
실현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서구의 민주화의 과정은 그 대전제가 ‘국가가 있다(有)’는 전
제하에 그 안에서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이다. 그것을 통해 내부의
권력을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법적 절차를 밟는 즉, 국정운영
을 뒷받침하는 3가지 근본적인 권력의 기둥인 입법, 사법, 행정을 ‘분’
(分)하고 난 후, 다시 국가를 세우는(立) 프로세스로 진행한다. 사실 이 모든
절차적 과정이 시민사회의 주체로서 시민이, ‘자기’(自己)를 자유롭게 표
현하고, 어떤 외부적 환경과 조건으로부터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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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 권리(权利)를 침해받지 않는 독립된 영역 자기(Self)를 세우기 위한
민주적 권력의 분립 과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개
별 시민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무한적 출현으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분
화(分化)의 과정을 거치며, 또 다른 거버넌스의 형태를 띠는 방향으로 진
화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은 근대의 시작부터 그 대전제가 외부로부터 침략으로
야기된 반식민지(半植民地)의 상황, 즉 ‘국가가 없다(无)’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어떻게 ‘민주(民主)’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서구
와는 다른 방식으로 즉, ‘유(有) → 분(分)’으로 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무
(无) → 유(有) → 분(分)’의 프로세스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무에서 유를 건립한, 즉 신중국을 건립한 ‘당’이 군중의 지지를
업고 권력의 분화적 작용에도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책임과 기능
을 담당한다. 말하자면, 서구와 같이, 형식적으로 국가사회 각 영역에서
의 지속적인 분화는 비슷한 형태들로 드러나지만, 신중국에서는 그 분화
와 함께 당은 ‘당조(党组)’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확장된다.
<그림 4-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
양하고, 또 간접적으로 사회조직과 기업에 이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거버넌스의 특징이며, 이것이 가능하다. 또한, 실제 이런 구도로
중국의 거버넌스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당이 각 기구에 깊이 관여하게 된
다. 한마디로, 중국의 국정운영 차원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민간영
역인 사회조직과 기업에, 그것이 비록 당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
적인 영향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당과의 관계를 떼어놓고, 중국의 거버
넌스의 작동 시스템을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중국 국정운영의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및 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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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리에 관여하는 당(党)의 기능과 역할은, 단적으로 아래와 같이 2017년
10월 24일 통과된(19차 당대회에서 부분 수정을 거친) ‘당장(党章)’58)의
검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제5장 당의 기층조직을 보면, “기
업, 농촌, 학교, 과학연구소, 동네 커뮤니티, 사회조직, 인민해방군 중대
와 기타 기층단위, 모두 정식 당원이 3인 이상인 곳은 당의 기층조직을
성립해야 한다(제30조).” 둘째, 제9장 당조(党组: 당그룹)를 보면, “중앙
과 지방의 국가기관, 인민단체, 경제조직, 문화조직과 기타조직의 영도기
관에서, 당조를 성립할 수 있다. 당조는 영도를 발휘하는 핵심 작용을 한
다. 당조의 임무로, 주요한 것은 ⅰ)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하며 집
행을 책임지며, ⅱ) 본 단위의 당 건설에 대한 영도를 강화하고, 전면적으
로 엄격하게 당의 책임을 실행한다. ⅲ) 본 단위의 중대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한다. ⅳ) 간부관리 업무를 잘 한다. ⅴ) 기층 당조직의 설치조정과
당원의 발전과 처분 등 중요사항 토론 결정한다. ⅵ) 당외(党外) 간부와
군중과 단결하여, 당과 국가가 부여한 임무, 영도기관과 직속단위의 당조
직의 업무를 완성한다(제48조).” 셋째, 제9장 당조를 보면, “당조의 구성
원은 본 당조의 성립을 승인한 당조직(党组织)으로부터 결정된다. 당조는
서기(书记)를 설치하고, 필요한 때에는 또한 부서기(副书记)를 설치할 수
있다. 당조는 반드시 그의 성립을 승인한 당조직의 영도에 반드시 복종해
야 한다(제49조).” 넷째, 제9장 당조를 보면, “부속된 하급의 단위에 대하
여 집중 통일의 영도를 실행하기 위한 국가 업무부문은 당위원회(党委)를
건립할 수 있고, 당위원회의 건립 방법, 직권과 업무임무는 중앙(中央)이
별도로 규정한다(제50조).”

58) 党章. Retrieved from http://www.12371.cn/special/zggcdzc/zggcdzcqw/ (검색일, 20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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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정리하면, 중국의 국정운영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
계는 당(党)을 통해서 거버넌스가 조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앙과 지
방정부라는 개별기구를 뛰어넘는 당의 존재가, 그 권력과 권한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써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며, 동
시에 중앙과 지방정부에 개입하여, 그 방향으로 업무가 잘 진행되는가를
파악하면서 그 둘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시켜주기 위한, 거버넌스의 작동
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매체로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2. 중국 국정운영의 논의 흐름
2019년 7월 5일, 베이징에서는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
에 대한 종결회의를 가졌다. 당의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시진핑은 “당
과 국가기구 개혁의 심화는 당과 국가의 조직구조와 관리체계의 정체성
에 관한 재건임”을 강조한다(央视网).59)
이 회의에서 다룬 주요한 의제는, ⅰ) 당정기구의 중첩, 직책의 교차
등 문제, ⅱ) 일부 정부기구 설치와 직책의 배치가 과학적이지 못한 점,
ⅲ) 중앙과 지방기구의 직능이 상하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점, ⅳ) 권한과
책임의 구분이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이다(中国共
产党新闻网).60)

여기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와 관련, 회의 결과에 대해 주목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이다(观察者网). ⅰ) 중앙과 지방은 ‘하나의 판(一盘棋)’임을

59) 央视网. Retrieved from http://news.youth.cn/sz/201907/t20190705_12001528.htm (검색일,
2019.7.8).
60) 中国共产党新闻网. Retrieved from http://theory.people.com.cn/n1/2018/0416/c40531-29928738.
html (검색일, 20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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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한다. ⅱ) 중앙과 지방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사상의 작용으로 사
상정치작업이 이번 전 개혁의 과정을 관통한다. ⅲ) 중국은 공산‘당’이 신
중‘국’을 성립한 특수성이 있는데, 당의 중복된 중첩된 기구를 이번에 대
량 정리하면서, 기존 당 기구에 ‘국가’라는 이름의 간판을 첨가한 경우,
가령 중앙조직부에 국가공무원국이라는, 중앙선전부에 국가신문출판서,
국가판권국, 국가영화국의 이름을 같이 쓰게 한다.61) 즉, 당은 개혁 이전
보다 더욱 간소화하여 효율은 높이되, 그 위상과 권한은 명실상부하게 국
가 측면으로 향상시킨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당의 헌법적 국가화라 요약할 수 있다. 당을 국
가권력으로서 헌법적으로 합법화 하겠다는 뜻이다. 당의 영향력 확대로
연결된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과거의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
대와 비교해보면 그 뜻이 명확해진다. 이를 위해, 아래 <표 4-1> 마오쩌
둥 시대 및 덩샤오핑 시대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검토한다.
표 4-1

마오쩌둥 및 덩샤오핑 시대 중앙-지방정부 관계 비교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마오쩌
둥 시대

1차,
2차
방권

∙ ㉠ 마오쩌둥 시대를 서방에서 ‘강권주의 체제’라고 불렀지만, 국가의 권력구조는 사실상 분산된
것이었음. 국가의 건설이든 체제개혁이든, 모두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부터 돌파구를 찾음
∙ 대약진과 문화대혁명, 마오쩌둥은 두 번에 걸쳐 대규모의 ‘권력을 내려놓는 운동’(放权)을 실시함
∙ ㉡ 중앙집권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작동의 과정에서 부단히 상층부로 권력이 집중한다는 것.
일단 고도로 집중이 되면, 지방과 사회의 발전 동력은 압살됨
∙ ㉢ 마오쩌둥은 중앙의 관료체제가 개혁과 발전을 막는 힘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반드시 ‘권력을
내려놓는 운동’을 함. 지방의 역량을 동원하는 것 또한 마오쩌둥의 정치책략임
∙ 당시 성(省)위원회 서기만 중앙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현(县)의 서기 또한 마오쩌둥이
주목한 대상임. 즉, 마오쩌둥은 지방과의 연맹을 통하여, 중앙관료체제의 저지를 극복하고자 함.
이것이 마오쩌둥이 사용한 방법임

평가

∙ 마오쩌둥이 권력을 내려놓는 운동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떠한 평가를 하든, ㉣ 마오쩌둥 이후에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방개혁과 발전 동력이 존재했기 때문임

61) 观察者网. Retrieved from https://www.guancha.cn/politics/2019_07_07_508487.shtml (검색일,
20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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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1차
방권

∙ 개혁개방 초기 1980년대 ㉤ 경제개혁은 시장화로 나아가고, 이상적으로 보면, 경제권력을 정부가
기업으로 내려놓는 것임. 이러한 이상적인 실현은 지방의 작용을 간과할 수 없음. 권력을 내려놓는
‘방권’(放权)은 당시 정부의 개혁책략이 됨
∙ 도시는 이미 기존에 확보한 이익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기에, 정부는 우선 농촌개혁을 시작함. 농촌
개혁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소관임. 쓰촨(四川)과 안후이(安徽)의 농촌개혁 성공은 중국의 농
촌개혁에 돌파구를 제공함
∙ 권력을 내려놓는 것 또한 도시와 공업개혁 동력의 원천임. ‘分灶吃饭(중국 예산관리체계, 1980~84
년)’과 ‘경제특구’ 등 권력을 내려놓는 정책이 없었다면, 중국 도시개혁의 성공은 상상하기 힘듦

2차
방권

∙ 남방강화 이후의 일임. 1980년대 후기에서 1990년대 초에는, ㉥ 1989년에 중국의 정치풍파 및
소련 동유럽사회주의 진영의 해체로 말미암아, 중국의 개혁은 극도의 곤경에 처했음. 1980년대
초 이래의 개혁동력은 이미 상실함. 1989년 정치풍파의 발생은 또한 정치개혁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뜻함
∙ 이런 곤경에 직면하였을 때, ㉦ 덩샤오핑은 지방으로부터 동력을 찾음. 남방강화의 정치목표는
지방에서 개혁의 역량을 결집하고, 남방강화 후의 대규모 방권은 또한 지방정부에게 막대한 동력을
제공하여 개혁과 발전을 진행하게 함

평가

∙ ㉧ 현재 중국의 진정한 대규모의 발전과 전환은 남방강화 이후에 획득한 거대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음

덩샤오
핑 시대

출처: 郑永年(2013: 1-2)

<표 4-1>의 내용을 정리하면, 마오쩌둥 시대에 대하여, ㉠ 서방에서는
‘강권주의 체제’라고 불렀지만, 국가의 권력구조는 사실상 분산된 것이
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 중앙집권체제에서 상층부로 권력이 고
도로 집중되면, 지방과 사회의 발전 동력을 잃게 된다. ㉢ 마오쩌둥은 개
혁과 발전을 가로막는 중앙관료체제를 막기 위하여, ‘권력을 내려놓는 운
동(放权)’을 실시한다. 물론, 문화대혁명 등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가로막
는 큰 참사를 야기했지만, ㉣ 마오쩌둥 이후 개혁개방이 가능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지방개혁과 발전 동력이 존재했다는 평가다.
덩샤오핑 시대에, ㉤ 경제개혁은 시장화로 나아가고, 이를 위해 경제
권력을 정부가 기업에 내려놓는 ‘방권(放权)’을 시행한다. 하지만, ㉥ 1989년
에 정치풍파 및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의 해체로 중국의 개혁은 극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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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경에 처하며, 개혁동력을 상실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 덩샤오핑
은 지방으로부터 동력을 찾는다. 그것이 남방강화 계기로 나타난 지방정
부에 실시한 대규모 방권이다. ㉧ 현재 중국의 진정한 대규모 발전과 전
환은 남방강화 이후에 획득한 거대한 동력이라는 평가다.
신중국이 성립한 이래로 약 70년 동안의 중국은 한 마디로 상전벽해
(桑田碧海)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에 발표한
아래의 자료62)를 보면, “첫째, 중국 국내 총생산량이 부단히 증가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질적 발전의 최적화의 상태로
조정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1952년의 중국의 GDP는 679억 위안
(元)에 불과하였지만, 2018년에는 90만억 위안을 돌파하였다. 절대적인
수치 약 1,325배의 증가를 의미한다. 1인당 평균 GDP로 보면, 1952년의
인민폐 119위안에서 2018년에 64,644위안으로 542배의 성장을 보인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만약 당정(党政)이 분리되지 않은 문화대혁명
의 깊은 늪에서 아직 채 빠져나오지 못하고, 당과 정부의 직능을 분리하
고, 중앙과 정부 간의 거버넌스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과감한 정
치개혁을 단행하지 않았다면, 과연 덩샤오핑 이후 중국에서 이 놀라운 경
제성장과 발전이 가능했을까?
분명히 어렵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런 상황에서 즉, 당정의 분
리를 통하고, 중앙으로부터 벗어나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과 발
전 동력을 확보했던 덩샤오핑 시대의 큰 흐름과 달리, 최근 시진핑 정부
에 들어서서 당의 헌법적 국가화로 귀결되고 있는, 국정운영이 매우 중요

62) 중국 GDP. Retrieved from https://baijiahao.baidu.com/s?id=1636864799125209462&wfr=
spider&for=pc (검색일, 20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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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혹시 과거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
는 것이 아닌가? 과거로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일각의 우려 섞인 지적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시진핑 정부 들어서,
대대적으로 단행한 것이 ‘반부패 정책’이다.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온다.
그 대표적인 것 ‘8항규정’이다. 대학의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 지금은 고
관들이 관용차를 타는 경우에도 공무적 성격의 활동이 아니면 제한되고,
개인 사무실 또한 직급에 맞는 공간만을 쓸 수 있다. 회식자리에서 고급
마오타이 술을 올릴 수 없다거나, 전에는 한 학기에 타지역으로 워크샵을
한 차례 이상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역시 확실한 공무적 성격의 활
동이 안 되면 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규정을 무시하다 적발되
면, 그 활동을 조직한 그 단위의 리더가 바로 처벌을 받는다. 더욱이 이
런 모든 감사의 활동이 중앙의 국가감찰위원회(당 기율위원회)에서 파견
나와 상시적으로 주재하면서 관련 증빙기록과 영수증 처리 등을 확인하
면서 철저히 조사한다.
다시 말하면, 덩샤오핑 시대에 방권을 통하여 지방 경제발전의 동력과
개혁을 확보했다면, 거꾸로 이제는 중앙에서 그 권한을 너무 풀어준 결
과, 특히 경제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사회적 부패만연 현상이 너무 심각해
진 것이다. 즉, 시진핑 정부 들어서 과거처럼 지방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중국 전체의 경제발전은 견인하되, 이제 그 발전의 내용이 GDP의 양적
인 성장만으로는 안 되고, 질적인 발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에는 경제발전에 관한 권력의 승인과 추동이 중앙이든 지방이든 모
두 당의 결정에서 비롯하였지만, 급성장한 중국의 경제 시스템에서 이제
얼마든지 국유기업, 민영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발전을 자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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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오히려 기
업으로부터 야기하여 당에 영향을 주고, 당과 연결하여 공무적 성격의 부
패 현상을 초래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반면에, 그들은 당의 구속력 즉, 당
장(党章)의 영향권 안에서만 거버넌스 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발생한다.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 국정운영을 매우 중시하며, 또한 당의 헌법적 국가
화로 귀결되고 있는 이유다.

3. 문제제기
郑永年(2013)이 지적하길, “중국의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발동 혹은

개혁의 지속성은 모두 지방의 동력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개혁의 동력을 찾는 것은 일찌감치 중국개혁의 법칙이 된다. 개
혁개방이래, 중국사회에서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지방정
부 측면에서의 제도적 혁신에 기대고 있다”(郑永年, 2013: 1-2).
아래 <그림 4-3> 비즈니스 친화적 도시경쟁력은 ‘宜商城市’, 즉, 비즈
니스(生意)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를 뜻한다. 「2018년 비즈니스를
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경쟁력 결과」를 홍콩을 1.00로 기준하여 다른 도
시들과 비교하면, 홍콩(1.00), 베이징(0.93), 상하이(0.83), 선전(深
川)(0.77), 광저우(广州)(0.74)가 5위권 안에 들며, 6위부터 20위까지는

도시간 경쟁력 결과가 상당히 치열한 상황이다.63)

63) 비즈니스 친화적 도시 경쟁력. Retrieved from http://finance.sina.com.cn/roll/2019-06-24/docihytcerk8841788.shtml (검색일, 201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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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비즈니스 친화적 도시경쟁력

출처: Retrieved from http://finance.sina.com.cn/roll/2019-06-24/doc-ihytcerk8841788.shtml (검색일, 2019.7.6)

그렇다.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혁개방 전
후를 통해 확연히 나눠볼 수 있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명백한 변화다. 그
럼에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지방과 도시의 거버넌스가 결코 같을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연히 그 성과로서의 결과도 같을 수 없다. 그럼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
계에서 생각해 볼 때, 왜 각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는 왜 다 다를 수밖에
없는가? 중국적 특색이 크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즉 역사, 관념, 지
리, 민족 등 총체적인 문화적 요소와 거버넌스의 관계를 단절하여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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郑永年(2013)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조명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제4

장(장쑤성), 제5장(저장성), 제6장(광둥성)을 다룬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
는가? 중국은 각 지방마다 개별적 특징(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기후적,
지리적)과 경제발전의 수준과 그로 인한 생활환경과 사고방식의 패턴 등
이 너무도 달라서 하나의 모형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앙과 장쑤성의 관계, 중앙과 저장성의 관계, 중앙과 광둥성의 관계 등
이다. 어쩌면 이들 관계 사이에는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고
정된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즉, 모두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실제 작동 내용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체크한다는 것은
바로 양측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우선, 중앙의 리더와 성(省) 리더
사이의 관계, 그 다음은 성(省) 리더와 성 내부의 사무와의 관계이다. 따
라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본다는 것은 이 두 층의 관계를 포괄하는 것
이 필요하다”(郑永年, 2013: 70).
사실상, 郑永年이 지적하듯,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사
이의 관계를 본다는 것은 이 두 ‘관계’, 즉 중앙의 리더와 省 리더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과, 그 다음으로 성 리더와 성 내부의 사무와의 관계를 파
악하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선 안 될 본질적인 ‘관계의
문제’가 있다. 바로, 그 관계는 어떻게 형성 유지되며 또 발전을 하면서
작동되는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이다. 이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이 있다. “그 고장에 가면 그 고장의 풍습을 따라야 한다(入乡随俗)”이
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 중국의 각 지방은 각
지방마다의 풍습이 있다는 말이다. 이를 중국식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
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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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문화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공맹(孔孟)의 뒤를 이어 유가를 대
표하는 정치사상가 순자(B.C.313~B.C.238)의 대표작 「荀子」에는 다음
과 같은 구절이 있다. “干, 越, 夷, 貉之子, 生而同声, 长而异俗”「劝学」,
즉, “간(干)나라, 월(越)나라, 이(夷)나라, 맥(貉)나라의 아이들이 처음 태어
나서 내는 소리는 같은데(同声), 자라서는 그들의 풍속이 다르다(异俗).”
지리적 자연환경이 다르고, 풍속이 다른 조건 속에서 생활하다보니 그것
이 몸에 배어서 서로 다른 관습을 갖게 되는 것이다. 「荀子」의 다음 구절
이 또한 이해가 된다. “譬之越人安越, 楚人安楚”「荣辱」, 즉, “비유컨대,
월나라 사람은 월나라가 편안하고, 초나라 사람은 초나라가 편안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편안하다는 것은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있을 때만 가능
하고, 또 그만큼 환경에 익숙할 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단적인 예로,
왜 옌볜(延边)은 정책적으로 조선말과 중국말 두 언어를 공식적인 언어로
채택하여 관공서와 도지 표지판 등에 함께 병기하도록 하는가?
정리하면 이렇다. 중국에서는 이런 지방의 관습을 존중하는 방식이 중
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형성하며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국정운영(治国理
政)의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조건으로 이해한다. 중국의 국정운영 차원에

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그 고장에 가면 그 고장의 풍
습을 따라야 한다(入乡随俗)”와 같은 중국의 전통적 사상과 문화적 풍토
위에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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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모형
중국의 중앙-지방관계 모형은 제2장 <표 2-13>에서 언급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집중단일제’, ‘복합단일제’, ‘불균형단일제’등의 관계 모
형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모형에 대하
여,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몇 가지 점이 있다.
그것은 첫째, 중국은 자체적으로 수천 년의 정치사상과 제도의 역사를
가진 대국으로, 국정운영에 관한 자신들의 숙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둘째, 그것은 마치, 노자의 도덕경 1장에서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이
미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라(道可道,非常道)”고 하듯, 하나의 ‘고정된 제
도의 형태’로 확정을 하면, 그것은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온
전히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이를 뒷받침 하듯, 李
振国 等은 중국 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관한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논문에서, “중국은 국가의 중장기계획을 중앙과 국무원의 지도적 성격의
문건 등 거시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런 거시적 계획들의 내용은
아직 구체성이 결여된 모호한 부분이 많다”(李振国 等, 2018: 29)고 지적
했다. 넷째, 이와 같은 ‘모호함(fuzziness)’64)의 근본적 원인은, 郑永年이

64) 제4장과 제8장 2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호함(模煳性: fuzziness)’의 용어는,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이 ‘불명확하다’, ‘경계가 흐릿하다’ 등을 뜻하는 ‘술어’적 차원의 ‘모호함’의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첫째, 하나의 중국적 문화의 특색으로써 ‘모호함’을 뜻한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차부뚸’(差不多)이다. 즉, 직역하면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인데, ‘그 정도면 됐다’, ‘얼추 맞다’, ‘충분하다’
의 뜻으로 통한다. 여기서 문제는, ‘얼추 맞다’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맞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한다
는 것이다. 구체적 당사자의 ‘주관적 심리적’ 표현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있으나,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상
태’를 지칭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 주목하는 두 번째 ‘모호
함’(模煳性: fuzziness)의 의미다. 중국의 한 문화학자는 그것이 곧 ‘권력’을 뜻할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
면, ‘모호한 상태’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발언권’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하
는데, 바로 그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그 모호한 상태를 명확한 상태로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Retrieved from https://cul.qq.com/a/20150608/010147.htm 검색일, 2019.8.29 ). 즉, 발언권을 가
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면, 해석할 수 있는 권한(解释权)이 중국적 환경에서는 곧 권력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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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듯, “중국의 헌법에는 중앙과 각 성간의 권력의 분할과 관련한 규
정이 없다”(郑永年, 2013: 35)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고려를 할 때,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 관계 모형은 고정된 형태가 아닌, 중국적 특색인 모호함까지 반영할
수 있는 ‘열린 형태’의 모형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 모호함을 중국의
사상과 문화적 측면을 통해 충분히 보완 및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
의 핵심은 바로 그 모호함의 본질과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
다. 이런 견지에서, 아래에서는 중국의 국정운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리일
분수(理一分殊) 모형을 제시한다.

1. 리일분수(理一分殊) 모형
거버넌스(‘治理, governance)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许耀桐
(2016: 15)이 지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은행이다. 예를 들어, “세계
은행은 1992년의 연간보고서의 표제가 ‘거버넌스와 발전’이었다. UN연
합국 유관기구는 또한 하나의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를 성립했다”(许耀桐,
2016: 15).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는 거버넌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거버넌스는 “각종 공공의 혹은 사적인 개인 기구가 그 공통의
사무를 관리하는 수많은 방식의 총화다. 그것은 상호 충돌되는 것 혹은
서로 다른 이익이 조화롭게 또 연합의 행동방식을 채택하는 지속적 과정
이다. 이것은 권력으로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는 정식의 제도와 규칙을 포

사이다. 세 번째, 이러한 관점에서 모호함을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 적용할 때 그 두드러진 관계의 모호
성(fuzziness of relation)의 뜻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상호 권력을 행사하고 견제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밀
고 당기기를 할 수 있는 권력행사의 여지(room)라고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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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기도 하고, 또한 각종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혹은 그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기는 비정식의 제도적 안배를 포함한다.” 이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ⅰ) 거버넌스는 하나의 완정된 규칙이 아니며, 또한 하나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ⅱ) 거버넌스 과정의 기초는 통제가 아니라, 협
조이다. ⅲ) 거버넌스는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또한 사적인 부문까지도
포괄한다. ⅳ) 거버넌스는 하나의 공식화된 정식제도가 아니라, 지속적
상호작용이다(许耀桐, 2016: 15).
그런데, 중국에서 이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许耀桐(2016: 11)은 순자의
「君道」에 나와 있는 다음 구절에 주목한다. “明分职, 序事业, 材技官能,
莫不治理, 则公道达而私门塞矣, 公义明而私事息矣”(许耀桐, 2016: 11).

이 구절의 뜻은, “명분과 직책을 분명히 하고, 사업을 경중의 순서에 따
라 하며, 재주와 기술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면,
거버넌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즉, 공정한 도의에 도달하고 사사로운
문은 막힌다. 공정한 도의가 밝아지면, 사사로운 일은 그친다는 것이다.
许耀桐(2016: 1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이 때의 중국은 이미 노예제

국가에서 봉건제국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여기서 말하는 ‘莫不
治理’는 국가의 거버넌스로서, 순자는 요구한다. 군주는 사회적인 각종

행동이 타당해야 하며, 모두 리(理)에 따라 분리하여 다스리고, 조항과 규
칙을 제정하여 그 각각이 조리를 갖춘다면, 공(公)정한 도의는 행해지고,
사(私)사로움은 없다”(许耀桐, 2016: 11).
중국의 거버넌스를 이해하는데, 许耀桐의 지적에 주목할 또 한 부분은
「荀子」를 인용하면서 ‘리’(理)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적 상황과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 순자의 정
치사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널리 알려져 있듯, 순자는 성악(性恶)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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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를 예제(禮制), 법제(法制),
즉 예법과 제도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을 강압적으로 압박하여 평천하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단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심지어는, 그가 진시황
을 통해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세운 일등공신인 이사(李斯)의 스승이
며, 법가철학의 집대성자로 불리는 한비자(韩非子)의 스승이란 점을 들어
서, 일각에서는 순자를 유가(儒家)가 아닌 법가(法家)로 분류하기도 한다.
순자는 예나 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인간의 욕망이 무한적
으로 커져 필연적으로 ‘사회악’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간의
본능적 욕망에 관한 일정한 ‘제(制)약을 가하는 정도(度)’를 통해, 즉 예법
(禮法)적 장치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다. 순자의 예치(禮治)사상이다.
말하자면, 인간의 본능적 욕망으로서 작은 개인적 욕망(desire)을 어떻게
타락하지 않고, 공공의 사회적인 바람직한 ‘큰 욕망(Desirable)’으로 향
하게 할 것인가? 순자의 관점에서, 이런 ‘제도적 설계’가 가능한 것은, 역
설적으로 인간이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욕망을 가진 인간은 단
기적 이익에 유혹을 당하지만 보다 큰 그리고 확실한 장기적인 이익이 보
장되면 또한 얼마든지 지극히 개인적이며 단기적 이익을 또한 포기하거
나 희생할 수도 있는 사회적 욕망의 존재로 본다.
순자가 말하는 정치사상으로서 예치(禮治)에서 리(理)는 곧 무엇인가?
「禮论」에서 말한다. “上取象于天, 下取象于地, 中取则于人, 人所以群居
和一之理尽矣” 즉, 위로는 하늘에서 상을 취하고, 아래로는 땅에서 상을

취하며, 중간에 사람에게서 법칙을 취한다. 사람이 ‘무리를 지어’(群) 조
화롭게 살며 하나 될 수 있는 까닭이 리(理)를 다하는 것이다. 순자적 관
점에서 볼 때, 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것
이 禮(가장 쉬운 예로, 3년상)이고, 바로 이 禮의 이치(理)는 하늘, 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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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에게 모두 관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순자사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리(理)를 어떻게 현대 중국
의 ‘치리’(治理), 즉 거버넌스(Governance)와 연결하여 볼 수 있을까? 단
도직입적으로, 이 리(理)를 통해서, 신중국의 성립 이래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간파할 수 있는 어떠한 이론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까? 결론
부터 말하자면, 리일분수 모형으로 부를 수 있다.
우선, ‘리일분수’에 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性’이 곧 ‘理’에 들
어 있다는 ‘성즉리(性卽理)’로 우리에게 익숙한, ‘송명성리학(宋明性理
学)’의 집대성자 주희(朱熹)는 인간이 단순히 ‘부모와 자식(孝)’, ‘군주와

신하(忠)’ 같은 관계로만 국한하여서 볼 수 없고, 인간을 또한 우주 대자
연의 운동인 리(理)와 기(气)의 관계로 파악하며, 그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본다. 이런 큰 변화의 내적 요인은 한나라 이후 중국에 전래된 불교의 보
급과 그 사상적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 리일분수는 불교의 월인만천(月
印万川)에서 그 힌트를 얻는다. 이런 이론 체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도

와주는 개념이 곧, 리일분수(理一分殊)이다.

① “天地之间, 理一而已, 然乾道成男, 坤道成女, 理气交感, 化生万物,
则其大小之分, 亲疎之等, 至于十百千万不能济也.” 「张子全书」 卷1

‘西铭解义’ (안재호 역, 2000: 247에서 재인용)
② “理只是这一个, 道理则同, 其分不同, 君臣有君臣之理, 父子有父子
之理.” 「朱子语类」 卷6, 99 (안재호 역, 2000: 247에서 재인용)

③ “如月在天, 只一而已, 及散在江湖, 则随处而见, 不可谓月已分也.”
「朱子语类」 卷94, 2409 (안재호 역, 2000: 24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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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일분수가 무엇인지, 일단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①, ②, ③을 차례로 번역해본다.

① “하늘과 땅 사이에 리(理)는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건도(乾道)는
남(男)이 되고, 곤도(坤道)는 여(女)가 된다. 리(理)와 기(气)가 교감
하여 만물을 생성하니, 그 크고 작은 것의 구분, 친하고 소원함의
등급은 열, 백, 천, 만 가지여서 같을 수가 없다.”
② “리(理)는 오직 하나일 뿐이다. 도리(道理)로 보면 같은데, 그 직분
으로 보면 같지 않다. 군신(君臣)에는 군신의 리(理)가 있고, 부자
(父子)사이에는 부자의 리(理)가 있다.”
③ “만약 달이 하늘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일 뿐이다. 강과 호수에 흩
어져 있고, 도처에서 볼 수 있다고 하여, 달이 나뉘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리일분수는 말 그대로, 리(理)는 하나이지만 나뉘어져 있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①에서 보듯,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리(理)는 하나일 뿐
인데,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것이 될 때는 즉, 기(气)와 결합하면 남자가
되기도, 여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남녀의 구별이 생기긴 하지
만 그들 각각은 모두 리(理)를 갖고 있다. ②에서 보듯, 도리(道理)의 측면
에서 봐도 그렇다. 인간이 인간된 도리는 하나이지만, 그가 군신관계에
있을 때는 충(忠)으로, 부자관계에 있을 때는 효(孝)로, 각각 그 리(理)가
구체적 상황에서 구현될 때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③에서 보
듯, 달(moon)을 통한 메타포(metaphor)를 통하여 리일분수를 잘 보여
준다. 마치 맑은 밤하늘을 강변에서, 또 호숫가에서 바라볼 때, 강에 비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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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호수에 비친 달, 그리고 벗과 술잔을 기울이는 그 술잔에도 비친 달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이 나뉘었다고, 달이 여러 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모든 사물에 달이 비칠 수 있지만, 즉 모든 사물에 리
(理)는 들어 있지만, 실체(substance)로서의 진짜 달(moon)은 오직 하늘
위에 있는 하나의 달(一月)이다.
한 발 더 나아가면, 리일분수 논의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우주와 대자
연의 운동을 얘기하는 매우 입체적인 중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주
희(朱熹)의 「주자태극도해설(朱子太极图说解)」은 바로 이 리(理)로 태극
(太极, The Great Ultimate)을 설명한다. 말하자면, “극(极)은 도리(道理)
의 극치이며, 천지만물을 ‘총(总)’화하는 ‘리(理)’는 곧 ‘태극(太极)’이다
(极是道理之极至, 总天地万物之理便是太极)”65)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 놓고 적용시켜 볼 때,
중국에서 중앙과 지방의 명령을 총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중국에서 리일(理一)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로서 최고의 궁극(The
Great Ultimate)에 해당하는 것은, 당중앙(党中央)의 총서기(总书记)이다.
마치, 대자연의 운동인 도(道)라는 것이, “한 번 음(阴)하고 한 번 양(阳)
하는 생생불식의 운동(一阴一阳之谓道)”으로 표현할 때, 태극(太极)안의
음양(阴阳)이 서로 얽히듯, 부단히 상호작용의 운동을 하면서, 만물이 생
성하고 대자연의 순환운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한다.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를 포함한 사회 각각의 모든 조직에는 이런 음
(阴)과 양(阳)의 역할을 하는 구조적 체계가 있다. 가령, 학교로 생각하면,

65) 太极.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item/%E5%A4%AA%E6%9E%81/194?fr=aladdin (검
색일, 20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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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阳)으로서 대학교 당위원회서기(书记)와 음(阴)으로서 대학총장(校长)
이 있다. 따라서 실제 한 쪽은 정무 분야의 총책임자로서, 또 한 쪽은 실
무 분야의 총책임자로서, 상호 자극과 견제의 역할을 통해 학교의 사무를
처리한다. 하지만, 그 운동의 지향점이 궁극에는 당중앙의 총서기로 향하
게 된다. 신중국 성립이래, 중앙과 지방정부는 바로 이 총서기를 정점으
로, 각 조직단위의 서기(书记)직을 주축으로 연결하여, 상하관계의 철저
한 계급적 수직관계를 통한 고도로 체계화된 명령구조를 갖춘다.
정리하면,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중국의 모든 조직과
조직 사이의 공적인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의 과학적 이론체계로서 중
국사회가 작동하는 핵심이, 바로 리일분수 모형의 리(理)와 같은, 서기(书记)
의 작용이다. 그가 속한 조직의 수많은 요소와 대상들 간에 끊임없는 상
호작용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궁극의 ‘하나의 리(一理)’로서 총서기를 향
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것이 리일분수 모형을 통해 설명 가능한 신중국
성립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래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와 그 작동원리
이다.
王勇은 중국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하여 지적한다. “이른 바 정부 거버

넌스의 현대화라는 것은, 즉 공산당의 영도 아래 정부, 기업, 사회조직과
공민의 다주체가 공동으로 거버넌스를 작동하며, 일원(一元) 주도, 다방
(多方) 참여, 협동 거버넌스, 상호작용의 기본골격과 체계구조를 형성하며,
관련 주체의 거버넌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王勇, 2018: 2).
첨언하면,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한 마리로
‘일(一)과 다(多)’의 관계다. 王勇의 언급 가운데, ‘공산당의 영도 하’에서
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중국에서 모든 공적인 관계는 당과 떠나서 생각
할 수 없으며, 그 작업은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 사회조직과 공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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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民)이 참여하는 모든 기구에 3명 이상의 당원이 있으면 당조를 건립하
여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과 관련된다. 이 당조의 리더는 당연히 서
기가 맡고, 그는 당중앙의 총서기와 연결된다.
정리하면,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모형은 리일
분수로 설명할 수 있다. 당중앙의 총서기는 오직 ‘하나’(理一)지만, 각급
의 지방정부와 당조직에는 ‘서기’(书记)가 ‘없는 곳이 없다’(分殊). 중앙과
지방정부의 각각에 포진해 있는 그 서기들을 중심축으로 하여 종적·횡적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중국의 국정운영은 작동한다.

2. 리일분수 모형 실제 적용: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
2018년 말에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은 중국의 국가전략으로 승격된
다. 그 핵심적 내용은 화동 지역경제의 통합권 형성과 환경생태환경의 조
성, 중국 내륙의 교통요충지로서의 역할 등 인프라 구축이다. 여기에는
‘3성1시’, 즉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그리고 상하이시가 공동으로 참
여한다.
앞에서 제시한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모형인 리
일분수를, 이처럼 상하이시를 중심축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장삼각일
체화발전사업의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거버
넌스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를 검토한다. 이 논의의 초점
은 첫째, 중앙의 리더와 상하이시(혹은 성) 리더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
다. 둘째, 상하이시(혹은 성) 리더와 성 내부의 사무적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다.
우선, 국정운영의 일반적 관점에서, 하나의 예로써 중국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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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떻게 형성 및 집행되는가? 그 프로세스를 검토하는 방식을 통해서
리일분수 모형으로 접근한다. <그림 4-4>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관한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그리
고 핵심 내용은 <표 4-2>로 작성하였다.
<그림 4-4>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과학기술정책의 형
성과 집행에 관한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즉, 국가과학기술영도소조 등에
서 규획(규범계획)과 같은 지도적(가이드라인 성격) 문건을 제정하면, 이
는 중앙의 각 정부부문을 총괄 지휘하는 국무원으로 전달되며, 동시에 지
방정부에도 전달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국무원 산
하에 이 문건과 구체적으로 연관된 정부 부서에 전달하여 거시적 계획
즉, 업무의 관리 및 전달, 조율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각 지방의 실제 담당부서에 이 지도적 성격의 문건을 전달하여, 그 지방
정부의 관점에서 업무추진 목표와 내용의 계획을 작성하라는 것이다.

그림 4-4

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 집행 프로세스
규획 등 지도성 문건

국가과학교육영도소조 등

중앙 각 정부 部委
직접관리
유형

지도
유형
지방정부

대학, 과학연구기구, 기업 등
출처: 李振国 等(2018: 29)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중국 국정운영의 핵심적 포인트는, 바로 중앙
이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지도적 성격의 문건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의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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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아래의 <표 4-2>를 통해서 검토한다.

표 4-2

중앙 및 지방정부 간 과학기술정책수립 프로세스

과학기술혁신정책 ∙ 최근 몇 년 사이에, ⅰ) 중국 중앙의 각급 정부 部委는 과학기술혁신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ⅱ) 각
部, 위원회, 각급의 지방정부는 과학기술발전 문제를 자신의 직면한 실제상황과 요구에 근거하여,
의 중요성 인식 및
ⅲ) 시험적 정책을 설계하고 있음
발전 추세

∙ 중국은 국가의 중장기계획을 중앙과 국무원의 지도적(가이드라인) 성격의 문건 혹은 과학기술전문
(특수)계획 등 거시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틀을 시험적으로 구축함
∙ ‘국가과학기술교육 영도소조’, ‘국가 과학기술체제개혁과 혁신체계건설 영도소조’ 및 ‘부별연석회
의’ 등을 설립하여, 연구책임, 국가과학기술과 발전전략, 중대 정책, 중요임무 및 프로젝트를 심의하
며, 중앙의 각 부문과 지방의 중대형 프로젝트를 협의함
중국과학기술정책
∙ 이러한 계획과 지도적(가이드라인) 성격의 문건은 예를 들면, 정부와의 전략적 협조를 통해서 진행
제정 과정:
하며, 거시적인 조정과 통제를 실시함
중앙정부의 측면
∙ 하지만, ㉠ 그런 거시 계획들의 내용들은 아직 구체성이 결여된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사실상 국가의
각 部, 위원회 및 각 지방정부가 실제 자신의 상황에 비춰서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
∙ 중앙정부의 측면에서 보면, 과학기술관리의 직능을 갖추고 있는 과학기술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신
부 등 부문에서, 국가의 전체적인 계획 설계 및 실행을 위하여, 과학기술관리, 과학기술 프로젝트
등 과학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적 조치를 제정함
∙ 여기에는 대략 아래와 같은 3가지 종류가 있음
∙ (A형) 중앙정부 部委가 직접 관리하는 류의 정책, 가령, 국가자연과학기금 등 5가지 종류의 중앙과학
중앙정부에서
기술계획, 경쟁을 통한 연구 프로젝트 수주의 방식으로 대학 및 과학연구기구와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원하는 과학기술혁신 활동
과학기술혁신정책 ∙ (B형) 중앙정부 部委가 지방의 정책을 인도하여, 일련의 시험‘점’(点), 시범정책을 통하여 지방의
활동의 예시
과학기술혁신 활동을 인도함. 가령, 국가첨단과학기술 지역, 제조업혁신 센터 등
∙ (C형) 중앙정부는 소범위의 시험점을 가동한 후에 전국적 단위로 퍼뜨리는 정책임. 가령, 스톡옵션
개인소득세정책을 중관춘(中关村) 자주혁신 시범구에서 시험 후 전국으로 추진한 사례
주: 李振国 等(2018: 29)을 참조하여 작성

<표 4-2>는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이 어떻게 제정되며, 집행되는 과정
을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총체적
으로 설명하면, 중앙에서는 최근 과학기술 발전의 추이를 거시적 관점에서
살피며 그 중요성을 파악한 후에, 각 부문에 관련 업무를 지시할 지도적
성격의 문건을 작성하여 각각 전달한다. 지방정부는 그 문건에 기초하여,
자신의 과학기술에 직면한 현실적 조건과 요구에 따라 시험적 설계를 하
고, 일정한 시간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중앙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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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면밀히 평가하며, 검증된 성공적 사업의 경우를 발탁하여,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실시한다.
이러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프로세스 사이에서 핵심적 부분은 중국
과학기술의 제정의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설계한 부분이다. 그것은 모호
함이다. 즉,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한 중앙의 계획은, 위의 표 ㉠에서 “그런
거시계획들의 내용들은 아직 구체성을 결여한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사
실상 국가의 각 부위원회 및 각 지방정부가 실제 자시의 상황에 비춰서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대목을 주목한다. 말하자면, 프로세스의
절차상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지도적 문건을 하달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
실질적 내용을 채우는 것은 중앙이 아니라, 그 업무를 실제로 추진할 그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겨둔다는 점이다. ‘여백의 미’를 통하여 ‘운영의 묘’
를 살리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
모형인 리일분수가 실제로 작동하게 된다. 말하자면, 중국 과학기술정책
을 둘러싼 모든 단위와 영역에는 리(理)가 있다. 그 리는 곧, 당(党)을 뜻한
다. 다시 당의 핵심은 서기(书记)의 작용을 통해서 집행되며, 그 서기는
곧 the Great Ultimate, 궁극의 하나, ‘총’서기(‘总’书记)를 향한다. 이것
이, 중국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꿰뚫어버리는
본질적 핵심 관계이다.
중앙은 거시적 관점에서 사업의 목표와 방향과 같은 총체적 설계를 진
행하고, 그것을 실제 담아내고 실현할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실제
행위자인 각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겨둔다. 리일분수 모형의 작동원리다.
따라서 리일분수 모형을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에 적용해볼 때, 집중해서
검토할 부분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즉 중앙의 리더와 상하이시(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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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리더 사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다.

표 4-3

중앙-지방 간 거버넌스 행위자의 활동
내용

전체

∙ 신화사상하이(新华社上海)의 6월 4일 보도에 따르면, ㉠ 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국무원부총리,
장삼각일체화발전추진 영도소조 조장 한정은 3일 상하이에서 장삼각일체화발전 영도소조 회의를 주
재하고, ㉡ 시진핑 총서기의 장삼각일체화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연설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관철하여, 전면적으로 「장강삼각주 구역일체화 발전 규획개요(长江三角洲区域一体化发展规划纲
要)」를 관철․실천하고, 관련 문건을 토론․심의하고, 다음 단계의 중점 업무를 연구 배치함

∙ 한정(韩正)이 표시하길, ㉢ 장삼각일체화발전(长三角一体化发展)을 국가전략으로 상승한 것은, 시진
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내놓은 중대전략 결정임. 전체 국면과 전략적 고도 위에서 진일보하게
사상적 인식을 통일하고 제고해, 당 중앙의 전략적 의도를 깊이 깨닫고, 충분히 장삼각의 우세를 발휘하
고, ‘일체화(一体化)와 고질량(高质量)’의 두 가지 핵심을 꽉 끼우고, 일체화발전(一体化发展)의 이
대문장을 잘 써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동력을 겸비한 강력한 활력 있는 성장점을 건설함
∙ 한정(韩正)이 강조하길, “높은 수준의 개방을 견지하고, 공동으로 대외개방의 신고지를 조성한다. 자유
무역실험구(自贸试验区)의 고질량(high quality) 발전을 힘써 추진하고, 제도혁신을 통해서 높은 수준
의 개발을 추동하여,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개혁을 이끌어내고, 전면적으로 장삼각 국제협력의 경쟁에
한정
서 새로운 우세를 업그레이드 한다. 상하이자유무역실험구(自贸试验区) 신규편성지역(新片区) 건설을
가속화하고, 국제시장의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춘 특수한 경제기능 구역을 조성한다. 높은 수준의 혁신
(韩正:
중앙정치국상무 을 추구하고, 용감하게 혁신의 ‘돌격대’ 역할을 한다. 시장의 주체적 혁신에 활력을 촉진하는 데에 유리
위원,
한 체제기제를 건립하고, 진정으로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 작용을 하도록 한다. 마음을 하나로
힘을 합하여, 전력으로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관건이 되는 일련의 핵심기술을 돌파한다. 협동하여
국무원부총리,
전
과학기술의 성과를 이전 전환하여 부단히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지위를 업그레이드 한다. 고효율의
상하이시위원회 협동을 강화하고, 힘을 합쳐 구역을 넘나드는(경계를 넘어선) 협력을 심화한다. 협동건설 일체화 종합교
통체계(协同建设一体化综合交通体系)는, 항구의 분포의 최적화 관리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데
서기)
힘쓰고, 통관시간을 압축하고, 합격원가(合规成本)를 낮춘다. 생태환경 함께 보호하고 연합 거버넌스
를 강화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녹색발전을 실현한다는 이 주제를 둘러싸고, 장삼각생태녹색일체
화발전 시범구(长三角生态绿色一体化发展示范区)를 건설한다.”
∙ 한정(韩正)은 표시하길, “‘3성1시(三省一市)’와 관련 부문들은 조직 협조를 강화하고, 추진기제를 건
립하고, 당중앙, 국무원 정책결정의 배치가 실제로 실현되도록 한다. 장삼각구역 협력기제는 급을 격상
하여 진정한 실천의 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확실히 일체화 발전 각 항의 임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책임을 맡는다. 영도소조 판공실, 3성1시와 관련 부문은 상호 접촉(对接)되는 부분을 강화하고, 장삼각
일체화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합력을 형성한다.”
리창(李强),
㉣ 리창(李强), 허리펑(何立峰)이 회의에 출석함
허리펑(何立峰)
기타

∙ 장삼각일체화발전을 추진하는 영도소조 구성원, 영도소조 판공실 및 관련 부문 단위의 책임자들이 회의
에 참석함

주: 文汇报(2019.6.5)를 근거로 작성함

위의 <표 4-3>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활동을 나
타내고 있다. 리일분수 모형을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에 적용해볼 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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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집중해서 검토할 부분은, 서기(书记) 라인을
중심으로 어떻게 일이 전달되는가 하는 부분이다.
우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당중앙의 최고지도자 7인) 한정(韩正) 부총
리에 따르면,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은, 2018년 말 ‘국가전략’ 사업으로
승격된다. 이 사업은, 그 직급에 맞는 부서와 리더들이 전담하여 반드시
성공적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즉, ㉠이 장삼각일체화발전추진을 책임
질 영도소조의 조장을 한정(韩正) 부총리가 맡는다. 그는, ㉡시진핑 총서
기의 장삼각일체화발전 추진의 중요한 연설정신을 전달하며, ㉢장삼각일
체화발전과 관련한 각 부문이 당중앙이 내놓은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파
악하여, 전략적 견지에서 관련 부문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고, 장삼각의
우세한 점을 실현해야 한다. 그 핵심은 이 지역의 ‘일체화’와 ‘고질량
(high quality)’에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큰 과제로, 한정 부총리는 가령, 상하이시자유무
역구 신규편성지역의 건설, 이 지역의 교통건설체계의 일체화, 장삼각생
태녹색일체화 시범구 건설 등을 제시한다. 말하자면, 이 부분의 성과를 도
출하기 위하여,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의 3성1시(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상하이시)가 협력을 조직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요한 회의
에 3성1시의 대표로, ㉣리창(李强) 서기(상하이시위원회)가 중앙정부의
측면에서 뒷받침해줄 수 있는 허리펑(何立峰) 주임(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 참석한다.
리일분수 모형으로 적용하면, 시진핑 총서기의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
에 관한 ‘정신’인 ‘理’를, ‘정국(正国)’의 계급인 최고지도자 7인 정치국상
무위원 한정 부총리(전 상하이시위원회 书记)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다시
장삼각지역일체화발전 사업 지방정부의 대표로서 ‘부국(副国)’의 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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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위원인 리창 상하이시위원서 서기(书记)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
금 장삼각지역의 리더들(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에게 전달하여 실행토
록 하는 것이다(이 실행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작동 내용
은 ‘제3절의 1. 분석’에서 논한다).

3.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의 관계적 함의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은 3성1시(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상하이시)
를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개선 등 생태녹색환경발전의 개념(concept)에
서 지역경제발전의 일체화를 추진하는 당중앙의 국가전략이다. 이것은
과거에 GDP 중심의 양적 성장의 발전 모형에서, 앞으로는 삶의 질
(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의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
한 새로운 지역통합의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지역과 지역 간의
과열경쟁을 넘어서, 협동을 통하여 환경과 같은 공동의 이익을 함께 개선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의 관계적 함의로부터 이
끌어낼 수 있는 중국 국정운영의 모습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거버넌스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가? 이 문제는 중국
의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 가운데, 각 성급 지방정부
리더들 사이의 관계 및 그 성 내부의 사무적 관계를 파악하는 일과 연관
된다. 아래 <표 4-4>에서 보듯,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을 둘러싼 지방정
부 간의 거버넌스의 관계와 그 작동 원리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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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중앙-지방 간 거버넌스 작동 사례
내용

전체

∙ 문회보(5월 25일)에 따르면, 5월 23일 오후, 장삼각구역(长三角区域) 대기오염방치 협업소조의 제8차 업무
회의 및 장삼각구역 수질오염방치 협업소조의 제5차 업무회의가 안후이성 우후시(安徽芜湖市)에서 열림
∙ 협업소조 조장, 중공중앙정치국위원, 상하이시위원회 서기 리창(李强)이 회의를 주재하고 또 연설함. 안후
이성위원회 서기 리진빈(李锦斌)은 축사를 함. 협업소조 부조장, 생태환경부 장관 리간제(李干杰)는 회의
에서 연설함
∙ 상하이시위원회 부서기, 시장 잉용(应勇), 장쑤성(江苏省)위원회 부서기, 성장 우정룽(吴政隆), 저장성(浙
江省)위원회 부서기, 성장 웬자쥔(袁家军), 안후이성위원회 부서기, 성장 리궈잉(李国英)은 각각 자기 성과
시의 대기와 수질오염방치를 위한 조치업무의 진전을 소개하고, 다음 단계의 안배와 관련 정책을 건의함

시진핑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 회의에서는 ㉠ 시진핑 총서기(习近平总书记)의 장삼각일체화(长三角一体化)발전과 생태환경에 관한 최
신의 정신을 깊이 학습․관철하며, 이 구역의 대기와 수질오염방치 협업의 주요한 진전과 성과를 총결산하며,
다음 단계의 협업 업무를 연구․배치하고 「장삼각구역 디젤화물차오염협동거버넌스행동방안(长三角区域
柴油货车污染协同治理行动方案)(2018~2020年)」, 「장삼각구역 항구화물운송과 컨테이너중계운송 등
전문영역에 관한 거버넌스실시방안(长三角区域港口货运和集装箱转运专项治理(含岸电使用)实施方
案)」을 심의․통과시킴

∙ 리창(李强)은 연설에서 말하길, “작년 11월 시진핑 총서기(总书记)께서 직접 장삼각일체화(长三角一体
化)발전을 국가전략으로 상승시킨다고 말한 이래로, 장삼각일체화발전은 지름길(快车道)로 들어섰고, 생
태환경 협업 또한 가속도를 내었다. 이런 중대한 기회를 틈타, 국가전략의 높이에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사명감과 행동력을 증강한다. 주도적으로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며,
높은 수준의 전문적 계획을 연구․제정, 세밀히 관련 상응조치를 취하고, 구역의 오염방지 협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장삼각일체화발전 「규획요강(规划纲要)」이 제시한 목표임무를 실현한다.”
∙ 리창(李强)이 지적하길, “올해는 오염방지 분투전(攻坚战)의 관건이 되는 해이다. 반드시 전력을 다하고,
리창
핵심을 중심으로, 내년에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의 승리를 위한 견실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대기와 수질오
(李强:
염 거버넌스의 난점을 중점으로 관련 상응조치를 취하며, 더욱 정교한, 더욱 엄격한,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
상하이시위
로 통제한다. 시스템적 접근으로 핵심을 중시하여 창장(长江), 화이허(淮河), 타이후(太湖) 유역을 중앙의
원회서기,
요구에 따라 연대하여 장강 경제지대의 장기적 효과를 형성한다. 경계를 넘나드는 화이허의 경우에는 ‘一河
중앙정치국
一策’으로 방안을 제정하고, 실질적으로 상하유역이 연동될 수 있도록 연합․관리한다. 생태우선, 녹색발전
위원)
을 지향하는 고질량 발전의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
∙ 리창(李强)이 강조하길, “이 구역의 환경협동 거버넌스 수준을 한 걸음 더 개선한다. 먼저, 모범을 설정하고,
높은 수준의 건설 일체화 시범구를 선정하여 중점 영역의 협동 거버넌스 위에서, 옆 구역과의 협동발전의
새로운 모형을 탐색해, 생태 우호적인 일체화 발전의 표본을 설정한다. 두 번째는 기제를 잡고, ‘융(融)’이라
는 글자 위에서 문장을 만들어, 빨리 정보를 공유하고, 표준을 통일하는 행보를 해서, 배출의 표준, 제품의
표준, 제품의 규범 등 방면에서 새로운 돌파가 있어야 한다. 이 구역 생태환경의 보호와 오염방지 업무를
더욱 잘하도록 노력한다.”

리진빈
(李锦斌:
안후이성
성장)

∙ 리진빈(李锦斌)은 축사에서 “18차 당대회 이래로, 안후이는 시진핑 생태문명사상을 깊이 학습․관철하여,
시진핑 총서기께서 안후이를 시찰할 때, ‘좋은 산과 좋은 물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신안강 생태보상 기제 등을 깊이 추진하고, 전면적으로 물 맑고 해안이 녹색인 산업이 우수하고 아름다운
장강(안후이) 경제지대 건설을 추진하고, 굳은 결심으로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보호를 추진하고,
하늘은 더욱 푸르고, 물은 더욱 깨끗하고, 환경은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안후이는 시종 생태문명 건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며, ‘三大一强’의 전문항목의 분투(攻坚)행동을 전개하며, 실제 ‘大保护’를 깊이 있게
추진, 산과 물을 보호하는 문장을 잘 쓰며, 깊이 있게 실제 ‘大治理’를 추진하여, 산과 물을 잘 다스리는
문장을 쓰고, 깊이 있게 실제 ‘大修复’을 추진하여, 산과 물이 잘 드러나는 문장을 쓰고, 녹색 굴기의 새로운
길을 탐색하여 아름다운 정원을 빨리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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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내용

리진빈
(李锦斌:
안후이성
성장)

∙ 리진빈(李锦斌)이 지적하길, “이번 장삼각구역의 대기와 수질오염 방지협업 회의는 안후이의 입장에서
정말 얻기 힘든 학습의 기회이며, 또한 업무를 개선할 계기다. 우리들은 장삼각일체화발전 국가전략의 중대
한 기회를 포착하여 전면적으로 실천하며, 이번 회의의 요구에 따라, 생태문명 건설의 정치책임을 결연히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대기 및 수질오염 방공 연대를 강화하여 창장(长江), 화이허 도랑 건설을 강화하고,
녹색의 아름다운 장삼각을 조성하기 위해 안후이(安徽)가 공헌해야 한다.”

리간제
(李干杰)

∙ 리간제(李干杰)는 지적하길, “장삼각구역 대기와 수질오염 방지협업기제를 추진한 이래로, 3성1시의 당위
원회, 정부 및 협업소조의 각 구성원 단위는 시진핑 생태문명사상을 깊이 관철하여, 성실하게 당중앙, 국무
원의 정책결정 배치를 실천한다. 구역 협업기제를 계속 구축해서 대기오염 방지 각 항목의 임무를 확실히
추진하며, 수질오염 방지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하여 구역의 대기와 수질환경의 질량을 계속 개선시킨다.”
∙ 그러나 유의할 점은 장삼각지역의 오염방지 분투전에 직면한 어려운 도전들이 있음. 즉, 산업구조와 분포,
에너지 자원의 구조, 교통운수 구조, 용지구조에 있어서 향후 조정이 필요하며, 장강 경제지대에서 책임지고
있는 업무가 많음
∙ 리간제(李干杰)는 강조하길, “시진핑 총서기의 오염방치 분투전에 관한 중요 연설 정신을 성실하게 관철하
고, 이 구역의 연동을 강화하고, 굳은 결심으로 대기와 수질 오염방지 분투전을 수행한다. 특히, 전면적으로
중금속 오염 날씨 응급예비안을 완비하고, 푸른 하늘 보호를 이룬다. 도시의 ‘악취가 나는 검은 물(黑臭水
体)’ 수질 거버넌스, 장강 보호 및 회복, 식수 수원지 보호, 농업농촌 오염 거버넌스 등 분투전 행동계획을
실천하여 푸른물 보호를 수행한다.”
∙ 협업소조 판공실 책임자는 구역 협업 중점업무를 보고하고 실천 상황과 다음 단계의 업무 안배를 추진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기부, 공업정보통신부, 재정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교
통운수부, 수리부, 농업농촌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기상국, 국가에너지국 등 부문의 책임자들이 회
의에서 발언함

기타

∙ 회의 전에 ‘1시3성(一市三省)’의 정부는 분담하여 부성(시)장을 연합하여 「장삼각 임계지역의 성급 이하
생태환경 협업기제 건설업무 MOU(加强长三角临界地区省级以下生态环境协作机制建设工作备忘
录)」를 체결함
∙ 상하이시 칭푸구(青浦区), 장쑤성 쑤저우시 우장구(苏州市 吴江区), 저장성 자싱시 자선현(嘉兴市 嘉善
县) 정부의 주요 책임자는 연합하여 「일체화 생태환경 종합 거버넌스 업무협력 구성(틀)에 관한 협의(关于
一体化生态环境综合治理工作合作框架协议)」에 서명함
∙ 타이후(太湖) 유역관리국,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수리(물업무)와 생태환경 부서의 주요 책임자들 간에
연합하여 「타이후 유역 수질생태환경 종합 거버넌스 정보공유 MOU(太湖流域水生态环境综合治理信息共享
备忘录)」에 서명함

주: 文汇报(2019.5.25)를 근거로 작성함

2019년 5월 23일,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열린 회의내용
<표 4-4>를 통해서, 중국 국정운영의 차원에서 지방정부 간의 협업은 어
떻게 이뤄지는지, 그들이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작동원리
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장삼각구역 대기오염방치(防治) 협업소조의 제8차 업무회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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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각구역 수질오염방치 협업소조의 제5차 업무회의에 참석한 주요 리
더를 확인해야 한다. 이 협업소조 조장은 상하이시위원회 리창 서기가 맡
고, 안후이성위원회 리진빈(李锦斌) 서기, 협업소조 부조장을 생태환경부
부장 리간제가 맡는다. 여기까지가 부장(部长)급 이상의 중앙의 정무적
역할을 맡는다면, 상하시위원회 부서기 잉용(应勇)시장, 장쑤성(江苏省)
위원회 부서기 우정룽(吴政隆) 성장, 저장성(浙江省)위원회 부서기, 웬자
쥔(袁家军) 성장, 안후이성 위원회 부서기 리궈잉(李国英) 성장이 실무적
업무를 담당하며 3성1시 각 지역의 대기와 수질오염방치를 위한 조치업
무의 추진을 소개하고, 다음 단계의 안배와 관련 정책을 건의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지방과 중앙의 관계, 그리고 지방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지방 간의 관계는,
지방 간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기보다는 그것 또한 중앙과의 관계 속
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다. 즉, 이 회의에 3성1시의 각급 최고지도자
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까닭은, 첫째, 시진핑 총서기의 장삼각일체화 발
전과 생태환경에 관한 정신을 학습하고, 둘째, 이 구역의 대기와 수질오
염문제 협업에서 진전과 성과를 결산하며, 셋째, 다음 단계의 협업 업무
를 연구배치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다. 말하자면, 이들 각 지역의 최고지
도자를 한 자리에 모으게 한 원동력은 리일(理一)로써 시진핑 총서기의
관련 국정철학과 그 지도정신을 함께 공유하고, 리일(理一)을 실현하기
위한 협업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협업의 과정에서 존재하는 아래
와 같은 수직적 계급서열의 관계다.
<그림 4-5>는 중앙(A)과 지방정부(B)와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며, 상
하이시 지방정부(A)와 안후이성 지방정부(B)와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한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먼저, 중앙(A)와 지방정부(B)와의 관계에서 리(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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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부분이 상하이시를 예로 들면, 리창 서기(书记)라고 할 수 있다.
리창 서기는 중앙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국상무위원이면서, 상하이시 지
방정부의 관점에선 B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그 교차점에 시진핑
총서기의 리(理)를 A에서 전달받고, 다시 B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4-5 리일분수: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모형

A
이(理)

B

주: 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여기서 ‘리’(理)는 ‘당의 서기’(书记)를 지칭

그 다음, 상하이시 지방정부(A)와 안후이성 지방정부(B)와의 관계를
설명하면, 상하이시위원회 리창 서기와 안후이성위원회 리진빈 서기는
각각의 지방정부에서 최고지도자의 지위에 있지만, 그 둘을 개별적인 서
열관계로 따지면 ‘부국’(副国)의 정치국위원의 위치에 있는 리창 서기의
서열이 더 높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
한 지방정부 사이에 협업이 가능할까? 바로 이 문제다. 중국의 국정운영
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안한다. 비록,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은 3성1시 지역 간의 협동과제이지만, 이러한 지역
경제 통합의 국가전략 과제로 京津冀(베이징, 텐진, 허베이 3개 지역을
의미), 주강 삼각주 평원(珠三角) 등 여러 국가사업이 있다. 즉, 자연스럽게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의 성과가 타지역의 그것보다 월등히 좋아야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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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그 지역의 최고리더에게도 계급 상승의 기회가 주
어지는 것이다. 만약 리창 서기가 승급하여 자리 이동이 날 경우에는, 그
에 따라서 아래 계급의 리더들에게도 차례로 계급이 상승하는 승급의 기
회가 발생한다.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국가적 발전에 공헌을
하면서,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더불어 자신의 개인적 승진도 기대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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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분석 및 평가
1. 분석: 리일분수 모형을 중심으로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그 구체적 사례로써 국가전
략인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에 리일분수 모형을 적용할 때, 아래와 같은
일곱 가지 포인트로 그 작동원리에 관하여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장삼각
일체화사업과 같은 국가전략의 사업의 총책임자는 국가급의 최고지도자
가 영도소조 조장을 맡아서 책임관리를 한다. 한정은 정치국상무위원으
로 정국(正国)의 지위에 있는 중국 최고지도자 7인에 속한다.
둘째, 왜 시진핑 총서기가 직접 조장을 맡지 않을까? 지역 통합으로 국
가전략 사업은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 텐
진, 허베이 3개 지역(京津冀)’, 珠三角 등 여러 사업이 있다. 시진핑 총서
기가 한 지역을 선택하여 직접 전면에 나설 수 없다.
셋째, 그렇다면 왜 상하이시가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에서, 즉 3성1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상하이시)를 영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맡는가?
사실 리창 서기는 ‘부국’(副国) 계급의 정치국위원으로, 한정 서기 바로
아래의 계급인 중국 최고지도자 25인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성의 최고리
더 서기는 정부(正部)로 장관급 계급이다. 즉, 리창 서기가 이 장삼각지역
의 리더로 영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넷째,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 상황에서,
이 책임 리더 역할을 맡은 리창 서기는 정치국위원(25인)에서 정치국상
무위원(7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
다. 이것은 마치, 리창 서기 이전에, 한정 서기(상하이시위원회)가 정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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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에서 19대에 정치국상무위원으로 올라간 것과 같은 예측이 가능한
승급의 경로이다.
다섯째, 사실 중국 국정운영의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확실하게 구분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일 수도 있으
며, 중첩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리창 서기의 경우는 중앙이
아닌, 상하이시의 최고리더이기 때문에 중앙과 대비되는 지방의 대표라
고 할 수 있지만, 또 그의 정치국위원의 직급으로 보면 이미 부국(副国)으
로서, 자체로 중앙의 국가급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리창 서기를
통해서 볼 때, 중국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의미는 흥미롭게도 중앙이면
서 동시에 지방을 겸하여 대표할 수 있는 중첩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섯째, 바로 이 점이 리일분수의 작동원리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상호작용을 겸직할 수 있는 서기 라인을 중심축으로 삼아서 그 두 조직을
연결함으로써, 그 둘 사이 업무전달과 이해에 한 치의 물 샐 틈이 없도록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책임소재도 명확해진다.
일곱째, 이러한 정무적 성격의 리일분수 모형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실제 사업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 ‘할당-경쟁-보상’의 방식이다. 할
당의 측면에서, 중앙에서 국가전략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 경쟁의 측
면에서,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은, 그와 유사한 지역발전 사업인 京津冀,
珠三角 등과 경쟁한다. 보상의 측면에서, 객관적 성과물을 바탕으로 탁월

한 업적을 타지역에 비해 도출하면, 그 사업지역의 리더를 중심으로 한
단계씩 차례로 계급의 상승, 즉 승급을 한다.
정리하면, <그림 4-6>은 李振国 等(2018: 29)에서 과학기술정책의 형
성과 집행의 프로세스를 통해 제시한 것을, 리일분수 모형으로 표현해 봄
으로써, 어떻게 또 무엇이 중앙에서 지방정부로까지 전달되는가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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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지도적 성격의 문건에는, 거시적 차
원의 계획과 철학, 목표, 방향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문건에 담아야 하
는 구체적 내용은 결여된 ‘모호함’을 유지한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지방
정부가 자신의 현실적 조건과 입장에서, 정책내용을 담을 수 있는 ‘상대
적 독자성’ 혹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4-6

理

리일분수 모형: 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 집행 프로세스
국가과학교육영도소조 등

理

직접관리
유형

理

규획 등 지도성 문건

理

중앙 각 정부 部委
지도
유형
理

지방정부

대학, 과학연구기구, 기업 등

2. 비교평가: 리일분수와 다른 모형 간
중국의 중앙-지방관계 모형은 제2장 <표 2-13>에서 언급한 바 있다.
간략히 검토하면, 张海廷은 ‘민주집중단일제’로써,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는 정당, 역사, 계획경제체제의 관성과 영향 때문에, 많은 경우 중앙
집권적 특징을 갖는 중앙집권의 체제 모형에 속한다”(张海廷, 2002: 44)
고 본다. 복합단일제를 말하는 艾晓金은 “중국의 국가구조와 형식은 전형
적인 단일제와 다르고, 전형적인 연방제와도 다른, 즉 중앙과 지방정부는
각급의 인대가 각급 정부에 권력을 부여하는 일 외에, 각급의 당조직 또
한 동급 정부에 대하여 영도권을 실행하는, 국가권력의 이원적 구도”(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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晓金, 2001: 63)를 형성한다. 불균형단일제를 말하는 王沪宁은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에서 개혁개방 이래 지방에 편향하는 불균형이 출현하여,
지방의 행위가 중앙의 조절로부터 동떨어진, 그로 인한 ‘제후경제(诸侯经
济)’와 같이 전체 사회의 무질서 상황”(王沪宁, 1991: 7)을 말한다.

중국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정
부의 관계 모형에 대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
다. 첫째, 중국은 자체적으로 수천 년의 정치사상과 제도의 역사를 가진
대국으로, 국정운영에 관한 자신들의 숙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둘
째, 그것은 마치, 노자의 도덕경 1장에서,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라(道可道,非常道)”고 하듯, 하나의 고정된 제도의
형태로 확정을 하면, 그것은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온전히 보
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이를 뒷받침 하듯, 李振国 等
은 중국 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관한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논문
에서, “중국은 국가의 중장기계획을 중앙과 국무원의 지도적 성격의 문건
등 거시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런 거시적 계획들의 내용은 아직 구
체성을 결여한 모호한 부분이 많다”(李振国 等, 2018: 29)고 말한다. 넷
째, 이와 같은 모호함의 근본적 원인은, 郑永年이 지적하듯, “중국의 헌
법에는 중앙과 각 성 간의 권력의 분할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郑永年,
2013: 35)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고려를 할 때,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 관계 모형은 어떤 형태인가. 아래와 같은 점들을 적극 포함할 수 있
는 모형이어야 한다. 첫째, 어쩌면 모형을 제시하는 시도 자체가 중국적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러한 모형은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와 작동원리를 한 눈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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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 중요한 틀(frame)을 제공한다. 둘째, 단, 그 모형은 고정된 형
태가 아닌, 중국적 특색인 모호함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열린 형태이어야
하며, 셋째, 그 모호함을 중국의 사상과 문화적 측면을 통해 충분히 반영
및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의 핵심은 바로 그 모호함의 본질과 성격
을 규명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그림 4-7

중앙과 각 성 간의 권력 분할

중앙이
결정하는 부분

A

중첩 및
협상
부분

지방이
결정하는 부분

B

출처: 郑永年(2013: 36)

단적으로, 위 <그림 4-7>을 제시한 郑永年(2013: 36)은 중국의 중앙
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행위연방제’로 설명하는데, 그의 설득력 있는 논의
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가 아래와 같이 ‘수평적 관계’로
그릴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림 4-8 리일분수: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모형

A
이(理)

B

주: 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여기서 ‘리’(理)는 ‘당의 서기’(书记)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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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견지에서라도 중국의 전통적 사상문화적 관점과 신중국
성립 이래의 중국 국정운영의 프로세스를 접목하여 설명한 리일분수 모
형(<그림 4-8>)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수직적 관계에서 그 상호작용의 작
동원리에 관한 풍부한 설명과 이해를 하는데 더욱 적합하다고 하겠다.

3. 중앙-지방정부 관점에서 본 중국 국정운영
宣晓伟에 따르면, “진(秦)나라 이래로,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의 기

본적인 모형과 중요한 특징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 핵심은 중앙
과 지방의 책임권한, 관할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宣晓伟,
2018: 62). 이러한 특징은, 아편전쟁 이후 1921년 중국공산당이 결성되
고, 1949년 신중국이 성립한 이래로 지금까지도 큰 맥락에서 유효한 평
가이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미 고대중국에서 “사슴을 가리켜 말(指鹿
为马)”이라 명하고, 그것을 어기고 사슴을 가리켜 사슴이라고 말하면, 그

길로 그를 잡아다 참수해버렸던 엄격한 법을 집행했던 역사적 전통을 감
안하면, 결코 중국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법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국정운영에
서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경계와 영역의 모호한 특징이 오히려 역설적
으로 갖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아래의 <표 4-5>는 마오쩌둥
과 덩샤오핑 시대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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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대: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시기

연도

초창기

권력
이양
시기
(放权
时期)

1949~
1955

1956~
1958

내용

∙ 신중국 성립 초기에는 혁명연대의 당과 군대조직의 관리 국면이 전국적으로, 즉 동북, 화북, 서북,
남서, 중남, 화동 이렇게 여섯 개의 대행정구를 그대로 이어받고, 이 여섯 개의 대행정구를 통하여
각 성(시)에 대한 영도를 실현함
∙ 하지만, 이러한 대행정구의 존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한 개별적인 지도자들이 중앙과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세력을 양성하기에 편리함. 이것은 중앙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위협을 줌
∙ 1954년, 성과 시에 대한 중앙의 직접적인 영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은 대행정구 일급의 행정기
구를 폐지함
∙ 이와 동시에, 중앙 정부기구의 수량과 직능(직책과 기능)이 급속히 증가하고, 각각의 행정관리와
경제관리의 권력은 점점 더 중앙으로 집중하여 전국적으로 ‘부문관리(部门管理)’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통일(集中统一)’의 관리체제를 형성함
∙ 고도의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인력, 재원, 판로 등 모든 자원이 중앙의 각 유관부문으로부터 통일
관리되는 ‘条条专政(조목조목 살피는 전제정치)’을 실행하여, 지방의 (권한을) 제한하고, 기업을 죽
이는 결과를 가져옴
∙ 이에 대해 지방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중앙에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함. 마오쩌둥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 1956년에 ‘십대관계논(论十大关系)’을 발표함. 그중, “중앙과 지방의 관계
를 잘 처리하는 것, 이것은 우리와 같이 대국이며 큰 당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 때, 마오쩌
둥은 지방에 적당한 권한을 주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적극성을 발휘할 것을 강조함. 하지만, 또한
“층층이 책임을 지는 것도 장점(层层负责有好处)이 있지만, 무수한 독립왕국을 형성하는 것은 피해
야 한다”고 말함
∙ 1956년 10월, 당과 국가의 준비를 거쳐서, 중공중앙, 국무원은 연합하여 「국가행정체제의 개진을
위한 국무원의 결의(国务院关于改进国家行政体制改进的决议)」초안을 하달함
∙ 이 초안에서는 두 가지 측면의 개혁구상을 제시함. ⅰ) 중앙과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관리권한을
구분하고, 성과 현, 현과 향의 행정관리권한을 구분함. ⅱ) 지방 각급의 행정관리권력과 재정권력을
확대함
∙ 이 초안의 구체적 조치는 1957년 말에 이뤄졌고, 1958년에 실시하기로 결정함
∙ 중앙은 앞뒤로 「공업기업의 하방에 관한 몇 가지 규정」과 「기업, 사업단위와 기술역량의 하방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
∙ 그중, 두 번째 규정은 중앙의 각 부문이 관리하던 약 900여 개의 기업사업 단위를, 성과 시로 내려
보낼 것과 인수인계를 완성할 것을 요구함. 이로써 중앙의 권한이 내려놓는 것이 전국에 바람이 붐
∙ 1958년 대약진의 조류에 따라 ‘권력 내려놓는 대약진’이 출현하여, 빠르게 곤경에 빠짐
∙ ‘권력을 내려놓는’ 과정에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 및 지방 상급정부의
하급정부에 대한 통제를 잃게 되면서, 전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은 무질서한 상태에 빠져, 기존에 확립
된 체제는 파괴됨

집권
시기

1959~
1964

∙ 이러한 혼란한 국면을 바로잡기 위하여, 1959년 상반기에 중앙은 조정을 시작하며, 내려놓았던 권한을
회수하고, 여기에 더하여 당시의 국민경제는 곤란한 시기에 처해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협조를
필요로 함
∙ 1960년, ㉡ 중앙은 권력을 대대적으로 회수하기 시작하고, ‘전국은 하나의 바둑판(全国一盘棋)’이
라는 것을 강조함
∙ 우선, 전국적 범위에서 6개의 중앙국을 건립함. 관리권을 중앙과 중앙국 일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의 성시 지방에 관한 영도를 강화함. 동시에, 원래 경제권한에서 내려놓은 여러
권력, 가령 계획권,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투자권, 기업관리권, 물자분배권, 노동월급계획권, 물가관
리권 등을 연속으로 중앙으로 돌려놓음

302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표 4-5

계속

시기

연도

내용

1959~
1964

∙ 이 때 주목할 만한 하나의 정치 현상은 중앙은 당이 파견한 기구인 중앙국의 설치를 통하여 권력의
장악을 당의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인 점
∙ 1950년대 후기 ‘수직적 권력 내려놓기’는 일부 중앙정부 및 그 관할 부문의 권력을 지방으로 주는
것이었다면, 1960년대의 ‘수직적 권한회수’는 그 권력을 중앙정부 및 그 관할 부문으로가 아니라,
당의 시스템 안으로 돌려놓았다는 점임
∙ 당위원회(党委)는 각급 정부, 각급 조직의 영도에서 핵심이 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당 내의 수직적 조직관계로 발전함

규범
상실
시기
(失范
时期)

1966~
1976

∙ 문화대혁명은 국가의 정치와 행정체제에 심각한 마비와 기형적 형상을 발생시킴. 당중앙은 비록
고도의 집권을 이루지만, 전체 지방은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국민경제 또한 이로 인하여 엄중한
위기에 빠짐
∙ 정치운동으로 정체된 생산(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경제 상황을 호전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특
별이 독립적이며 완정된 국방공업체계를 건립하기 위하여, 당중앙은 1970년 전후로, ‘条条专政’을
타도 한다는 구호 아래 중앙은 제 2차 대규모의 ‘권력 내려놓기’를 시작하고, 스스로 체계를 이루고,
각자가 정치를 하는 분산주의를 함
∙ 이 때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1950년대 말기의 ‘역사의 재연’과 유사함. 문화대혁명 10년은 중국
경제가 줄곧 정체 및 후퇴하는 상태에 머무름

조정
시기

1977~
1979

∙ 문화대혁명 후, 경제적인 어려움과 혼란한 국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은 중앙과 지방 관계의 부분
조정에 착수하고, 몇몇 경제관리 권한을 집중(가령, 재정, 세수, 물자관리권 등)
∙ 동시에 중점적 핵심기업은 중앙에서 거두고, 국가운영의 경제 맥락과 관련된 철로, 체신, 민항 등
부문의 집중통일의 영도를 강화함

1980~

∙ 이 기간에 경제와 정치체제 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중국은 중앙의 고도로 집중된 권력체제의 과정에
서, 또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관계에서 비교적 큰 조정을 진행함
∙ 예를 들면, ⅰ) 1982년 신헌법과 지방인민대회와 정부조직법, 열거의 방식으로, 중앙과 성급 정부
간, 지방 각급 정부 간 직권의 범위를 규정함. ⅱ) 중국 과거의 일급 입법체제를 개혁하고, 양급 입법체
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국가 권력기관의 입법권을 확대함. ⅲ) 지방의 적극성
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또한 지방의 재정상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1980년과 1985
년 선후, ‘划分收支, 分级包干’의 재정관리체제와 ‘划分税种, 核定收支, 分级包干’의 재정관리체
제를 추진함. 또한, 1984년부터 성구(城区)와 향(镇)급 재정체제를 건립하고, 중앙(中央), 성(省),
현(县), 향(乡) 4급의 재정체제를 이룸. ⅳ) 도시 정부경제관리의 권한을 확대하고, 대도시에서 소수
의 대형 핵심 기업 외에, 기타 원래 중앙에 부속된 그리고 성에 부속된 기업들은 원칙상 모두 소재한
도시에 돌려주고 관리하게 함. 또한, 시와 지를 병합해(市地合并), 시가 현을 관리하고, 도시의 행정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어떤 중심도시가 계획을 실행하는 것(计划单列)에 대하여, 중심도시의 경제
관리권을 확대함

집권
시기

개혁
시기

출처: 李明强(2010: 171-174)

요컨대, 마오쩌둥 시대와 덩샤오핑 시대는 각각 ‘말 위에서는 천하를
얻고(马上得天下)’, ‘말 아래에서는 천하를 다스린다(马下治天下)’는 시대
로 구별하여 평할 수 있다. 마오쩌둥 시대에는 제국주의 외세의 침략으로
부터 신중국을 성립하는 시대였기에, 어떻게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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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정통하였지만, 막상 천하를 얻고 나서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
지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현상이 ㉠ 1956년 마오
쩌둥이 「论十大关系」를 발표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 우리와 같이 대국이며 큰 당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
적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즉, 중앙집권의 체제에서 얼마큼 권력을 지방
에 놓아줘야 할 것인가? ㉡ 반대로 얼마나 권한을 회수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해 문화대혁명과 같은 사회적 큰 참사를 불러
와서 국가의 경제를 크게 쇠퇴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게 한다.
덩샤오핑 시대는 이제 그런 과거의 경험을 거울로 삼아서, ‘말 아래로
내려와 천하를 다스리기(马下治天下)’ 시작한다. 흔히, 이것을 개혁개방
의 성과로 말한다. 중국의 개혁개방이라고 하면, 사실상 대외개방이라는
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은 개혁적 측면, 바로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를 어떻게 조정하여 직능을 실정에 맞게 개혁함
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중국의 국내생산력을 제고했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만약, 당시에 당정을
분리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문화대혁명의 깊은 늪에
서 아직 채 빠져나오지 못하였다면 어땠을까? 중앙과 정부 간의 거버넌
스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덩샤오핑 이후
중국이 30년 이상 10%대의 놀라운 경제성장이 지속할 수 있었을까? 이
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진핑 정부는 어떤가? ‘말 타고 있는 가운데 천하를 다스린
다(马中治天下)’로 설명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시대에 중국은 한편
대외적 환경의 불확실성에 항상 긴장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당-정-기업-사회조직’으로 부단히 분화화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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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커가는 경제적 욕구와 삶의 질의 향상에 관한 현
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단행하고 있는 시진핑 정부의 강력한 반부
패 정책은 일견,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고 하는 것인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지적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본질은 대외적 환경의 불확실성의 변수
로부터 국내의 기강을 다잡고, 동시에 과거처럼 지방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 중국 전체의 경제발전은 견인하되, 이제 그 발전의 내용이 질적인 부
분까지를 담보해야만 하는 것을 감안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마오쩌둥 시대부터 시진핑 시대에 이르기까지, 공통점은 중앙의 권력
을 얼마나 지방정부에 내려놓을 것인가와 지방으로부터 회수할 것인가.
즉, 중앙의 관점에서, 그 방권(放权)과 수권(收权)의 둘 사이에서 과연 어
디서 균형을 잡아야 가장 효과적인 중앙 중심의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즉, 중앙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하면서 동
시에 지방의 활력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신중국 성립 이래 중앙과 지
방정부 관점에서 본 중국 국정운영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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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 및 행정자원 분석
제1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
제2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
제3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관리감독

본 장에서는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권한행사 및 정책과정, 행정자원,
그리고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리체제(수직관리, 조괴관리)에 관해서 분석
을 한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는 이유는 중앙-지방정부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권한행사, 정책과정, 행정자원, 그리고 관리체계를
분석함으로써 중국 국정이 어떻게 작동되고 운영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제1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
1.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행사
1) 권한행사의 의미
권한행사(权力运行)란, 주어진 권한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
의도한 결과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정부의 권한행사란, 헌법이나 법령에
서 주어진 정부의 권한과 의무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다.
권한행사는 정책결정, 집행, 감독, 협조와 통제 등의 절차 그리고 정부체
계에서 사람, 물, 재, 정보 등의 자원배치나 활용 등을 포함한다.
중국 지방정부 권한행사는 정부권력에 대한 정책결정, 정부 권한행사,
정부 권력협조, 정부 권력통제, 정부 권력감독 등 일련의 절차를 포함한
다. 권한행사의 전제조건은 권력의 합리적인 배치로, 기초는 정부 공공자
원의 지배이고, 과정은 정책결정, 실행, 협조, 통제와 감독이고, 목표는
지방 공공이익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것이고, 방식은 행정수단, 경제수단,
법률수단과 문화수단이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3).
중국 행정조직법에서 ‘행정기관 수권’과 ‘법률과 법규 수권’의 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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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양자의 공통점으로는 ⅰ) 행정기관 수
권과 법률, 법규 수권의 조직은 모두 행정 주체 자격을 갖고 있고, ⅱ) 모
두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양자 사이의 차이로는
ⅰ) 법률과 법규 수권 주체로 입법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고, 행정기관 수
권의 주체는 행정기관이다. ⅱ) 법률과 법규 수권은 행정권에 대한 설정
과 분배이고, 행정기관 수권은 행정권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이전되
는 것이다(魏礼群, 2015: 50).

그림 5-1

행정직권 행사 주체

행정 주체

행정
기관

법률과 법규
수권기관

법에 따라
위탁 받은
조직

기타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조직

행정직권 행사 주체
출처: 任进(2011: 167); 魏礼群(2015: 50)에서 재인용

따라서 권력 리스트 중의 직권행사의 주체로는 주로 행정기관(정부 및
그 部门), 법률과 법규 수권 조직과 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조직이다(魏礼
群, 2015: 50).

2) 중국 지방정부 권한행사의 특징
중국 지방정부 권한행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제도화 수준, 민주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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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화 수준이 모두 낮다는 것이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3). 첫째,
제도화 수준이 낮다. 중국 지방정부 권한행사의 뚜렷한 특징은 제도화 수
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각 항 제도가 미흡하고, 지방정부 행정권력의
남용 수준이 아직 효과적인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도화 수준이 낮
은 원인은 주로, ⅰ) 지방정부 정책착오, ⅱ) 행정에서 법치와 인치가 병
존하고, ⅲ) 지방정부 인대감독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고, 사법권력이
행정권력을 제약할 때 취약하며, ⅳ) 공공권력과 공공여론의 제약이 작용
하여 종종 방해를 받고ⅴ) 부적절한 정부 권력이 초래하는 폭력저항 현상
도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민주화 정도가 높지 않다. 2000여 년 봉건군주 전제제도의 부정
적인 영향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행사는 여전히 전제성이 있고, 민주
화의 길은 아직 멀다.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ⅰ) 지방정부의 민주행정 이
념이 미흡하고, ⅱ) 인민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통로는 원활치
못하고, ⅲ) 지방정부의 중대한 정책결정의 청문제도는 규범적이지 않고,
ⅳ) 지방정부 정책결정의 민의표출은 불충분하고, ⅴ) 집단영도제의 원칙
도 효과적인 집행을 받지 못하여, 쉽게 ‘권력을 휘두르는 일인자(一把手
一言堂)’의 처지에 빠진다.

셋째, 이성화가 아직 형성하지 못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행사 과
정에서 비이성적 현상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중국 법률체계가 아직 완
비하지 못하고, 또한 역사상 오랜 인정(人情) 요인 때문에, 정부행정의 운
영에서 ‘법’과 ‘인정’ 사이에 종종 갈등과 충돌이 나타난다. 인정은 권력
의 권위성과 법제성에 영향을 주어, 많은 경우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
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게 한다. 비록,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법치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이성화된 권한행사 모형이 여전히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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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지방정부 권한행사의 기제
당의 15기 6중 전회 「결의」에서, “구조가 합리적이고, 배치가 과학적
이고, 절차가 엄밀하고, 제약이 효과적인 권력행사 기제를 확립하여, 권
력이 제도화와 법제화 궤도를 따라 행사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권력으
로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조치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의
17대에서는 다시 “제도가 권력을 관리하고, 사무를 관리하고, 사람관리
를 견지하고, 정책결정권, 집행권, 감독권이 서로 제약하면서 서로 협조
하는 권력구조 및 행사 기제(mechanism)를 설립·완비해야 한다.”고 명
확히 제시했다. 권력행사 기제는 합리적인 구분과 정부권력의 배치 토대
에서 정부의 공정성, 청렴성, 효율성 확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배치를 통하여 형성한 정부 권력체제 각 요소 간에 상호연결과 상호작용
모형 및 그 행사방식을 지칭한다. 이는 국가정치체제와 행정체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구체적으로 권한행사의 가치기제, 협조기제, 통합기제, 격려
기제, 감독기제와 적응기제를 포함한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3).

(1) 가치기제
가치기제는 정부의 권한행사의 지도(guideline), 정부의 권한행사의
모든 과정에 관통되어 있고, 기타 기제에 대하여 규범과 인도하는 작용을
한다. 권한행사는 정확한 가치관을 지도하는 것을 견지해야만, 권력이 적
극적인 작용을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중국 지방정부 권한행사는 사
회주의 가치관을 견지해야 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가치관을 견지해
야 한다. 이러한 방향을 지도하여 서로 다른 발전 추세와 역량을 연결하
여 하나의 적극적인 상향하는 협력(合力)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인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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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방향을 향해 발전해 가야 한다.
헌법에선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권한은 행사과정에서 시종일관 견지해야 하
는 유일한 취지와 가치 지도로 바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亢犁·
杨宇霞 主编, 2015: 53-4).

(2) 협조기제
지방정부는 많은 부서66)로 구성되었고, 각 부서 사이의 직능(职能)은
서로 다르고, 권력도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각각 부서 사이는 하나의 상
호 연결된 유기적인 전체이며, 각각 부서 사이에서 협조하여 행정을 할
때에만, 지방정부의 권력은 매우 효율적·합리적·과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협조는 지방정부 권한행사에서 직면하는 문제와 갈등에 대하여 조
절과 처리를 하고, 더 좋게 권력을 배치하고, 더 좋게 권력을 행사하고,
더 좋게 인, 재, 물 등 행정자원의 분배를 최적화 하여, 낮은 비용, 높은
효율의 정부관리를 실현토록 한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4).

(3) 통합기제
통합기제는 정부조직체계에서 그 구조 상황의 불합리, 기능 관계의 혼
란, 정책집행의 착오와 권위성의 추락 등 불리한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 확립한 새로운 기제이다. 통합기제의 목적은 사회, 정치, 경

66)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의 경우, 우리나라의 부처에 해당하는 표현은 部委署行, 또는 구성부문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서 署는 우리나라 감사원에 해당되는 심계서, 行은 인민은행을 의미한다. 부위서행은 모두
동급이다. 따라서 엄밀한 용어 표현으로는 부위서행이 적절하며, 특히 서행을 빼고 部委라고 표현하는 것
이 타당하다. 한편, 지방정부의 기구(조직)을 부처라고 표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위 대신에 본
연구에서는 ‘부서’라는 표현을 일괄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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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 각 요소 및 각 부서 사이의 자원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기
제는 정부 권한행사 기제의 중요한 표현 형태로, 정부권력의 강제 작용과
영향력이 사회 분산 요인을 융합(聚合)하고 정합(整治)하는 데에서 직접
적으로 나타난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4).

(4) 격려기제
격려기제는 정부권력의 주체 체계가 다양한 격려수단을 상용하여 규
범화하고 상대적으로 고착화하며, 격려를 받는 객체와 상호작용하고, 상
호 제약하는 구조방식, 관계 및 규율의 총합이다. 격려는 정부 각 기능
부서와 행정인원의 이익요구를 만족시켜서, 그들의 업무열정과 적극성을
동원하여, 그들의 주도성과 창조성을 더 잘 발휘하여, 궁극적으로 높은
효율로 업무를 완성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격려기제는 정부 권한행사 주
체의 수요와 권한행사의 목적이 서로 일치하게 하여 상호작용을 높이고,
행정효과를 향상하는 하나의 기제이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4).

(5) 감독기제
감독기제는 정부 내외 일체 요인을 동원하여 정부 권한행사의 강제적
(硬性)이고 유연한(软性) 감독, 통제 그리고 제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기제의 목적은 권력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행사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감독기제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권력 남용의 현
상이 나타나면, 이에 대해 책임을 추구하고 처벌을 한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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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응기제
적응기제는 정부 권한행사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의 변화에 적응하
기 위하여, 정부 권한행사의 주체, 정부 권력의 직책, 정부 권한행사의 절
차, 정부 권한행사의 방식 및 정부 권한행사의 궤적, 정부 권한행사 시한
등 측면에서 상응한 조절을 진행하여, 정부 권한행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기제이다. 정부 권한행사의 적응기제는 하나의 체계기제로 완
비한 정보체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탄력 있는 직책규정도 있어야 하며,
권력에 대하여 동적인 관리를 할 전문기제를 필요로 하면서도, 미리 적응
조치를 정할 필요가 있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4).

2. 중국 지방정부의 정책과정
정책과정은 국가의 실질적인 정치 상황이 투영된 것으로 서로 다른 행위
주체가 정책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된다. 정책과정은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환류 등으로 구성된다. 정책과정의
체계성이나 합리성은 해당 국가의 정부운영 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현실이며, 한국 역시 중국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항상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
기서는 중국 중앙-지방정부와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중국 정책결정의 기제
(1) 이급분층(两级分层) 정책결정 기제
정책을 실제로 선택하여 결정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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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에서 진행한다. 수직적으로 정부 정책결정 주체는 중앙과 지방에서
의 정책결정 공동체로 나눈다. 정책결정체계 중 주체의 권위 유형과 계층
에서 보면, 중앙의 권위 계층은 대체로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赵德余, 2010: 20-23; 鲁敏 主编,
2019: 312에서 재인용).
그림 5-2

중앙-지방 2급분층 결정기제
중공중앙정치국

중
앙
층
면

전국인대: 입법

정치국 주도의 위원회

부문 2

부문 1

지
방
층
면

지방당위서기

특별위원회

기타

인대 주도의
특별위원회

국무원: 행정

부문 3
특별공작
영도소조

부문 4

기타

교차부문연석
공작회의

부문 5

…

지방정부

지방정부직능부문: 지방부문 1, 부문 2, 부문 3 등

출처: 鲁敏 主编(2019: 313)

첫째, 최고 계층은 중앙정치국(총서기 혹은 상무위원회가 정책 핵심),
혹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공동체이다. 일
부 중대 개혁의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관련 전문위원회가 이끄는 것을
필요로 한다. 경제사회 개혁의 중대 정책결정 혹은 배치는 일반적으로 중
앙경제업무회의 혹은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논의하고 정책결정을 한다. 둘
째, 2선 계층은 국무원총리 혹은 국무원부총리를 핵심으로 하거나 혹은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끄는 다수 부위(部委: 한국의 부처) 협조와 합작의 정
책결정 공동체이다. 셋째,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것은 국무원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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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위 정책공동체로, 각 부위는 권한 내에서 정
책결정을 할 수 있다(鲁敏 主编, 2019: 312-3).
사회전환 시기와 복잡성 시대의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일부 정책결정
의 도출은 여러 부위의 협동을 요구하며, 이는 곧 국무원이 다수 部委 간
(跨部门) 영도소조를 설립할 것을 요구한다. 특별히 복잡하고 중요한 문
제는, 심지어 중앙정치국 혹은 전국인대의 논의와 정책결정도 필요로 한
다(鲁敏 主编, 2019: 313).
(2) 실질적인 정책결정 동원 능력
중국 정책결정체계에서 행정급별이 높다고 관원이 정책자원을 동원하
는 능력이 더 강한 것은 아니다. 거꾸로, 정책결정 동원 능력이 가장 강
한 것은 정부관료제 구조에서 사국급(司局级) 관원이다.67)

그림 5-3

중국 행정급별

국가급

국무원

성부급

부급

성급정부

사국급

사급

청국

지급정부

현처급

처실

처실

처국

현급정부

과실

과실

과국

향급정부

말단

말단, 소68)

향과급
말단(股)급

출처: 行政级别.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322979014.html (검색일, 2019.6.25)

67) 이를 “사장이 국론을 기획하고, 처장이 국론을 다스린다(司长策国论, 处长治国论)”라고 한다(鲁敏 主编,
2019: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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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장(司长)은 중국 정책결정 과정 중에
서 핵심 지위를 갖는다. 사장은 사, 국, 청, 지 등 상응되는 행정급별의
정부관원을 포함한다. 중국의 행정체계에서 부장보다 한 급 낮고, 처장
(处长)보다 한 급 높아 특수한 위치에 있다(鲁敏 主编, 2019: 313).
정부관원의 시간과 주의력의 배치에서 볼 때, 성부급 이상 관원은 부
서 전반과 영역의 각종 사무를 주관하고 있다. 주관하고 있는 경제와 사
회 영역 중에서, 정책의 기안은 매우 빈번하여, 그들은 충분한 시간과 정
력을 갖고 직접 정책결정 측면의 사무를 행할 수 없고, 민감한 정치, 이
데올로기 혹은 국가안전 문제에 더 주목한다. 사국급 간부는 이와 달리,
더 많은 시간을 정책결정을 고려하는 데 사용한다. 그들의 주요 직책은
노력을 집중하여 그들 주관 영역 중의 각종 정책문제를 고민한다. 그들이
정책문제에 배치한 시간과 노력이 가장 많고, 파악한 정보도 가장 전면적
이다. 비교한다면, 처급 간부는 더 많은 노력을 정책집행과 행정사무 처
리 등에 사용하며, 처장치국론은 바로 처 일급 간부의 권력 속성을 상징
한다(鲁敏 主编, 2019: 313-4).
중앙정부 부위 중에서 사급 관원은 중국 정부의 정책결정 관료 네트워
크(科层网络) 중에서 상하와 내외가 소통하는 ‘문고리’(结构洞)에 위치한
다. 중국 정부 내의 관료조직 구조에서 누구나 다 행정 연결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부급 관원과 처급 관원 사이에는 문고리가 존재한다. 사급

68) 고소급(股所级)은 현구(县区)가 규범적으로 설치한 일종의 급별이 없는 관리계층이다. 부과급(副科级)과 과
원급(科员级) 사이에 위치한다. 县区级 기관 내에 설치된 기구 명칭은 통일적으로 고(股) 혹은 판공실이라 한
다. 고소급 부서의 책임자는 부과급(副科级)으로 높여 배치할 수 있다. 股级은 현 소속 향[진(镇), 장(场)]에 소
속하며, 행정사업단위는 중층 간부이다. 股所级은 고급(股级) 혹은 소고급(所股级)이라고 한다. 현(县) 공안
국 내에 설치된 부서로 과(科), 고(股), 소(所) 그리고 부서로 파출소는 고소급이다. 股所级.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item/%E8%82%A1%E6%89%80%E7%BA%A7/20633635?fr=aladdin (검색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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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정부관료 네트워크 중에서 상하급 간에 모두 연결이 가능한 특수
한 지위에 놓인다. 따라서 정책결정 자원 중 가장 중요한 정보획득에서
본다면, 처급 간부는 가장 유리한 지위를 갖고 있다. 그 외에도, 사급 간
부는 정부 내의 관원과 정부 외부 전문가의 주요한 내외 연락책이다. 그
래서 중국 정책결정 네트워크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처하고 있는 사급
간부는 가장 많은 정책결정 자원을 갖고 있다(鲁敏 主编, 2019: 314).
중국 정부운영 절차의 특징에서 보면, 주관 영도가 참여하는 정책 업
무 보고회(汇报会)는 정책결정의 단계적 성과 혹은 최종 제시의 가장 주
요한 표지이다. 사급 간부는 이들 정책회의의 실체 행위자(操作者)이다.
성부급 영도는 명의상 부서 혹은 지방에서 정책기안 작성을 책임진 주관
영도이지만, 일반적으로 정책수립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사급 간
부의 단독 업무보고를 받거나 단계적 업무 보고회에 참여한다. 이들 업무
보고회는, 모두 하급 사급 관원이 이미 단계적 성과를 얻었거나 이미 기
본적으로 준비가 성숙되었다고 생각하고, 사급 간부가 이미 단독으로 부
장에 보고를 끝낸 상황에서 개최된다. 따라서 정책업무 보고회에서 해당
정책제정을 주관하는 부급 영도는 일반적으로 전기의 업무에 대해 총결
만 한다. 대체로 포상을 위주로 진행되어,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조문
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급 간부는 각종 정책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마지막에 사급 관원이 정책문건의 텍스트를 부급
관원과 部委 업무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만약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라면, 국무원에 보고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다(朱旭峰, 2008; 鲁敏
主编, 2019: 3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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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정책결정의 특징 및 정보의 출처
(1) 중국 정책결정의 특징
① 상하결합
‘위에서 아래’와 ‘아래에서 위’의 결합은 중앙계층 정책결정의 주요 특
징이다. 개혁개방 초기 ‘농가가 정부와 계약을 통해 수확물의 일부를 정
부에 납부하면 나머지는 농민 자신에게 귀속되어 사유재산을 갖게 된 가
정연산승포책임제(家庭联产承包责任制)’는 하층 농촌·농민의 자발적인
행동이다. 이후 중앙의 지지와 인정 그리고 도급(包)을 받아, 개혁을 시작하는
시초가 되었다. 경제특구를 설립한 것은 맨 처음에는 1978년 홍콩·마카오
조사단이 제기한 건이다. 이어서 광둥성 관련 책임자가 중앙에 제기하였다.
이후 중앙에서 조사팀을 광둥, 푸젠 두 성에 수차례 파견하여 조사하여
여러 논의를 거쳐 최종으로 내린 정책결정이다(鲁敏 主编, 2019: 315).
최근 양회 개최 이전과 개최 과정에서 중앙 관련 部委는 모두 각자의
플랫폼과 경로, 특히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하여 넓은 범위에서 의견
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의안을 형성하고, 정책의제에 반영한다. 5개년계
획의 초고작성, 수정과 출범의 과정은, 모두 여러 차례 반복적인 상하 의
견소통과 융합을 거치는 과정이다(鲁敏 主编, 2019: 315).
② 협상소통
협상소통은 당 사이 협상, 당내 협상, 당과 군중 협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파와의 협상은 중국 정치체제의 하나의 큰 특색으로, 중국공
산당과 8개의 민주당파와의 협상은 주로 민주협상회, 고위층 상담회(高
层谈心会), 격월좌담회(双月座谈会), 서면건의 제기, 초청대담(约请交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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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형식이 있다. 당내 협상은 주로 중국공산당 내부 상하급 사이의 소
통, 동급 사이의 소통, 중대한 정책결정 전의 충분한 준비 등을 지칭한다.
당내 협상 또한 현재 당 내부 민주건설과 발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다.
당과 군중 협상은 중국공산당이 군중노선을 실천하며, ‘군중에서 나오고,
군중에게 다가가는 것’을 견지한다. 사회 현실과 민의를 경청하고, 인민
이 급한 것을 급한 것으로 하고, 인민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당과 정부의 정책결정의 출발점이다(鲁敏 主编, 2019: 315).
③ 다양한 참여
장기적인 탐색과 발전을 거쳐 중국의 정책결정 제도는 점점 더 공개화,
과학화, 민주화되어 가고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일반민중, 전문가, 학
자, 사회단체, 민주당파, 무당파 인사 등은 모두 이익 관련 당사자로서 정
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이익 및 관심을 표출하고, 정책결정 과정을 감독
한다(鲁敏 主编, 2019: 315).
다만, 이러한 주장이 본 연구자의 시각에서는 모두 설득력 있는 주장
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양한 참여가 과연 실질적·민주적이고, 공개
적·과학적이라고 주장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 판단된다.
④ 과학논증
모든 정책결정은 영향을 끼치는데, 당중앙과 국무원의 중대 정책결정
은 그 영향이 더 크다. 예를 들어, 싼샤(三峡)공정건설은 여러 성, 수백만
명의 이주와 관련되고, 5년발전계획의 제정은 모든 인민의 행복지수와
연관되어 있다. 정책결정이 잘못되면, 가져오는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것이
다. 과학논증은 현재 이미 정책시행 이전에 불가결한 절차가 되었다(鲁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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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编, 2019: 316).

⑤ 집단결정
민주집중제를 기초로 하는 ‘집단결정(集体决定)’은 중국의 정책결정체
제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민주집중제는 당의 근본적인 조직 원칙으로,
당 내 생활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준칙이다. 정책결정의 과학화
와 민주화를 위해 불가결한 제도보장이다(鲁敏 主编, 2019: 316).

(2) 지방정부 정책결정의 정보 원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보가 매우 중요하
다.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방정부는 정보의 질과 양에 취약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란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목표, 정
책결정 방안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물론, 이후 정책의 우선순
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데이터 및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王佃利·
曺現强, 2003: 143; 方雷, 2010: 101에서 재인용).

정책결정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어떠한 정보를 활용하는 가에 따라 좌
우될 것이다. 중국의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정보를 근거
로 하는지 그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중앙정부의 정보
지방정부란 중앙정부를 제외한 각급의 지방정부를 의미한다. 지방정부
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으며,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까지
연장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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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지도, 감독과 관리를 받아들여야 하며, 반드시 중앙정부의 중
대한 정책결정을 따라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가 내린 임무를 제때 완성
해야 한다(方雷, 2010: 102).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앙정부는 매
우 중요한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과 관련된 정보의 출처로는 법률이나 법규, 정책 방침 등이 있다. 이는
지방정부에게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라 할지라
도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정보 제공
자이다(方雷, 2010: 102).
② 싱크탱크의 정보
싱크탱크는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책 전문가, 정책자문가는 물론, 연구기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책결정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가능한 한 많은 해결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며, 여러
분야에서 논증, 예측, 비교분석 등이 이뤄져야 한다(方雷, 2010: 102).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 뛰어난 정보처리 능력, 문제
분석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 지도자들 또는 정
부 정책결정기관들이 항상 모든 방면에서 뛰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지
식과 기술을 갖춘 정책전문가, 기술전문가 및 시급한 사안들과 관련된 각
층의 전문가 또는 연구기관 등69)의 도움이 필요하다(方雷, 2010: 102).
정책자문과 논증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69) 서구 국가들의 싱크탱크는 그들의 자금 출처를 기준으로 정부, 준정부, 민간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통계
에 따르면 미국의 다양한 자문기관에는 4,000여 명 이상이 소속되어 있으며, 영국은 2,000여 명의 전문가
가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국 정책자문기관은 소규모임을 알 수 있다(方雷, 201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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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책전문가들이 “실행 가능성 여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들
은 싱크탱크와 연구기관의 의견과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특히, 실행가능성의 여부에 관한 보고서가 정부와 정반대
의견을 가질 경우,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그들
의 부족한 전문지식을 메워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정책집행의 동
력을 얻을 수 있다(方雷, 2010: 103).
③ 대중의 정보
대중은 사회에서 정책의 이익과 관련된 대중, 기업 및 사회조직 등 특
정 조직을 가리킨다(方雷, 2010: 103). 지방 거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는 신중한 태도를 지녀
야 한다. 다양한 채널과 경로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한층 더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게다가 효과적인 정책을 선택할 경우,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지방정부 정책결정력의 과학적 대중성을 높일 수 있으
며, 지방정부의 이미지 역시 좋아질 수 있다(方雷, 2010: 104).
중국의 경우, 청두(成都)시 정부에서 2004년 3월 16일 청두시 인민정
부는 제14차 간부회의에서 ‘청두시 중요한 행정과 정책결정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논증 방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
었다. 이처럼 정책시행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자문기관과 전문가
들의 정책에 대한 정보와 자문을 구해야 한다(方雷, 201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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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분권적 정책결정 모형
분권적 결정편제 모형은 5년계획에서 나타난다. 수년에 걸쳐 중국의 5년
계획의 편성은 점차 ‘지방자주, 중앙지도’의 모형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고도 분권의 정책결정 모형으로 각급 정부는 본급 당위의 영도 아래 계획
편제를 전개하며, 본급 인대의 심의와 비준을 거친다. 시간상 지방의 5년
계획이 먼저 통과되고, 국가의 5년계획은 이후에 통과되기 때문에 국가의
5년계획은 지방에 대해여 법적 구속력은 없다(鲁敏 主编, 2019: 318).
이러한 계획편성 모형의 특징은 우선 5년계획 편성은 지방에 대한 중
앙의 효과적인 지침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면, 계획편성 이전에 국가발전
개혁위원회는 계획의 편성요구를 전달하면서 지방에 대한 지도를 실현하
고, 이에 따라 지방계획은 중앙계획의 의도와 정신을 반영한다. 그 밖에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여, 해당 지역
5년계획의 전반적인 경로를 형성하고, 동시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지
침을 반영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한다(鲁敏 主编, 2019: 318).

그림 5-4

분권적 정책결정 편성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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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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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鲁敏 主编(2019: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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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도의 민주와 분권의 편성 모형에서, 지방은 더 높은 적극성
을 갖고 중앙의 의도와 정신을 관철한다. 현행 정치체계에서 지방정부는
필연적으로 지방이익과 중앙요구 사이의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지
방정부가 지방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의 실제 이익과 중앙 요구를 겸하여
고려할 수 있는 가능한 경로를 제공한다(鲁敏 主编, 2019: 318).
당장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 당위는 반드시 중앙위원회의 영도에 복종
하고, 상급 당조직의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방에서 5년계획
을 편성할 때, 중앙의 건의를 청취할 의무가 있다. 현재 지방은 주로 집
단학습의 방식을 통하여, 5년계획 편성에 대한 중앙의 정신과 요구를 파
악할 수 있다. 지방의 5년계획은 국가의 5년계획과 서로 연결되어야 한
다. 지방 해당 부서가 편성한 5년계획의 요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연결해야 한다(鲁敏 主编, 2019: 318).

4) 중국의 정책집행 모형
중국의 정책집행 과정은 당정기관 등 정규 조직의 추진도 있고, 또한
사회동원의 촉매 작용도 있다. 동원을 정책결정 과정에 관철하고 정책집
행에 사용하는 것은, 현대 중국의 정책결정 집행의 하나의 큰 특성이다.
동원을 활용함으로써 당정기관의 중첩과 직능 중복이 낳은 중국의 정책
결정 집행의 ‘구조-기능’ 문제는 일정 수준 완화될 수 있다(邓顺平,
2015; 鲁敏 主编, 2019: 331에서 재인용).

(1) 관료 모형
관료제는 하나의 전형적인 ‘위에서 아래’의 정책결정 집행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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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은 한편으로 엄밀한 명령과 상급의 통제지휘 능력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책집행 규범에 대한 정책제정자의 합리적인 설계와 관련된다.
관료 모형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응용되어, 영향력이 상당히 보편적인
정책집행 모형이다. 이 모형은 정책집행의 법령과 규장을 매우 강조하며,
공공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을 반영한다(鲁敏 主编, 2019: 332).
현대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결정은 주로 당과 정부의 각급 조직이 관철
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료제 모형으로 중국의 정책결정
집행 현상을 해석하는 데에 일정한 합리성을 준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정책결정 집행의 핵심 문제는, 중앙(상급) 정부가 마땅히 어떻게 지방(하
급) 정부를 통제하거나 조절하여 정책결정의 목표를 실현하는 가에 있다
(鲁敏 主编, 2019: 333).
하지만 정책결정 집행은 쉬운 것은 아니며, ‘정교’해 보이는 정책결정
은 종종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심지어 보편적인 불만 정서를
야기할 수 있다. 주인대리인 시각에서 관료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격려와 감독을 해결하는가이다. 관료 모형 시각으로 중국
의 현실은, 오랫동안 중국 정부가 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적을
기초로 하는 승진으로 지방을 격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은 발전과정
에서 점점 더 많은 자주권한을 얻은 이후, 승진 격려의 효과는 처음처럼
두드러지지 못하다. 사실, 피라미드형 관료체계에서 단지 극소수 관원들
만이 운 좋게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다(鲁敏 主编, 2019: 333).

(2) 동원 모형
현대 중국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정책집행 기능은 통상적으로 정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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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여론과 선전교육 등 정치사회화
수단을 사용하여 집행자 및 그 정책에 대한 민중의 인정, 지지와 협조를
동원하여, 정부의 집행능력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정치동원에 의존하여
정책집행을 실현하는 과정이 바로 동원 모형이다(鲁敏 主编, 2019: 333).
협의로, 동원은 이데올로기 선전을 통하여 군중이 정책집행 과정에 참
여하는 것을 동원하고, 이로써 정책의 관철과 실현을 하는 것이다(胡伟,
1998: 312-3; 鲁敏 主编, 2019: 333에서 재인용). 광의로, 동원은 앞의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부조직 내에서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통제를 통하여 정책집행을 추진하는 것이다. 협의로, 동원 모형
에서 당이 인정하고 폭넓은 군중이 옹호하는 이데올로기 목표는 강제적
인 특징을 갖고 있어서 정책집행자는 반드시 무조건 옹호·관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혁개방 이전의 대약진운동,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노선이다. 개혁개방 이후에도, 중앙과 지방은 경제 및 행
정 분야에서 분권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중앙은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노
선을 관철함으로써, 여전히 충족한 자원과 권력을 갖고 있고, 필요할 때
지방이 정책을 집행할 때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곧 기층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 직면하는 압력형체제이다(宁骚, 2012; 鲁敏 主编,
2019: 333에서 재인용).
중국의 정책과정은 하나의 전형적인 ‘군중-영도-군중’의 과정이다. 정
책결정 과정은 영도자가 분산되고 비체계적인 군중의 의견에 집중하여,
연구를 거친 이후 집중되고 체계적인 의견으로 전환하고 문제해결 방법
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정책집행 과정은 영도자가 군중 속으로 돌아가 정
책을 선전하고 해석하여, 정책이 군중의 인식으로 전환되게 하여, 군중을
이끌고 집행해 나간다. 그리고 군중 실천 중에서 정책의 정확성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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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고, 다시 군중에서 정책을 집중-수정-완비하고, 다시 군중에서 견
지-관철하는 과정이다(鲁敏 主编, 2019: 333).
관료 모형과는 달리 동원 모형은 “정책결정자가 집에만 있고(待字闺
中)”, 군중이 핍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정책결정자의 응답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참여 모형이 아니다. 동원 모형은 우선 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
로 군중에 다가가서 군중과 하나가 되어 군중의 진정한 수요를 이해한다.
그리고 군중으로부터 주장을 모으고, 수정하여, 다시 군중에 인내심을 갖
고 자세히 설득하고 감정 업무를 병행한다. 마지막에 군중의 자각 행동으
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학습형 정책결정 및 자발적 집행과정인
것이다(鲁敏 主编, 2019: 333).

(3) 경합 모형
비록, 동원 모형이 중국의 정책집행의 특수성을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지만, 중국의 정책집행 중에서 나타나는 “위에 정책 있으면, 아래에 대책
있는”, 또한 “미해결로 남아 있는(悬而未决)”, “끊임없이 반복 되는” 현상
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낳는다. 반면에, 경합 모형(博弈模式)은 비교적
매우 적절하게 합리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鲁敏 主编, 2019: 333).
경합 모형의 핵심 관점은 중국의 공공정책 집행을 ‘정책을 결정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 ‘집행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 사이에서 각자 이익에
기반을 두고 경합하는 과정으로 본다. 중국 개혁과정에서 끊임없이 강화
되는 분권 추세로, 정책결정자는 집행하는 자에 대한 통제를 점차 상실했
고, 정책의 집행결과는 참여자가 흥정하여 도출한 것이다. 1990년대 중
기의 분세제 개혁 중앙과 지방의 일 대 다(一对多)의 경합에서부터,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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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조정정책의 무기력한 외침과 소멸, 중앙과 지방의 정책결정
의 집행 과정을 본다면 경합은 더 부각된다(鲁敏 主编, 2019: 333-4).
분명한 것은, 중국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결합은 서구와 다르다. 서구
의 정책집행 경합이 치여할 배경은 경쟁성 정당정치와 압력형 이익집단
정치이지만,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장기집권에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구 국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책집행 구조(정책 네트워
크)를 갖고 있고, 그 경합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강한 예측 가능성과 관리
가능성을 갖는다(鲁敏 主编, 2019: 334).
그러나 중국 정책집행 중의 경합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책집행 구조
중에서 진행되어 왔다. 경합의 형식과 경합을 초래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
하다. 중국 정책집행에서 경합은 질서 또는 무질서 형태로 나타난다(龚虹
波, 2008; 鲁敏 主编, 2019: 334에서 재인용).

5) 중국의 정책집행 구조
(1) 정책결정과 집행의 구조
현대 중국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체계가 있
다. 즉, 헌법에서 규정한 헌정(宪政) 구조체계와 중국공산당 당장이 규정
한 당정 구조체계이다. 이 양대 구조체계는 정태적인 구조, 운영 주기와
업무 원칙 측면에서 공통점과 유사점이 있다. 반면에, 영도체제, 운영 시
간과 조직 기초 측면에서 다른 점도 있다. 두 체계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당정구조체계가 주도한다. 그 표현으로 중공조직,
행정기관, 인대, 정협 등 기구가 다위일체(多位一体)이고, 중공조직이 주
도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기제이다(张立荣, 2004; 鲁敏 主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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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28에서 재인용).

(2) 정책결정과 집행의 헌정구조
현행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고, 전국
인대상무위원회는 그 상설기관이다.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
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으로,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대는
지방 국가권력기관이고, 지방 각급 인대상무위원회는 그 상설기관이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
가행정기관이다(鲁敏 主编, 2019: 328-9).
헌정구조로 보면, 현행 헌법구조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구
조는 수평구조와 수직구조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형성한 네트워크 구조
이다(徐颂陶·徐理明, 1996: 81-83; 鲁敏 主编, 2019: 329에서 재인용).
정책결정기관은 각급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常委会)로, 그 집행기관
은 각급 인민정부이다. 각급 인민정부는 각급 국가행정기관임으로, 각급
인민정부는 각급 행정관리의 정책결정기관이기도 하고, 그가 소속되어
있는 업무 부서는 곧 그 상응하는 집행기관이다(鲁敏 主编, 2019: 329).

그림 5-5

헌정 구조상 정책결정 및 집행

전국인대 및 그 상위회

국무원

소속 업무부문

성급 인대 및 그 상위회

성정부

소속 업무부문

시급 인대 및 그 상위회

시정부

소속 업무부문

현급 인대 및 그 상위회

현정부

소속 업무부문

향진인대

향정부

소속 업무부문

출처: 鲁敏 主编(2019: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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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행정구역의 구분은 성(성, 자치구, 직할시 포함), 시(구를 설
치한 시, 지급시, 자치주 포함), 현(현, 자치현, 현급시 포함) 및 향(향, 민
족 향 진) 네 등급이 있다. 수직으로 보면, 중국의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 구
조는 다섯 계층이 있다. 즉, 중앙, 성, 시, 현과 향으로 그중 상급은 정책
결정기관이고, 하급은 상응하는 집행기관이다(鲁敏 主编, 2019: 329).

(3) 정책결정과 집행의 당정구조
헌정구조가 현대 중국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구조의 전부는 아니다.
또한, 현대 중국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핵심부분도 아니다. 현대 중
국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핵심구조는 중국공산당의 각급 당위원회이
다(鲁敏 主编, 2019: 329).

그림 5-6

당정 구조상 정책결정 및 집행

중공전국대표대회 및 중앙위원회

정치국 및 그 상위회

소속 업무부문

성당대표 및 그 위원회

성위상위회

소속 업무부문

시당대회 및 그 위원회

시위상위회

소속 업무부문

현당대회 및 그 위원회

현위상위회

소속 업무부문

향당대회

향급당위

소속 업무부문

출처: 鲁敏 主编(2019: 330)

우선, 중공중앙 및 지방 각급 조직의 수직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 중국
공산당 당정의 규정에 따르면, 중공 전국대표대회와 여기서 선출된 중앙
위원회는, 당의 최고영도기관이며, 당의 중앙위원회는 당의 중앙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를 선출한다. 후자는 차례에 따라 전자에 책임지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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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고하고, 전자의 결정을 집행하고, 전자의 폐회기간 당의 전국적인
업무를 영도한다. 중앙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는 중공 상설 영도기관으
로, 당의 정상적인 업무를 주관한다.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 및 그 상
무위원회의 판사기관으로, 중앙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의 영도 아래 업
무를 전개한다. 지방 각급 당조직의 수직구조는 당중앙 조직의 구조와 유
사하다(鲁敏 主编, 2019: 330).
다시 수직구조를 보면, 중공의 당장규정(党章规定)에 따르면, 당은 민
주집중제의 조직 원칙을 실행한다. 즉, 민주기초 위의 집중과 집중영도
아래 민주의 유기적인 결합을 실행하며, 개인이 당조직에 복종하고, 소수
가 다수에 복종하고, 하급 조직이 상급 조직에 복종하고, 전당 각 조직과
전체 당원이 당의 중앙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에 복종하는 것을 견지한
다. 이러한 민주집중제의 조직 원칙은 중공 조직의 수직 정책결정과 집행
의 구조 상황을 결정한다(鲁敏 主编, 2019: 330).

6) 지방정부의 정책과정 왜곡
중국 지방정부는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다. 여기서는
지방정부가 보여주는 왜곡된 현상을 王国红(2011)이 제시한 내용을 중심
으로 형식적인 정책시행, 정책적 결함, 정책 추가, 정책 교체, 정책의 지
체, 정책의 답습, 정책의 오용, 정책의 투기, 정책 위반, 정책에 대한 저
항, 임의적인 정책, 정책의 무능함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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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지방정부의 정책 왜곡 현상

∙ 정책시행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할 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들을 홍보하며,
형식적인 정책의 활용성을 고려한 정책을 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책집행 조직, 직원 및 예산 등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음
정책집행 ∙ 지방정부의 이러한 겉으로만 따르는 것처럼 하고 안으로는 그러지 않는 이면적인 행동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행동으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모습은 주로 정책적 책임을 교묘하게 피할 때 자주 나타나는 행동 패턴

정책적
결함

∙ 각급 지방정부의 정책 시행자가 상급의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상급의 정책을 임의대로
취사선택하는 것
∙ 선택적인 정책시행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회문제를 초래. 이러한 양상은 기초자치
단체에서는 더욱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그들의 행위는 사실상 정책결정 기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가
와 집단의 이익, 전체와 국부의 이익, 중앙과 지방의 이해관계 등을 모두 훼손

정책
추가

∙ 정책시행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책에 추가시킴으로써 정책의 대상, 범위
및 목표 등이 원래 정책의 것을 뛰어넘는 것을 가리킴
∙ 1990년대 중국의 주택제도개혁의 목표는 공공주택의 분배를 통해 주택을 상품화시키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주택의 분배 불균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함. 그러나 실제로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과 몇몇 부서가 자의적으로 원래 정책에서 없었던 내용을 정책에 포함

정책
교체

∙ 지방정부가 정책의 목표나 정책의 일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곡해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가리키며, 특히 정책의
추상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역이나 부서의 특수성을 이유로 삼아 제멋대로 해석하여 정책을 집행하
는 것을 지칭
∙ 이는 전형적으로 “위에는 정책이 있고,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对策)”의 모습을 띠면서 교묘하게
정책을 우회하는 행위

정책의
지체

∙ ‘정책에 저항하는 행위’, ‘위법 또는 상급의 지시를 위반(顶风上)’하는 것이나 집행 과정에서 ‘용두사미, 시작만
하고 끝을 내지 않는’ 등 모두는 정책의 시행을 정체시키는 행위
∙ 사실상 상급의 정책을 무시하는 지방정부는 은근히 많음. 일부 지방이나 부서는 상급의 정책이 온전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지역 상황에 부합하지 않다는 등 지역적 특수성을 이유로 정책 시행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음

정책의
답습

∙ 정책집행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정책시행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면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경로
나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며, 정책시행에 필요한 환경, 조건이나 시기 등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음
∙ 기계적으로 이전의 정책을 답습하며, 자신들의 지역이나 부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급에서 내려온
정책 그대로 시행”하거나 “통지나 문건을 통해서만 정책을 시행”하는 모습

정책의
오용

∙ 정책의 오용은 집행 과정에서 정책이 ‘변형’된 것을 의미하며, 오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지방정부 정책
집행자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
∙ 많은 지방정부가 중앙에서 승인했다는 이유로 지방의 공익사업을 위해 모금활동을 시행하는 정책은 정책 오용
의 전형적인 사례로 이는 자금, 물품 및 인력 후원 등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이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음

정책의
투기

∙ 정책의 투기란 정책을 통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를 지칭하며, 형식적으로는 정책을 준수하지만,
사실상 정책의 목적과 어긋나는 행동을 함
∙ 정책의 투기란 지방정부가 국가가 정한 정책을 ‘이용’하면서 정책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한다고
여김. 정책 투기는 자원이 일부 지방정부의 손에 들어가게끔 만들며, ‘특수’한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얻음

정책의
위반

∙ 정책 위반이란 지방정부가 국가행정 정책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특히 정책에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행하는 것을 말함
∙ 정책 위반으로 원래의 정책이 유명무실해지며, 특히 지방정부가 고의로 상급 또는 중앙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는
정책의 권위를 심각하게 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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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정책의
저항

∙ 정책에 대한 저항은 지방정부가 의도적으로 법률, 이익 또는 정치적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지방정부가 특정 가치나 신념을 지나치게 따르거나 고수함으로써 그것이 정책의 동기를 뛰어넘는다는 특징
∙ 그 외에도 지방정부의 가치와 충돌하는 중앙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도 포함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정책을
활용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와는 다름

∙ 일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의 질이 낮거나 지방정부의 정책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정책시행 환경
과 조건이 변화하거나 혹은 정책집행 과정에서 방해나 간섭을 받게 되면서 정책 집행자들은 시행 과정에서
임의적인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측하지 못함
정책
∙ 이로 인해 지방정책이 수시로 바뀌거나 중도에 멈추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됨. 이러한 상황은 꽤나 보편
적이며, 지방정부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이후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점을 발생
정책의
무능함

∙ 정책시행을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정책집행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를 가리킴
∙ 정책의 무능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지방정부가 정책집행의 자원이 모자라거나 정책집행의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또는 필요한 정책 능력이 부족하여 발생

주: 王国红(2011: 32-38)을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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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
1.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의 의의
국정운영은 다양한 차원이 있으며, 그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
원에서 접근하는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주요한 행정자원
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정운영에서 각 행위자들 간의 관계나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행정자원이기 때문이다. 행정자원이 무엇이
고, 행정자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
게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한다면, 국정운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앙정부에 비해 省 정부는 필연코 종속적인 지위에 처하게 된
다. 중앙은 자신의 최고의 조직 지위에 의거하여, 중요한 자원에 대하여
최고의 통제를 할 수 있다. 그 결과, 정책결정에 대한 모든 실증적인 분
석에 있어, 중앙과 省 관계에 대한 이해는 별로 중시할 것이 못 되는 것
처럼 되고, 해야 할 것은 단순히 중앙과 省 각자가 갖고 있는 자원의 총
량이다(黄相怀, 2016: 16).
Rhodes는 조직이론의 권력 관념을 중앙과 지방 관계 분석에 응용하
여 전통적인 권력 성격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켜, 기존의 상대적으로 융통
성이 없는 권력관계를 성공적으로 자원관계 하의 통제와 의존의 기제로
전환하였다.70) 조직이론의 권력 관념에서 보면, 중앙과 지방 관계의 권

70) Rhodes의 권력-의존 개념은 Thompson이 1967년에 제기한 종합적인 조직의 권력-의존 도식에서 기원
했다. Thompson은 한 조직이 다른 한 조직에 대한 의존은 이 조직이 그가 의존하는 그 조직에 제공할 수
있는 자원 혹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정비례하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조직이 제공하는 같은 자원 혹은 서
비스의 능력과 반비례 한다(Thompson, 1967; 马迎贤, 2005; 黄相怀, 2016: 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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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제로섬 경합(零和博弈)으로 보는 것은, 강한 권력(硬权力)의 조직 관
념에 속한다. 그리고 자원의존이론에서 발전해 온 권력-의존 개념은 분
산성(散布性)71) 권력의 조직 관념에 속한다(黄相怀, 2016: 16-7).
조직이론의 권력 관념은 권력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Dahl
의 권력기초를 단순히 권력과 동등하다고 보고 권력기초 활성화의 권력
수단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력을 강력함과 동등하다고 하면 안
된다.72) 권력 배후의 자원요소를 소홀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인 국가구
조 이론은 헌법에서 나열한 권력이 곧 정부 주체가 갖는 권력으로 생각하
는 것은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헌법에서 나열한 권력은, 물론 권
력이다. 하지만 그는 권력기초일 뿐이지, 진정한 권력은 아니다. 헌법권
력은 권력의 여러 근거 중의 하나일 뿐이고, 여러 자원 중의 한 가지이다
(黄相怀, 2016: 17).
Rhodes에 따르면 정부 간 관계 중에서, 적어도 다섯 종류의 자원이
존재한다. 즉, ⅰ) 헌법-법률 자원(constitutional legal resources), ⅱ)
행정등급 자원(hierarchical resources), ⅲ) 재정자원, ⅳ) 정치자원,
ⅴ) 정보자원으로 구분한다(Rhodes, 1981: 100; 黄相怀, 2016: 17에서

71) 분산성 권력의 조직 관념이 권력에 대한 이해는 ⅰ) 권력은 행동의 기초이지만, 권력은 어떠한 상황 속에 처
해 있다. ⅱ) 권력의 행사과정은 자원 기초 위의 타협 과정으로, 조직운영의 과정을 연구함에 있어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에 가져 올 수 있는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ⅲ) 조직에서 권력은 공식 권력과 비공식 권력으로 나
눌 수 있다. 참여자의 비공식 권력행사는 비공식적인 구조를 산출하고, 조직의 공식구조는 공식구조의 배
치체계로, 양자는 서로 충돌하면서도, 서로 상대방의 운영 조건을 구성한다. ⅳ) 조직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
치 충돌과 환경의 다차원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고, 이익집단 역량의 비교는 종종 조직 환경이 결정한다.
ⅴ) 정치과정은 양측 혹은 여러 측에서 전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합 과정이다. 정부 비대칭 혹은 기타 조
건에서 권력과정은 조직이 저효율 상태에 처하게 할 수 있다. ⅵ) 이렇기 때문에, 조직 내의 진실한 권력관
계 사실에 따라 조직 과정을 개선해야만, 진정으로 조직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杨占营, 2006;
黄相怀, 2016: 16-7에서 재인용).
72) Palumbo는 고압 권력과 합법 권력을 구분했는데, 강력함은 고압 권력에 상당한다(帕隆博, 1996: 83-147;
黄相怀, 2016: 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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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보유한 자원은 <표 5-2>와 같이 구
분할 수 있다.

표 5-2

중앙정부의 자원
헌법-법률 자원 ∙ 전국인대는 국가 최고권력기관으로 폭 넓은 입법권을 향유하고, 국무원은 중앙정부로, 각급
정부의 영도를 책임지고, 각급 당조직은 당중앙의 영도에 복종함

중앙
정부
자원

행정등급 자원

∙ 행정등급 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당의 영도체제, 당간부 관리제도와 당의 기율이며,
국무원에서 정한 행정법규, 규장과 행정명령 등도 포함함

재정 자원

∙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중앙정부가 지배 가능한 재력의 크고 작음으로, 중앙정부 수입이 총
재정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표로 함

정치 자원

∙ 중앙정부 권위의 합법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임

정보 자원

∙ 행정보고, 여론 등을 통해 장악한 정보량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헌법과 지방정부 조직법에서 부여한 법률 입법과 규범적 문건 반포의 권력
∙ 본 지역 내에 하급 공공권력기관 조직과 인사의 결정권과 명령권
지방
정부
자원

∙ 지방에서 지배 가능한 재력과 경제 자원
∙ 해당 지역 주민의 인정과 지지
∙ 지방에서 해당 지역 상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익숙하여, 지방정부는 정보 자원 측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것 등을 포함

출처: Rhodes(1981: 100); 黄相怀(2016: 17)을 근거로 작성함

2.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의 유형
Rhodes는 중앙정부가 가진 자원을 헌법-법률 자원, 행정등급 자원,
재정 자원, 정치 자원, 정보 자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의 행정자원에서 주로 활용하는 조직 및 인적자원, 재정·예산, 법령에 초
점을 두어 논의하기로 한다. 다만 이들 행정자원을 검토하기에 앞서 이들
행정자원의 배치와 권한 범위를 결정해주는 정부직능(또는 정부기능)을
먼저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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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직능과 조직 및 인적자원
(1) 정부직능
정부직능(政府职能)은 정부기능을 의미한다. 정부가 어떠한 역할과 업
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정부기능은 정부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외 환경이 변함에 따라 나타나는 수요와 정책문제 등
을 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고, 해결할까 하는 경우는 정부기능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고, 설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정부직능 또는 정부기능은 본질상 국가 행정권력을 집행하는 것이다.
정부조직은 조직목표의 실현과정에서 반드시 상급 혹은 하급 정부조직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한다. 중앙과 지방에 관해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의 권력관계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종적 기능관계는 행정권력을 통
해서 중앙과 지방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권력은 정부의 종
적 기능과 중앙과 지방관계의 연계점이다. 즉, 행정권력은 정부기능의 기
초 조건이며, 정부기능은 행정권력의 외재적 표현이며, 정부의 종적 기능
관계는 실제상 중앙과 지방의 집권과 분권 관계를 나타낸다(金太军,
2002: 351-5; 김윤권, 2004: 179에서 재인용).
정부직능은 주로 정치직능, 경제직능, 문화직능, 사회직능으로 구분된다.
표 5-3

정부의 직능

정치
직능

∙ 정치직능은 통치직능이라고 불리는데, 정치직능은 정부가 국가 통치계급의 이익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대내적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직능을 지칭함
∙ 정부는 주로 4대 정치직능이 있는데, 군사보위직능, 외교직능, 치안직능, 민주정치건설직능을 포함함

경제
직능

∙ 경제직능은 정부가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경제생활에 대해 관리하는 직능임
∙ 계획경제체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주로 3대 경제직능을 갖고 있음. 즉,
ⅰ) 거시경제조절직능, ⅱ) 공공재 제공서비스, ⅲ) 시장감독과 관리, ⅳ) 사회관리

문화
직능

∙ 문화직능은 정부가 인민이 날로 증가하는 문화생활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법에 따라 문화사업에 관리를
실시함. 이는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강화하고, 경제와 사회의 협조․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보장임
∙ 정부의 문화직능은 주로, ⅰ) 과학기술 발전, ⅱ) 교육 발전, ⅲ) 문화사업 발전, ⅳ) 위생과 체육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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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사회
직능

계속
∙ 사회직능은 정치, 경제, 문화 직능 이외에 정부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기타 직능을 지칭함. 이들 사무들은 일반
적으로 사회 공공성을 갖고 있어, 완전히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어, 마땅히 정부에서 전 사회의 시작에서 인도·조
절·관리해야 함
∙ 현재, 정부의 사회직능은 주로, ⅰ) 사회분배를 조직하고 사회보장을 조직하는 직능, ⅱ) 생태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직능, ⅲ) 사회화 서비스체계 확립을 추진하는 직능, ⅳ) 인구 질을 향상시키고, 계획출산을 실행하는
직능으로 구분됨

출처: 각주 63)과 동일

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직능73)
중국 행정체계에서 국무원은 최고영도 지위에 있고, 통일적으로 소속
部, 委员会의 업무를 영도하고, 통일적으로 전국 각급 지방정부 행정기관

의 업무를 관리하고, 헌법, 법률에 따라 전국범위 내의 일체 중대 행정사
무를 관리할 권력이 있다.
중국 헌법규정에 따르면, 국무원은 모두 18항 직권을 갖고 있다. 이
18항 직권은 6가지 측면으로 총괄할 수 있다. 즉, ⅰ) 헌법과 법률에 따
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반포, ⅱ)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기, ⅲ) 각 部委, 각 위원회
의 임무와 직책을 규정하고, 각 部와 각 委员会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영
도하고, 전국적인 행정사무를 영도, ⅳ) 통일적으로 전국 각급 지방행정
기관의 업무를 영도하고, 중앙과 지방행정기관 직권의 구분을 규정, ⅴ)
국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집행, 과학, 교육, 경제, 문화, 위생 등 업무관리를
책임, ⅴ) 행정인원 임명과 해임권, ⅵ) 이 외에, 국무원은 또한 최고 권력기관

73) 정부의 직능.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1639376913846384180.html?fr=
iks&word=%D4%DA%C8%CB%B2%C5%D1%A1%B0%CE%C9%CF%D6%D0%D1%EB%D5%FE%B8%A
E%BA%CD%B5%D8%B7%BD%D5%FE%B8%AE%D6%B0%C4%DC%D3%D0%CA%B2%C3%B4%B2%EE
%D2%EC&ie=gbk (검색일, 20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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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상설기관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을 갖고 있다.
1994년부터 시작하여, 각급 지방정부기관은 잇따라 개혁을 실시하였다.
개혁의 중요 내용과 중점은 ⅰ) 정부직능을 전환하고, 정부와 기업을 분리
하고, 합리적으로 직권을 구분하고, ⅱ) 각종 관계를 순조롭게 하고, ⅲ)
대대적으로 정무 간소화를 하고, ⅳ)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주요 직능은 ⅰ)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의, 상급 행정기관의 결의와 명령을 집행하고,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결의와 명령을 반포한다. ⅱ) 소속 각 업무 부서와 하급 인민정
부의 업무를 영도하고 감독한다. ⅲ) 경제계획과 예산을 집행하고, 본 행
정구역 내 경제문화 건설, 민정과 공안 등 업무를 관리한다. ⅳ) 법에 따
라 국가행정기관 업무인원을 임명하고, 파면하고, 상벌을 가할 수 있다.
ⅴ)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민권력을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평등권력을 보장한다. ⅵ) 소속 각 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업무를 감독한다. ⅶ) 상급 국가 행정기관에서 맡긴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향과 진 인민정부의 주요 직능으로는 ⅰ)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고, 결정과 명령을 반포한다.
ⅱ) 해당 행정구역 내의 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예산을 집행하고, 해당 행
정구역 내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사업과 재정, 민정, 공안,
사법행정, 계획출산 등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ⅲ) 사회주의 전민이 소유
하고 있는 재산과 노동군중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보호하고, 공민
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
하고, 공민의 신분(人身)권리, 민주권리와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ⅳ) 각종
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ⅴ)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풍속과 습관을 존중한다. ⅵ)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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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동일노동 동일임금(同工同酬)과 혼인자유 등 각종 권리를 보장
한다. ⅶ) 상급 인민정부에서 맡긴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정부직능과 책임기제
모든 정부의 존재는 모두 반드시 설정된 직능을 전제로 하며, 모든 정
부의 운영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 정부의 거버넌스 체계에서, 정부
직능 및 그 책임기제는 정부 거버넌스의 중요한 부분이고, 중국 현재 정부
거버넌스 변혁의 중요한 출발점이자 돌파구이다(许耀桐, 2016: 89).

표 5-4

중앙지방 재정지출 책임 구분

국방, 무장경찰경비, 외교 및 대외원조지출, 중앙급 행정관리비, 중앙총괄관리의 기본건설투자, 중앙 직속
기업의 기술개조 및 신제품 시험제작비, 지질탐사비용, 중앙이 안배한 농업지출, 중앙이 부담한 국내외 채무
중앙재정지출
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중앙 본급이 부담한 공안국·검찰원·법원 지출 및 문화·교육·위생·과학 등 각항
사업비지출
지방재정지출

지방행정관리비, 공안국·검찰원·법원 경비, 民兵사업비, 지방총괄 안배의 기본건설투자, 지방기업의 개조
및 신제품시험제작비, 농업지출, 도시유지 및 건설경비, 지방문화·교육·위생 등 각항 사업비 및 기타 지출

출처: 陈瑞蓮·张紧跟(2016: 127)

정부직능은 정부 활동의 범위와 영역을 확정한다. 정부직능은 정치직
능, 경제직능, 문화직능, 사회직능과 생태건설직능을 포함한다. 정부 거
버넌스의 방식과 절차로 구분하면, 정부직능은 주로 계획, 조직, 지휘, 통
제, 협조, 소통, 감독 등 측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말
하는 ‘절차적 직능’이다. 절차적 직능은 정부의 기본 직능이 실현될 수 있
는 수단이다. 신중국의 성립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각 단계까지, 특히 개
혁개방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부직능의 내용
에는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정부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은 시대의 주제가
되었는데 주요 원인도 정부직능의 전환에 있다(许耀桐, 201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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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정권의 토대 구축이 중요한 신중국 초기에 계급통치 직능이 가장
우선시되었다. 정권이 공고화되고, 생산 사유제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로 개조된 이후, 국가의 임무가 경제건설로 집중됨에 따라 정부직능은 생
산력을 높일 수 있는 사회경제관리 직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전환되었
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업무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사회경제관리 직
능을 가장 중시하게 되었다. 이는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 모형이 요구하
는 직능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요구하는 직능으로 전환
된 것이다. 즉, 전통적인 사회관리직능에서 현대의 사회 거버넌스 직능으
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에서 과학적인 정부직
능체계를 구축해야만, 정부계통에 유리한 운영기제를 구축할 기초를 닦
을 수 있다(许耀桐, 2016: 89).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완비하는 조건에서, 정부
직능 및 그 책임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주로 ⅰ) 경제와 사회의 건강하고,
안정적·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공공정책을 제공해야 하며, ⅱ)
재정, 금융, 화폐 등 거시적인 경제조절수단을 통하여 시장을 조절하고,
사회경제발전을 인도해야 하며, ⅲ) 경제입법, 법집행 등 법률수단을 통
하여 시장 주체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질서를 수호해야 하며, ⅳ) 정
부의 사회조절과 사회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사
회복지를 제공하고, ⅴ) 정부 자신의 관리를 최적화하고, 정부행정의 법
제화와 고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다(许耀桐, 2016: 90).
③ 지방정부의 업무
지방정부의 업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중
복성 업무와 독특성 업무, 혹은 일반성 업무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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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업무 구조

그림 5-7

지방정부의 업무
행정관리
행정심사
중복
성
업무

세수

독특
성
업무

경제건설 항목

∙ 구역구획설계 항목
∙ 특정 구역개발 항목
∙ 특정 산업발전 항목

사회발전 항목

∙ 기초시설건설 항목
∙ 공공서비스 혁신 항목
∙ 과학기술연구개발 항목
∙ 돌발사건대응 항목

문화 서비스 항목

사회치안
…

정부개혁 항목

∙ 문화체육경기 항목
∙ 각종 활동 항목
∙ 기구개혁 항목
∙ 정책혁신 항목
∙ 절차개편 항목

독특성 업무의 수량 및 점유율 증가
출처: 翟磊(2017: 56)

서로 다른 유형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서로 다른 유형의 조직 간에
협조가 필요하고, 서로 다른 관리방식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업무에 대한 비교분석에서 항목은 지방정부 일반성 업
무와 구별되는 ‘새로운’ 업무임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는 각종 항목관리에
관한 보다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주도적으로 조직구조를 조정하
여 이원화된 관리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翟磊·柴文军, 2009: 525-530;
翟磊, 2017: 56에서 재인용).

④ 정부직능의 재조정74)
정부직능을 적시에 재조정하는 것은 행정관리체계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74) 정부직능의 재조정.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1798653623580684307.html?
fr=iks&word=%C8%E7%BA%CE%D3%D0%D0%A7%B9%E6%B7%B6%D3%EB%D4%BC%CA%F8%D5%
FE%B8%AE%D0%D0%CE%AA&ie=gbk (검색일, 2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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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이다. 이는 당의 17대 보고에서 “행정체제개혁 가속화 및 서비스형
정부건설”이라는 요구를 관철하는 것과 연계된다. 또한, 정부직능의 재조
정에서는 중요성과 긴급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론적 기초와 정책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과학발전관을 심화·관철하려는 요구에 따라 서비스형 정
부를 추진하며, 정부 직책체계를 완비하고, 정부직능을 전면적으로 정확
히 수행해야 한다.
첫째, 과학적·합리적으로 정부직능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조절,
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를
중요시한다. 재력, 물력 등 공공자원을 더 많이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에
집중 배치하고 더 많은 영도 노력을 사회사업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건설
에 기울여야 한다. ⅰ) 경제조절 측면에서, 정부는 거시적인 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거시적인 계획 및 정책수립 그리고 지도협조를 개선해야
한다. 미시적인 경제 간섭을 줄이고 더 많은 경제수단과 법률수단을 사용
하여 경제활동을 조절해야 한다. ⅱ) 시장 감독․관리 측면에서, 정부는 관
리직능 조정과 감독․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불법행위 및 위법행위를
통한 기대수입보다 기대비용을 크게 할 수 있는 자기제약 기제를 설계한
다. ⅲ) 사회관리 측면에서, 정부는 관리규칙의 제정과 완비를 가속하고,
관리수단을 확대하며, 사회 주체의 참여와 경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다. 평등하게 각 사회집단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공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ⅳ)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정부는 마땅히 경제발
전에 따른 공공교육, 의료위생, 사회보장, 노동취업, 군중문화, 인구출산,
공공사무 등에 대한 기본 공공서비스 투입을 상응하게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도시와 지역 발전의 불균형, 분배 격차의 지속적인 확대, 저소득층
의료․취학․주택 문제, 농민공의 권익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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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합리적으로 각급 정부의 직책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중앙과 지
방정부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재권과 사권이
서로 일치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중앙과 각급 지방정부 간 경제사회관리
의 직능과 권한을 법에 따라 규범화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직책과 분업
을 순조롭게 하여, 합리적인 정부 계층체계를 형성한다. 중앙 수직관리
부위와 성 이하 수직관리 부서를 포함한 수직관리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중앙의 통일된 영도, 소통을 통한 정령(政令)이 보장되는 전제조건 아래
지방정부의 적극성, 능동성, 혁신성을 충분히 발휘케 한다. 또한, 지방정
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위에서는 관리하지만 보이지 않고, 아래서는
보이지만 관리할 수 없는(上面管到看不到, 下面看到管不到)” 현상을 방
지해야 한다. 省 이하 재정체계를 완비하여, 조건에 달하는 지방에서는
성에서 현을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층정부의
행정자원을 강화하고 최적화하여 기층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능력
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정부와 기업, 정부와 자본, 정부와 사무, 정부와 시장
중개조직을 분리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요구에
따라, 전면적으로 각급 정부관리의 사무를 정리한다. 즉, 정부에서 ‘관리
하지 말아야 할 일’, ‘잘 못 관리하는 일’, ‘관리 할 수 없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한다. 이를 통해 권력을 인민에 돌려주고, 권력을 시장에 돌려주고,
권력을 사회에 돌려준다.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민, 법
인, 기타 조직 등이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 모든 시장기제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항, 모든 분야별 조직이 자율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 정부가 더 이상 관리해서는 안 된다. 전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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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을 적용하여 행정심사제도개혁을 심화하고,
행정심사의 제도화와 규범화 및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에서 경제
활동을 직접 관리․간섭하는 방식, 기업을 대신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
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주체에게 서비스와 발전에 유
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단지 경제안
정에 관련되고, 환경자원에 영향을 주는 전체적인 구도에 관련된 중대한
과제, 정부투자 과제, 제한된 유형의 과제만을 심사한다. 지속적으로 행
정허가 과제와 비행정허가 과제를 정리·취소해야할 것은 단호히 취소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내려놓는다. 반드시 행정심사를 보류해야
하는 과제에 대하여 절차를 줄여 간략히 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동시
에 업계협회, 중개조직 등 민간조직을 양성·발전시키고 규범화를 중시해야
한다. 정부직능의 간섭에서 벗어난 이후 사회관리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 실적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는 정부직능 조정을 뒷
받침하는 중요한 보장 장치이다. 공공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업적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취업, 사회보장, 생태환경, 사회치안, 교육위생 등
공공서비스 지표 등을 개선하고, 종합적으로 간부의 정치 업적을 평가해
야 한다. 정부 실적평가기제를 구축하여, 각급 정부 및 부서의 업무를 평
가해야 한다. 평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행해야 할 직능과 직능전환의 사
항, 당중앙과 국무원 관련 회의․문건․지시 사항, 부서 간 협조 사항 등이
다. 규범적인 공공지출제도를 구축하여 행정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행정관리 비용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절약형 정부를 모색해야 한다. 전
자정무를 더욱 추진하고, 각급 정부와 부서의 운영방식과 업무절차를 최
적화하여 고효율적인 정무서비스 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실
적예산제도와 실적회계제도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중장기적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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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관리 기제를 형성한다.

(2) 정부조직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부제도는 그 발전과 변혁 과정에서 다른 국가75)
의 유익한 경험을 참고하여 정부 거버넌스를 개선시키려 한다. 정부직능
을 대표하고 이행하는 각종 기관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범화하는 각종
운영기제체계를 형성하려 한다. 정부운영 기제를 분석하면 정부 거버넌
스의 조직구조를 총괄할 수 있다(许耀桐, 2016: 86). 정부운영을 작동시
키기 위한 행정자원인 정부조직을 정부구조나 정부기구로 설명할 수 있다.
① 정부구조
정부는 행정기관으로서 국가 정치제도와 행정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
이다. 정부의 설립과 운영은 여러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즉, ⅰ) 한 국가의
행정권력은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행사되며, 어떻게 감독과 견제를 받
는지, ⅱ) 행정기관은 어떻게 조직되고, 어떠한 정부기능을 갖고, 위에서
아래의 각급 정부는 어떻게 상호간 관계를 처리하고, ⅲ) 어떻게 행정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입법권으로 행정을 규범화하고, 행정을 집행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발휘하는 가 등이다(许耀桐, 2016: 91-2).
정부구조의 운영기제는 정부제도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정부
기관은 국가 행정행위의 주체로, 국가가 사회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

75) 소련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반적인 사회주의 정부제도를 확립한 국가이다. 또한, 중국 혁명의 장기적인
주요 지원자로, 어떤 의미에서는 지도자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은 혁명 승리 후, 모든 여건이 취약한 상황
에서 최대한 빨리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해야 하는 긴박한 임무에 직면해서 반드시 소련으로부터 배워야 했
다. 1950년대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부제도는 기본구조, 행정기관의 설치 및 상호 관계에서 각 정부 부문(부
위 및 부서), 각 구체적인 제도의 확정에 있어, 거의 모두 소련의 체제를 모방했다(许耀桐, 201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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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행정영도, 행정집행, 행정조직, 행정감독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중국 정부기관의 설치와 운영에서, 우선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정부 간의
구조 모형이다. 중국은 단일제 국가로, 정부제도 중에는 중앙과 지방의
구분이 있다. 중앙급의 정부제도는 국무원의 조직과 업무제도이고, 지방
정부제도는 성급에서 향진 각급 지방인민정부의 조직과 업무제도이다.
중앙인민정부, 즉 국무원에서 기층의 향진 인민정부까지, 국무원 각 部,
委员会, 署, 行에서 市县의 직능국(职能局), 办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완전

하고 통일된 조직체계를 구성한다. 또한, 서로 다른 구조 모형을 갖는데,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许耀桐, 2016: 86-7).
첫째, 전국 각급 인민정부의 배열조합은 피라미드 구조를 보여준다.
피라미드 정상에는 최고국가행정기관, 즉 국무원이 위치한다. 국무원 아
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 두개의 특별행
정구 정부를 설치하고 있다. 성급 인민정부는 여러 시, 현, 구 인민정부를
관할한다. 기층정부에 따라 서로 다른 계층을 형성한다. 즉, ⅰ) 2급제(직
할시-구 정부, 성-현급시 정부), ⅱ) 3급제[직할시-구-진 정부, 성(자치
구)-현-향(진)정부], ⅲ) 4급제[성(자치구)-지급시-현-향(진) 정부]이다(许
耀桐, 2016: 87).

중국 국가행정조직체계는 전반적으로 보면, 중앙집권의 행정체계로,
각급 정부기관 사이에는 엄밀히 영도하고 영도되는 관계가 존재한다. 이
는 중국이 단일제 사회주의 국가이고, 중앙집권의 통일영도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동시에 중국은 중앙 통일영도를 따르는 전제에서,
또한 지방의 주도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여, 집
권제와 분권제를 결합한 것이다(许耀桐, 2016: 87).
둘째, 정부직능 부서의 수직분업은 수직구조를 나타낸다. 이러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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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ⅰ) 동급 정부 내부 직능 부서의 수직
구조이다. 예를 들어, 국무원의 직능부위는 3급[부(위)-사-처]으로 설치
된다. 지방 국가행정기관은 2급[예: 성 정부의 청(국)-처, 지급시 정부의
국-처(과)]으로 설치된다. ⅱ) 상하급 정부 직능부서의 수직구조이다. 공
안, 안전, 회계, 감찰 등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직능부서에서, 상하급
사이는 영도하고 영도되는 관계이다. 수직 직능구조는 국가직능의 수직
분업을 구현하고 있다. 상하급 직능부서에서 관리하는 사무의 성격은 서
로 같지만, 관할 범위는 계층이 낮아지면서 축소된다. 또한, 서로 다른 계
층은 권력관계 상에서 서로 다른 소속관계가 존재하여 행정직능 이행의
통일성과 협조성을 보장할 수 있다(许耀桐, 2016: 87).
<그림 5-8>은 국무원 → 성, 자치구, 직할시 → 지급시, 현 순으로 사
회보장관리 관련 기구설치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5-8

사회보장관리기구 설치(예)

노동·사회보장부/
민정부

상층관리기구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회보장厅(局)/ 민정厅(局)

중층관리기구

지급시, 현의 사회보장局 / 민정局

기층관리기구

출처: 亢犁·杨宇霞 主编(2015: 85)

셋째, 동급 정부기관 사이와 정부기관 내부 각 동급 부서 간에서는 수
평적 병렬구조이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된다. ⅰ)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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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행정구역의 정부관계로, 예를 들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사이의
관계, 각 현(시) 정부 사이의 관계, 각 향(진) 정부 사이의 관계, 그중에는
또한 서로 다른 관할 구역 내 동급 직능부서 사이의 관계를 포함한다. ⅱ)
동일 인민정부 내부 각 직능부서 사이의 병렬관계, 예를 들어 국무원 각
부위의 관계, 동일 부(위) 내의 각 청, 국 사이의 관계 등이다. 수평적 병
렬에 놓인 각 부위 사이는 평등한 협업(协作) 관계이다. 동급 정부의 전체
행정직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의 상호 협업은 매우 중요하다(许
耀桐, 2016: 87-8).

② 정부 영도체제
다른 정치 권력기관의 집단영도체제와는 달리, 중국 행정체계는 당위
영도 아래 수장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각급 국가
행정기관은 수장책임제를 실행한다. 국무원에서는 총리책임제를 실행하
고, 각 部委에서는 부장책임제, 주임책임제를 실행한다. 지방 각급 정부
에서는 성장, 시장, 현장, 구장, 향장, 진장 책임제를 실행한다. 소위, 수
장책임제는 각급 정부 및 그 부위의 수장이 민주토론을 통해서 해당 행정
조직이 관할하는 중요한 사무에 대하여 최종 정책결정권을 갖는다. 또한,
이에 대한 전면적 책임을 지는 것을 지칭한다. 수장책임제를 실행하는 목
적은 행정수장이 직능을 이행할 때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업무책임을 명
확히 하여, 국가의 행정효율을 높이려는 데 있다. 중국의 수장책임제는
민주집중에 기초한 수장책임제로 헌법에서 규정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
가기관은 민주집중제를 실행하는 원칙”과 일치한다(许耀桐, 2016: 88).
첫째, 수장책임제는 민주집중제 원칙이 국가행정제도에서 구현되는 형
식이다. 민주집중제 원칙이 부정되는 것은 민주를 배척하는 관료 집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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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집중을 거부하는 무정부주의이다. 민주집중제는 적당히 개인의 권력
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배척하지는 않는다. 국가행정기관
은 주로 국가권력기관의 기존 결의를 집행하는데 그 핵심은 효율성과 관
련된다. 행정수장의 권력과 책임을 적당히 강화하는 것은 곧 정부 행정행
위의 특징에 부합한다(许耀桐, 2016: 88).
둘째, 수장책임제는 민주제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개인 책임제이다. 이
는 근본적으로 민주를 부정하는 개인 독재와는 다르다. 이는 주로, ⅰ) 국
가행정기관의 수장은 모두 법에서 정한 민주절차에서 선출되거나 혹은
임직이 결정되어, 국가권력기관 및 상급 국가행정기관에 책임지고 그 감
독을 받는다. ⅱ) 행정수장은 단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며, 행정수장이 이행하는 행정직능의 권한은 단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집행인 것이다.
셋째, 수장책임제는 제도상 합의제의 특징과 결합되어 있다. 본급 정
부 행정사무 중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행정수장은 모두 반드시 먼
저 관련 회의에 제출하고 민주토론을 진행한다. 다음, 관련 의견을 집중
하여, 최종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 차이점은 정책결정이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는 중대한 정책결정에서 민
주토론과 의견표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행정수장의 권력을 실현할 수
있다(许耀桐, 2016: 89).
③ 지방정부기관 설치
가. 지방정부기관의 구성
지방정부기관의 구성에 대하여 학계는 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
나는 지방정부기관을 각 업무부서(구성 부서와 비구성 부서)와 파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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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뉜다. 비구성 부서에는 직속기관, 직속특설기관, 단독으로 설치한
판사기관의 의사조절기관 등이 있다. 그 근저는 「지방조직법」과 중공중
앙과 국무원의 「지방정부기관 개혁에 관한 의견」 관련 규정이다. 다른 하
나는 지방정부 행정기관을 지방정부 업무부서, 판공청(실)과 파출기관으
로 나뉜다. 그 근거는 1982년 「헌법」과 「지방조직법」의 관련 규정이다.
하지만 「지방조직법」, 2007년 「지방 각급 인민정부기관 설치와 편제관리
조례」와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지방정부기관 개혁에 관한 의견」에 따르
면,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정부기관을 지방정부 행정기관과 사업단위로 나
눌 수 있다. 협급 이상 지방 각급 정부의 행정기관은 각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주로 판공청(실), 구성 부서, 직속기구, 직속특설기관, 부
서관리기관과 파출기관이 있다(陈瑞莲·张紧跟 主编, 2016: 65).
지방 각급 인민정부 구성 부서는 많은 경우 통일적으로 설치되고, 상
하가 대응한다. 예를 들면, 발전과 개혁, 교육, 과학기술, 민족사무, 공안,
행정감찰, 민정, 사법, 재정,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국토자원, 주택․도시․
농촌건설, 교통운수, 상무, 문화, 위생, 인구․계획출산, 수력, 농업, 회계심
사, 환경보호, 공업․정보화 등의 기관이고, 일부는 상하 통일을 요구하지
않거나, 혹은 지역에 따라 설치하거나, 혹은 분리하여 설치한다(陈瑞莲·
张紧跟 主编, 2016: 65).

비구성 부서는 주로 판공청 혹은 판공실(일부 지역에서는 구성 부서로),
직속특설기관, 직속기관, 부서관리기관 등이 있다. 많은 경우는 통일적으
로 설치하고, 상하가 대응한다. 예를 들면, 직속특설기관인 국유자산감독
관리위원회는 단지 성급과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정부에 설치한다. 또한,
예를 들면, 직속기관 중의 지방세수, 공상, 품질감독, 방송, 신문출판, 체
육, 통계, 안전생산, 여행 등은 통일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일부는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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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요구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설치한다.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국
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무 및 특허관리 업무량이 크고 실제 처리능력이
있는 구를 설치한 시의 정부에 설치한다(일부는 사업단위로). 또한,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무원 행정기관처럼 판사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관련
사무는 직속기관 혹은 구성 부서에서 관리한다. 예를 들면, 외사, 교무,
법제 등이다(陈瑞莲·张紧跟 主编, 2016: 66).

표 5-5

지방정부 기구설치의 원칙

간결, 통일, 효능
원칙

∙ 지방 각급 인민정부 기구설치는 오직 간결, 통일, 효능의 원칙을 실행해야만, 행정비용을 줄이고, 업무
의 질과 업무효율을 향상시켜야, 효과적으로 관료주의를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음

직능수요 적응
원칙

∙ 지방정부의 기구설치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곧 법정 직능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것임. 따라서
지방정부의 기구설치는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방정부의 직능전환에 적응하여 끊임없
이 적응적 개혁을 추진해야 함

법률 근거
원칙

∙ 지방정부 구조의 성격, 지위, 직권, 편제, 업무절차 등은, 모두 마땅히 상응하는 법률로 규범화 할 필요.
오직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원칙을 준수해야만, 지방정부 기구가 법치화가 될 수 있고, 주관적․인위적
인 요인의 영향을 감소시켜, 자의적인 기관설치 현상을 막을 수 있음

∙ 지방정부에서 일부 필요한 기관, 예를 들어 재정국, 공안국 등 외에 기타 일부 기관은 지방 경제사회
발전의 실제적인 수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음
직책 이구(异构 )
∙ 정부조직법 및 중앙의 관련 기관은 지방에서 조조에 따라 설치할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됨.
원칙
성 혹은 시, 현 지방은 중앙의 일부 기관에 대해 합병 설치를 진행할 수 있고, 중앙과 성급 관련 기관은
예산배정을 하지 않거나 혹은 그 업무에 대해 심사 불통과 등으로 괴롭혀서는 안 됨
주: 陈瑞莲·张紧跟 主编(2016: 66)을 근거로 작성함

<표 5-5>에서 보듯, 지방정부 기구설치는 간결·통일·효능 원칙, 직능
수요적응 원칙, 법률 근거 원칙, 직책이구 원칙에 따른다.
나. 지방정부 기관설치의 특징
2007년 5월 1일 공식적으로 실행한 「지방 각급 인민정부 기관설치와
편제관리 조례」76) 제2장 제5조에 명확히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관은

76) 「지방 각급 인민정부 기관설치와 편제관리 조례」 (제8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관은 마땅히 직책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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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직책의 과학적인 배치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설치한다. 직책이
명확하고, 분업이 합리적이고, 기관이 간결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
고, 정책결정과 집행이 서로 조합되어야 한다.” 제7조는 또 명확히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관은 하급 인민정부 행정기관의 설치와 편제
관리 업무를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현실에선 객관적 요인
으로 인해 지방정부기관 개혁은 현재까지 해당 조례에서 요구하는 수준
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陈瑞莲·张紧跟 主编, 2016: 67). 지방정부기관
의 설치는 여전히 지체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가) 기관설치의 직책동구
앞서 보듯, 직책동구는 서로 다른 계층 정부 간의 직능, 직책, 기관 설
치에서 고도의 통일성과 일치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직책동구의 출현은
계획경제체제에서 중앙이 사회자원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자주

학적인 배치를 기초로, 종합적으로 배치하여, 직책이 명확하고, 분업이 합리적이고, 권력과 책임이 일치하고,
정책결정과 집행이 서로 조합하게 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관은 마땅히 직책 이행의 수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임기 내에서,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업무부서는 마땅히 상대적으
로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9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관의 설치, 폐지, 합병, 혹은 명칭변경 규정은
각급 인민정부에서 방안을 제기하고, 상급 인민정부기관 편제관리기관에서 심사한 이후,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그 중에서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행정기관의 설치, 폐지 혹은 합병은 또한 마땅
히 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1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행정기관 직책
이 같거나 혹은 유사할 경우, 원칙상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맡는다. 행정기관 사이에서 직책 구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마땅히 주도적으로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하여 일치된 것은 본급 인민정부 기관편제관리기관
에 등록하고, 협상하여 불일치인 것은 마땅히 본급 인민정부 기관편제관리기관에서 협조의견을 제출할 것
을 요청하고, 기관편제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본급 인민정부에서 결정한다. (제11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에
서 의사조설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마땅히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기존 기관에서 직능을 맡을 수 있거나 혹
은 기존 기관에서 조절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의사조절기관을 설립하지 않는다. 일정 시기
내 어떤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조절기관을 설립할 경우, 마땅히 그 철폐의 조건과 기한을 명확
히 규정해야 한다. (제12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의사조절기관은 단독으로 판사기관을 설치하
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는 관련된 행정기관에서 맡는다. (제13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관은 업무 수
요와 간결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내설기관을 설치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관의 내설기
관의 설치, 폐지, 합병 혹은 규격, 명칭의 변경은 해당 행정기관에서 본급 인민정부기관 편제관리기관에 보
고하여 심사·비준한다(陈瑞莲·张紧跟 主编, 2016: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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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따른 부서 집권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는 서구의 ‘직책이 서로
다른 기구(职责异构)’와도 다르고, 소련의 고도 중앙집권과도 다르다. 직
책동구의 정부관리 모형은 계획경제에서 지방부서의 집권에 대항하는 합
법성을 제공했고, 동시에 개혁 이후 국가가 안정적으로 시장경제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체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陈瑞莲·张紧跟 主编, 2016: 67).
직책동구 모형은 일정 수준에서 지방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계획체제
의 효율성 손실을 줄여주고, 동시에 계획에서 시장으로 전환하는 제도 변
천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여 개혁과정에서 지방부서의 과도한 분산
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체제를 실시한 이후, 이러한 ‘전능형(全能
型)’ 지방정부는 시장경제의 발전을 방해했다. 동시에, 직책동구 원칙에서

‘조조’ 관할제는 지방의 활력을 제한하였다. 한편으로 ‘지방 전능’,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무능’을 초래했다. 따라서 직책동구의 원칙은 ‘조괴갈
등’을 오랜 기간에 존속케 했고, 정부직능 조절과 기관개혁을 어렵게 하
였다(朱光磊·张志红, 2005; 陈瑞莲·张紧跟 主编, 2016: 67에서 재인용).
나) 기관설치의 임의성
첫째, 임의성은 주로 기관증설에서 나타난다. 일부 지방은 정부기관을
개혁할 때 편제, 기관, 인원을 보류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종종 지방성 법
규, 심지어 규장의 형식으로 신설한 기관의 안정성을 위해서, 혹은 정부
부서 내의 2급 기관, 혹은 소속 사업단위를 증설한다. 또는, 기존의 부서
내의 2급 기관에 사업단위의 팻말을 추가하거나, 심지어 그 소속 기업사
업 단위에 행정기관 2급 기관의 팻말을 주기도 한다(陈瑞莲·张紧跟 主编,
2016: 67-8).
둘째, 행정구역과 기관을 작게 나눈다. 예를 들어, 일부 파출기관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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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자주 권력을 갖기 위하여, 구를 취소하고 시를 설치하고, 일부 지역은
현재 필요 없는 인원을 보류하기 위하여, 더 많은 관직(官位)을 증가시키
고, 하나를 둘로 나누고, 행정구역을 점점 더 작게 나눈다. 일부 지역은
종전에 추진한 기관개혁에서 이미 합병된 향진 정부를 다시 분설하고 환
원시킨다. 심지어 일부 지방은 기존의 건설부서를 도시건설, 환경보호,
환경유지, 주택관리, 계획, 도시모습, 조경 등 여러 부서로 나눈다(陈瑞
莲·张紧跟 主编, 2016: 68).

셋째, 임시기관들이 계속해서 설치되고, 정부직능 규정이 불분명해져
서 권한이 충돌하게 된다. 각 부서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각종 임시
기관, 예를 들면 영도소조, 지휘부, 판공실 등이 뒤이어 생겨나, 직능부서
를 능가하고 각 직능부서의 직책이 보다 모호해지고, 책임 주체가 불분명
하게 된다(陈瑞莲·张紧跟 主编, 2016: 68).
다) 직위설치의 남설
상당수 지방정부의 직능부서 설치가 늘어나서 부서의 副职은 종종 3
인 이상이며, 30여만 인구의 현에 정부(正副) 현장은 5명에 달한다. 또
한, 여러 현장 보조관(助理)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많은 지방정부는 여
러 副职 외에도, 보편적으로 여러 성장 보조관, 시장 보조관, 현장 보조
관, 향장 보조관 등을 남설한다. 관원이 퇴임한 이후의 처우를 보류하기
위하여 조연원(调研员), 순시원(巡视员) 등의 직무를 설치한다. ‘관본위
(官本位)’와 “오를 수 있지만 내릴 수 없는(能上不能下)” 관념으로 있어서
지방정부기관 부서 직위 설치에는 내재적인 ‘남설’ 충동을 갖게 된다(陈
瑞莲·张紧跟 主编, 2016: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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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의 대부제 개혁 주요 모형
당 중앙의 영도와 중앙정부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많은 지방정부는 대
부제 개혁의 시범 장소로 지정되면서 성공적인 대부제 개혁을 위해 현지의
상황에 맞는 대부제 모형(model)을 시도하였다. 성공적인 개혁 모형은
중앙정부와 전국 행정체제의 개혁에도 귀감이 될 수 있다. 성공을 거둔
대표적 개혁 모형에는 기능통합형의 청두(成都) 모형, 당정혼합형의 순더
(顺德) 모형, 행정삼분형의 선전(深圳) 모형이 있다(国家行政学院博士后
管理委员会办公室, 2016: 64).

가. 도시와 농촌 통합형의 청두 모형
도시와 농촌이 서로 분리된 체계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시와 농촌
을 통합한 일체형의 관리와 운영체계를 갖췄다. 청두시는 도시와 농촌의
통합을 전제로 ‘간소화, 고효율 및 통일화’를 추구하여 정부기능의 변화
를 모색했다. 과거 도시와 농촌을 ‘분할하여 통치’한 행정관리 부서를 통
해 정부관리와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을 활용했으며, 특히 행정관
리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통합’을 실현했다(国家行政学院博士后管理
委员会办公室, 2016: 64).

또한,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들의 통합을 통해 청두시 정부
기관은 부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도 ‘대(大)수도시설’, ‘대교통’, ‘대농
업’, ‘대도시관리’ 등과 같은 대부서 체제를 구축했다. 이러한 새로운 체
계는 정부 부서 간에 업무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거나 직책의 중복 또
는 칸막이 등의 통합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부서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동시에 정부 부서를 간소화시켜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国家行
政学院博士后管理委员会办公室, 2016: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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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과 정부 혼합형의 순더 모형
순더는 포산(佛山)시의 한 행정구(区)로 비록 하나의 현(县)에 불과하
나 경제 수준이 비교적 높다보니 광둥성은 순더 지역에 자치관리 권한을
부여했다. 순더의 대부서 체제개혁에서 가장 큰 특징은 과감하게 당정혼
합형 모형을 개혁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순더 지방정부는 ‘사위일체(四位
一体)’ 형태의 연방 성격을 띠는 회의 정책결정 기제를 구축함으로써 당

정기관의 통합과 협력을 이끌었으며, 동시에 의사결정 및 집행 단계를 간
소화했다(国家行政学院博士后管理委员会办公室, 2016: 65).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지도자의 경우, 구 위원회와 당정 지도자가 함께
단체로 의사결정을 하는 통합된 체제를 형성했다. 당정이 통합된 대(大)
부서 조직의 틀 안에서 구(区) 연석회의(联席会议) 정책결정은 대부서가
직접 집행했다. 이는 과거 구(区) 지도자와 당 부비서장이 따로 업무 처리
를 했던 방식을 하나로 통합시키면서 행정관리의 절차를 간략하게 만들
었다. 이는 행정집행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면서 행
정관리의 효율성을 역시 제고시킨 것이다(国家行政学院博士后管理委员
会办公室, 2016: 65).

다. 행정 3분형의 선전 모형
선전(深圳)에서 실시한 대(大)부서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체계 내
부의 의사결정, 집행 및 감독을 통해 상호간 제약과 협력이 가능케 한 모
형을 제시하였다. 소위 ‘행정3분(行政三分)’이란, “행정권한에서 업무분
석과 기능분석을 중심으로 대(大) 산업과 대(大)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는
정책결정 부서를 만든다. 그리고 이들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집행국
(局)을 설치한 후, 의사결정권은 정책결정 부서에게, 집행권과 비준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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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국이 그 권한을 가지며, 감독국(局)은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감독을
이행하는” 것이다(沈荣华, 2012: 125; 国家行政学院博士后管理委员会办
公室, 2016: 64에서 재인용).

선전(深圳)은 위의 방식을 택하여 7개 대부제 위원회를 구성했다. 선
전은 행정3분형의 개혁을 통해 행정에서 정책결정의 과학성과 행정집행
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감독과 집행이 서로 제약하면서도 동시에 협
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
으며, 정부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질이 상당히 개선되었다(国家行政学院
博士后管理委员会办公室, 2016: 65).

(3) 인적자원: 중앙-지방 공무원
① 당군계통과 정부계통 공무원 구별77)
공무원 시험78) 지원을 통해서 당군계통과 정부계통의 공무원을 이해
할 수 있다. 첫째, 업무의 내용상으로 당위계통은 상대적으로 영도적·방
향적이고, 실무가 아닌 업무(带点务虚)를 맡는다. 반면에 정부계통은 주
로 관리적·사무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둘째, 직위 위상은 정
77) 公务员考试报名中党群系统和政府系统的区别？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
2265776448288289548.html (검색일, 2019.6.7).
78) 공무원 시험은 중앙과 지방 두 가지 형식을 나눌 수 있다. 즉, ⅰ) 국가공무원 시험은 중앙, 국가기관 및 중앙
국가행정기관 파견기관, 수직관리계통 소속기구에서 기관 업무인원과 국가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을 지
칭한다. 지방의 공무원 시험은 지방 각급 당정기관, 사단 등에서 기관 업무인원과 국가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조직하여 진행한 각급 지방시험을 지칭한다. 중앙과 지방 시험은 별도로 진행되며, 종속관계가 존재
하지 않는다. 수험생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정부기관 부위에 따라 응시할 시험을 선택하고, 동시에 지원할
수 있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앙공무원 시험과 지방 시험의 성격은 같아서 모두 채용시험이며, 수험
생은 상응한 직위를 지원하여 시험을 보고, 채용이 되는 곧 해당 직위의 업무인원이 된다. 구체적인 공무원
정책은 국가공무원 사이트의 관련 정책을 참조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시험은 자격시험과 채용시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격시험은 곧 성적 합격자에 공무원 자격증명을 발급한다. 합격생은 이 자격증명을 근거
로 시, 구, 현 등 국가기관에서 취직할 수 있다(예: 베이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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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통은 관원이고, 당위계통은 ‘관원’을 관리하는 ‘관원’이다. 셋째, 조직
구조로 본다면, 당위는 종종 한 부위 혹은 한 단위의 인사임명과 해임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 병원의 영도간부는 조직부, 선전부에서 임명하고
해임한다. 반면에 일반 기술간부는 인사국에서 관리하고, 업무는 위생국
에서 관리한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각각 조직부, 선전부, 그리고 인사국,
교육국이 관리한다. 당군계통은 각급 당위 및 사군(社群) 업무 부서를 지
칭하는데, 각급 당의 계통은 기율위원회, 조직부, 선전부, 정법위(政法委)
등을 포함한다. 각급 군의 계통은 공청단, 부녀연합회, 공회 등을 포함한
다. 이외에 ‘채용이 예정된 학생(选调生)’은 성 위원회 조직부 관할로, 당
군계통에서 심사한다. 한편, 정부계통은 정부조직 부서를 지칭하는데, 예를
들어 성 정부 판공청, 시현 정부 판공청, 재정국, 국토국, 문화와 방속국,
체육국, 발전개혁위원회, 경제위원회, 무역국, 교육국, 인사노동국 등이다.
②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구별
중국에서 공무원은 중앙이든 지방이든 모두 공식적으로 국가공무원이
라 한다. 세부적으로 국가공무원을 중앙국가기관공무원과 지방국가공무
원으로 구분한다. 이를 중앙의 국가공무원과 지방의 국가공무원으로도
표현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란 명
칭을 적절히 사용하기로 한다.
중앙의 국가공무원과 지방의 국가공무원의 구별은 채용시험에서 확인
할 수 있다.79) 즉, 시험과목, 학력요건, 조직단위, 시험과 채용기관, 시험과
채용대상 범위, 채용 이후 대우 등에서 차이가 있다.

79) 公务员考试报名中党群系统和政府系统的区别?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
2265776448288289548.html (검색일, 2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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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의 구별

구분

공무원 구분

학력
구별

∙ 중앙국가기관의 국가공무원은 국가 部, 委, 署, 총국에서 중앙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것임. 채용
조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일반적으로는 모두 전일제 학부 당해 연도 졸업생, 과거 졸업생을 요구하고, 일부
직위는 석사연구생과 영어 4급, 컴퓨터 2급을 요구함
∙ 지방 국가공무원은 현재 기본적으로는 전일제를 요구하지만, 성인 대학교 졸업생은 소수의 성시에서만 여전히
채용하며, 학력 조건은 만약 시 직속기관이면 학부 이상, 협급 기관이면 전문학교 이상을 요구함
∙ 공무원 시험에서 호구 제한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중앙국가기관 공무원은 이미 더 이상 호구 제한을
요구하지 않고, 인재는 지역에 제한되지 않음. 이는 인사업무에 대한 중대한 개혁 결과임
∙ 지방 국가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점차 이러한 제한이 줄고 있으며, 최근 많은 지방공무원 채용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인민경찰의 채용도 포함함

시험
과목
구별

∙ 중앙의 공무원 시험은 필기(공공과목, 전문과목)와 면접을 포함함. 공공과목 필기는 A, B류 직위에 따라 각각
진행됨. A류 직위 필기 공공과목은 ‘행정직업 능력 테스트’ 및 ‘논술고사(申论)’임. B류 직위 필기 공공과목은
‘행정직업 능력 테스트’ 및 전문과목 필기와 면접으로, 시간은 채용 부위에서 자체 고지함
∙ 개별 지방의 시험과목은 모두 지방에서 스스로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필기와 면접으로 나눔. 필기과목은 각각
차이가 있는데, 베이징은 ‘행정직업 능력 성향 테스트’와 ‘공공기초지식’이며, 상하이의 공통은 ‘행정직업 능력
성향 테스트’와 ‘논술고사’이며, 저장성의 필기과목은, ‘종합기초지식’과 ‘행정직업 능력 성향 테스트’임. 지방공
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들은 현지 정부에서 출시한 채용요강을 확인하여, 초점에 맞추어 복습을 진행해야 함

조직
단위
구별

∙ 우선 국가시험(国考), 성시험(省考)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함. 국가시험, 성시험의 개념 차이는 시험조직
단위와 채용기관의 계층, 지역 범위에서 결정됨
∙ 국가시험은 정식 명칭이 ‘중앙기관 및 그 직속기관 공무원 채용시험’으로, 중공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에서 조직하여 중앙, 국가기관 및 그 직속기관을 위한 공무원을 채용하고, 전국을 상대로 진행함
∙ 성시험은 각 성을 단위로 성위 조직부, 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및 성 공무원국에서 조직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으로
성, 시, 현, 향 4급 기관을 위해 공무원을 채용함. 성시험은 해당 성 범위 내에서 진행됨

∙ 채용기관은 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단위로 공무원 시험의 수요 측이며 새롭게 채용한 공무원의 접수
측임. 각 기관단위는 직능, 편제, 부서, 부위 인원 변화에 따라, 매년 혹은 매 반년에 한 번씩 동급 공무원 시험
주관 부위(인사부서 및 部委가 관리하는 공무원국)에 채용계획을 제기하고, 조직 및 인사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주관 부위에서 방안을 제정하고, 시험을 조직하여 실시함
∙ 채용기관 계층과 예속관계에 따라, 공무원 채용직위는 중앙과 지방 양대 서열로 구분됨. 중앙 서열 직위의 시험은
통상적으로 ‘국가시험’이라고 부르고, 지방 서열 직위의 시험은 통상적으로 ‘성시험’이라고 부름. 기구 성격과
직능에 따라, 중앙과 지방 양대 공무원 채용 서열은 또 여러 부류와 체계로 나눌 수 있음. 즉, 국가공무원 시험은
중앙 공무원 채용 서열로, 중앙당군기관, 중앙국가행정기관, 중앙국가행정기관 직속기관과 파출기관, 국무원체
계에서 공무원법을 참조하여 사업단위를 관리하는 네 가지 체계임
∙ 이 중, 중앙당군기관의 ‘중앙’은 기관 급별을 지칭하는 것으로, 당과 국가의 최고급별, 최고 핵심 계층의 영도기관
시험과
이며, ‘당군’은 집정당(중공중앙 각 업무부서), 민주당파와 인민단체(공청단 중앙, 전국총공회, 전국부련), 국가
채용
입법기관(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부서), 참정기관(전국 정협 상무위원회 업무부서), 사법기관(최고법원, 최고
기관
검찰원), 통상적으로 ‘량카오(两高)’라고 부름
구별
∙ 중앙국가행정기관, ‘행정기관’은 정부체계에서 행정직능이 있는 부위를 지칭하고, ‘국가행정기관’은 행정부서의
법정 지위와 행정급별을 보여줌. 특히, 중앙정부, 즉 국무원 내부 기관(예: 판공청, 기관사무관리국), 부위(部委)
(예: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직속기구(예: 해관총서, 신문출판광전총국), 국무원 부위가 관리하는 국가국
(예: 국토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국가해양국, 인사부에서 관리하는 국가공무원국)임. 중앙 부위와 각 대부제 부위
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중앙과 국무원 양대 체계의 각 부위를 지칭하고, 전문적으로는 당중앙
혹은 국무원체계에 소속하는 부위를 지칭함
∙ 중앙국가행정기관의 직속기관과 파출기관은 주로 국무원계통 각 부위에 직속하거나 파출된 업무기관임. 예를
들어 심계서(审计署: 한국의 감사원)가 각지에 주재하는 회계 특파원 판사처, 공업정보통신부 각 성 통신관리국,
민항(民航) 각 구역 관리국, 각 지역 해관 등임. 국무원 부위, 국가국이 직접 관리하는 각종 기관은 관리 관계상
국무원계통 수직관리 부서로 불림. 그 인사, 경비, 업무는 지방당위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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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구분

계속
공무원 구분

∙ 국무원체계는 공무원법을 참조하여 사업단위를 관리함. 국무원 혹은 국무원계통 부위에서 관리하고 행정직능이
있는 사업단위 및 그 업무인원은 공무원법을 참조하여 관리하며, 공무원 편제를 지칭함. 예를 들어, 통계국 각지
조사대, 각지 기상국, 지진국, 해양감독본부(지부) 등임
∙ 위의 세 가지 유형의 기관과 비교하면, 이 부류의 단위는 단지 “공무원법을 참고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구분하지만, 그 지위, 직권과 인원 대우에 있어 차이는 없음. 또한, 기관 성격과 업무인원 신분은 추세 변화, 기관개
시험과
혁에 따라 변화될 수 있어서 행정성이 강하며, 법집행 직능 강화가 필요한 단위는 국무원체계 직속과 파출기관이
채용
될 가능성이 있음
기관 ∙ 省시험은 각 성 공무원 채용 서열이며, 기구와 직위 분류에 있어 실제로 중앙 4대 계통과 대응관계가 있어서 당군(党
구별
群)기관, 행정기관, 행정기관 소속기관과 파출기관, 공무원법을 참조하여 관리하는 사업단위 네 계통으로 구분됨
∙ 省시험은 계층상 중국 행정구역 구분에 따라, 즉 성 정부 각 부서(청국)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각 시 이하 지역에
주재하여 직능을 이행하는 기관임. 예를 들어, 공상국(工商局), 질감국(质监局), 식약감국(食药监局), 지세국
(地税局) 등임
∙ 관리 관계상 성 정부계통 수직관리 부서라고 불리는데, 그 인사, 경비, 업무 활동은 성이 직접 관리하는 부서
그리고 시지급 이하 당위 및 정부의 이중관리를 받음
∙ 공무원 채용시험의 채용 대상은 기본적인 법정 조건과 각 지위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 공민이나, 국가시험과
성시험의 구체적인 채용 대상이 다름
∙ 그중에서 국가시험 채용은 ⅰ) 지역적으로 전국성, ⅱ) 범위의 광범위성, ⅲ) 조건의 개방성이 있어서 전국 각
성구(省区) 주민은 모두 지원할 수 있듯이, 호적 제한이 없음. 반면, 성시험의 채용 범위는 이처럼 넓지 않고,
시험과
일부 省区의 일부 직위는 호적 제한이 있음
채용
∙ 지원자는 채용절차를 이행하고, 각종 심사에 합격한 이후, 채용단위에 들어가 일함. 즉, 공무원 신분을 갖고,
대상
관련 대우를 향유하여, 시보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각종 권력을 향유함
범위
∙ 공무원은 「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개념으로, 그 세 가지 규정 요소는 ⅰ) 법에 따라 공직을 이행하고, ⅱ) 국가행정
구별
편제에 들어가고 ⅲ) 국가재정에서 급여와 복지를 부담함
∙ 중앙기관과 지방 각급 기관에서 상술한 세 가지 요소에 부합하는 업무인원을 공무원이라고 부름. 「공무원법」
반포 이전의 관습에 따라, ‘국가공무원’이란, 당과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인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별히 중앙
급의 국가기관 업무인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님

채용
대우
구별

∙ 중앙과 지방 각급 기관 공무원은 동일한 법률, 동일한 제도에 따라 관리되며, 채용 이후 동일한 급여체계의 규범을
받지만, 구체적인 월급 기준은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승진 기회와 성장 훈련의 기회에도 차이가 있음
∙ 보수 대우 측면에서 지역, 직종, 계층 간에 재력과 자원의 크기 및 재정 규율의 구속력 등에서 차이가 있음
∙ ⅰ) 동부연해와 일선 도시의 공무원 평균 월급 수준은 중서부 지역보다 높음. ⅱ) 재정과 세수, 금융, 증권감독․관
리 부서의 월급과 복지 수준은 다른 부서보다 높음. ⅲ) 기층 재정 및 기율 집행이 느슨한 지역 기관의 상금 액수도
시지급 이상 기관보다 높음
∙ 승진 및 직위 교류의 기회 측면에서 수직관리 부서의 업무인원은 직위 전문성이 강하고, 내부관리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어서, 승진 통로와 교류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단일하고, 체계 내 순환 추세를 나타냄. 예를 들어, 국가세
무국체계, 해관, 변방검역체계의 인원은 많은 경우 단지 본 체계 내에서 승진되고, 외지 전근이 가능함. 예를
들어, 장쑤 국세국에서 다롄(大连) 국세국으로 전근할 수 있지만, 다롄 국세국에서 다롄시 정부에 전근할 수 없고,
부서 간, 체계 간 수평 전근, 교류와 승진의 기회는 매우 적음
∙ 각급 종합관리류, 행정집법류 업무인원은 그 직위와 업무내용이 공공성을 갖고 있어, 관리의 개방성이 강하고,
인원 유동성 관리도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중앙에서 각급 간부 특히 지도간부와 예비인재(后备人才)의 지역
간, 직종 간 교류와 임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지향함. 일반 직종의 공무원은 더 많은 수평이동이 가능하며, 기존
부서로부터 전근하는 기회가 더 많음
∙ 부서가 많고, 플랫폼이 넓어, 그 수직의 승진 공간도 단일 체계의 수직관리 부서 공무원보다 더 넓음

주1: 각주80)를 근거로 작성함.
주2: 다만, 위 자료는 (2017.11.22)에 작성된 자료인 관계로 2018년에 개편된 국무원 조직도를 보면 종전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소속이었던 국가공무원국은 당중앙조직부로 편입되었고, 국가신문출판광파총국은 국가라디오TV총국, 국가신문출판서, 국가판
권국, 국가영화국 4개 부서로 분할됨(김윤권, 20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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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국 공무원 직무와 급별81)
중국의 행정급별은 행정 5급으로 구분된다. 즉, 국가급(国家级), 성부
급(省部级), 사청국급(司厅局级), 현처급(县处级), 향진과급(乡镇科级), 각
급은 정직과 부직으로 구분된다. 중앙 부위의 등급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 부(성), 사, 처, 과’ 5급이다. 국가급 이외에, 기타 3급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지방 3급 행정 구분이다. 행정급별 중에는 말단(股级)은 없으며,
말단은 부과급과 과원 사이에 위치한, 관습적인 칭호이다.

표 5-7

급별
1급

중국 공무원 직무계층 및 급별
직무
계층

대표 직위
(영도직무)

대표 직위
(비영도 직무)

국가급 정직 국무원 총리

한국의
상응 직위
국무총리

2~4급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국가급 부직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4~8급

성부급 정직

6~10급

성, 직할시, 자치구 부직
성부급 부직 국무원 부위 부직
국무원 부위 관리의 국가국 정국장

8~13급

국무원 부위 각 사(司) 정직
청국급 정직 성시 자치구 청(厅)/국(局) 정직
지급시 정직

1급 순시원

실장
국장

10~15급

국무원 부위 각 사 부직
청국급 부직 성시 자치구 청/국 부직
지급시 부직

2급 순시원

국장
과장

12~18급

국무원 부위 각 사 소속 처(处) 정직
현처급 정직 성시 자치구 청국 소속 처 정직
지급시 국/구/현 정직

1급~2급
조연원(调研员)

과장

부총리
장관
차관

성, 직할시, 자치구 정직
국무원 部委 부장 혹은 주임

차관
차관보
실장

80) 国家公务员和地方公务员的区别是什么.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50119
1842731689964.html (검색일, 2019.7.5).
81) 从中央到地方,中国的官员按级别排序是怎样的.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
364650400260124572.html?fr=iks&word=%B4%D3%D6%D0%D1%EB%B5%BD%B5%D8%B7%BD&ie=
gbk (검색일, 2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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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급별

계속
직무
계층

대표 직위
(영도직무)

대표 직위
(비영도 직무)

한국의
상응 직위

3급~4급 조연원

서기관

14~20급

국무원 부위 각 사 소속 처 부직
현처급 부직 성시 자치구 청국 소속 처 부직
지급시 국/구/현 부직

16~22급

향 과급 정직

향장, 지급시 국 소속 처 처장
현급시 소속 국 국장

1급~2급 주임과원

사무관

17~24급

향 과급 부직

부향장, 지급시 국 소속 처 부처장
현급시 소속 국 부국장

3급~4급 주임과원

주무관
(6급)

18~26급

(관리직무): 현급(현급시, 구) 정부 소속 국 내설기구
과(科)[또는 고(股)]의 과장/부과장(고장/부고장),
현 소속 파출부터 향진가도의 소장/부소장(고소급
/고급), 향진가도 소속 업무부서의 정부직까지

19~27급

1급 과원

주무관
(6급 이하)

2급 과원

주1: 公务员级别.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8D%8E%E4%BA%BA%E6%B0%
91%E5%85%B1%E5%92%8C%E5%9B%BD%E5%85%AC%E5%8A%A1%E5%91%98%E7%BA%A7%E5%88
%AB/6041164?fromtitle=%E5%85%AC%E5%8A%A1%E5%91%98%E7%BA%A7%E5%88%AB&fromid=5751
884 (검색일, 2019.12.12).
주2: 다만, 여기서 중국의 급별 및 대표 직위와 상응하는 한국의 직위 간 대조가 서로 완전 일치할 수는 없음. 한국에서 6급 이하를
주무관이라 통칭함(다만, 주무관이란 명칭은 공무원법에서 규정된 용어는 아님)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의 행정급별은 2006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
국 제35호 주석령으로 반포한 「국가공무원법」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
되어 있다. 즉, 제16조 공무원 직무는 영도 직무와 비영도 직무로 나눌
수 있다. 영도 직무 단계는 국가급 정직/부직, 성부급 정직/부직, 청국급
정직/부직, 현처급 정직/부직, 향과급 정직/부직으로 나눌 수 있다. 비영
도 직무 단계는 청국급 이하에 설치된다. 제17조 관리류의 영도 직무를
통합하여 헌법, 관련 법률, 직무 단계와 기구 규격에 따라 설정하고 확정
한다. 관리류 이외의 기타 유형별 공무원의 직무 서열을 통합하여 본 법
에 따라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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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공무원 직급과 직위

직급

직위

국가급
정직
(正职)

∙ 중공중앙 총서기,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국무원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위원장, 전국정협주석, 중공중앙군사위원회주석, 국가군사위원회주석

국가급
부직
(副职)

∙ 중앙정치국위원, 중앙서기처서기, 중앙기율위원회서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부위원장, 국무원부
총리, 국무위원, 전국정협부주석, 중공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 중공중앙군사위원회위원, 국가중앙군사위원
회부주석, 국가군사위원회위원, 최고인민법원원장, 최고인민검찰원검찰장
∙ 중공중앙 직속 각 기관 정직 및 부분 부직은 일반적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서기처 서기 및 기타 부국급
간부가 겸임함

성부급
정직

∙ 성급 행정구(성, 자치구, 직할시와 특별행정구)의 성(당, 시) 위원회 서기, 성장(정부 주석, 시장), 정협 주석,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특별행정구 행정장관
∙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정위와 사령관(정 부장급)
∙ 전국인대, 국무원, 전국정협 각 부서 정직(正职) 간부(예: 교육부 부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 중앙기율위원회 정부급 부서기, 중공중앙 직속 각 기관 정직, 특별 부직 및 반공실 주임[중연부(中联部) 부장,
중선부(中宣部) 부부장, 중조부(中组部) 부부장, 중앙통전부(中央统战部) 부부장, 중앙당교 부교장, 중공중앙
판공청 부주임]
∙ 국가 정부급 기업 정직 영도(예: 철도총회사 총경리, 중투회사 총경리, 이사장)
∙ 중앙위원은 일반적으로 성부급 정직이 맡음

성부급
부직

∙ 국무원 각 部委 부직 간부(예: 공안부 부부장, 국가체육총국 부국장)
∙ 국무원 부위관리의 국가국 정직 간부(예: 국가문화국 국장)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 정부 부직 간부(예: 지린성 부성장, 충칭시 부시장,
신장건설병단 부사령관), 정협 부주석,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직할시 시위 부서기
∙ 각 부 성급 시 정부 정직 간부(예: 난징시 시장)
∙ 각 직할시 소속 부 성급 신구(新区) 정직 간부[예: 포동신구(浦东新区) 구위서기, 구장]

청국급
정직

∙ 이전에는 지청급(地厅级)으로 불렀는데, 주로 지급시(각 자치주 및 신장생산건설병단 각 사단) 시위 서기, 시장,
시 인대 주임, 시 정협 주석, 성급 소속단위(예: 공안청 청장), 국가 각 부 소속단위(예: 외교부 신문사 사장)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장생산건설병단 청국 정직 간부(예: 허베이성 교통청 청장, 베이징시 재정국 국장,
신장 병단 임업국 국장)
∙ 각 부 성급 시 정부 부직 간부[예: 닝보(宁波)시 부시장]
∙ 각 지급시 정부 및 신장생산건설병단 각 사단 정직 간부[예: 닝샤성 구위안시(固原市) 시장, 신장병단농8사단 사장]
∙ 청국급 정직 이상은 고급 간부에 해당

청국급
부직

∙ 지급시(신장생산건설병단 각 사단) 시위 부서기, 시 위원회 상무위원, 부 시장, 시 인대 부 주임, 시 정협 부
주석, 성급 소속단위(예: 성위 선전부 부부장), 국가 각 部委 소속 단위(예: 외교부 신문사 부사장 등)
∙ 국무원 部委 각 사 부직 간부(예: 인사부 인재유동개발사 부사장)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장생산건설병단 청국 부직 간부(예: 헤이룽장성 건설청 부청장, 상하이시 문화국 부국
장, 신장병단농2사단 부사장)
∙ 부 성급 시 소속 각국 및 각 구, 현정부 정직 간부[예: 창춘시 차오양구(长春朝阳区) 구장]
∙ 각 성시구 직관 현 현장, 현 위원회 서기[예: 허난성 창위안현(河南省长垣县) 현장]

현처급
정직

∙ 현(현급시, 구, 기 및 신장생산건설 병단 단급 등) 위원회 서기, (구)현장, (구)현인대, (구)현 정협 주석, 시 각
단위 국장(예: 공안국, 사법국 등)
∙ 국무원 部委 각 사 소속 처실 정직 간부[예: 농업부 종식(种植)업 관리사 경제 작물처 처장]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장생산건설병단 청국 소속 처실 정직 간부 (예: 장쑤성 과학기실농촌과학기술처 처장)
∙ 부 성급 시 소속 각 국 및 각 구현 정부 부직 간부. 예: 시안(西安)시 위생국 부 국장, 란톈현(蓝田县) 부 현장
∙ 부 성급 시 소속 각 국처실(局处室) 및 구현 각 국 정직 간부[예: 난징시 과학기술국 과학기술 성과처 처장,
쉬안후구(玄武区) 위생국 국장, XX구XX가도 판사처 서기,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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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계속

직급

직위

현처급
정직

∙ 지급시 소속 각 국 및 각 구현 정부 부직 간부[예: 쓰촨성 더양시(德阳市) 민정국 부 국장, 광둥성 포산시 순더구
(佛山市顺德区) 부 구장]
∙ 신장생산건설병단 각 단 부직 간부(예: 신장강병단농8사 150단 부 단장, 부 정위, 무장부장, 공회 주석, 총
노예사, 총 회계사)

향과급
정직

∙ 각 향, 진, 판사처, 신장생산건설병단 단장 각 영 당위 서기, 향장, 진장, 판사처 주임, 및 향진 인대 등을 포함
∙ 현, 현급시 소속 각 국(예: 현 공안국장, 현 건설국장 등)
∙ 지급시 국 소속 각 처(예: 건설국 법제처장 등)

향과급
부직

∙ 각 향, 진, 판사처 당위 부서기, 당위 위원, 부향장, 부진장, 판사처 부주임, 및 진급 인대 부 주임 등
∙ 신장생산건설병단 단장 기관 과실 과장 각 영(분장) 당위 서기, 영장(분장 장장) 등[예: 신장생산건설병단 농6사
방차오호(芳草湖) 농장 공교건상과(工交建商科) 과장, 방차오호 농장 공회 부주석, 방초호 6장 서기, 6장 장장]
∙ 현, 현급시 이하(예: 현 공안 부국장, 현 건설 부국장 등)
∙ 지급시 소속(예: 시 건설국 법제처 부처장 등)

향과급
이하

∙ 소위 말단(股级)으로, 중국 행정 중에서 가장 작으며, 일반적으로 향의 재정소, 파출소 및 신장생산건설병단
연급(连级) 등
∙ 신장생산건설병단 연급 및 부 연급임(예: 신장생산건설병단 농1사 1단 1연 연장, 지도원, 부연장)
∙ 각 고등학교, 연구소, 병원 등 사업단위는, 그 각급 간부는 정부 각급 간부 대우를 참조하여, 행정급별을 갖지만,
공무원 편제에 속하지 않음

보충
설명

∙ 신장생산건설병단의 행정급별은 정성(부)급으로, 병단 사령원, 정위의 행정급별은 모두 정성(부)급이고, 소속
각 사의 사장, 정위의 행정급별은 정청(국)급이고, 관할 하의 농목단장의 단장, 정위는 정처급
∙ 정부 각급 간부는 만약 상급 당위 상무위원이면, 그 행정급별은 한 급 상승[예: 장쑤성 장자강시(张家港市)
시장이 정처급 간부인데, 만약 쑤저우시 시위 상무위원이면, 부 청급 간부]
∙ 관례에 따라, 고급 간부는 60 혹은 65세 이후 많은 경우 상응한 급별의 인대, 정협에 파견되어 영도 직무를
맡는데, “2선으로 물러난다(退居二线)”고 부름
∙ 일부 행정급별은 정청이지만 반드시 부부(副部)가 겸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단위를 부부 단위라고 함
(예: 선전부, 조직부, 기율위원회 등 반드시 성위 상무위원 혹은 성위 부서기가 겸임해야 함)
∙ 일부 행정급별은 정처인데, 반드시 부청에서 겸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청 단위라고 봄(예: 시 선전부,
조직부, 기율위원회, 정법위 등은 반드시 시위 상무위원 혹은 시위 부서기가 겸해야 함)

보충
설명

∙ 15기 4중 전회의 「결정」에 따르면, 기업은 이미 점차 행정직무 구분을 폐지했고, 더 이상 지방정부와 직무를
대응하지 않음
∙ 과거에 소속 단위의 크기에 따라, 국유기업의 급별은 일반적으로 주관 단위를 초과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반급
혹은 일급 내림
∙ 최근 몇 년 일부 중앙국유기업의 영도간부와 중앙 혹은 지방 국가기관 영도간부의 전근 상황에서 보면, 실제로
여전히 급별을 보류하고 있음(예: 일부 중앙국유기업의 이사장, 경리가 성장, 부성장 혹은 부부장 등을 맡음)
∙ (부 성급 시) 하얼빈, 창춘, 선양(沈阳), 다롄, 지난, 청두, 난징, 항저우, 닝보, 샤먼, 광저우, 선전, 우한, 청두,
시안 모두 15개임
∙ (직할시 소속 부 성급 신구) 상하이 푸둥신구(浦东新区), 톈진 빈하이신구(浜海新区), 충칭 량장신구(两江新
区)가 있음
∙ (준 부 성급) 상술한 도시 이외의 모두 성도(省会)와 국무원에서 비준한 탕산시(唐山市), 다퉁시(大同市), 바오
터우시(包头市), 안산시(鞍山市), 푸순시(抚顺市), 지린시(吉林市), 치치하얼시(齐齐哈尔市), 우시시(无锡
市), 화이난시(淮南市), 뤄양시(洛阳市) 10개 시는 ‘상대적으로 큰 시’임
∙ 충칭은 과거 줄곧 부 성급 도시였는데, 1997년 2월 성급의 직할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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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계속

직급

직위

보충
설명

∙ 부 성급 도시, 부 성급 신구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구 명으로, 성(직할시)급 행정구역의 관할을 받고, 부 성급
시의 시장, 부 성급 신구의 구장과 부 성장의 행정급별은 같음
∙ 최초의 16개 부 성급 도시는 1994년 2월 25일, 중앙기관편제위원회에서 반포하고(중편[1994]1호) 중공중앙,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부 성급 도시가 됨
∙ 부 성급 도시와 지급시 혹은 지급 행정구는 함께 각 성의 직접 관할 하에 납입되고, 별도로 열거되지 않음

주: 위 출처를 근거로 작성함

2) 지방정부의 재정·예산
(1) 지방재정의 기본 요소82)
재정은 정부를 주체로 하는 경제 활동으로, 다급 정부체계에 상응하여
존재하는 것은 다급 재정(Multi-level Fiance)이다. 일급 정부가 존재하
면, 반드시 일급 재정이 이와 대응한다. 일반적으로, 일급 완비된 지방재
정은 일급 정부 사권(事权), 일급 정부 재력(财力), 일급 정부 재권(财权)과
일급 정부 예산 등 기본 요소(core elements of subnational fiscal system)
으로 구성된다(王玮 编, 2019: 9).
① 일급 정부 사권
정부 사권(Public Service Delivery Power)은 일급 정부가 갖고 있거
나 혹은 맡고 있는 사회공공사무를 관리하는 권력이다. 정부 사권은 상대
적으로 추상적인 정부직능의 구체화로, 어떤 의미에서 “일급 정부, 일급
사권”이 해결한 것은 바로 정부직능이 서로 다른 수준(级次) 정부 사이의
분배 문제라고 할 수 있다(王玮 编, 2019: 9).
일급 정부는 그 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상응한 재정지출

82) 王玮 编(2019: 9-10)을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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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하게 된다.83) 그리하여 일급 정부 사권은 일급 정부가 맡고 있는
사회공공사무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는 동시에, 또한 기본적으로 일급
정부의 재정지출 책임(Expenditure Responsibility)을 결정한다(王玮 编,
2019: 9).
② 일급 정부 재력
정부 재력은 각급 정부가 일정한 시기 내에서 실제로 지배하는 주로
화폐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사회자본을 지칭한다. 일정한 양의 재력을 갖
고 있는 것은 일급 정부가 효과적으로 그 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기
본 보장이다(王玮 编, 2019: 9).
지방정부는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재력은 지방정부 자체 재력(Ownsource Revenue)과 상급 정부로부터 받은 이전(转移性) 재정수입(Transferred
Revenue) 두 부분을 포함한다. 지방정부 자체 재력은 재정체계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각급 지방정부에서 징수·관리하는 재정자금으로, 구체적으
로는 지방정부 세수수입, 지방정부 요금수입, 지방정부 재산성 수입과 지
방채무수입 등을 포함한다(王玮 编, 2019: 9).
각 국가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거시적인 조절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는
종종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재력을 집중한다. 그리고 특정된 사회경제 목표
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부 재정자원을 일정한 형식으로 지방정부에 이전
한다. 지방정부에 있어 이 또한 중요한 재정수입원이다. 많은 국가에서
이전성 재정수입이 지방정부 실제 지배 가능한 재력 혹은 지방정부 지출

83)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권은 구체적으로 재정지출 상으로 실현된다. 만약 제도설계가 적절하지 않다면, 사권
과 지출직책이 서로 매칭하지 않는 상황이 출현할 수도 있다. 이 또한 중국이 현 단계에서 “사권과 지출직책
이 서로 매칭하는” 재정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기한 원인이다(王玮 编,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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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낮지 않다84)(王玮 编, 2019: 10).
③ 일급 정부 재권
정부재권(Fiscal Power)은 정부가 그 직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정수
입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권력이다. 지방정부에 있어, 재권은 주로 지방정부
자체 재력과 관련된 입법권, 행정권과 사법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전성
재정수입과 관련된 각종 권력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정수입 형식의 차이에 따라, 재권은 구체적으로 세권(税权), 비권(费
权), 채권(债权)과 재산권(产权) 등 여러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각 항

목 권력은 더욱 세분화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세권은 세수입법권, 세수
행정권과 세수사법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세수는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가장 기본적인 재정수입 형식이며, 그리하여 세권은 일급 정부 재권의 핵
심이다. 지방정부에 있어 비권, 채권 등은 재정자주권을 향상시키는데 상
당한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王玮 编, 2019: 10).
④ 일급 정부 예산
정부 예산(Government Budget)은 일급 정부에서 재정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반영이다. 일급 정부가 있으면, 반드시 일급 재정이 이와 상응
하고 있지만, 모든 일급 재정이 예산관리체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급 독립적인 예산이 있는지 여부는,
일급 정부재정이 전체 재정체계 중에서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결
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王玮 编, 2019: 10).

84) 일부 발전도상국과 전환기 국가에서, 정부 간 재정 이전지출은 대체적으로 지방정부 지출의 60%를 차지하
는데, OECD 회원국 중에 이 비율은 대체적으로 1/3이다(Broadway & Shah, 2006).

제5장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 및 행정자원 분석 ❙ 369

한 나라의 지방재정 기본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배치는 주로 이 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및 상응한 제
도배치에 달려있다. 현실적으로 사권과 재력 및 재권 이 세 핵심 요소의
배치에 있어 이들은 서로 매칭할 수도 있고, 서로 분리하여 서로 다른 수
준의 정부 간에 서로 다른 배치를 진행하여, “재력과 사권이 서로 매칭하
는 것”과 “재권과 사권이 서로 매칭하는 것” 두 가지 서로 다른 모형을
형성할 수 있다(王玮 编, 2019: 10).
일급 지방정부가 그 직능을 이행할 때, 필연적으로 상응한 재력을 기
초로 한다. 즉, ‘일급 사권’은 필연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일급 재권’을 요
구한다. 이는 곧 소위 ‘재력과 사권이 서로 매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
급 정부가 그 직능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권과 완전히 매칭
하는 재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85)(王玮 编, 2019: 10).

(2) 재정·예산
① 재정체계
재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부의 직능(职能)은 주로 네 가지, 즉 자원
배치, 수입분배, 경제안정과 경제발전과 관련된다. 이 네 가지 기능 중에
서, 자원배치와 수입의 공정한 분배 유지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며, 정
부를 통한 자원분배로 경제성장과 수입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것은
시장을 통한 같은 목표를 실현하는 것과는 다른 필요한 방식이다. 이 두

85) 상당히 많은 단일제 국가에서 지방정부가 상응한 권력을 갖고 있는 동시에 상응한 재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일부 연방제 국가에서, 지방재정 기본 구성요소의 배치는, 대체적으로 “재권과 사권이 서로 통일되는” 모형
에 속하며, 지방정부는 사권과 알맞은 재력을 구비할 뿐만 아니라, 사권과 서로 매칭하는 재권을 갖고 있다
(王玮 编, 2019: 10).

370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가지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또 서로 보완하며, 어떤 자원이 시장을 통해
배치해야 하고, 어떤 자원이 정부를 통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이론상
주로 이들 자원 자체의 성격에 달려있다(周飞舟·谭明智, 2014: 2).
정부의 재정이 공공재정으로 불리는 이유는 정부가 배치하고, 제공하는
자원, 물품과 서비스는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물품과 서비스를 공공재(公共品)와 공공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물론 ‘사적재와 서비스’와 상대되는 의미다. 만약, 정부 계층을 고려하면,
어떤 공공서비스는 마땅히 중앙정부 등 상층 정부가 제공하고, 어떤 것은
기층 지방정부에서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 이는 공통된 인식에 도달하기
더 어려운 문제가 된다. 순수 이론적으로 보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周飞舟·谭明智, 2014: 2).

표 5-9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공성이 강함

공공성이 약함

지역 사이

중앙정부

개인

지역 내

지방정부

개인

출처: 周飞舟·谭明智(2014: 2)

<표 5-9>에서 보듯,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는 정부재정의 주요 지출책
임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서비스는 개인자본
이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의 ‘공공성’은 많은 경우 재품과 서비스의 ‘외
부성’과 관련되어 있다. 도시건설을 예로 들면, 도로, 교량, 녹지, 공공교
통 등은 공공성이 가장 강하여, 기본적으로 모두 정부의 지출책임 범위에
속해 있고, 문화와 체육관, 학교, 정부와 공공사업 건축 등의 공공성도 상대
적으로 강하다. 하지만 도시의 부동산, 공장, 회사 등 시설은 공공성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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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약하여, 개인자본이 제공한다. 지역 범위에서 보면, 이들 지역 사
이 포괄 범위가 넓은 공공서비스, 예를 들어 국방, 수력, 빈곤구제(扶贫),
자연재해방지 등은 상급 정부의 지출책임이고, 지역 내의 공공서비스는
낮은 계층의 지방정부의 지출책임 범위에 속한다(周飞舟·谭明智, 2014: 3).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정부 간 재권과 사권을 배치하는 제도를 재정제
도라고 한다. 광의로, 재정제도는 정부의 예산수입(세수 위주), 예산지출
및 예산외 수지 등 세 가지 큰 측면의 제도 구조를 갖는다. 협의로, 재정
제도는 예산관리체제를 지칭하는데, 즉 일반적으로 정부 간 예산 내 수입
과 지출의 배치와 분배만 포함한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 있어, 재정체
계는 중앙정부의 세수와 비세수 수입의 범위, 규모 및 지출 방식을 규정
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어떻게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해 분배·분
업하는 것을 규정한다. 즉, 재정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 관계의 기본적인
구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권과 사권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배치가 중앙과 지방 관계의 기본 구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周飞舟·
谭明智, 2014: 3).

중국은 5급(五级) 정부가 있어, 정부 간 재정관계는 상대적으로 복잡
하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 간 관계의 총 원칙은 ‘하관일급(下管一
级)’이다. 즉, “모든 급의 정부는 단지 그 아래 한 급 정부의 재정체제를

결정하는 것을 책임진다.” 그리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간 및 각급 지방정
부 사이는 하나의 통일된 재정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정부 급별의 차이에
따라, 재정체제도 서로 다르다. 중국은 34개의 성급 단위, 333개 지구,
시급 단위, 2,862개 현급 단위, 37,334개 향진 단위가 있는데, 정부 급별
이 다르고, 단위가 많아서, 재정체제도 매우 복잡하다. 비록, 재정체제가
다양하지만,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체제는 많은 경우, 중앙과 성급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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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체제의 지도와 영향을 받아, 일정한 규율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재정체계가 어떻게 서로 달라도, 모두 일부 정부 간 재정관계의 효율과
공평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원칙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원칙엔 세 가지가 있다(周飞舟·谭明智, 2014: 3-4).
첫 번째 원칙은 ‘대칭’ 원칙이다. 일급 정부는 일급 재정이 있어야 하
는데, 즉 상응하는 예산수입과 지출책임을 배치 받고, 그 재권과 사권이
서로 어울리거나 대칭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만약 어느 급의 정부의 사
권이 그 재권을 크게 초월하면, 이 계층 정부의 재정은 적자가 출현할 것
이며,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만약 재권이 사권을 크게 초월하면, 정부가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는 재정수입이 기본적
으로는 세수를 기반으로 하고, 재권이 사권을 초과하는 것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과도한 세수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들 세수가 제
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여러
급별 정부가 존재하는 국가 중에 정부 재권과 사권의 대칭은 정체된 엄격
한 대칭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즉, 일급 정부의 본급 세수는 반드시
그 지출과 동등한 것은 아니며, 동태적인 균형을 나타낸다. 일부 지방정
부의 사권이 재권보다 클 때, 상급 정부는 재정 ‘보조’ 혹은 ‘이전지출(转
移支付)’의 형식으로 지방정부의 수입을 보충한다. 즉, 이들 정부지출 중

일부는 본급의 세수가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부 지방정부의 재권이
사권보다 클 때, 상급 정부는 2급 정부에서 일부 재정수입을 상납(上
解)86)할 것을 요구한다. 즉, 2급 지방정부의 지출 중 일부는 ‘상납’될 것

86) 지방상납수입(地方上解收入), 즉 중앙에서 지방이 관련 법률, 법규 혹은 재정체제 규정에 따라 상납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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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 부분 재정수입은 더 높은 급별의 정부에서 지출을 완성할 것이
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보조’와 ‘상납’의 수직 자금유동은 각급 정부
에서 사권의 분배를 근거로 한다. 예를 들어, 현(县) 사이, 도시 사이에 도
로를 놓을 때, 성급 정부가 도로의 건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은 비용
이 가장 작은 선택이지만, 도로 건설의 자금은 각 현, 지(地)에서 모두 비
례에 따라 일부분을 부담한다. 다른 예로, 어느 현에서 학교를 세우는데,
학교 건설경비는 해당 현(县) 재정에서 일부 부담하는 외에도, 중앙, 성,
시 모두 일부 전문적인 보조로 학교의 건설을 지지할 수 있다. 이는 이
학교가 양성하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유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
여, 재권과 사권 대칭의 원칙에서 사권의 분배가 일정 정도 재권의 분배
를 ‘주도’한다 할 수 있다(周飞舟·谭明智, 2014: 4-5).
두 번째 원칙은 재정지출의 ‘균등화’ 원칙이다. 사권에 따라 재권을 조절
하는 것 이외에도, 상급 정부는 각지 1인당 재정지출 수준의 차이에 따라
각지의 재정 상황을 균형화시켜서 각지 서로 다른 정부지출의 균등화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일부 기본적인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에 있어, 예를 들
어 교육, 위생 등은 각지 주민들이 모두 마땅히 유사한 수준의 혹은 최저
수준의 서비스를 향유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방정부는
이를 만족시킬 수 없어, 상급 정부는 보조 혹은 이전지출의 형식을 택하여
이들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능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수직적인 재정재
분배 또한 재정체제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다(周飞舟·谭明智, 2014: 5).

수입을 말한다. 주로 1994년 분세제 개혁 시 보류했던 지방 기존 체제상납 수입과 수출세금 환불 전문 상납
수입을 포함한다. 2009년 지방 상납 및 지방에 대한 중앙의 세수 반한을 상쇄 처리하면서 상응하게 지방 상납
중앙수입 과목을 취소했다. Retrieved from https://baike.baidu.com/item/%E5%9C%B0%E6%96%B9%
E4%B8%8A%E8%A7%A3%E6%94%B6%E5%85%A5/1501108?fr=aladdin (검색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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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효율의 변화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제도 변천은 기술 최
적화 혹은 정책 유도 조절로 실현할 수 있다. 중국 정부 간 이전지출은
제도 효율 – 제도 비효율 – 부분적으로 제도 효율과 비효율이라는 순환을
거쳤다. 아래 <그림 5-9>은 정부 간 이전지출제도 효율의 변천 과정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 간 이전지출제도 효율의 변천 과정으로부터 이러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林双林, 2009: 107).

그림 5-9

정부 간 이전지출제도 효율성 변화

1950 ~ 1979년 특수
외부 환경 하의
이전지출은 제도
효율을 갖고 있음

제도
외부 환경 변화가
초래한
변화

1980 ~ 1993년
포간재정체제 중의
이전지출은 제도
비효율 상태에 처함

제도
비효율에서
제도
효율로
변화

1994년에서 지금까지 이전지출
세수 반환은 제도 효율 일반적 제도이전은 제도 비 전문 이전지불은 제도 효율(공공서비스정책 유도)
상태에 처함
효율 상태에 처함
또는 제도 비효율(경제성장 정책 유도) 상태에 처함
개혁 방향:
개혁 방향: 외부 환경이 개혁 방향:
외부환경 불변 전제로 ‘경제성장’을 정책 유도하는 전문 이
변화하지 않는 전제 하 지방정부에서 ‘공공서비스
전지출을 보류하고, ‘공공서비스’를 정책 유도하는 전문 이
에서 보류됨
투입’을 택하여 효용과 수준
전지출을 취소하여, 이를 일반성 이전지출에 포함시키는 중
을 얻음
점 개혁
출처: 林双林(2009: 107)

중국 정부 간 전문 이전지출제도 개혁에는 두 가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한다. 중국 현 단계의 ‘공공서비스’을 정책으로 유도하는 전문
이전지출은 아직 제도 비효율 상태에 있고, 개혁에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ⅰ) ‘공공서비스’를 유도하는 전문 이전지출 방안 설
계를 최적화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각종 구체적인 전문 이전지출 집행기
관과 실적 기준을 구축하여, 지방정부에서 전문 이전지출 목표 수준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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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것을 지방정부 실적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하여, 지방정부에서 중
앙의 ‘공공서비스’를 유도하는 전문 이전지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율 수
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전문 이전지출제도 효율을 추진하는 것을 통하
여, 구체적인 전문 이전지출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ⅱ) ‘공공서비스’를
정책으로 유도하는 전문 이전지출을 포기하고, 경제성장을 정책으로 유
도하는 전문 이전지출을 보류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를 정책으로 유도하
는 전문 이전지출을 일반성 이전지출에 포함시켜, 중점은 일방성 이전지
출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로의 최종적인 선
택은 경제사회 발전 상황의 현실 수요에 달려있다(林双林, 2009: 108).

그림 5-10

분세제 개혁 시 확립한 이전지출제도 구조
중앙의 지방에 대한 이전지출

재력성 이전지출

일반
성
이전
지출

민족
지구
이전
지출

농촌
세비
개혁
이전
지출

전문 이전지출

급료
조정
이전
지출

기타

사회
보장
지출

농업,
과기,
교육,
의료
위생
지출

기타

출처: 倪红日(2018: 33)

세 번째 원칙은 재정지출의 ‘효율’ 원칙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원칙 외에도, 상급 정부와 하급 정부에서 재정체제를 정할 때, 감독과 격
려의 문제도 고려하게 된다. 소위 ‘감독’은 체제를 통하여 하급 정부의 수
입과 지출행위를 규범화하여, 하급 정부가 재정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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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게 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다. 하급 정부에 대한 상급 정부의
감독은 심사, 검사 등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외에도, 재정체제에서 ‘보
조’ 혹은 이전지출을 통하여 하급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준다(周飞舟·谭
明智, 2014: 5).

일반적으로 재정보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 보
조(general purpose)’로, 즉 보조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다른 하나는
‘특별 보조(专项)(earmarked or specific purpose)’로, 자금에 명확한
용도가 첨부되어 있어, 하급 정부는 자금을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다.
보조의 두 가지 형식에서, 일반적 보조는 감독 역할이 없으며, 주로 재정
지출 ‘균등화’의 목표를 충족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하급 정부에 대한
특별 보조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다. 지출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급 정부는 이 부분 자금의 사용에 대하여 감독을 할 이유
를 가지고, 특별자금의 종류, 수량과 이체(拨付) 방식 모두 하급 정부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약한다(周飞舟·谭明智, 2014: 5-6).
소위 ‘격려’는 상급 정부가 재정체제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가능한 한
지방수입을 많이 증가시켜서,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급 정부는 재정책임제(包干制)를 채택하여, 재정
책임(包干)을 초과한 수입 부분을 전부 하급 정부에 남겨두는 것으로 재
정 증수에 대한 격려를 실현할 수 있다(周飞舟·谭明智, 2014: 6).
세 가지 원칙에서 보듯, 비록 효율성과 공평성의 기준으로 중앙과 지
방 관계를 가늠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재정체계의 틀(frame)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사실, 역사, 사회, 정치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목표
에 더 치중하는 가는 모두 각자의 특징이 있다. 중앙과 지방 관계의 특징
을 자세히 보면, 이들 원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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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원칙과 목표를 둘러싼 ‘힘겨룸(角力)’에서 결정된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체제는 표면상 재권과 사권의 분배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분배이
며, 재정권력 또한 정부의 행정, 인사 등 권력의 강약에 막대한 영향을 미
친다. 어떠한 경우이든, 사실 정부 간 재정권력을 둘러싼 협상과 쟁탈은 그
배후에 권력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 관계를 논의하는 기본
이론적인 틀은 ‘집권’과 ‘분권’이론으로 총괄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중앙
과 지방 관계를 서술하는 중앙과 지방 관계의 핵심적인 이론 개념이다(周
飞舟·谭明智, 2014: 6).

재정적 관점에서 분권화는 세 가지 차원과 관련된다. 즉, 공공지출 책
임성, 조세권, 정부 간 재정이전지출이다. 이 세 가지 항목은 ‘지출 = 자
체세입 + 정부 간 재정이전지출’로 구성된다. 만일, 분권화가 지방정부
자체세입(조세 자율성)의 증가를 의미한다면, 이는 이전지출의 감소를 낳
는다. 만일, 분권화가 지출책임성의 이양을 의미한다면, 재정이전지출 증
가 혹은 지방정부의 조세 자율성 증가를 의미한다(Zhang, 2010: 53).
②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의 분류
중국 정부의 예산은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수지관리 범위,
예산계층, 편제형식, 편성방식, 투입항목, 예산작용 시간 등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예산계층 분류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으로
구분87)이 된다. 중앙정부 예산은 법정절차에 따라 심사되고, 비준된 중

87) 政府预算的预算分类.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985928428339025779.html?
fr=iks&word=%D5%FE%B8%AE%D4%A4%CB%E3%B5%C4%D4%A4%CB%E3%B7%D6%C0%E0&ie=gbk
(검색일, 20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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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 활동을 반영하는 재정수지계획을 지칭한다. 중국의 중앙정부 예
산은 중앙 각 부위의 단위예산, 기업 재무수지계획과 세수계획으로 구성
되는데, 재정부는 중앙 각 부위(部委)의 단위예산과 중앙에서 직접 관리
하는 수지 등을 모아 중앙예산 초안을 만들어,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사·
결정한 이후 인민대표대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중앙예산은 주로 국가의
안정, 외교와 중앙 국가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국민경제 구조를 조절
하고, 지방발전을 협조하고, 거시조절을 실시하는 지출 및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발전 지출을 맡고 있어서 정부예산체계 중에서 주도적 지
위를 차지한다. 지방정부 예산은 법정절차를 거쳐 심사·비준된 각급 지
방정부 수지활동계획을 반영하는 총칭을 지칭한다. 이는 정부예산체계의
유기적인 구성부분이며, 정부예산을 조직·관리하는 기본절차로 성, 지
(地), 현, 향(진) 예산으로 구성된다. 지방예산은 지방행정관리와 경제건
설, 문화교육, 위생사업 및 원호(抚恤) 등 지출을 맡고 있는데, 이는 정부
예산 중에서 중요한 단위를 차지하고 있다.
1994년 이후 일반적 재정세입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대체로 균등하
게 배정되고 있다. 2016년 지방정부는 일반예산 재정세입의 55%를 받았
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재정지출의 80%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 중앙정부
세입의 대부분은 지방정부로 재분배되지만 종종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재정 압박(fiscal starvation)에 직면한 지방정부는 예산외 세입원(off-budget
revenue sources)을 찾으려 한다. 이는 대다수 사용료 및 벌금(세입의
12%), 소위 정부-관리 기금(22%)(이는 대부분 집합적 소유 토지판매세입
으로 구성)으로 충당된다(Camille Boullenois, 2018.2.12).
<그림 5-11>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세입 귀속 비율을 보여준다. 다
양한 토지, 주택 및 차량세는 지방세이며, 내국세 및 관세는 국세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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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중앙기업 및 재정기관에서 거둬들인 영업세 60%는 국세로, 다른
기업들에서 거둬들인 영업세 40%는 지방세에 편입된다. 토지전환 세입
은 사회 및 환경 정책보다는 GDP 목표치를 추구하기 위한 기반시설에
투입되고 있다(Camille Boullenois, 2018.2.12).

그림 5-1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세입 비율

국내소비세,관세
토지,주택,차량

중앙, 100

지방, 0

중앙, 0

지방, 100
지방, 35

기업소득세

중앙, 65

지방, 40

영업세

지방, 40

개인소득세

중앙, 60
중앙, 60

지방, 25

부가가치세

중앙, 75

출처: Camille Boullenois(2018.2.12).

③ 정부 간 재정체계 변화
중국의 정부 간 재정체계의 변화를 1950년부터 1978년까지 재정분권
의 형식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0

연도
1950

1950~1978년 재정분권체제 요람
재정분권 형식
통수통지(统收统支)

재정분권 특징

∙ 모든 지방재정 수입은 중앙에 상납
∙ 중앙에서 지방재정지출 확정
∙ 각 지방 수입과 지출의 균형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통일적으로 영도하고, 분급 ∙ 집중계획
1951~
하여 관리하고, 수입 분류를 ∙ 중앙, 성, 현 3급 예산관리
1957
분배함
∙ 예산수입 분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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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계속

연도
1958

재정분권 형식

재정분권 특징

∙ 수입으로 지출을 정하고, 등급을 나누어 관리
∙ 지방에서 새로운 수입원의 탐색
∙ 중앙과 각 성의 수입 분배 비율은 5년 동안 변동하지 않음

분권

고정 수입, 고정 지출, 수입 ∙ 중앙과 각 성 수입 분배
1959~
과 지출을 연동하고, 총액을 ∙ 매년 조절
1967
분배하고, 매년 변화
∙ 지역 간 재정 이전지출
1968~
집권-분권 순환
1976

∙ (1968) 완전집권 모형, 고도로 집중된 수입과 지출 두 갈래
∙ (1969~1970) 1959~1967년 모형 수정
∙ (1971~1973) 수입 기본량을 고정시키고, 흑자와 적자 재정책임, 매년 점차 조절
∙ (1974~1975) 수입의 보류 비율을 고정시키고, 지출 재정책임, 계획 외 흑자는 분배

1977~ 분권 시행
1978

∙ 장쑤와 쓰촨 모형
∙ 서로 다른 수입분배 설계의 시행

출처: 姚洋(2008: 16-19)을 근거로 작성한 张为杰(2016: 70)를 재인용함

<표 5-11>는 1978년 이후 중국 정부 간 재정제계 변화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표 5-11

연도

1978년 이후 중국 정부 간 재정체계 변동
정부 간 재정체계 개혁

구체적인 내용

1978

10개 성 시행

∙ 수지계획 연동. 중앙과 지방에서 계획 외 수입을 공유
∙ 분배 비율을 3년 동안 변동하지 않음

1979

광둥, 푸젠 시행

∙ 중앙에 확정된 금약의 수입을 상납
∙ 재정책임 방법은 5년 동안 변동하지 않음

1980

수지를 구분·분급하여 재정책임

∙ 부엌을 나누어 밥 먹는, 다섯 가지 재정책임 방법
∙ 중앙과 지방 분배 비율은 5년 동안 변동하지 않음

1985

조세 종류를 구분하고, 수지를 확 ∙ 중앙, 지방과 중앙과 지방 공유. 세 가지 분배계획
정하고, 분급하여 재정책임
∙ 서로 다른 분배 비율

1988

다섯 가지 재정책임 방법

∙ ⅰ) 총액 분배, ⅱ) 수입 점차 증가 재정책임, ⅲ) 정액 상납,
ⅳ) 상납 액 점차 증가 재정책임, ⅴ) 정액 보조

1994

분세제 개혁

∙ 중앙세, 지방세, 공유세. 지방에 대해 진행한 중앙 이전지출
∙ 국세와 지세 체계를 별도로 설립

1998~
현재

공공재정체계의 구축

∙ 세금과 비용개혁
∙ 농업세 최소
∙ 공공서비스 균등화

출처: Wei(2000)을 근거로 张为杰(2016: 74-5)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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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재정책임제(财政包干制, Fiscal Responsibility System)를
검토하면, 성급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하급 행정단위 사이에서 재정자원
재분배를 수행한다. 하나는 세입공유계약(Revenue-sharing contracts)
을 통하여, 부여한 지역은 많이 상납하고, 빈곤한 지역은 적게 상납하는
것이다(심지어 상납이 마이너스임). 또 다른 경로는 지출을 통하는 것인
데, 즉 상급 정부기관의 예산지출이다(刘承礼, 2015: 196).
그림 5-12

재정도급에서 수직적 이전지출
성(省)

9.3%

14.7%
지급시
3%

49.9%

현
7.9%

22.6%
향진
18.3%
납세인
출처: 刘承礼(2015: 197)

<그림 5-12>은 A省에서 재정책임제를 통한 순 이전지출의 방향과 규
모를 보여준다. A省에서, 省 수입의 절대다수는 또 방향을 바꾸어, 지방
간 수평재분배에 사용된다. A省의 공식적인 보고에 따르면, 상납 이후,
省에서 지배하는 것은 합병예산(合井预算) 수입의 35%를 차지한다(省 수

입의 4%). 省의 합병예산은 대체적으로 균형적이기 때문에, 省에서 중앙
정부에 상납한 그 부분 수입은 알맞게 중앙에서 省에 준 지출로 상쇄된다.
그래서 省 자신의 수입과 지출 간의 차액은 이들 省에서 더 낮은 계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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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이전지출과 같고, 모든 省에서 직접 지출하지 않은 부분은 재정책임제
와 전문지출로 지방에 이전된다. 1992년 이 부분은 합병예산의 11%를
차지하고, 省 총수입의 약 1/3을 차지한다. 이 비율을 중앙이 재분배에
사용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고, 후자는 1990년에 중앙 수입의
22%를 차지했고,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刘承礼, 2015: 196).

그림 5-13

중앙-지방 재정사권 및 지출책임 구분 개혁 일정

중공중앙정치국심
의통과 「재세체제개
혁 심화 총체 방안」

국무원 제기 「중앙지방 재정사권 및 지
출책임 구분 추진 개
혁에 관한 지도의견」

2014.6

2016.8

국무원판공청 제기 「의
료위생 영역 중앙-지방
재정사권 및 지출책임
구분 개혁 방안」
2018.2

주요 영역 개혁 기본
완성, 적시에 관계 법
률 및 행정법규 제정
혹은 개정
2019
2020

2018.8
국무원판공청 제기
「기본공공서비스 영
역 중앙-지방 공동
재정사권 및 지출책
임 구분 개혁방안」

교통운수, 환경보호
등 기타 영역에서 중
앙-지방 재정사권
및 지출책임 구분 개
혁방안 공포

출처: 周广帅·唐在富(2018: 80)

<그림 5-13>은 중국의 중앙-지방 간 재정사권 및 지출책임 구분의 개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④ 국가와 지방 재정수입 및 지출88)
국가와 지방 재정수입, 국가와 지방 재정지출의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
는가? 국가 재정수입은 중앙 재정수입과 지방 재정수입으로 구성되고,

88) 国家和地方财政收入,国家和地方财政支出的范围如何划分的.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
question/56493855.html?fr=iks&word=%B9%FA%BC%D2%BA%CD%B5%D8%B7%BD%B2%C6%D5
%FE%CA%D5%C8%EB&ie=gbk (검색일, 20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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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통일적인 영도로 중앙과 지방의 분급관리를 실행한다. 1994년 분
세제 재정체제를 실시한 이후, 중앙재정에 속하는 수입은 주로 ⅰ) 지방
재정의 상납, ⅱ) 중앙 각 경제관리 部委 소속 기업, 중앙과 지방 이중영
도 하의 중앙관리를 주로 하는 기업(예: 항공, 대외무역 등 기업)의 납부,
ⅲ) 관세, 해관에서 대신 징수하는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소비세, 중앙기
업소득세, 지방은행과 외국자본은행 및 비은행금융기업 소득세, 철도, 은
행본점, 보험본사 등에서 집중하여 납부하는 영업세, 소득세, 도시유지건
설세, 부가가치세의 75% 부분, 해양석유자원세의 50% 부분, 증권인지세
75% 부분, ⅳ) 은행수익의 납부, 국채수입과 기타 수입 등을 포함한다.
중앙 재정수입은 중국 재정수입 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 전반적인 의의를 갖는 경제건설, 문화건설, 과학, 국방, 행정,
외교 등 각종 정부의 공급,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지원, 각급 지방예산의
조절과 지방 중대 자연재해의 구제 등을 책임지고 있어,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지방 재정수입은 지방 재정 연도수입을 지칭하는데, 지방 본급 수입,
중앙세수 반환과 이전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 재정수입은 중앙 재정
수입에 대응되는 것이다. 성(자치구, 직할시), 현 혹은 시(자치주, 자치현)
의 재정수입으로 구성된다. 지방 재정수입은 지방재정 예산수입과 예산
외수입을 포함한다.
지방재정 예산수입의 내용으로, ⅰ) 주로 지방소속 기업수입과 각종
세수수입, ⅱ) 영업세, 지방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도시토지사용세, 고
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토지부가가치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승용
차와 선박 사용세, 인지세, 농목업세, 농업특산품세, 경지점유사용세, 취
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인지세)의 25% 부분, 해양석유자원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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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원세, ⅲ) 중앙재정의 조절수입, 보조지급수입 및 기타 수입이다. 지
방재정 예산외 수입의 주요 내용은 주로 각종 세수를 부가하고, 도시공공
사무수입이 있다. 문화, 체육, 위생 및 농업, 임업, 목축업, 수자원 등 사
업단위의 사업수입, 시장관리수입 및 물자시가(物资变价)수입 등이 있다.
지방 재정지출은 주로 지방행정관리와 각종 사업비, 지방 통합의 기본
건설, 기술개량지출, 농업산출 지출지원, 도시유지와 건설비용, 가격보조
지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1994년 이후의 지방 재정수입과 이전에 실행한 총액 분
인 재정체계에서 지방 재정수입은 내용과 범위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 외에, 2002년 1월 1일부터, 중국 소득세수입 분배 방식에는 중
대한 개혁이 있었고, 2002년 소득세수입은 중앙에서 50%, 지방에서
50%를 갖고, 이후 매년 분배 비례를 조절하며, 사용할 때도 조건 변화에
주목하였다.
중앙 재정지출과 지방 재정지출은 정부가 경제와 사회 활동 중의 서로
다른 직책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 책임과 권한을 구분하고, 정부의 책
임과 권한 구분에 따라 확정된 지출을 지칭한다. 중앙 재정지출은 국방
지출, 무장경찰부대 지출, 중앙급 행정관리비와 각종 사업비, 중점건설
지출 및 중앙정부에서 국민경제 구조를 조절하고, 지역발전에 협조하고,
거시적인 조절을 실행하는 지출을 포함한다. 지방 재정지출은 주로 지방
행정관리와 각종 사업비, 지방통합기본건설, 기술개량 지출, 농촌생산지
원 지출, 도시유지와 건설경비, 가격보조 지출 등을 포함한다.
⑤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편제의 구별89)
중국의 중앙예산과 지방정부 예산 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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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국가 재정수입은 중앙 재정수입과 지방 재정수입으로 구성
되며, 중앙의 통일적인 영도 하에서, 중앙과 지방의 분급관리를 실행한다.
중앙재정은 중앙정부의 일급 재정이다. 중앙정부는 직능의 수요를 실
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사회의 재품과 인민 수입분배에 참
여하여 형성한 분배관계이다. 중앙재정은 국가재정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다. 중앙재정은 주로 중앙예산, 중앙 각 部委 단위의 재무 및 중앙 각
部委, 단위의 예산외 자금으로 구성된다.

중앙재정의 직능은 주로, ⅰ) 중앙정부가 그 직능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분배는 것, ⅱ) 거시경제의 운용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 ⅲ) 중앙 각 部委, 각 단위 및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의 재정 법령과 법
률집행에 대한 감독 등이다.
중앙재정의 임무는 주로, ⅰ)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을 한다. 국민경제의
발전 상황과 각 部委, 각 업계 발전의 수요에 따라, 중앙예산 수입과 중
앙예산 지출의 규모를 예측하고, 중앙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입법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ⅱ) 중앙예산의 관철과 집행을 한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출현한 새로운 문제, 새로운 상황에 따라 중앙예산을 조절하고,
예산 증액 혹은 삭감을 추진한다. ⅲ) 각 部委의 재무규장 제도를 정하고,
일상 업무 중에서 중앙 部委, 각 단위의 재무 상황을 심사·감독한다. ⅳ)
중앙 각 部委, 각 단위의 연말 결정의 심사와 비준, 중앙 각 部委, 각 단
위는 연말에 재정부에 재정연도의 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재정부는 각 部
委, 각 단위 결산을 비준하는 토대로 중앙재정 결산을 편성한다. ⅴ) 지방

89) 我国中央政府预算和地方政府预算编制的异同点.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
1497996282201446419.html?fr=iks&word=%CE%D2%B9%FA%D6%D0%D1%EB%D5%FE%B8%AE%
D4%A4%CB%E3%BA%CD%B5%D8%B7%BD%D5%FE%B8%AE&ie=gbk (검색일, 20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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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방예산을 편성·집행·심사·비준하는 것을 지도·감독한다.

(2) 사권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권 범위90)
중앙정부의 사권(事权: 사무처리직권)의 범위는 전국적인 공공서비스,
전국적인 기초시설, 국제적인 공공재 서비스제공 참여 등에 이른다. 일부
준공공재의 공급은 각급 정부의 주요 책임이다. 중앙정부의 사권 범위는
<표 5-12>과 같다. 다섯 가지 직능 중에서 전국적이고 지역적으로 노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한 공공재가 핵심이다.
표 5-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권의 범위
∙ 국가 전체 이익과 관련된 전국적인 공공재 및 서비스로, 외교, 국방, 대외원조, 해관, 공간개발, 해양개발,
사회보장, 교육, 교육과 방역, 교통운송 간선, 전국적인 통신 기초시실 등을 포함함

중앙정부
사권 범위

∙ 지역 독점과 금융업 등 특수 업계에 대한 정부 규제 및 안정, 위생 등 측면에 대한 강제적 기준의 제정 등 사회적
관계임
∙ 독점금지정책의 제정
∙ 거시적 경제관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국민경제 총량조절, 경제구조 조절과 산업정책 제정 등임
∙ 재분배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입분배정책의 제정과 실시, 및 전국적 사회보장체계의 구축 등을 포함해야 함
∙ 지방적인 공공재 및 지역적 공공재, 기초교육, 의료위생, 기상예보, 소방 등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도로, 교통,
전력, 수도물, 하수도, 가로등, 쓰레기 처리 및 항구, 공항, 역전 등 기초시설과 공공사업, 지방적인 문화신문
사업(예: 방송, 신문, 출판, 도서관, 박물관, 문물과 문화유산 발굴 등)을 제공

지방정부
사권 범위

∙ 지역독점과 금융업 등 특수 업계에 대한 부분적인 경제 규제를 맡고, 식품과 약품 질량과 안전 및 기타 안전과
기준 관련에 대한 사회적 관리직능을 맡음
∙ 독점금지 법률과 정책의 집행임
∙ 국가 거시적인 경제정책 실시에 호응하여, 지방발전 전략을 제정하고 또한 지방적인 체제 개혁 사고방식과
중대 공공안전 방안을 제정하는 것임
∙ 국가의 수입분배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호응하여, 지방적인 사회보장 통합을 맡음

90) 哪些事权应该由中央政府下放地方政府.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11799
52902772562139.html (검색일, 20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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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 및 성 이하 지방정부의 사권 범위는 전반적으로 지방적인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② 중앙-지방 사권 배분 실태
吕冰洋은 현재 정부 간 사권 분배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세 가지로 제

기한다. 즉, ⅰ) 마땅히 중앙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무를 지방에 맡긴 경
우, 국경 하천의 보호, 지역 간 큰 하천의 거버넌스, 지역 간 오염방지 등
이다. ⅱ) 중앙이 지방관리에 속한 사항들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출을 책
임을 지고 있다. 지역적인 중대 기초 시설건설, 농촌화장실 개조 등 지방
항목에, 중앙 관련 部委에서 상당한 자금을 보조하고 있다. ⅲ) 중앙과 지
방 간 직책의 중첩으로 인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다(吕
冰洋, 2014; 陈瑞莲·张紧跟 主编, 2016: 59에서 재인용).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사권관계에 나타나는 문제는
사권 범위가 불분명하고, 사권과 재권이 어울리지 못하고, 사권구분이 법
률 논거가 결여되고, 중앙 사권과 지출책임이 부족한 점 등이다(党秀云·
彭晓袆, 2018: 50). 중앙과 지방 간의 사권관계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온

여러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韩旭·涂锋, 2015:
78-82).
첫째,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对策).”
이는 주로 지방의 정책집행 효과에 대한 말하는 것이다. 특히, 공유사권
(共有事权) 중에서 사권 절차의 본래 분업은 중앙에서 정책을 제정하고,
지방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韩旭·涂锋, 2015: 78-79). 이 모형에
서, 지방에 대한 기본 요구는 중앙정책을 실현하고, 지방에서 정책효과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은 종종 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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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 해당 부서의 특수이
익 지향에 따라 정책집행의 강도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 의무
교육, 사회주택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중앙이 설정한 서비스 기준과 요
구에 대하여, 지방은 실시 세부규칙을 제정하고 조치를 집행할 때, 각종
방식의 회피, 우회, 변통 등을 도모하려 한다. 마찬가지로 절차적 분업에
서 중앙의 직능은 본래 감독 혹은 격려이지만, 실천 과정에서 이 직능은
효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한다. 또한, 단지 간헐적인 집중화, 운동식의 감
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
는 대책이 있다는 것”이 통상적인 집행 현실이 되어서, 중앙의 목표도 지
지부진하게 된다(韩旭·涂锋, 2015: 79).
둘째, “아홉 마리 용이 물을 다스리다(九龙治水).” 이는 주로 서로 다른
지역, 部委 또는 부서 간 직능 경계가 불분명하여, 동일 사권에 여러 관리
部委 또는 부서가 존재한다. 이 측면에서 비교적 전형적인 사례로는 환경

보호, 식품약품, 안전생산 등 감독과 관리 영역이 있다. 예를 들면, 해양
환경 보호 측면에서, 관련된 주관 部委는 5개에 이른다. 식품안전 영역
에서, 관련된 部委는 더 많아 13개에 이른다. 지역 간 중복도 흔히 보인
다.91) 예를 들면, 하천의 유역관리, 대기환경관리 등 문제이다. 이로부터
초래한 결과는 곧 서로 다른 部委나 부서 간 상호간의 이익 쟁탈이며, 동
시에 서로 책임을 떠미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위에서 보듯, 수평권력
관계의 확정은 본래 중앙이 독점했던 사권이다. 결국, 구용치수의 문제는

91) 「해양환경보호법」 제5조를 보면, 이 다섯 部委는 각각 환경, 해양, 교통, 어업 및 군사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농업 部委에서 초급 상품 생산을 책임지고, 질량 검정 部委에서 생산가공과 수입수출을 책
임지고, 상업 部委에서 유통을 책임지고, 식약 部委에서 소비 절차를 책임진다(人民日报, 2011.5.5; 韩旭·
涂锋, 2015: 79-8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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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중앙사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지방과 部委의 이익관계를 조절하지 못하여, 균형적·효율적·안정적인 분
업 구도를 구축할 수 없게 된다(韩旭·涂锋, 2015: 80).
셋째, “部委나 부서를 방문하면 돈이 들어온다(跑步钱进).” 이는 주로
과정 분업의 사권 관계에서, 지방이 중앙에서 맡긴 특정 사권을 완성하기
위하여, 각종 방식으로 중앙 部委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을 의미한
다. 통상적인 자금 확보는 본래 합리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과도하
게 왜곡되어서, 많은 지방에서는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 부패의
위험도 도사린다. ‘포보전진(跑步钱进)’ 문제의 출현 배경으로 두 가지가
있다. ⅰ) 중앙 전문 이전지출 조건으로 각 직능 부위(部委)는 상당한 재
정자금을 장악하고, 많은 분배권을 갖고 있어서 그 재유재량의 부분이 매
우 컸다. ⅱ) 각 조(条) 계통 내에서, 중앙 部委는 모두 지방에 사권을 내리
맡길 권력이 있고, 그 과정은 또한 상대적으로 규범성이 결여되었다. 따라
서 지방 입장에서는 ‘재권은 위에 있고, 사권은 아래에 있는’ 피동적인 구
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포보전진(跑步钱进)은 바로 이러한
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이다(韩旭·涂锋, 2015: 80-81).
넷째, “정령이 중난하이에서 못 나간다(政令不出中南海).” 이는 중앙정
책이 효과적으로 실천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정책 장애를 형성한
주된 요인은 지방과 기층이 아니라, 部委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정령이 ‘베이징 성’이 아닌 ‘중난하이’(중국 공산당의 본부, 요인의 관저
등이 있는 곳)를 못 나가는 원인이다. 특히, 큰 정책방침과 개혁조치에 관
해서 많은 중앙의 정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두 部委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결국, 이는 部委 직권 자체의 개혁에 관련된 것이다(韩旭·涂锋,
2015: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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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직능전환, ‘정부 간소화 및 권한 이양(简政放
权)’, 법에 따른 행정, 공공참여 등이다. 이들은 모두 전면적으로 개혁이

심화되어야 할 중요한 영역과 어려운 영역이다. 결국, 이 문제점을 이해하
려면, 반드시 전통적인 중앙과 지방 이분법적인 시각을 초월하여, 보다
部委 이익과 중앙 전체 이익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 수

준의 내부에서 보다 세부적인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앙 정책
결정 部委와 중앙 집행 部委의 경우이다. 전자는 중대한 정책의 정책결정에
초점을 두고, 후자는 구체적인 업무 직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 역할과
작용은 전국적인 직능 정책인데, 지방에 상대하면 정책결정에 해당되지만,
중앙에 상대하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것이다. 그리하여 “정령이 중난하이를
못 나가는” 문제는 실제로 이 두 계층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韩旭·
涂锋, 2015: 81-82).

3) 법령
법치92)는 국정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토대이다. 그런데 Lawrence &
Martin(2013: 17)이 지적하듯, 중국은 법치(rule of law)가 약하다. 이
의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중국공산당의 법에 대한 태도이다. 당은 법치가
아니라 법제(rule by law)(법을 거버넌스의 수단으로 간주)를 옹호하는
것으로 넓게 인식된다. 당은 법제를 법령(legal) 제약으로 넘기는 것을 달

92) 법치(rule of law)는 법 앞에 평등, 유죄 증거 없는 한 무죄 추정, 헌법상 기본권이다. 법치는 자유, 평등, 정
의 등이 내포된 가치 내재된 개념이다. 법치는 적법 절차와 내용을 강조한다. 반면 법제(rule by law)는 법
자체로 통치하는 것이다. 입법부가 제정한 법의 테두리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에 흠결이 있어도
교정할 수 없다. 법제는 단순히 절차적이며 가치중립적이다. 따라서 Rule of Law = Rule by law + Values로
이해할 수 있다. What is difference between rule of law and rule by law? Retrieved from https://www.
quora.com/What-is-difference-between-rule-of-law-and-rule-by-law (검색일, 201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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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워하지 않는다.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에서 비록 공무원법 등이 제정되었지만, 법령체
계는 여전히 당 기율에 복종해야 한다. 법제정체계에서 당의 중심적 역할
이 막강하기 때문에, 입법부는 국가와 당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드시 반영
을 해야 한다(Cheng, 2015: 17-28). 법령 개혁 관점에서 본다면, 중앙
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
할 것이다(Cheng, 2015: 32).
법령은 정부의 행정자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설립의 기초는 바로 법령의 제정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
다. 국정운영을 합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적시에 정합성
을 갖는 제정과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 관계는 법치화를 필요로 하는데, 즉 기본적인
법률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의 입법, 재세 및 인사 관계를 규범화한다. 헌
정 국가의 경험에서 보듯,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 관계 법치화 및 이성
화의 제도적인 전제이다(张千帆, 2012: 130).

(1) 헌법상 국무원과 지방정부 규정
행정의 시각에서 보면, 현대 중국 각급 정부 간에는 행정 예속관계가
있다. 최고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국무원(즉, 중앙인민정부)은 최고
국가행정기관이고(헌법 제85조), 성, 직할시, 현, 시, 시할구, 향, 민족향,
진에 설립한 인민정부는 지방 국가행정기관이다(헌법 제95, 96조). 최고
국가행정기관과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은 행정 예속관계를 갖고 있다.
각급 국가행정기관은 각자의 행정직능을 이행할 때 권력 집중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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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 첫째, 위에서 아래로 보면, “국무원은 각 部와 각 위원회의 업무,
그리고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영도할 수 있
고”(헌법 제89조), “소속 각 업무 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
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헌법 제108조). 둘째, 아래서 위로 보면,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한 급 위의 국가행정기관에 책임지고 업무를 보
고하며,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헌법 제110조)(刘承礼, 2016: 46-47).

그림 5-14

헌법상 중앙-지방 관련 규정
총원칙
(제3조제4관)
중앙-지방의 권력 주체
(제2조제2관, 제5조제2~3관)

중앙
(제57, 58조)

중앙 권력
(제62, 63, 67,
85, 89조)

지방
(제30, 95, 96,
99, 100, 105,
107조)

일반 지방

민족자치
지방

특별행정구

총칙
(제4조제3관)

총칙
(제31조)

분칙
(제3장제6절)
출처: 郑毅(2011: 47)

헌법에서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
규를 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반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입법은 행
정법규를 제정하는 것과 행정규장을 제정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행정법규 제정) 국무원에서 행정법규를 반포하고, 국무원 총리가 반
포령에 서명하는 것이다. 행정법규가 포괄하는 범위가 넓고, 국무원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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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범위를 포함할 수 있다. 둘째, (행정규장 제정) 행정규장은 ⅰ) 국
무원 구성부문(部委署行), 직속특설기관, 직속기관, 권한을 부여받은 직
속사업단위, ⅱ)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ⅲ) 성과 자치구 인민정
부 소재지의 시, ⅳ) 경제특구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비교
적 대도시 인민정부에서 헌법과 법률 혹은 행정법규에 따라 자신의 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규정과 방법이다(许耀桐, 2016: 102).
전체 국가 법치체계에서 수직 정권조직 법치체계는 핵심 지위에 위치
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상 공급부족 혹은 지연으로 이 핵심 구역의 법치화
과정은 심각하게 지체되었다.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국가 수직 법치 이념과 관련하여 반드시 ‘대일통’에서 ‘다
양화’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입법상 종합적인 입법과 단행적
인 입법을 동시에 병행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그 요지는 세 가지 있다.
첫째, 「직할시법(直辖市法)」, 「성정조직법(省政组织法)」, 「현정자치규장(县政自
治规章)」을 통해 중앙과 직할시, 중앙과 성 및 중앙과 현 간 권력관계를

각각 규정한다. 둘째, 「민족구역자치법」을 수정하여, 더 한층 중앙과 민
족자치기관 간 권력 관계를 명확히 한다. 셋째, 적당한 시기에 「중앙지방
관계법」을 제정하여 중앙과 지방 간 사권구분 원칙과 리스트, 중앙과 지방
간의 분쟁해결 기제, 지방에 대한 중앙의 영도와 감독 방식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이로써 홍콩과 마카오 「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고도의 자치성 법치
구역, 「직할시법」을 기초로 하는 시범적 법치 구역, 「성정조직법」을 기초로
하는 다원화 성정법치 구역, 「민족구역자치법」을 핵심으로 하는 ‘민족성’
법치 구역과 「현정자치장정」을 본질로 하는 지방 자치성 법치 구역으로 완
전한 국가 수직정권조직 법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江国华, 2016: 90).
중국에서 행정권은 행정직권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행정조직 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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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통해 행정사권과 행정권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을 한다. 다음, 단행
법률, 법규, 규장 등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사권 및 행정직권을 명확히 규
범화 할 필요가 있다. 사실, 헌법 규범과 행정법률 규범의 설치와 분배를
거쳐야 한다. 이를 하나의 행정조직, 행정권력, 행정직능의 수직적·수평적
좌표로 나타날 수 있다(杨治坤, 2018: 137-8).

그림 5-15

법률규범 규제 행정조직은 행정 주체 자격 설치와 분배

헌법규범체계

행정 주체 자격의 행정조직 구비
향(진)급 인민정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현급 인민정부 및 그 직능부서 법
시급 인민정부 및 그 직능부서 법

국무원
조직법

성급인민정부 및 그 직능부서
헌법

국무원 및 그 직능部委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

행정
규장

행정법규
규범체계

출처: 杨治坤(2018: 138)

<그림 5-15>에서 보듯, 수직적 좌표에서 「헌법」, 「국무원조직법」,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등의 법률과 법규는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직능부서의 직능범위 구분과 행정조직 설치를 규범화
한다. 수평적 좌표에서 법률, 법규, 규장 등 행정법률 규범은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기능부서의 구체적인 행정직권 형식, 직권행사 공간을 부여한다. 양자의
교차점은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직능부서에 대응한다(杨治坤, 2018: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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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의 법규 및 규장
지방정부 입법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방자치 법규의 제정권이다.
지방자치 법규 제정권의 주체는 ⅰ)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ⅱ) 성과 자
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의 인민정부, ⅲ)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
의 인민정부이다. 「지방조직법」 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성, 자
치구의 인민정부가 위치한 시와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비교적 큰 시의 인
민정부가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魏娜·吴爱明, 2017: 110).

표 5-13

중국의 법률체계

규범적 문건

제정, 반포 기관

형식

효력 범위

명칭

예시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국가
주석령

보편적 구속력

법, 결의

입찰응찰법

행정법규

국무원

국무원령

보편적 구속력

조례, 규정

입찰, 응찰법
실시조례

지방성 법규

성급 및 상대적으로 큰
시의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

지방인대
공고

관할 범위 내에서
구속력 가짐

지명+조례,
지명+실시
방법

베이징시 입찰응찰
조례

부문 규장

국무원 部, 委员会, 局
및 직속기관

部委령

주관 업계 영역
내에서 구속력 가짐

방법, 규정

공정건설항목 시공
입찰응찰방법

지방정부
규장

성급 및 상대적으로 큰
시의 정부

지방인민
정부령

관할 범위 내에서
구속력 가짐

지명+방법,
지명+규정

랴오닝성 입찰응찰
관리방법

법규

규장

행정
규범적 각급 정부 및 그 소속 부문과 파출기관이 직권 내에서, 제정한 보편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규정, 의견, 통지, 회답
문건
출처: 法律法规体系. Retrieved from http://image.baidu.com/search/detail?ct=503316480&z=0&ipn=d&word=%E6%
B3%95%E5%BE%8B%E6%B3%95%E8%A7%84%E4%BD%93%E7%B3%BB&step_word=&hs=0&pn=1182&
spn=0&di=126400&pi=0&rn=1&tn=baiduimagedetail&is=0%2C0&istype=0&ie=utf-8&oe=utf-8&in=&cl=2&l
m=-1&st=undefined&cs=790246561%2C377231645&os=3835562685%2C3367776681&simid=0%2C0&adpi
cid=0&lpn=0&ln=1574&fr=&fmq=1577542780294_R&fm=&ic=undefined&s=undefined&hd=undefined&latest
=undefined&copyright=undefined&se=&sme=&tab=0&width=undefined&height=undefined&face=undefined
&ist=&jit=&cg=&bdtype=15&oriquery=&objurl=http%3A%2F%2Fm.wendangwang.com%2Fpic%2F72e7332b
95c31da366ca7124%2F1-569-jpg_6_0_______-721-0-0-721.jpg&fromurl=ippr_z2C%24qAzdH3FAzdH3Foo
o_z%26e3Bojg1wg2owg2_z%26e3Bv54AzdH3F15vAzdH3F0dj0nndklcvn81wnmmvw08d9&gsm=&rpstart=0&
rpnum=0&islist=&querylist=&force=undefined (검색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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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지방자치 법규의 제정권 주체가 만든 지방자치 법규는 효력
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며, 상급 정부는 하급 정부가 제정한 규정을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魏娜·吴爱明, 2017: 110).
「헌법」 제100조에 따르면, “성과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
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서로 저촉된다는 전제하에 지방자치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야 한다.” 그러나 법규의 내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 법규와 규정을 어떻
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법률에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눈다. ⅰ) 법률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지방자
치 법규를 제정한다. 행정법규 역시 구체화되어야 하며, 규칙을 정한다.
ⅱ) 사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지방자치 법규를 제정한다. 행정기관 자
체의 활동을 조율하며, 규칙을 제정한다. ⅲ) 법률과 행정법규가 아직 존
재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실체를 지닌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내용의 지
방자치 법규를 제정한다. ⅳ) 해당 행정구역의 정치, 경제 및 문화 등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은 지방자치 법규에서 다룬다. 그 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魏娜·吴爱明, 2017: 110).
한편, 2015년 3월 15일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수정한 「중화인민공
화국입법법」93) 을 통해 전국 284개 시에 지방 입법권을 부여했다(魏娜·
吴爱明, 2017: 110).

법률, 행정법규와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 법규에 따라 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 법규와 지방정부 규장은 모두 중국 특색 사회주의

93)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제89조에서 지방법규의 효력은 본급과 하급 지방정부 규장보다 높다. 성, 자치구
의 인민정부에서 제정한 규장의 효력은 본 행정구역 내의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에서 제정한
규장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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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의 구성부분으로 법률과 행정법규에 대한 보완 기능을 한다. 지
방 법규와 지방정부 규장을 잘 사용하고, 각자 장점을 발휘하게 하는 것
이 입법의 목적성, 맞춤성, 시효성, 조작성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94)

(3) 지방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
법」, 즉 「지방조직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되어
1979년 7월 1일 발포된 이래, 1차(1982년), 2차(1986년), 3차(1995년),
4차(2004년), 5차(2015년)에 걸친 수정을 하였다.
이들 수정은 당시의 역사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
였다. 하지만, 다섯 차례의 수정은 「지방조직법」의 체계를 완비하지 못하
고 단지 일부 지엽적인 문제를 수정하였을 뿐이다(关保英, 2017: 78).
개혁개방 이후, 중국 행정구조개혁의 중점은 대부분 중앙기구의 개혁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행정기구의 개혁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수차례
걸친 「지방조직법」의 수정95)은 모두 행정직능의 전환과 무관하게 이뤄
졌다. 결과적으로 매번의 수정은 모두 지방정부조직이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 일부 수정에 그친 「지방조직법」은 중국 지방정부
직능이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와 부합하지 못하였다(关保英, 2017: 78).

94) 地方性法规与地方政府的规章.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11596531.html
(검색일, 2019.7.7).
95) 다섯 차례 수정을 한 「지방조직법」은 해당 법률의 기본 제도설계와 행위규범을 다루지 못한 결과 여전히 제
정될 당시의 체계구조, 규정대상과 규범방식을 기본적으로는 유지하고 있다. 1979년 「지방조직법」과
2015년 「지방조직법」을 비교하면, 지방조직법은 체계, 규정대상, 규정방식 등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큰 변
화가 없었다(关保英, 2017: 78-9). 2015년 「지방조직법」은 본 연구 부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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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지방조직법의 한계

∙ 지방정부는 지방행정기관체계 및 그 직능부서에 대한 총칭임. 일단 지방정부의 행정권력이 행사되고
있다면, 지방정부는 곧 추상적인 기관에서 독립적인 기관 실체가 됨
∙ 이들 실체가 국가권력을 향유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행정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법률상의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임. 이를 토대로 「지방조직법」의 정수(精髓)는 바로 그의 규정을 통하여 지방정
부에 법률상 인격을 부여한 것임
∙ 일부 법치가 발달한 국가의 행정법 이론 중에서, 행정체계 법률 인격에 대한 강조는 매우 특이한데,
프랑스 행정법 중에는 ‘공법법인(公法法人)’이라는 개념이 있음. “공법법인은 사법법인과 근본적으
로 대립됨. ⅰ) 공법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개인 창의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정부 당국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며, ⅱ) 개인은 그 어떤 가입의 자유도 없고, 개인이 일정한 조건을 확실히 만족시키면, 사실에
근거하여 이러한 공법법인에 소속할 수 있고 ……”(鲁仁 译, 2008: 62-3), 동시에, 일부 국가의 정부조
지방정부의 법률
직법 중에서는 지방정부 행정조직에 상응하는 법률 인격을 부여하기도 함. 예를 들면, 일본 행정법
인격 미확립
중의 지방공법인(地方公法人)은 대표성을 갖고 있음(杨建顺 译, 2009: 19)
∙ 중국 「지방조직법」은 입법 당시 행정기관과 행정주체를 연결하지 않았고, 지방정부기관을 행정기제
중에서 독립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조직법」은 지방정부조직을 정치기제의 구성부분으로 하였
지, 법률기제의 구성부분으로 한 것은 아님
∙ 「지방조직법」은 지방정부에 법률 인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필연적으로 지방행정기관의 행정 고권
(高权)이 상대적으로 강한 행정역량으로 사회사무에 대한 간섭을 초래함
∙ 지방행정기관 혹은 행정주체의 법률 인격의 취득은 반드시 법률 속에서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중국 「지방조직법」 제54조와 제55조에서 규정한 지방정부의 성격과 법률 지위는, 지방정부에 상응하
는 법률 인격을 부여하지 않아, 형식적으로는 지방정부조직을 규범화할 행정법이 있지만, 지방정부
및 그 구성 부서와 실질적인 행정법 규범은 시종 ‘따로 놀고 있다(两张皮)’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직능
미구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능은 상대적이고 본질적인 구분이 있어야 함. 일반적으로 반드시 집중적으로
행사할 권력은 중앙행정체계에 포함하고, 반드시 분산하여 행사할 권력은 지방행정체계에 포함해야
함(张金鑑, 1979: 123)
∙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지방조직법」 에 기본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중국 「헌법」 제89조와 「국무원조
직법」의 규정에 중앙행정기관의 직권은 대체로 행정조치권, 행정명령반포권, 제안권, 행정영도권, 행정
관리권, 예산편제권, 행정보장권과 행정긴급처리권 등을 포함(关保英, 2013: 253)
∙ 위에서 열거한 권력과 비교하면, 「헌법」 제107조와 「지방조직법」 제59조, 제61조의 규정을 보면,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향진 인민정부 등 지방정부 체계도 상응한 권력을 행사함.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직능
미구분

∙ 단지, 개별적인 권력에서 지방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에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협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규칙형성권, 행정관리권, 행정보장권, 행정예측권 등을 이행하고, 향진 인민정부도
행정규칙형성권, 행정관리권, 행정보장권 등 권력을 행사함(关保英, 2013: 263-4)
∙ 이를 통해 「지방조직법」은 지방행정기관의 직능과 중앙행정기관의 직능에 대하여 과학적인 구분이 안 됨

∙ 중국은 하나의 단일제 국가로서 행정기관체계는 하나의 피라미드식의 구조이며, 이 구조는 지방행정
체계에서도 반영됨
∙ 지방행정기구체계에서 최상 계층인 성급 인민정부 및 그 직능부서이며, 성급 인민정부와 잇닫고 있는
것은 지급시(地级市) 인민정부 및 그 직능부서이며, 지급시 인민정부에 잇닫고 있는 것은 현급 인민정
부 및 그 직능부서이고, 최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향진(乡镇) 인민정부임
∙ 이 네 계층의 구분은 단순히 형식상 연결로 이해할 수 없음. 서로 다른 관리 사항으로 이들은 서로 다른
구분이 있음
지방정부의 계층 ∙ 행정법 측면에서 서로 다른 계층의 행정기관은 마땅히 서로 다른 행정직능을 가져야 하며, 서로 다른
계층의 행정기관은 마땅히 행정법상 서로 다른 속성을 가져야 함
직능 미설정
∙ 행정권 행사에서 보면, 종종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의 직권을 간섭하는 상황이 출현함. 심지어 극단적
인 상황에서 많은 상급 행정기관은 심지어 하급 행정기관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권을 행사하며, 이런
대리를 하면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 하급 행정기관과 상급 행정기관은 권력 포용관계이며, 이의 근원은 바로 행정조직법에서 서로 다른
계층의 행정기관 직능에 대하여 과학적인 구분이 안 됨
∙ 그들의 직능이 같거나 겹친다면, 상급이 이 권력을 행사하든, 하급에서 이 권력을 행사하든, 객관적으
로는 질적인 차이는 없고, 하급에서 행사하기보다는 상급에서 행사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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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계속

∙ 「지방조직법」 제56조는 지방정부 조직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단지 지방정부의 상위(高层) 기구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직능부서의 설치 및 직능 부서인원의 정원 등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음
∙ 국무원은 2007년에 「지방 각급 인민정부 기구 설치와 편제관리 조례」를 제정함. 이 조례는 「지방조직법」
지방정부 기관에
에 대한 보완임. 그러나 지방정부 편제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총괄적이어서, 상당한 신축성을 가짐96)
대한 명확한
∙ 「지방조직법」은 당연히 기관설치의 정원과 기관의 구체적인 편제 문제와 관련하여 조절해야 하지만,
현재 국무원에서 정한 지방정부 편제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모두 유연함
강성(剛性) 규정
∙ 지방정부 기구에서 각급 정부를 제외해도 대량의 각급 정부의 직능부서가 존재함. 이들 직능부서는
없음
기관설치, 또는 인원구성에서 모두 해당 급 정부 자체를 훨씬 초과함
∙ 중국 행정기구의 팽창, 인원의 팽창, 일보다 사람이 많은 등의 폐단은 모두 「지방조직법」이 효과적으로
이들 사항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
출처: 关保英(2017: 83-4)을 근거로 작성함

앞으로 「지방조직법」의 수정은 반드시 충분한 이론적인 논증의 기초 위에
서 구축될 필요가 있다. 보다 과학적인 상위설계(顶层设计)에 따라 「지방
조직법」을 수정해야만, 중국의 행정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행정기구의 개혁과 지방 직능의 전환을 이끌 수 있다(关保英,
2017: 78).

96) 해당 조례 제8조에서 사용한 여러 개념, 예를 들어 직책 명확화, 분업 합리화, 기구 증감, 권한과 책임 일치
등은 실제 기관편제 중에서 실행 가능성이 낮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 기관편제 관련 규칙은 모두 질적(定性)
이며, 양적인 것이 없다(关保英, 2017: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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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관리감독
1. 중국의 지방정부 관리
1) 중앙-지방정부 관리 취지
정부관리는 정부조직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한
가지 활동이다. 사회발전에 따라 정부관리의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
어 경제건설, 시정건설, 사회질서, 문교위생(文教卫生), 환경보호 등을 포
함한다. 현대 행정관리는 체계구성 접근과 방법을 많이 사용하여 인력,
물력, 재력과 시간의 지출과 낭비를 절감하여 행정관리의 효과성과 효율
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방정부관리는 지방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의존하여 자신의 사무와
관할 구역의 공공사무에 대하여 법정권력을 행사하고, 직능을 이행하고,
통제와 협조를 하는 것을 총칭한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7).
지방정부관리는 여러 특징을 포함한다. ⅰ) 지방정부관리에는 주체(지
방정부)와 행정 대상(관리 대상은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을 포함)의 구분
이 존재한다. 지방정부관리의 주체는 지방정부이며, 국가 공공권력이 행
사한다. ⅱ) 지방정부관리는 지역성을 갖고, 일급 지방정부관리 권한은
국가가 구분하거나 혹은 승인한 행정구역 내에 제한되며, 그 범위를 넘으
면 효력을 상실한다. ⅲ) 지방정부 관리의 권력은 국가 강제성을 갖는다.
요컨대, 지방정부관리는 곧 지방정부의 부서가 정부권력을 사용하여 지
방정부가 직면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지방의 전반적
인 이익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사무에 대하여 관리를 가하는
지방행위 모형이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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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 계층별 관리 방식
상급(高级) 지방정부란, 국가정부 서열에서 중앙정부 아래 있는 정부
를 가리키며, 중앙정부가 직접 감독하고 이끄는 가장 높은 단계에 위치한
지방정부이다. 이들은 국가의 기본단위를 구성한다. 오늘날 중국 상급 지
방정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와 특별행정구를 포함하는 성급 정부를 가리
킨다(方雷, 2018: 37).
중급 지방정부는 상급 지방정부와 기층 지방정부 사이에 위치한다. 설
치 이유나 관리의 수요, 또는 정치적 요인들을 감안할 때, 중급 지방정부
는 기층 지방정부와 더욱 유사하다. 대다수 중급 지방정부는 관리 필요성
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특히 대다수의 현급 정부가 그러하다. 일부 중급
지방정부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필요, 특히 정치적 이유로 인해 설치되었
으며, 민족자치지역이 그 일례이다(方雷, 2018: 40).
기층 지방정부란 구조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놓여 있다. 현지 주민
들을 직접적으로 대하며, 관할 지역의 거버넌스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
방정부를 일컫는다. 기층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국가 사안에
자신의 의견을 표출 및 참여할 수 있는 곳인 만큼 가장 직접적이며, 구체
적으로 민주정치가 실현되는 장소이다. 즉, 현대 민주 정치제도의 초석
역할을 한다(方雷, 2018: 38).

표 5-15

상층
정부

지방정부 계층별 관리 방식
∙ 관할 지역의 거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다 보니 주로 하급 지방정부를 감독, 지휘나 지도하는
방식으로 관할 지역의 업무를 관리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
∙ 기층 지방정부 간 모순과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며, 하급 지방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업무는 상급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 중국에서 지방세, 공상관리, 기술감독 및 약품감독 등과 같은 일부 공공서비스는 수직적 방식으로 관리됨. 그리고
회계감사, 통계, 측량 및 행정감찰 등과 같은 일부 부서들은 이중지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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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계속

중급
정부

∙ 중급 지방정부의 관리는 상급 지방정부의 간접적인 방식과 상이한 것은 물론, 기층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관리방
식과도 다름
∙ 즉, 중급 지방정부는 직간접의 관리 방법을 모두 차용함. 중급 지방정부는 상급 지방정부의 방침, 정책 및 업무
배치 등 모든 것을 따라야 하면서 상급 지방정부의 관리대상이 되기도 함
∙ 또한, 관할 지역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하급 지방정부를 거시적으로 관리 및 제어해야 하며, 그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야 하는 것 외에도 일부 부서들의 업무를 직접 이끌기도 해야 함

기층
정부

∙ 기층 지방정부의 관리방식과 다른 계층 정부의 관리방식은 확연히 다름. 그 이유는 기층 지방정부보다 더 낮은
지방정부 단위가 없다보니 모든 행정관리 업무를 스스로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
∙ 이 때의 관리방식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짐. 비교적 큰 규모의
기층 지방정부는 관할 구역 내 파출기관(각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관할 지역 내에 설치하는 기관)과 사무기관을
보유하기도 함
∙ 그들은 일부 위탁받은 행정관리 업무들을 처리하기도 하지만, 이는 여전히 기층 지방정부의 업무에 속하며, 상급
지방정부가 하급 지방정부를 감독하거나 지휘하는 방식의 간접적인 관리와는 확연히 다름

주: 方雷(2018: 38-41)를 근거로 작성함

지방정부관리가 다루는 내용은 ⅰ) 지방정부가 자신에 대한 관리, 즉
일급 행정조직이 자신 체계에 대한 관리를, 통상적으로 지방정부의 내부
관리라 한다. ⅱ) 지방정부가 관할구역의 사회경제와 정치사무에 대한 관
리, 즉 지방정부가 지방 국가공공권력을 구현하는 자로서 관할구역에 대
해 실시한 공공관리(국가사무 및 각종 지방사회 공공사무)는 외부 관리
혹은 지방공공관리라 하며, 이는 지방관리의 주요 부분이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7-8).

지방정부관리의 역할을 보면, ⅰ) 지방정부의 공공관리는 국가 공공관
리의 완정성과 통일성의 실현에 유리하다. ⅱ) 지방정부의 공공관리는 국
가 헌법과 법률의 관철과 실시를 보장하는데 유리하다. ⅲ) 각급 지방정
부의 공공관리를 통하여 국가는 전국에 각종 공공서비스와 공공재를 효
과적으로 제공하여,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실현하는데 유리하다(亢犁·杨
宇霞 主编,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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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의 지방정부 감독통제
1) 지방정부 행위에 대한 책임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분권화하려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분권화 흐름이 중앙정부(혹은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일탈 행
위를 통제하려는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Zhang,
2010: 53).
개혁 시기에 지방정부가 상당한 자율성을 누렸지만, 지방정부는 여전
히 중앙정부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행동한다. 중앙정부는 간부 선발과 임
명, 직위변경, 임기단축 등을 통한 간부를 통제하는 공산당의 원칙을 준
수해야 한다. 즉,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강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Yu et al., 2016: 4).
분권화에 따라 점차 확대된 자율성을 갖는 지방관료를 통제하기 위해서
중국 지도부는 이들을 점검할 수 있는 공공투입 기제(가령, 만연한 공직부패
에 관한 반부패 추진)를 활용하여 통제하고 있다(van der Kamp, 2017: 6).
지방정부에 대한 국무원의 통제방식으로는 ⅰ) 이념적 수단, ⅱ) 당규율 수
단, ⅲ) 중앙계획 기제가 있다(Straussman & Zhang, 1999; 김윤권,
2004: 180에서 재인용).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는 책임예
방 기제의 유효성에 의해 결정된다. 중국 지방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책임
규명제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沈荣华·锺伟军, 2009: 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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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당 차원의
책임 규명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규명 접근
∙ 현급 이상의 각급 지방 당위원회를 대상으로, 특히 국가기관 간부의 정치적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의미
∙ 중국공산당은 합법적인 집권당으로서 정치책임을 규명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주체임
∙ 각급 당 위원회의 조직부서와 기율검사위원회는 업무점검, 조사연구, 소송 심리 및 보고 등의 방식을 통해
당 또는 여론에 어긋난 언행을 한 정부관료들을 색출함
∙ 만약 정치적 책임규명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급이나 상급의 당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 향후의 일을 결정함
∙ 당의 책임규명 방식: ⅰ) 자신의 과오에 대한 책임으로 사직을 권함, ⅱ)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후 사직할
것을 권함, ⅲ) 국가기관(주로 권력기관)에 면직, 해직, 파면을 건의함

∙ 권력기관에서의 책임규명은 지방 각급 인민대표 및 그 상무위원회가 담당하며, 투표나 지명되어 임명된
간부는 반드시 책임규명에 대한 본인의 업무를 다해야 함
권력기관
∙ 지방 인민대표대회와 해당 상무위원회의 책임규명 방식은 ⅰ) 파면, ⅱ) 면직결정, ⅲ) 해직결정, ⅳ) 사직수
차원의 책임
용 등임
규명
∙ 인민대표대회가 보유한 책임규명의 수단으로는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 실시, 질문을 하거나 또는 업무보고
서를 통한 방식 등이 있음
∙ 정부관료들을 대상으로 하며,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직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들의 책임을 규명함
∙ 상급의 책임규명은 정부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ⅰ) 상급 기관이 가진 임면권한 내에서
책임규명 이후의 사직, 개인 과오로 인한 사직, 면직 등을 통해 하급기관의 책임을 규명, ⅱ) 임면권한 밖의
하급 기관에 대해서는 면직이나 파면을 건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급기관의 책임을 규명함
상급 기관 ∙ 상급 기관 차원에서 진행하는 책임규명은 정부 내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 때 다음 두 상황을 경계해야 함.
차원의 책임
ⅰ) 하급 기관을 비호하는 행위로 성실하게 직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여론과 상충되는 언행을 했음에도 하급
규명
기관에게 엄격하게 책임규명을 하지 않거나 중죄를 가벼이 여기며, 형사가 아닌 행정절차만으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말함. ⅱ) 책임규명에 있어서 권한남용 또는 월권 등을 통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하급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은 중국 각급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의 체계적인 감독과 상고제도 등이 갖춰져야 함
∙ 도를 넘은 기율위반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반드시 형사책임을 져야 함. 형사책임이란 사법기관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관료에게 처벌을 내림으로써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말함. 이 때
사법기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란 공직에 있는 관료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을 지칭함
차원의 책임 ∙ 공직자가 기율위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라고 판단되지 않았거나, 비록 범죄가 확인되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그의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
규명
∙ 만약 기율위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교육을 통해 개선될 경우에는 처분을 면할 수 있음. 기율위반 행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관료를 해임, 파면 또는 제명시키는 등의 처벌을 해야 함
∙ 자발적인 책임규명은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직무나 언행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가리킴. 즉,
직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여론과 상반되는 언행을 한 관료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규명함. 이 때
정부 차원의
잘못을 한 관료가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하는 등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남
자발적인 ∙ 책임감과 책임 평가는 정치 관료가 자신을 평가할 때 갖춰야할 내재적인 조건으로 이는 스스로의 책임을
책임 규명
규명하는 과정인 만큼 ‘양심’에 따른 자발적인 책임규명에 기반을 둠
∙ 특히, 현실 정치에서의 경우,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려고 하는 관료들에게 외적으로 권력을 제약하는
제도와 자유로운 여론 환경이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조건이 필요
∙ 사회의 책임규명이란 지방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관료들에게 직접적으로 책임
사회 차원의
을 규명하게 하는 것
책임규명 ∙ 사회감독은 주기적으로 책임을 규명하며, 이때 흔히 사용되는 사회감독의 형태로는 주로 이익집단이나 언론
매체를 통한 감독 등 두 가지 경로로 나뉨
주: 沈荣华·锺伟军(2009: 160-162)을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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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권력기관, 상급기관, 사법기관, 정부, 사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중국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규명제도는 중국 지방정부의 일탈된 행위를 관리하
여, 지방정부의 정치적·행정적·체제적 책임성을 높이려는 접근이다.

2) 문책제도
(1) 중앙 차원의 문책 조건
중국의 문책제도는 매우 미비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전문적인 문책 관련
입법도 부재한 상태이다. 다만, 규정이나 조례에서만 문책에 대한 조건을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표 5-17>는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
법」, 「행정기관공무원처벌조례」, 「당정간부를 대상으로 한 문책시행에
대한 임시규정」 및 「중국공산당문책조례」에서 문책 조건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을 발췌97)한 것이다(金东日 等, 2018: 142).

97) 2006년 1월 1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 제82조에 의하면, 지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
한 손실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는 중대한 사고에 대해 지도자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 즉, 지도자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지도자는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며, 만약 다른 원인
으로 인해 지도자의 직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설상가상으로 지도자 본인이 사직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지도자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사직할 것을 권고한다. 2007년 4월 4일, 국무원은 173차 상
무회의에서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그 중 제3장인 “위법 기율과 위반 행위 및 그에
대한 처분”에서 정치기율, 조직기율, 재정기율, 직무불이행, 독직 및 직권 남용위반 행위를 규정했다. 그리
고 공무원의 직업도덕과 사회공중도덕 등을 위반하는 행위 및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 종류와 범위를 엄격히
규정했다. 「조례」는 39가지의 상황을 열거하면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조건을 제시했다. 2009년 7월 12
일 중국공산당 중앙 사무처와 국무원 사무처는 「당정 지도자 간부 문책의 임시시행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
다. 「규정」을 통해 국가이익, 국민생명 및 재산, 공공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렸
으며, 특히 당정 지도자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문책에 대한 것이 포함된다. 2016년 6월 28일 중앙정치국은
「중국공산당 문책조례」를 심의·통과시켰다. 「조례」에서는 5가지 종류의 당 조직과 당 지도자 간부들이 당
의 규정과 당내 법규를 위반하거나 직책을 이행하지 않는 5가지 상황과 그 외 당내 법규, 업무 불이행 또는
직무상 실수 등 문책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을 열거했다(金东日 等, 2018: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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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중앙 차원의 문책 조건에 대한 규정

(제82조) 업무상 지도자들의 실수나 직무상 과실은 사회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큰 사고가 발생
중화인민공화국 할 경우 반드시 지도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지도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 만약 다른
공무원법
원인으로 인해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지도자
책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사직을 권고한다.
(제3장) “법과 규율의 위반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에서는 정치기율, 조직기율, 재정기율에 대한 위반
행정기관 공무원 은 물론, 실직, 독직 및 직권 남용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다. 이는 공무원의 직업도덕과 사회공중도덕
처벌 조례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한다. 「조례」는 39가지의 개별
상황을 나열하면서 행정처분의 조건을 제시한다.
①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과오는 중대한 손실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인해 해당
지역, 부서, 체계 및 해당 단위에서 대규모 사고,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 또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 사고, 사건 또는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는 상황은 중대한 손실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 정부의 기능 部委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직책 범위 내에서 매우 큰 사고, 사건
또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중대한 사고, 사건 및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심각한
당정간부 문책
손실이나 영향을 미친다. ④ 행정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강제적 명령, 위법 행정행위에 대한
시행에 대한 규정
의견표명 또는 업무 불이행 등의 행위는 집단적 사건 또는 다른 형태의 중대한 사건을 야기한다. ⑤ 군체성,
돌발성 사건 등을 제대로 해결 또는 조치하지 않을 경우, 사태가 악화되며 궁극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조성
한다. ⑥ 간부의 선발과 임용에 대한 규정을 어기면 감독의 소홀함 또는 과실 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 조성된다. ⑦ 국가의 이익,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 공공재 등에 중대한 손실을 미치거나
부정적인 영향 등을 발생시켰을 경우 실직하게 된다.

중국공산당
문책조례

① 당의 지도력 약화, 당의 이론과 노선 방침정책, 당 중앙의 정책결정이 관철되지 못할 경우,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과 생태문명건설 등을 추진하는 과정 중 해당 지역 부서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도력이 약화되거나 치명적인 실수가 나타날 수 있다. ② 온전치 못한 당건설, 비정상적인
당내 정치생활, 불건전한 조직생활, 느슨한 당의 조직력, 당의 교육 특히 당이 추구하는 이상과 신념이
담긴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중앙의 8항규정 정신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간부 선발 및 임용
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③ 전반적으로 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며, 주체적인
책임과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으면서 당의 관리가 느슨해진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방식
의 사고가 팽배해지며, 그저 두루뭉술하게 지내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당 내부의 감독이
제대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 반드시 발견되어야 할 문제점이 제때 발견되지 못하고 설령 문제를 발견
했다 하더라도 보고하지 않고 제대로 처리 및 개선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 ④ 당의 정치기율,
조직기율, 청렴정치에 대한 기율, 대중 및 업무에 대한 기율, 일상생활에 대한 기율 등이 모두 제대로 보호
되지 못한다면, 기율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정치기율 및 규정이 보호되지 못하면, 관할
범위에서 해당 직무를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결탁 및 공모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⑤ 당의
청렴정치와 반부패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관할 범위 내 부패가 만연해질 경우, 잘못된 행위를 효과
적으로 제지하지 못한다. 이는 대중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 부패 문제도 함께 발생한다. ⑥ 그 외
직무상의 과실, 책임불이행 등의 문제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출처: 金东日 等(2018: 142-3)

1990년대 이후 당 중앙은 문책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행정문책에 대한 조례 및 시행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예를 들어,
「행정감찰법」,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감찰법」, 「당정지도자 간부선발
과 임용에 대한 임시시행조례」, 「당 청렴정치건설 책임제 시행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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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중보건 사건에 대한 응급조례」,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중국
공산당 당내 감독조례(시행)」, 「당정지도자간부 사직에 대한 임시규정」
등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모두 다른 법률이나 법규 또
는 규범적인 성격을 띠는 문건을 참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점차 명확한
규범화를 추구한 것이다(金东日 等, 2018: 143-4).
중앙 차원에서 시행되는 문책제도에 명시된 문책 조건을 보면, 문책제
도의 대부분이 마지막 단계에 주로 폭로와 관련된 조항들이 추가되었다.
「당정간부 문책시행에 대한 임시규정」에서 열거한 문책제의 상황은 총
340자로 그 중 ‘중대하다’는 단어가 모두 9번 등장한다. 당정간부의 문책
제도는 소위 ‘큰 사건’에 집중된 것이다. 이 중 특히 심각한 수준의 생산
안전, 식품안전, 집단적 돌발사건 등 생명이나 재산을 훼손하는 사건 등
에 주목된다. 「중국공산당문책조례」에서 정한 문책사항은 주로 당의 지
도, 당 건설의 강화, 전반적인 엄격한 당 관리, 당의 기율 보호, 당의 청
렴정치와 반부패정책 추진 등이다. 주로 각급 당 위원회(당 조직), 당 업
무부서와 지도자 조직, 각급 기율위원회(기율검사 조직) 및 그 지도자들
을 대상으로 책임을 추궁한다. 이 때 핵심은 주요 책임자들이 당 건설이
나 당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주체의 책임, 감독
책임, 책임자의 책임 등이다(金东日 等, 2018: 144).
비록, 중앙 차원의 문책 조건과 관련된 법이 비교적 모호하지만, 지방
에서 문책 법안을 정할 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하이난(海
南), 푸젠(福建), 윈난(云南) 및 간쑤(甘肃)는 모두 「중국공산당문책조례」

의 실시방안을 발표했으며, 「조례」에서 6가지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했
다. 이를 다시 24개, 22개, 19개로 나눴으며, 24개의 문책 상황을 구체
화시켰다(金东日 等, 2018: 1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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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 차원에서의 문책 조건
문책제도의 설립과 정비와 관련하여 중앙은 행정문책의 법규를 계속
발표하여 당정 지도자 간부와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은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었다. 이를 통해서 전문성을 띤 문책제도
가 등장했다. 지방자치법규는 행정문책의 전문성을 지녔으며, 특히 2003
년부터 발생한 사스(SARS)에 대해 다수의 문책이 시행되었다. 창샤(长沙)시,
난닝(南宁)시, 안후이(安徽) 화이난(淮南)시, 쓰촨(四川)성, 우한(武汉)시,
난징(南京)시 등 다수의 지역에서 문책과 관련된 규정을 발표했다(金东日 等,
2018: 144).
광둥(广东)성, 윈난성, 베이징(北京)시, 간쑤성, 하이난성, 후베이(湖北)성,
지린(吉林)성 등 7개 지역에서는 문책입법 문건이 핵심 역할을 했으며,
지방의 문책 조건은 이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7개 省과 市에서 정한
문책 조건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金东日 等, 2018: 144).
표 5-18

지방 7개 성시의 문책 조건

광둥성 각급 정부 부서 행정
수장에 대한 문책제도의 임
시시행(2008), 광둥성 행
정 과오 책임제 임시시행 방
법(2008)

① 행정수장 문책의 사항: ⅰ) 정부부문 상급기관의 관리와 인력배치의 무력함, ⅱ) 규정 위반과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오가 생긴 경우, ⅲ) 행정관리 직책을 불성실하게 이행,
ⅳ) 행정 내부 관리 직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법에서 명시한 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ⅴ) 그 외
② 행정 책임자의 잘못을 추궁하는 행위: ⅰ) 법률, 법규, 규정의 위반, ⅱ) 행정관리제도를 위반
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함, ⅲ) 정무공개와 행정통지 관련 규정의 위반, ⅳ) 행정허가,
심사비준 업무 관련 규정의 위반, ⅴ) 행정감독과 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ⅵ) 행정처벌을 행하는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ⅶ) 행정강제 시행에 관한 규정 위반, ⅷ) 행정상 배상업무 규정의 위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금지조항을 계속 어기는 사항: ⅰ)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정책결정에서 과오,
직권남용, 행정상의 위법을 하는 행위, ⅱ) 업무처리의 지체, 업무의 전가와 쓸데없는 의견으로
윈난성 당정 지도자 간부를
인한 부조화 초래, ⅲ) 지도자가 진취적이지 않는 동시에 뛰어나지도 않음, ⅳ) 냉담하고 거친 태도,
대상으로 한 문책 방법[시
ⅴ) 은밀히 담합하여 감독을 교묘히 피함, ⅵ) 관할 범위 안에서 감시와 관리의 영향력 부족과
행](2008)
부당한 업무 처리, ⅶ) 해당 지역, 부서, 체계 또는 해당 단위가 청렴정치 책임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함

98) “海南制定 ‘中国共産党问责条例’实施方法细化24种问责情形”, 海南网; “我省出台 ‘中国共産党问责条例’
实施方法”, 福建省人民政府门户网站; “中共云南省委印发 ‘贯彻” 中国共産党问责条例 “实施方法’”, 云南网;
“甘肃省 ‘中国共産党问责条例’ 实施方法(试行)”, 兰州市财政局网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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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계속

베이징시 행정문책 방법
(2011)

ⅰ) 반드시 해야 할 행정업무를 이행하지 않음, ⅱ) 행정직무 이행의 위반, ⅲ) 부적합한 행정직
무의 이행

ⅰ) 정책결정에서의 실수, ⅱ) 업무상 과오, ⅲ) 감독관리의 역량 부족, ⅳ) 직권남용, ⅴ) 소극적
간쑤성 당정 지도자 간부의
인 집행 또는 집행 능력의 부족, ⅵ) 간부선발 및 임용 업무와 관련된 규정 위반은 소홀한 감독
문책시행 방법[시행]
관리를 야기하며, 이를 반드시 문책해야 함, ⅶ) 해당 지역, 해당 부서, 해당 단위는 당의 청렴정
(2012)
치 책임제를 시행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함
하이난성 행정수장 문책임
시시행규정(2015), 하이난
성의 ‘나태하고 사치를 부
리는’ 행위에 대한 문책시
행 방법(2013)

① 행정수장은 법에 의거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하며, 이 때 과학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
해야 함: ⅰ)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ⅱ) 행정수장이 법을 어길 경우, ⅲ) 행정수
장이 국가의 법률, 법규 및 상급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을 집행할 능력이 부족하며, 효율이 떨어질
경우, ⅳ) 행정수장이 관리는 물론, 예방 조치와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② ‘나태하고 사치를 부리는’ 문제에 대해 40 가지 방식의 문책을 시행할 수 있음

후베이성 행정문책 방법
(2016)

행정기관 및 그 책임자들에 대해 행정차원의 문책을 시행할 수 있음. ⅰ) 행정기관 공무원이
법적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ⅱ) 행정기관 공무원이 법적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나태하거나 무질서할 경우, ⅲ) 기타 행위

지린성 행정문책 방법
(2016)

ⅰ) 행정 지도자 간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실수를 저지른 경우, ⅱ) 행정기
관 및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무질서함, 부작위 등, ⅲ) 행정기관 및 지도자 간부가 내부 감찰관리
를 대충함

출처: 金东日 等(2018: 145)

책임기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 책임감독기제와 정부 감독체계인데,
이 중 핵심은 행정감독이다. 행정감독은 국가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의
직무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감
독을 의미한다. 행정감독의 목적은 국가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법에
따라 정확하게 행정권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행정권력에 대한 남용을 방
지하려는 것이다(许耀桐, 2016: 90).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부패
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정치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활동에 대
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여 부패를 억제하고, 행정행위의 규범화를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한 임무가 된 것이다(许耀桐, 2016: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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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통제
재정 배치(arrangements)와 관련 중국의 중앙-성 관계는 이미 서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국가 재정자원을 통제하면서,
결과적으로 지방은 재정적으로 이전지출에 상당히 의존하게 된다. 중국
이 서구의 중앙-지방과 구별되는 점은 인사부문이다. 중국에서 지방정부
계층별 기회주의적 행태를 막기 위한 인사와 재정 관련 하향적 배치는 중앙
정부를 막강하게 한 것이다(Zhang, 2010: 66). 중앙정부는 지방 토지 및
재정자원의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서 지방경제 행위자를 규제하였다(Xu,
2011: 1078-79; van der Kamp, 2017: 6에서 재인용).
郑琳(2008: 112-3)은 일반적인 공공서비스, 거시경제관리, 사회서비스,

경제서비스 차원에서 지출 종류, 정책·기준 제정 및 감독, 관리 및 제공,
관할 이유를 기준으로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책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표 5-19

재정지출에 대한 책임 구분
책임 주체
관리 및 제공

관할 이유

지출 종류

정책과 기준 제정 및 감독

국방, 외교

중앙 또는 연방

중앙 또는 연방

전국적인 수익과 원가

일반적인 공공서비스

화폐 업무

중앙 또는 연방

중앙 또는 연방

전국적인 수익과 원가

국제 및 성[주(州)] 간
무역정책

중앙 또는 연방

중앙 또는 연방

전국적인 수익과 원가

일반 공공관리

중앙(연방), 성(주)

각 계층

상이한 계층 간의 업무 구분

사법

중앙(연방), 성(주)

각 계층

전국적인 수익과 원가

사회질서

각 계층

각 계층

주로 주와 지방정부의 책임

공공시설

각 계층

각 계층

수익 범위에 따라 정해짐

공공치안

주, 지방정부

지역 관할

관할지역 내 수익 및 외부 이익

저소득자 주택

중앙(연방), 성(주)

각 계층

주로 지방정부가 책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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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계속
책임 주체

관할 이유

지출 종류

정책과 기준 제정 및 감독

관리 및 제공

공공 하수시설과 쓰레기
처리

지방

지방

주로 지방이 이익을 얻음

환경위생

지방

지방

주로 지방이 이익을 얻음

경제안정

중앙 또는 연방

중앙 또는 연방

전국적인 수익과 원가

공정한 수입과 자산

중앙 또는 연방

중앙 또는 연방

재분배

외부성의 내재화

중앙 또는 연방

중앙(연방), 성(주)

독점 제한과
불공정 경쟁

중앙 또는 연방

중앙 또는 연방

지역 간 격차의 균형

중앙 또는 연방

중앙(연방), 성(주)

산업구조의 조정

중앙(연방), 성(주)

거시경제관리

전국적인 수익과 원가

중앙(연방), 성(주)
사회서비스

교육

중앙(연방), 성(주), 지방

각 계층

이전지급 가능

위생과 방역

중앙(연방), 성(주)

각 계층

이전지급 가능

사회보장과 복지

연방

각 계층

재분배

환경보호

주로 중앙(연방), 성(주)

주, 지방정부

전국과 지역의 수익과 비용일
수도 있음

소비자 보호

중앙(연방), 성(주)

각 계층
경제서비스

교통과 교통시설

중앙(연방), 성(주)

각 계층

수익 범위에 따라 결정

수자원 기본 시설

중앙(연방), 성(주)

각 계층

수익 범위에 따라 결정

출처: 郑琳(2008: 112-3)

현재 중국 재정운영의 공공성과 민주화 정도는 여전히 낮고, 행정에는
관료 색채가 농후하다. 이론상, 재정 공공성과 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낮
고, 실천상, 공공재정의 기초인 정치체제가 여전히 상응한 개혁을 하지
않고, 정부가 재정운영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것에 익숙하다. 지방권력기
관은 단지 형식상 정책결정권, 즉 ‘감독, 검사권’만 갖고 있을 뿐, 종속적
인 지위에 처해 있다. 재정관리권을 장악하고 집행하고 있는 중앙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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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정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권력균형 기제를 바라지
않는다(钟晓敏·叶宁, 2010: 86).

그림 5-16

상급 정부의 하급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
상급 정부

권력기관

행정기관
수평적: 재권분배 상호 제어

상하급 재정관계: 재정수지, 재권분배
하급 정부
권력기관

행정기관

수평적: 재권분배 상호 제어

출처: 钟晓敏·叶宁(2010: 86)

수평적 분권이 결여되어 있는 재정체계에서 상하급 정부 간 재권분배
측면을 보면, 상급 정부는 우월적인 지위로서 하급 정부에 대해 수직적인
통제를 한다. 상급 정부는 수직적 구분의 기본 틀을 제정할 뿐, 하급 정
부와 공동으로 협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급 정부는 거의
협상할 여지가 없다. 상급 정부가 자원을 배치할 때, 종종 한 차례 행정
회의나 문건 하나로 결정을 한다. 하급 정부가 상급 정부에게 전문 보조금
혹은 빈곤하고 낙후한 지역을 위한 보조금 관련 요구를 제기할 때, 상급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하급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에 복종할 수
밖에 없다. 세입을 모으는 권한의 경우에도, 지방정부는 ‘규칙 내’의 권력이
거의 결여되어 있어서, 지방정부는 할 수 없이 ‘규칙 외’를 통해 무질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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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재정수입을 모은다. 지방정부가 예산 외 수지와 제도 외 수지를 활용
할 경우도, 상급 정부는 사실상 지방의 수지체계를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지방정부의 수지행위가 왜곡되기도 한다(钟晓敏·叶宁, 2010: 86).
요컨대, 상하급 정부 간에 일방적인 통제 관계가 작동되기 때문에 상
급 정부에 대해선 제약이 부족하고, 하급 정부는 피동적으로 복종할 수밖
에 없는 구조이다. 사실상 재정자원 배치가 불안정하고 비과학적인 결과
를 낳고 있다(钟晓敏·叶宁, 2010: 86).

4) 성과평가를 통한 통제
수직통제와 지방 문책제도는 중국 정치제도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지
방관원의 승진은 상급의 심사평가(考评)에 속박되어 있으며, 정치업적(政绩)
주도의 지방 간부심사(考核)제도는 지방 거버넌스 선택에 크게 영향을 주
고 있다(钟开斌, 2009: 21).
중국의 공공사무는 여전히 중앙정부를 둘러싸고 혹은 하나의 중심을
둘러싸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다원화된 분담과 공동으로 참여
하는 과정은 아니다. 그리고 각종 체제 외의 세력은 여전히 반드시 이 체제
속에 들어와야 자신의 역량과 신분을 보여줄 수 있다(古德曼, 2000; 钟开斌,
2009: 21에서 재인용).
吴国光·郑永年이 지적하듯, 중국 개혁개방 이래의 개혁은 ‘발전형 지

방주의(developmental localism)’를 위해 제도적 조건과 환경을 마련했
다. 그러나 분권개혁 과정에서 일부 중요한 권력은 여전히 중앙의 수중에
통제되어 있다(吴国光·郑永年, 1995). 崔启源·王有强(2008)은 개혁개방
이래 중국 분권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수직적 간부관리체계라고 지적한

41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다. 荣敬本 等(1998)은 정치조직이 경제를 추월하기 위하여 상급에서 내
려온 각종 지표를 달성하려고 수량화된 업무분해식 관리방식과 물질화된
평가체계를 택한 것을 ‘압력형체제’라고 일컫는다. 각 기능 部委와 각급
정부의 당위(党委) 모두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의 목표 임무를
확정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급 정부관리자의 정치업적, 간부의
승급과 강등, 거취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아, 소위 “한 손에는 높은 목표,
한 손에는 감투(一手高指标，一手乌纱帽)”인 압력형체제를 형성했다(荣
敬本 等, 1998; 이상 모두 钟开斌, 2009: 21에서 재인용).

압력형체제 아래서 정치업적 심사기제는 중앙과 지방 관계의 기본 형
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徐邦友(1997)가 지적하듯, 경제의 사회정
치적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수량의 개념은 정부의 성과
(绩效)와 정부관원의 적임 여부를 평가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적당하고,
공정한 기준이다. 이를 근거로 확장을 중요시 하는 정부 성과평가는 가치
기준체계를 확립한다. 王国生(1999)은 전환기 중국 지방관원의 수익 목
표를 ⅰ) 임기 내의 좋은 정치업적 및 명망을 추구하는 것, ⅱ) 정부관원
의 통제권 수익으로 구분한다. 하버드 대학교의 Tony Saich(2002)는 더
나가서 지방정부와 관원의 정치업적(政绩) 목표를 ⅰ) 우선적인 목표(전
국적으로 정치와 정책 방향이 더 강한 목표), ⅱ) 반드시 실현해야 할 목
표(硬目标), ⅲ) 주로 상급에서 하급에 정해준 사회발전의 지표(软目标)로
구분한다(이상 모두 钟开斌, 2009: 21에서 재인용).
그러나 목표책임제의 실행과 지방 성과지표체계가 어긋나면서 지방관
원들이 주의력을 장기적인 사회문제가 아닌 단기적인 경제이익에 모두
몰두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지방의 격려기제의 변화가 어떻게 지방발전
을 방향을 전환시켰는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 수직통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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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급은 성과평가체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하급 정부와 관원을 통
제할 수 있다(钟开斌, 2009: 21).
개혁개방 이래, 지방의 격려기제의 변화는 일부 지방정부가 맹목적으로
지방경제 목표와 이익만 추구하게 하여, 일부 ‘간부 기업가(干部企业家)’
를 만들어 냈고, 중국 지방경제의 빠른 발전을 촉진했다. 실제로, 지방에
대한 중앙의 분권은 덩샤오핑 시대에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에
서 시작했고, 지방권력의 등장은 중앙권력을 계속 약화시켰다. 이는
1994년 중국 재정세수개혁을 추진하게 된 심각한 배경이 되었다(钟开斌,
2009: 21-22).
중국이 재정세수개혁을 추진한 이후, 중앙정부는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했고, 중앙정부는 성정부 등 지방의 자주권을 제한할 능력이 있음을
Chung(1995)은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서, 중앙은 중앙의 선호에 다라
성급 재정의 자주권을 조정할 의지가 있고, 또한 능력도 있다는 점이다.
즉, ⅰ) 중앙정부는 종종 각 省과 예산분담 비율을 다시 조절하여, 일부
부세를 다시 중앙정부의 수입으로 귀속시킨다. ⅱ) 예산외의 자금으로 새
로운 세수를 설립할 수 있고, 일부 실적이 좋은 기업을 중앙 직속기업으
로 편입할 수 있다. 또한, 중앙은 필요할 때 종종 지방정부로부터 차관을
활용할 수 있다. ⅲ) 중앙은 지방정부의 국채매입액을 지정한다. 이런 관
례에서 보듯, 중앙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슴없이 그의 재정 권력을 강
화할 수 있다(Chung, 1995; 钟开斌, 2009: 22에서 재인용).
중국의 이러한 하급에 대한 상급의 압력형체제의 실질은 일종의 행정
격려와 감독의 방식이며, 행정체계에서 하나의 명령식 통제기제이다. 압
력형체제에서 지방에 대한 중앙의 수직통제 기제의 관건은 정치업적 평
가를 기초로 하는 인사임면제도로써 중앙은 행정명령과 물질적 격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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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결합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공산주의체제 국가의 중앙이 어떻게
노멘클라투라체계(nomenklatura system, 당임명간부제도)를 사용하여,
지방간부의 인사제도에 대한 강화를 통하여 국가능력을 장악하는가를 분
석했다(钟开斌, 2009: 22).
杨光斌(1998)의 분석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경제전환 과정

에서 지방 핵심 간부를 통제하는 것은 중앙이 지방정부의 행위를 통제하
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써 정치 단일제의 핵심 특징이기도 하다. 1990
년대 후기 이래, 지방정부의 성급 핵심영도 간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는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그 주요 목적은 지방주의와 종파주의를 억제
하고, 중앙정부의 권위를 강화하여, 정치적 통일과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
이다. Qian & Roland(1999)는 정부재정의 분산화 및 화폐 집권화가 예
산에 대한 비강제적인 제약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면서 분권 및 재정 격려
가 지방관원에 미친 영향(자극)을 강조하였다. 마찬가지로 周黎安(2004)
도 승진이 지방관원에 대한 자극임을 강조하면서, 승진과 재정 동기가 지
방정부를 격려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체할 수 있
는 정책임을 증명하였다. 1949~2000년 사이에 중국 성급 영도자에 대한
Bo(薄智跃, 2002)의 실증연구도, 역시 지방 영도자의 승진은 수직적인
정치적 판단과 수요에 상당히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Huang(黄亚
生, 1996)은 성과평가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인플레이션과 투자정책을

예로, 지방정부가 어떻게 제도배치의 편의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원래 기업에 내려줄 권력을 가로채는가를 분석하여 각 지방과
중앙이 합작 관계에서의 차이를 해석했다(이상 모두 钟开斌, 2009: 22에
서 재인용).
이와 유사하게, 崔启源·王有强(2008)은 개혁개방 이래, 서로 다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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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계 및 지방에 대한 상급의 서로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지방의
노력 정도와 경쟁전략의 차이를 통해서 상급의 성과평가가 어떻게 지방
정부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다루었다. 崔之元(1998)은 더 나아가 중국정
치에 대하여 3층 분석(上层/中央－中层/地方－下层/民众)의 시각에서,
전통의 국가사회 및 중앙-지방의 이분법을 대체하여, 중앙정책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현대 중국의 국가와 농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보듯, 중앙이 민중과 연합하여 지방을 견제하고 있다. 이런 ‘샌드위치 전략
(三明治策略)’은 지방에 대한 중앙의 수직통제 기제와 다르다. 중앙의 지방에
대한 융통성 관련 정책대응을 보면, 중앙이 지방에 대하여 여전히 강한
통제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상 钟开斌, 2009: 2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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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제1절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제2절 제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제3절 행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어느 국가이든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는 어우러지는 측면도 있겠
지만 대개는 그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더욱 많을 것이다. 중국의 중
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는 제약(문제, 한계, 장애, 비협조,
갈등, 충돌 등)을 분석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Mahoney & Snyder99)(1999)가 제시한 제도변화의 논리를
적용하여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거시맥락적 제약, 제도적
제약, 행위적 제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제1절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맥
락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거시맥락의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나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적 제약이 발생한다.

1. 정치체제의 제약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간 정치체제의 제약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중앙-정부 관계에서의 제도규범, 관계 모순, 이익 이질화, 감독
기제 등에서 보기로 한다.
첫째, 중앙-지방정부 간 권력배분은 제도규범이 결여되어 있다. 중국
각급 정부는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바로 ‘통일영도 분급관리(统一领导,

99) 제6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및 제7장의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전망에 관한 접근
은 Mahoney & Snyder(1999)가 제시한 제도분석 차원의 논리를 활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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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级管理)’ 체제이다(陈崇良, 2006: 21). ⅰ) 권한구분이 명확하지 못하

다. 일부 사무는 중앙정부 소관인지 아니면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일부 사무는 관할권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권력 범위를 침범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며, 기능이
전도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ⅱ) 권력 집중과 이양이 규범화되어 있지 않
다. 지방정부로의 수권은 많이 되었지만 중앙정부는 쉽게 권력을 회수 할
수 있다. 때문에 중앙정부의 분권 행위는 정책적 측면에 머물러 있고, 법
률적 의미에서의 분권은 아니다. 이는 지방정부 행위의 분절화를 초래한
다. ⅲ) 권력배분의 불균형이다. 권력이양 과정에서 지방정부 사이 권력
배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방정부의 권력요구와 흥정행위를 낳
았다. ⅳ) 책임과 권력이 괴리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일부 권
한과 이익에 관한 범주를 확정하고 있지만 상응한 책임과 조건은 한정하
지 않았다. 또한 책임은 명확히 하였지만 그에 따르는 권리와 이익은 보
장하지 않았다. 제도규범의 결여로 중앙과 지방은 권력의 상호제어를 이
루지 못하고, 권력 충돌이 비교적 심각하다. 아울러 권한의 사각지대가
여러 부문에서 형성되어 정부의 투기와 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徐
春光·杨蕾, 2010: 6).

둘째,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수평적 관계가 서로 모순적이다. 중국의
행정관리체제는 ‘통일영도 분급관리(统一领导, 分级管理)’이다. 중국 각
급 정부는 모두 집권적이며, 관할 범위 내의 모든 사무는 수평적 관계(块
块)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앙정부의 각 부위는 또 지방의 상응한 부서

를 영도함으로 직능사슬, 즉 수직적 측면을 형성한다. 중국의 수평적·수
직적 관계 모두 중앙의 정신을 반영하며, 자신의 영도 시스템을 통하여
중앙의 정신을 지방과 기층에 전달·관철시킨다. 수평적·수직적 이중영도

제6장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 421

체제는 수직적·수평적으로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형성한다. 그러나 권
력의 집중과 분산의 모순, 그리고 정책집행과 재정분권의 모순은 지방과
할거주의(部门主义)를 초래하고 있다. 갈등은, 결국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徐春光·杨蕾, 2010: 6).
셋째, 정부 주도의 이익은 이질화를 낳고 있다. 중앙과 지방간 문제는
이익배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전체 이익과 부분 이익의 문제이다. 정부이
익의 이질화는 이익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지방정부의 이익은 지방
공공이익과 지방관료 집단의 이익으로 구성된다. 지방 공공이익은 지방
정부의 가장 합법적인 이익으로서 중앙정부와 거래하는 가장 정당한 이
유이다. 지방 관료집단의 이익은 관료적 정치업적, 독점이익과 지대추구
이익이 포함된다. 정치업적이 공공이익에 기초하고 있지만, 현재 지방영
도의 정치업적은 주로 GDP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서, 공공이익을 모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독점이익은 여러 가지 합법적 독점수입이며
지대추구 이익은 부패를 통해 얻은 수입 외 수익으로써 양자 모두 공공이
익을 기초한 것이 아니다. 공공이익과의 충돌 가능성이 크며, 공공이익의
희생을 토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 관료집단의 이익, 특히 독점과 지
대추구 이익의 확대는 지방에서 이익이 이질화되는 주요 현상이다. 이밖
에 중앙정부 이익도 공공이익과 관료이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중앙에도
할거주의가 드러나며, 중앙의 많은 정책은 部委에서 제정하는데 정책결
정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독점이익을 도모한다.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이
익충돌은 단지 전국의 전체 이익과 지방의 공공이익의 충돌 혹은 전체와
부분의 충돌, 중앙과 지방의 이익집단의 충돌로만 귀결해서는 안 된다(徐
春光·杨蕾, 2010: 6).

넷째, 국가기구 간의 감독제약 기제가 미흡하다. 국가기구인 입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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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이 불분명하며, 감독기제 역시 미흡하다. 중국
각급 정부의 감독제약 기제가 결여되어 있고 감독수단이 낙후하여 감독
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동시에 감독기구는 권위가 낮다. 중앙정부에는
효과적인 감독기제가 결핍하고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을 감독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정치체제 개혁이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정부의
상호제어 기제가 낙후하다. 또한, 내부제약 기제가 부실하고 효과적인 외
부제약 기제가 부재하여 지방정부의 규범상실 행위와 이익의 이질화 확
대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행정 고위직(領导)의 인사이
동이 빈번하고, 지방정부에서 기회주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비록, 지
방정부 권력을 감독하는 체계가 견고하지만, 통제력이 약화되면, 지방정
부는 곧바로 집권화된 ‘독립왕국’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 인민대표대회
의 감독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방 사법기관도 지방 당정기관의
영도 하에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취약하다. 더 나아가 지방 대중에 의한
감독 채널도 미흡하고, 지방 언론매체 역시 지방정부의 행위를 감독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전반적으로 권력 불균형 현실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을
관리할 겨를이 없고, 인민대표대회는 관리할 여력이 없으며, 인민을 통한
감독은 염두도 못내는 상황이다(徐春光·杨蕾, 2010: 7).
감독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상급 기관은 유능한 인
재의 업무 성과만을 평가하며, 한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는 모두 눈감아주
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각각의 감독기관들이 유능한 인재에 대한 감독능력
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되면서 대중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다. “상무위원의 감독은 말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
은 말할 수 있어도 하지 않으며, 기율의 감독은 상황을 보고 말을 한다.
또한 민주적인 감독은 말해도 소용이 없고, 대중의 감독은 근거 없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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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여론의 감독은 해야 할 말도 하지 않는다.” 또는 “당위원회의 감독
업무는 ‘놓아줬다 풀어줬다’를 반복하며, 부서 배치에 대한 감독은 ‘그 때
는 그때, 지금은 지금’이라는 식이며, 대중의 감독은 ‘한 명을 쓰러뜨리고
한 명을 욕하는’ 방식이며, 여론의 감독은 ‘한마디로 말하고 단답식으로
대답’한다”(尤光付, 2012: 249).
“권력규제와 감독 시스템 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D县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1

60%

D县 정부에 대한 감독 효과에 대한 평가

50.80%
43.20%

50%

46.70%

46.30%
36.50%

40%
30%
20%
10%
0%
대중들의
상명하달식
공공권력 감독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

권력감독에 대한
신문과 여론의
영향력 부족

대중 감독의 권리
보장제도의 부족

각 감독 주체 간
협력 부족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간
불분명한 감독 업무
분담

출처: 尤光付(2012: 250)

<그림 6-1>에서 보듯, 50.8%의 응답자가 인민의 감독은 별효과가 없
다고 답했으며, 43.2%의 응답자는 권력감독에 대한 신문과 여론의 영향
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으며, 46.3%의 응답자는 감독에 대한 인민대표
대회와 정치협상회의의 분업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36.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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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각 감독 주체간의 협력이 부족하다고 했으며, 46.7%의 응답자
는 대중의 감독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필수적인 권리보장 기제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尤光付, 2012: 250).

2. 경제체제의 제약
1) 지역 간 격차 및 유동성
한 국가의 지방정부 구성 수는 상이하며 대부분 국가는 비교적 많은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도(都), 도(道), 부(府), 현(县)을 포함하여 47개 중
간 계층의 정부와 1,719개 시(市), 정(町)과 촌(村) 등의 기층정부가 있다.
프랑스는 13개 대형 행정구역, 96개 성과 36,681개의 시와 진을 설치하
고 있다. 매 지방정부는 상응한 행정관할 구역을 갖고 있다. 이는 다양성
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역 간의 차이성을 드러낸다(王玮, 2019: 11).

표 6-1

국가별 지방정부 수량

국가

1급 지방정부 구성수

2급 지방정부 구성수

3급 지방정부 구성수

4급 지방정부 구성수

중국

31

334

2,851

39,888

러시아

8

85

2,864

25,736

인도네시아

34

502

6,543

75,244

프랑스

13

96

36,681

-

스페인

17

50

8,041

-

미국

51

82,949

-

-

영국

5

156

-

-

일본

47

1,719

-

-

우루과이

19

-

-

-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사이트, Wikipedia와 바이두백과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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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에는 자연, 지리 조건의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수준, 경제구조, 인구규모와 구조, 사회문화, 역사전통 및 체제 등에서 차
이가 있다. 한 국가 내에서도 어떤 지역은 지리적 위치가 우월하고, 자연
자원이 풍부하며, 사회경제가 발달하고, 유구한 역사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은 지리적 위치가 외지고 자원이 부족하며, 경제와
사회 발전이 낙후하고 역사 문화적 깊이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 일부 국
가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방면의 요
소가 겹쳐 지역 간의 차이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낸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지역별로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여러 분야에서 비
교적 큰 차이를 보이며, 강한 유동성을 띠고 있다. 지역 간의 유동성은
‘경제 유동성’과 ‘물질 유동성’으로 나뉜다(Fisher, 2016: 4). 경제 유동
성(economic mobility)은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 사람이 자주적으로
부동한 지역에서 자신의 거주, 직장, 투자와 소비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다. 물질 유동성(physical mobility)은 각종 생산요소들이 시장기제,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익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전이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유동과 물질 유동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일부 상황에서는 분리되어 진행된다(王玮, 2019: 12).
어떤 국가나 지역이든지 차이성은 객관적인 존재로 지역 간의 유동성
과 결부되어 있으며, 상호 작용하고 영향을 미친다. 사람과 생산요소의
초지역적 유동은 바로 지역 간 차이성의 표현이다. 만약 지역 간 차이성
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사람과 여러 생산요소는 부동한 지역 간 유동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며, 지역 간의 유동성은 지역 간의 차이성을 더욱 복
잡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사람과 생산요소의 초지역적 유동은 지역 간의
차이를 축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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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역 간의 유동성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이는 아래의 세 가지에서
비롯된다. 첫째, 일부 생산요소들은 비이동성(地面附着力)이 아주 강하
다. 예를 들면 부동산, 토지 등은 이동 할 수 없다. 둘째, 현실에서 일부
생산요소의 유동은 체제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셋째, 일부 생산요소의
유동은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여 유동이 쉽지 않다. 지역 간 불완전한
유동성은 생산요소의 균등한 배분을 어렵게 한다. 만약, 사람과 생산요소
가 여러 지역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거나, 유동성이 강하지 않으면,
지역 간의 차이성은 무시될 것이다(Fisher, 2016: 4).
지역 간의 차이성과 유동성은 지방정부의 재정행위와 재정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지역 간의 유동성은 필연코 원래의 재정자원배
분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각종 생산요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의
유동은 세금의 유동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 간 재정수입을 둘러싼 재분배
과정에서의 모순, 충돌, 경쟁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지역 간의 유동성은
지방 재정정책 관련 수입배분과 거시경제 안정에서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간 차이성에서 비롯된 선택성과 지역 간 유동성이
결부되어 지방재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王玮,
2019: 12).

2) 계획경제체제 하의 지방재정
계획경제 시기 중국의 정부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어져
있었고 재정체계도 이에 상응하게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나뉘어
있었다.
계회경제체제 아래 중앙정부는 사회경제 생활 전반에 걸쳐 엄격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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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관리를 실시하였는데, 초기 계획경제 시기에 소규모 공장의 생산품목
과 수량까지 전부 계획에 의해 이뤄졌다. 이런 체제에서 사람과 생산요소
는 지역 간에 아주 제한적으로 이동하고, 이동 또한 국가계획에 의해 이
뤄졌다. 사람의 유동을 놓고 볼 때, 계획을 기초로 하는 자원배분 방식으
로 사람의 유동을 제한 것 외에 중국은 계획경제 시기 호적제도, 취업제
도, 인사관리제도 등을 실시하여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 호
적제도는 계획경제 시기 각 지역 간 자유로운 인구 이동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다. 호적제도에서 지역과 가족구성원 관계에 근거
하여 농업 호구와 비농업 호구로 구분하였다. 출생 후 반드시 모친의 호
적 소재지에서 호적등기를 해야 하며, 진학, 채용과 승진 등 일부 인구이
동을 제외하고 절대 대부분 인구이동은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
다. 결국, 도농인구의 분포와 노동력 배치는 고정화되었다(蔡昉·林毅夫,
2003: 52). 계획경제 조건에서 노동력 취업도 국민경제계획관리의 중요
한 내용이었다. 이 시기 ‘국가에서 전부 도맡아 배치하는’ 취업제도에 따
라 국가의 행정수단은 도시 노동력을 통일적으로 계획․모집․배치하는 강
한 지령성을 띤 인사배치제도로 운영되었으며, 정부의 노동인사 부서의
배치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다. 이와 동시에 당시 중국에서는 엄격한 인사
관리체제인 인사당안(人事档案)100) 적용 없이 다른 지역에서 취업이 불
가능했다. 도시지역에서 실행한 지령성 취업제도와 엄격한 인사관리제
도, 그리고 농촌에서 실시한 인민공사제도와 호적제도로 인해 유동인구
는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차별대우를 받았고, 중국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

100) 인사당안은 중국 인사관리제도의 중요한 특색으로 개인의 신분, 학력, 이력 등의 증빙이다. 개인의 급여
대우, 사회노동보장, 조직관계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고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인생 궤적을 기록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일반적으로 인사당안은 중학교 입학부터 시작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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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한하였다.
각 지역 간 사람과 생산요소의 유동성을 제약한 결과 유동을 통한 수
입의 분산이 줄어들면서 지역 간 재정모순과 충돌이 감소되는 측면도 있
다. 비록, 계획경제 시기 각 지역 사이에 비교적 두드러진 차이가 존재하
였지만, 지역 간 유동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주목되지 않았
다. 계획경제 시기 지역 간의 유동성과 차이성은 간과되었거나 그렇게 중
요하지 않았다.
이 밖에 계획경제체제에서 강조하는 “국가경제 전체를 통일적인 관점
에서 배치·계획하는 방침”은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지방정부의 특수 이익
을 부정하였다. 이 시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지방 공공사무관리의 편
리를 위해 설치한 기구에 불과하고, 기능은 단일해서 구조적으로는 중앙
정부와 동질성을 갖고 있었다. 중앙정부의 대리로서 지방정부는 중앙정
부의 행정 부속물이며, 중앙정부의 의사를 전달하고 집행하는 역할에 불
과하여 자립적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의 종속되어 독립성을 상실했다.

3) 시장화 개혁 및 지방재정 문제
개혁개방 이후 경제체제의 시장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 사회경제, 정
치 등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재정 측면에서는 지방재정 문제가 점차 두
드러져서 시장화 개혁과정에서 지역 간 차이성과 유동성이 커지면서 지
방정부의 자주성 제고 등이 중요 이슈가 되었다.
첫째, 시장화 개혁은 기존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다양
한 지역의 자연지리 조건, 자원 확보, 역사문화 전통 등은 단기간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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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가 힘들지만 경제발전 수준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계획경제 시
기 중국 각 지역의 경제발전 상황은 비교적 격차가 컸다. 시장화 개혁 이
후에도 이런 불균형 상황은 의미 있는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
격차는 더욱 커졌다. 절대적 경제 격차이든, 상대적 경제 격차이든, 1인
당 GDP 지표를 사용하든 1인당 재정수지 지표를 사용하든 상황은 개선
되지 않았다.
<표 6-2>의 수치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 목표를
세운 4년 뒤인 1996년과 시장화 개혁을 단행한지 20년 뒤인 2016년 중
국 각 지역 간의 절대적인 경제 격차이다. 1996년 상하이, 베이징, 톈진
등 3개 직할시의 1인당 GDP는 1만 위안을 초과하였다. 그중 제일 높은
상하이의 1인당 GDP는 2만 위안을 초과하여 22,275위안에 이르렀다.
반면, 간쑤, 티벳, 꾸이저우 등 순위가 낮은 성, 자치구 1인당 GDP는
3,000위안에 불과하다. 순위가 가장 낮은 꾸이저우성의 1인당 GDP
2,093위안으로 상하이보다 2만 위안이 낮아서 상하이의 9.4%에 불과하
다. 1인당 GDP가 지역적 차이를 보임과 동시에 각 지역의 1인당 재정수
입과 재정지출도 비교적 큰 격차를 드러냈다. 1996년 상하이, 베이징과 톈
진의 1인당 재정수술은 모두 1,000위안을 초과했는데 순위가 낮은 허난
(河南), 꾸이저우, 쓰촨과 안후이성의 1인당 재정지출은 300위안에 불과
하다. 1996년 각 지역의 1인당 재정수입 격차도 대체적으로 재정지출 상
황과 비슷하다(王玮,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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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지역 간 절대적 경제 격차
1996년

지역

1인당
GDP
액수

2016년

1인당
재정수입
순위

액수

1인당
재정지출

순위

액수

1인당
GDP

순위

액수

1인당
재정수입
순위

액수

1인당
재정지출

순위

액수

순위

베이징

15,044

2

1,199

2

1,489

3 118,198

1 23,394

2 29,497

텐진

12,270

3

834

3

1,194

4 115,053

3 17,520

3 23,798

허베이

5,345

12

234

18

358

21

43,062

19

3,827

26

8,123

30

산시(山西)

4,220

17

271

15

428

18

35,532

27

4,239

22

9,335

25

네이멍구

4,259

16

248

16

548

15

72,064

8

8,016

7 17,940

7

랴오닝

7,730

8

514

5

765

6

50,791

14

5,024

15 10,451

22

지린

5,163

14

293

12

558

14

53,868

12

4,607

19 13,074

11

헤이룽장

6,468

10

340

8

560

13

40,432

22

3,018

31 11,109

18

상하이

22,275

1

1,977

1

2,348

2 26,499

1 28,620

3

장쑤

8,447

6

314

11

437

17

96,887

4 10,167

4 12,497

13

5 12,533

12

1 116,562

2
5

저장

9,445

5

322

10

492

16

84,916

5

9,528

안후이

3,881

21

189

24

294

27

39,561

25

4,332

21

8,951

28

푸젠

8,136

7

436

6

614

11

74,707

6

6,884

10 11,086

19

장시

3,715

25

188

25

321

26

40,400

23

4,699

18 10,084

23

산둥

6,834

9

277

14

411

19

68,733

9

5,921

11

8,846

29

허난

4,032

20

177

27

278

30

42,575

20

3,317

28

7,841

31

후베이

5,122

15

214

19

339

24

55,665

11

5,286

14 10,945

20

후난

4,130

18

203

20

339

25

46,382

16

3,966

25

9,319

26

광둥

9,513

4

689

4

864

5

74,016

7

9,511

6 12,309

14

광시

4,081

19

197

21

342

23

38,027

26

3,231

하이난

5,500

11

418

7

615

10

44,347

17

6,975

9 15,060

9

충칭

-

-

-

-

-

-

58,520

10

7,347

8 13,196

10

29

9,221

27

쓰촨

3,763

22

183

26

286

28

40,003

24

4,116

23

9,728

24

꾸이저우

2,093

30

139

29

280

29

33,246

29

4,407

20 12,032

16

윈난

3,715

25

322

9

699

9

31,093

30

3,810

27 10,552

21

티벳

2,732

29

10

30

1,510

2

35,184

28

4,763

17 48,488

1

산시(陝西)

3,313

27

191

23

344

22

51,015

13

4,822

16 11,542

17

간쑤

2,901

28

176

28

369

20

27,643

31

3,021

30 12,092

15

칭하이

3,748

23

196

22

670

8

43,531

18

4,039

24 25,822

4

닝샤

3,731

24

243

17

567

12

47,194

15

5,773

12 18,683

6

신장

5,167

13

286

13

680

7

40,564

21

5,460

13 17,395

8

주: 표의 재정수지는 지방 본급(本级)의 재정수지임
출처: 中国统计年监(1997, 2017) 및 中国财政年监(1997, 2017); 王玮(2019: 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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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베이징, 상하이, 톈진, 장쑤, 저장(浙江), 푸젠, 광둥, 네이멍
구, 산둥 등 9개 성, 그리고 자치구와 직할시의 1인당 GDP는 6만 위안
(元)을 초과하였다. 그중 베이징의 1인당 GDP는 118,198위안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적은 간쑤성은 27,643위안으로 베이징보다 9만 위안이
적었고 그의 23.39%에 그쳤다. 1인당 GDP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
라 1인당 재정수입과 지출에서도 큰 폭의 차이를 드러냈다. 2016년 상하
이시 및 베이징시의 1인당 재정수입은 모두 2만 위안을 초과하였으며 순
위가 가장 낮은 헤이룽장과 간쑤성은 4,000위안에 불과하였다. 2016년
각 지역의 1인당 재정지출의 차이는 <표 6-2>와 같다. 시장화 개혁 초기
와 개혁 20년 후 각 지역은 적지 않은 절대적인 경제적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101)
<표 6-3>은 시장화 개혁 이후 중국 각 지역의 상대적인 경제 격차를
보여준다.102) 상대 격차 계수를 사용하든 최대최소 비례치를 지표로 하
든 중국 각 지역 1980~2000년 사이 1인당 GDP, 1인당 제정수입과 1인
당 재정지출의 상대 격차의 변화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다. 계획경제 색채
가 농후하던 1980년 각 지역의 1인당 GDP 상대 격차계수는 96.8%,
1990년에는 83.0%, 2000년에는 74.7%였다. 비록, 각 지역의 1인당
GDP 상대격차계수는 20년 동안 소폭 하락하였지만 그 폭이 크지 않다.
이는 시장화 개혁 이후 중국 각 지역의 상대 경제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1980년 각 지역의 1인당 재정지출 상대격차계수는
59.5%, 1990년에는 52.2%, 2000년에는 72.1%였다. 이 지표에 근거하면

101) 개혁개방 이후 임의 연도 수치로 분석해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02) 중국 지방재정 문제는 1980, 1990년대에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1980년에서 2000년 각 지역의
상대 경제 차이를 분석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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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간의 상대적 경제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을 뿐더러 1991~2000년
동안에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1980년 각 지역 1인당 재정수입 상대격
차계수는 200.0%, 1990년에는 102.8%, 2000년에는 105.6%였다. 각
지역 1인당 재정수입 시각에서 상대 경제 격차를 볼 때 시장화 개혁 이후
대폭 축소되었지만 이 변화 배후에는 다른 심각한 경제체제의 원인이 있
다. 만약 일부 특수 원인을 배제한다면 각 지역 1인당 제정수입 상대 격
차계수로 과거 20년 간의 변화에서 시장화 개혁 이후 중국 각 지역의 경
제 격차는 대폭 축소되지 않았던 것이다(王玮, 2019: 12).

표 6-3

중국 지역 간 상대적 경제 격차
각 지역 1인당 GDP

각 지역 1인당 재정수입

각 지역 1인당 재정지출

연도

상대 격차
계수(%)

최대치/최소치

상대 격차
계수(%)

최대치/최소치

상대 격차
계수(%)

최대치/최소치

1980

96.8

14.2

200.0

70.8

59.5

6.1

1985

87.4

12.3

170.0

31.4

55.8

6.0

1990

83.0

11.9

102.8

13.7

52.2

4.8

1991

81.8

11.6

89.6

12.1

50.0

4.9

1992

84.7

12.5

88.1

12.2

45.7

5.0

1993

85.0

13.2

88.1

11.6

44.9

6.3

1994

66.7

9.8

90.4

13.9

66.4

9.0

1995

66.4

10.2

96.7

17.5

70.8

8.3

1996

66.6

10.6

98.1

19.8

71.2

8.4

1997

68.6

11.6

102.3

18.9

75.8

9.1

1998

70.3

12.1

102.7

17.9

75.0

9.2

1999

71.9

12.5

105.2

15.9

75.1

8.8

2000

74.7

13.0

105.6

14.8

72.1

8.1

출처: 王玮(2019: 12)에서 재인용

시장화 개혁은 중국 각 지역의 경제 격차를 해소하지 못했다. 오히려
일정 시기 경제 격차를 확대시켰다. 지역 간 경제 격차는 중국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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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부각시키는 전제조건이 되었다.
둘째, 시장화 개혁은 중국 각 지역 간 유동성을 강화시켰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시장 주도의 경제체제 개혁을 진행함과 동시에 정치와 사회
등 방면의 관련 개혁을 진행하였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
동과정에서 자원배분 방식은 계획기제에서 시장기제로 전환되기 시작하
였다. 또한, 호적제도, 취업제도와 인사관리제도 등에 대하여 대폭 개혁
을 단행하여 사람과 생산요소의 지역 간 유동에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
지역 간 유동성을 제고시켰다
시장화 개혁은 중국 각 지역 간 유동성 규모를 확대시켰는데 이는 지역
간 인구이동 규모로 나타난다. 1987년 중국 인구이동 총규모는 3,000만
으로 개혁개방 초기 4배에 달한다. 1994년과 1999년 인구이동 총규모는
각각 4,000만과 5,000만에 이르렀으며 2000년에 이르러 인구이동 총규
모는 1억 명을 초과하였다(杨云彦, 2003: 106). 21세기에 들어서서 이동
규모는 대폭 증가하였는데 2005년에는 1.47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하였으며 2010년에는 2억 명을 돌파하여 2.21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 2014년에는 개혁개방 이후 최고봉으로 2.53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하였다. 그 후 몇 년간 인구이동 규모는 점차
하락하여 2017년에는 2.44억 명에 달하였다(国家统计局 编, 2018: 39).
인구 유동성 증가와 더불어 여러 가지 생산요소의 유동성도 대폭 증가
하였다. 이는 각 지역의 활발한 국내무역과 투자에서 나타났다. 과거 계
획경제체제 아래서 지역 간 무역과 투자는 반드시 국가의 지령성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으나, 지금은 경제 주체가 비교이익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
로 수행하게 된다. 비록, 지방 보호주의와 같은 지역 간 생산요소의 자유
로운 유동을 저애하는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경제체제 개혁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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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이런 장애요소는 점차 약화되고 소멸되고 있다. 지역 간 인구와
여러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유동은 지방재정 문제를 부각시키는 또 다른
원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셋째, 시장화 개혁은 지방정부를 상대적으로 독립된 이익 주체로 만들
었다. 시장화 개혁은 개인 이익에 대한 인정인 동시에 지방정부가 대표하
는 각 지역이 추구하는 개별 이익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
에서 각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별 이익은 서로 다르며, 지방정부가 대표하
는 국부 이익도 중앙정부가 대표하는 전체 이익과 구별될 수 있으며, 어
떤 측면에서는 서로 상충될 수 있다. 이 밖에 시장화 개혁에서 경제 환경
의 변화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지방정부에 일정
한 권력을 배분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특수 이익
과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목표에 따라 자주적으로 상응한 행위를 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지방정부가 갖는 상대적인 이익추구 행위는 지방정부의 자
주권이 비교적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문제는 더
욱 부각된다.

4) 중국 지방재정 문제 부각
중국 지방재정 문제를 지방재정체제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사권과 재정권 배분이 불균형한 상태이다. 경제개발구의 재정
수입은 2004년부터 지방의 경제개발구 구역범위 내의 실체 기업은 일반
공공예산수입을 계산의 기준수로 한다. 그리고 기준수 범위의 수입은 직
접 진(镇)에 귀속시키고, 기준수를 초과한 수입은 지방정부, 개발구, 진이
각각 1:2:7 비례로 배분한다. 현행 기준에 의하면, 2017년까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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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끌어들인 실체 기업의 재력은 모두 8,500만 위안인데 개발구에는
200만 위안밖에 배분되지 않았다. 실제로 개발구는 도시 기초시설 건설
과 유지, 환경보호와 오수처리 등에서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하는데 투자한
금액은 이미 2.6억 위안에 달하지만, 배분된 금액은 매우 부족하다. 이는
수입과 지출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낳았다. 하지만 향진(乡镇)은 외부기업
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개발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적은 지출을 한
다. 결국, 현행 체제에서 사권과 재정권은 불균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张翠勤, 2018: 498).
둘째, 건전한 감독기제가 취약하여서 재정자금 이용률이 낮다. 지방정
부의 재정배분 기능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권
력을 남용하여 정액 외의 각종 비용과 기금을 수취한다. 이 밖에 재정예
산자금 배분에 있어서도 지방정부는 계획경제 시기에 하던 대로 대부분
자금을 각 부서에 배분하고 명의상 업무부서와 재정부서 공동관리 형식
을 취하지만 사실상 주관부서가 총괄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감독기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자금은 예산과 배분 이전에 얼마 남지 않
는다. 또한, 사회사업 발전에 정부의 투자가 필요할 때 부서이익과 의지
에 조종되어 정책결정이 늦어지고, 행정 효율성이 낮아지고, 재정자금은
진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俞爱斌·俞镜淇, 2019: 38).
셋째, 명확하고 규범화된 재정공급 표준과 범위가 결여되어 있어서 정
부융자채무가 급증한 것이다. 관건적인 경제구조 전환 시기에 경제발전
은 새로운 시기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자금은 여전히 명
확하고 규범화된 배분 표준과 범위가 없다. 정부는 기본적인 재정지출을
보장하면서 도로, 녹화, 환경보호와 같은 기초시설 건설에 지출해야 한
다. 그런데 재정이 기초시설 건설에 투입되면 경제발전에 뒤쳐지고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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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현재 지방정부의 규범화된 공급 표준과 범위 부
재, 그리고 자금부족으로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절 역할을 못하고 있으
며, 해당 지역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张翠勤,
2018: 498).
넷째, 위축된 재원과 재정수입 확대 동력이 부족하다. 거시경제 운영
이 원활하지 못하고 시장불황에 처해 있으며, 지방경제 구조가 합리하지
못하고, 기본 재정세원이 감소되고 새로운 재정세원 발굴이 더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새로운 세제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세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감세 효과는 지방재정에
커다란 증세 압력을 주었다. 세제개혁 이전 영업세는 주요 세수로 지방제
정 수입의 1/3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영업세를 부가세로 바꾼 후 지방정
부의 증세체계는 재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俞爱斌·俞镜淇, 2019:
39). 앞으로 주요 세수를 확정하고 세수체계를 재정립하여 재정세원을
확보하고 재정수입 확대 동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가치적 제약
중국은 단일제 국가로 중앙과 지방정부는 행정영도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집행부문으로 중앙정부와 당 중앙의
이익을 대표할 뿐 자주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성급 정부는 국무원에서 제정한 공공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관철하는 역
할을 하며,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정
부 간 사회, 경제, 문화 측면에서 격차는 가치 왜곡을 불러온다(徐晓林·朱
国伟, 2011: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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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는 공공정책의 제정과 집행과정에서 이해득실에 기초
한 게임 과정이다(丁煌 等, 2004: 14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과
충돌, 억제와 게임 상태의 원인은 양자가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张惠·王冰, 2016: 15).
첫째는 경제적 가치의 문제이다. 경제적 가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띤
다. ⅰ) 경제적 가치는 다른 가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모두
가장 중요기하며,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제적 가치는 큰 차이가
없다.
GDP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성과평가체계에서 GDP가 다른 지역을 초
월했는가 하는 것은 해당 리더의 정치적 승진과 직접 연관된다. 결국, 각
지방정부는 대부분 경제지표의 성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정치실적
순위에서 경쟁자인 다른 성을 이기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점차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치를 포함한 과학적인 정치업적 평가체계를 모색하
고 있어서 지방정부의 경제적 가치 추구 정도는 점차적으로 수위가 내려
갈 것으로 보인다(张惠·王冰, 2016: 19).
둘째, 사회적 가치의 문제이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시 정도를 보면
중앙정부는 높고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일정하다. 2000년 이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중시 정도는 급속하게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는
큰 변화가 없는바, 양자의 사회적 가치 차이는 매우 분명하다. 급속한 경
제성장과 빈부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모순과 갈등은 더욱 첨예하
게 된다(张惠·王冰, 2016: 19).
중앙정부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사회가치를 점차 강
조하고 있다. 재정체계 중 교육, 위생과 사회보장 등 영역은 지방성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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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지방재정이 공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재정권과 사권(事权)이 통일
되어 있지 않아서 중앙정부의 정책은 지방정부의 재력과 감당 범위를 초
월하여 지방정부는 소극적으로 집행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앙과 지방
의 정책목표가 일치되지 않아서, 지방정부는 재력을 승진에 유리한 경제
영역에 투입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고려하는 사회적 가치는 큰 차이를 보
인다(姚尚建, 2013: 68-70).
셋째, 정치적 가치의 문제이다. 정치적 가치는 중앙이 주도하는데 지
방정부에 따라 그 중요성은 차이가 있다. 정치적 가치에 대한 강조나 선
전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지배적 지위에 있으며 지방정부는 종속적 지위
에 있다.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광둥성의 경우,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정
치적 가치에 대한 중시 정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앙정부는 정
부 권력구조의 핵심으로 정치적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며, 지방정부의 중
요도는 경제발전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광둥성은 먼저 중등 수
입 수준에 이른 지역으로 경제발전은 정부개혁에 강력한 동력을 얻을 것
이다. 때문에 공공서비스, 정부성과, 행정효율과 같은 정치적 가치를 더
욱 강조하게 된 것이다(张惠·王冰, 2016: 19).
넷째, 생태적 가치의 문제이다. 2000년부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생태가치에 대한 중시 정도는 뚜렷하게 상승하였다. 개혁개방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 방식은 생태환경을 악화시켰고 자원낭비를 초래하
였다. 각급 정부는 점차 경제성장 방식을 바꿔서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만
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高德胜·钟世
名, 2014: 40-41).

광둥성을 예로 들면, 생태적 가치에 대한 중시 정도는 중앙정부보다
높게 나타난다. 환경보호 정책은 지역경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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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생태보호 영역에 투입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생태
보호 영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게임의 초점이 되었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생태와 환경보호는 일종의 고급품이다. 사람들은 기본 생활과 물
질 수요에 만족하고 나면, 다음 고급품에 대한 수요를 중시한다. 충족한
물질적 재부를 축적한 이후, 광둥성과 같은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지방은
생태적 가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이는 광둥성 정부에서 실
행하고 있는 ‘저탄소 광둥’ 정책에서 잘 드러난다(张惠·王冰, 2016: 19).
다섯째, 문화적 가치의 문제이다. 문화적 가치에서 중앙과 지방, 지방
정부 간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비교적 낙후한 지방은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 현저하게 낮은 반면, 광둥성과 같이
경제가 비교적 발전된 지방의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도는 중앙정부
보다 높다. 문화와 생태 모두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경제발전 수준
이 높은 지역은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보다 생태적 가치를 더 중시한
다. 중앙정부는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축적한 다음 문화의 거대한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张惠·王冰, 2016: 19).

4. 지방 거버넌스의 제약
1) 거버넌스 관련 제도의 한계
국가 거버넌스(治理)처럼 지방을 둘러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생태
와 당의 건설 등 일련의 제도는 지방 거버넌스 체계의 핵심이 된다. 집권
적 전통이 있는 단일제 국가에서 중앙과 지방은 제도 측면에서 비교적 높
은 통일성을 갖고 있다. 국가는 거시적 제도의 설계자이고, 지방은 국가
법률, 규장 등 통일적인 제도의 집행에서 일정한 자주권을 갖는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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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일부 공백 영역에서 지방은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따라서 지방 거버넌스 현대화를 제약하는 제도는 총체적으로 국가
의 여러 제도체계와 밀접히 연관된다. 지방 거버넌스 현대화 추진에 작용
하는 제도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거버넌스 현대화 관련 제도 공급이 부족하다. 지방 거버넌
스 현대화는 지방정부의 기능전환을 요구하고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자주
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정부가 정부와 사회, 시장과의 관계에서
중앙이 바라는 유리한 변화를 요구한다. 때문에 신속히 중앙과 지방 관계
범주를 확정하고 사회조직 발전, 지방정부 혁신, 지방정부 정책결정, 지
방발전 평가 등에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거버넌스 현대화를 위한 제도,
법률 근거, 규범을 제공해야 한다(李尧远·任宗哲 等, 2018: 52).
둘째, 지방 거버넌스 관련 중요한 정책결정의 과학성이 부족한데, 여
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ⅰ) 기존의 많은 제도가 지방 거버넌스 현대화를
속박하고 있어서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방해하고, 새로운 사회모순과 거
버넌스 난제를 유발시킨다. 예를 들어, 기존의 세수와 재정제도에 의한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능력 약화, 호적제도에 의한 노동력 자유이동의
제한, 교육제도에 의한 사회 불공평 증가, 이중관리제도에 의한 사회조직
성장 억제 등이다. ⅱ) 국가 기능부서 또는 지방정부가 제정한 전망성이
없는 정책은 경제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예를 들면, ‘나눔 경제’의
대표로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타는 차’는 전통적인 택시의 시장독점을 타
파하며, 여러 면에서 사람들의 이동수요를 만족시키지만, 일부 기득권 집
단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지방의 새로운 정책은
나눔 경제 현상을 억압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새로운 사물과 산업발
전에 대한 전망성 및 예견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는 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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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력을 억제하며, 정부에 대한 군중의 기대와 신뢰에 위배되며, 거버
넌스 현대화의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李尧远·任宗哲 等, 2018: 53).
셋째, 제도가 취약하다. 과학적인 제도가 취약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실행력이 미흡하다. 정책표류는 집행 주체의 입장에 영향을 주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방치하게 한다. 법치화는 거버넌스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정부의 의법행정은 법치화의 필연적인 경로이다. 중국공산당의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법에 의한 거버넌스’라는 이념이 제기되었다.
중앙은 각급 정부의 법제건설과 의법행정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였으며
199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 10일까지 「의법행정 전면적 추진에 관
한 결정」 등 4개의 의법행정 관련 규장제도를 반포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시대와 함께 발전한다는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새
로 추진되는 조치들 간의 유사성과 중복성이 높아 제도의 정합성이 떨어
지고 있다(李尧远·任宗哲 等, 2018: 53).

2) 거버넌스 관련 주체의 한계
거버넌스 주체는 거버넌스 현대화 임무의 담당자로서 의식, 능력, 발
전 수준 등의 거버넌스 현대화의 추진과 효과에 영향 주는 중요한 요소이
다. ‘다중심’ 거버넌스 강조를 핵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지방 거
버넌스의 주체는 지방정부, 민간부문, 사회조직, 공민 개인 등이 포함된
다. 이런 주체들은 소재하고 있는 지방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의 기
업, 사회조직과 개인일 수 있다. 심지어 지방 거버넌스에서 정부 주체는
지방정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앙정부도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는 모두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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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또한 서로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방 거버넌스 현대화에 영향
주는 주체의 한계 다음과 같다(陈亮, 2016: 112).
첫째, 인식의 한계이다. 지방정부의 인식의 한계는, 한편으로 전통적인
명령과 권위에 습관화되어 초래되는 다른 주체와의 협력 인식이 부족하
며, 다른 한편으론 계약정신, 법치정신과 같은 현대 거버넌스 인식의 부족
으로 나타난다. 사회조직, 민간부문과 개인의 인식의 한계는 한편으로 계
약정신, 협력정신과 공공정신 결여, 다른 한편으로 장기간 존재해온 각급 정
부에 대한 의뢰 심리에서 비롯된 독립의식, 주체 의식의 결여로 표현된다. 이
로 인해 우세한 영역에서도 마음대로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陈亮, 2016: 112).
둘째, 능력의 한계이다. 거버넌스는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법행정 능력,
과학적 정책결정 능력, 정책집행 능력, 위기관리 능력을 요구한다. 각 지
방에서 일어나는 강제철거, 정책집행 실패, 이익집단에 의한 차단, 끊임
없는 돌발 상황 등의 현상은 지방정부 거버넌스 능력 제고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사회조직의 발달 수준이 낮고, 민간부문과 개인이 공공사무
에 개입하여 관리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지방 거버넌스 참여의 걸림돌이
된다(李尧远·任宗哲 等, 2018: 53).
셋째, 관계의 한계이다. 거버넌스 현대화는 다원 주체 간에 협력 패턴
이 필요하며,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 간에 협력 의식이 요구된다. 더 중요
한 것은 거버넌스 문제에 대하여 이익, 가치, 방식 등에서의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 거버넌스 과정에서 정부부문, 비정부부문, 민간부
문과 개인의 목표 간에 격차와 이익충돌을 피할 수 없고 조화롭지도 못하
다. 이는 최근에 발생한 쓰레기처리장 부지선택, PX 프로젝트 건설 등에
서 발생되는 혐오시설 반대(Not In My Back Yard) 유형의 사건에서 잘
나타난다. 다원 주체 간의 권리와 책임 범주 확정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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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 주체 간에 유리한 협력관계 구축이 어렵고 이익과 목표의 충돌도 집단
행동의 딜레마를 초래하여 ‘거버넌스 실패’ 현상이 나타난다(王东旭,
2018: 97).

3) 거버넌스 관련 자원의 한계
어떠한 목표의 실현도 반드시 일정한 자원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데
지방 거버넌스 현대화도 마찬가지다. 공공재 공급, 공공서비스 제공, 격려
기제 수립, 중대 위기대응 등은 모두 일정한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 지방 거
버넌스 현대화 과정에서 자원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李尧远 等, 2017: 133).
첫째, 재력의 한계이다. 1994년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하는 조세제도
인 분세제 실행 이후,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엄청난 변
화를 하여서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은 상당히 증가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담당하고 있는 사권 책임과는 매칭되지 않
고 있다. 2015년 재정수입을 예로, 1~12월 합계 전국 일반공공 재정수
입은 152,217억 위안으로 전해 대비 8.4%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 중앙
일반공공 예산수입은 69,234억 위안으로 7.4% 증가하고 지방 일반공공
행정수입은 82,983억 위안으로 9.4% 증가하였다. 1~12월 합계 전국 일
반 공공예산지출은 175,768억 위안으로 전해 대비 15.8% 증가하였다.
지방재정 용도의 지방수입, 중앙세수 반환과 이전지출 금액 및 잔고자금
등은 모두 150,219억 위안으로 16.3% 증가되었다103). 수입구성으로 보면,
중앙재정은 전체 재정수입의 45.48%, 지방재정은 54.52%를 차지하여

103) 中华人民共和国财政府. Retrieved from http://gks,mof.gov.cn/zhengfuxinxi/gongjishuju/201601/
t20160129_1661457.html (검색일, 20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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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은 중앙재정보다 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재정 지
출은 수입을 훨씬 초과하였다. 2015년 말까지 지방재정 채무는 약 16만억
위안으로 GDP 총량의 23.6%를 차지하여 미국 지방정부 13~16%의 부
채율 상한선을 초과하였다. “2015년 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국무원의 지방정부 채무 규범화에 관한 관리 업무보고에 따르면,
100여 개의 시급, 400여 개의 현급의 채무율은 100%를 초과하였다.”104)
<그림 6-2>은 1980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 중국의 중앙정부, 지방
정부, 국유기업, 민영기업, 가계가 GDP에서 차지하는 부채 비율을 보여
준다.

그림 6-2

중국 부채 비율 추이

출처: Retrieved from https://www.macrobusiness.com.au/2019/05/australian-dollar-hangs-on-as-china-buckles/
(검색일, 2019.10.9)

104) 凤凰财经网. Retrieved from http://finance.ifeng.com/a/20160131/14199957_0.shtml (검색일,
20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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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은 재정수입, 지출책임과 부채 등 여러 제약을
받는다. 이는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위기 대응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재력의 한계는 거버넌스 주체 간의 재력 격차에서도 오는데, 지방
정부 재력이 취약할 때, 의존성을 가진 사회조직의 재무 상황도 악화되
며, 민간부문의 재력은 상대적 우위에 있게 된다.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서 민간부문은 자신의 재력 우위를 빌어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하
게 되며, 지방정부는 재정압력에 굴복하여 공공이익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李尧远·任宗哲 等, 2018: 55).
둘째, 인력의 한계이다. 지방 거버넌스에서 인력의 한계는 주로 두 가
지이다. ⅰ) 인재 지역분포의 불균형이다. 경제발전 수준, 생활업무 조건,
발전기회 등 요소의 영향으로 우수한 인재는 동남 연해도시, 베이징, 상
하이, 광저우 등 특대도시에 모이는 추세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서부 지역과 2선, 3선 도시는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ⅱ) 거버넌스 주체
간 인재 분포의 불균형이다. 지방정부는 관리인재의 우세, 기업은 기술인
재의 우세를 갖지만, 사회조직은 인적자원 측면에서 상대적인 열세에 놓
여있다. 지방 거버넌스에서 인적자원 분포의 불균형은 지역 거버넌스 현
대화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며, 거버넌스 주체 간 인재 분포의 불균형은
거버넌스 수준과 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李尧远·任宗哲 等,
2018: 55).
셋째, 물력의 한계이다. 기업의 클러스터 상황, 지방경제의 발전 수준,
지방의 자연자원 보유 수준은 지역 간 물력의 한계를 낳는 직접적인 원인
이다. 비교적 발달한 중동부 지역 외 중서부의 많은 지역은 거버넌스 현
대화 과정에서 생산자원, 기초시설자원, 거버넌스 도구 자원의 제약을 받
는다. 상이한 주체 간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기초적 지위가 완전히 확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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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많은 실제적인 자원을 통제하고 있어 물질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李尧远·任宗哲 等, 2018: 56).

4) 거버넌스 관련 도구의 한계
지방 거버넌스 현대화 과정에서 기대한 효과를 거두려면 좋은 도구
(tool)가 필요하다. 지방 거버넌스 현대화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가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기술 도구의 한계이다. 정보기술의 신속한 발전은 이미 현재
거버넌스 생태와 거버넌스 환경을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거버넌스
주체는 반드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 사용에 신속히 반응할 수 있어
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새로운 매체의 확대 보도, 인터넷 폭력, 공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휴대용 영상설비의 위협, 보이스피싱 등의 문제는 새로
운 거버넌스 난제를 발생시킨다. 만약 지방정부, 사회조직, 민간부문 서
로가 거버넌스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문제 해
결은커녕 이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지방 거버넌스 현대화 과
정에서 정보 도구 사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각 주체의 인터넷 주소, 웨이
보, 위챗, 정보관리 시스템, 인터넷 근무 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플랫폼 모
두가 별도로 존재하며, 정보 도구 발전 수준 또한 차이가 있어 협력적 효
과가 나올 수가 없다(李尧远 等, 2017: 133).
둘째, 계약 도구의 한계이다. 사회를 향한 정부의 분권은 완벽한 제도
와 법률에 의거하며, 사회와 시장에 대한 분권의 주요 방식은 일반적으로
계약에 기초한다. 지방 거버넌스 과정에서 지방정부, 사회조직, 민간부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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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일정한 사회사무 거버넌스에 대해 의견 합의를 이룬다면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의 형식으로 안착되고 각자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
행하면 된다. 계약도구의 한계는 지방정부의 의법행정 의식의 미흡, 사회
와 시장조직의 계약과 평등정신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대부분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거버넌스 국면에서 자신의 주도적 지위와 행정계약에서의 상
대적 우세를 이용하여, 자유재량권을 남용하여 계약이 깨지며, 사회조직
및 민간부문은 자신들의 열세 지위와 의존성 때문에 계약에 따라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예정수익 혹은 보장받아야 할 수익이 손해를 입게 된
다. 이렇게 협력 상황은 쉽게 깨지며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관리하는 상태
로 되돌아가게 된다(李尧远 等, 201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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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1. 법적 제약
1) 법치화 문제
신 중국이 건립된 이후 몇 차례 권력 이양과 회수를 반복하였는데 중
앙과 지방 관계의 긴장과 규범상실 국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
였다. 일부 학자들은 “민주집중제 원칙 아래 형성된 중앙과 지방 관계는
완전히 제도화와 법률화된 관계가 아니라 권력과 신앙에 따라 유지되는
정치관계”(金太军, 1999: 67-71)라고 주장한다.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서 각자의 권력과 의무에 의해 형성된 이익관
계는 양자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 관계의 변
천 과정은 권력과 의무의 배치, 조절과 조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에선 “권력을 집중하면 활력을 잃고, 권력을 분산
하면 통제력을 잃는” 비정상적인 순환 상태가 나타난다. 이는 사회변혁
시기 중앙과 지방 관계가 직면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张艳, 2008: 22).
중국 헌법, 국무원조직법, 지방조직법과 행정법규, 부서 규장 등에서
권력행사에 대한 규칙은 단지 일반적인 원칙성 규정이다. 현실 정부행위
에서 권력행사는 주로 정부 부서가 자신의 일부 내부 규칙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규칙들은 임의성과 모호성이 짙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가 권력행
사 과정에서 법률의 빈틈을 타는(钻空子) 현상을 초래한다. 권력행사의
법률 규칙은 깊이가 부족하여, 구체적으로 권력을 규범화해서 제약 할 수
가 없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5).
법치의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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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한다(金亮新, 2007: 144-148). 첫째, 중앙과 지방의 법정권력,
의무배분이 불명확하고 권한이 중첩되며 서로 충돌된다. 비록, 헌법과 지
방조직법 등 법규들이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
런 규정은 원칙적·개괄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양측의 권력행위를 효과적
으로 규범하고 제약하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서로 다른 법률과
법규가 중앙과 지방의 권한에 대한 규정이 서로 상충되어 서로 책임을 전
가하거나 상대방의 권력 범위를 침범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변동에는 상응하는 안정성이 부족하고 자
의성이 강하다. 현재 중국의 권력이양은 규범화와 체계화가 되어 있지 못
하고, 그 권력은 엄격한 제한이 결여되어 있다. 엄격한 감독과 제약이 없
어서 권력행사는 권력남용이 생기고, 동시에 중앙과 지방은 장기간 집권
주의와 지방주의 양 극단에 놓여 있다.
셋째, 조정 방식이 일방향이다. 중앙정부는 중앙과 지방 권력 변혁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 현실 수요에 따라 임의로 권력을 회수하거나 이양한
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자신의 상응한 독립지위를 상실하여 종적인 국가
권력구조 조정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피동적 위치에 놓여 있다. 지방의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상급 기관에서 정책을 제정·반포하여
도, 지방정부 및 하급 기관은 해당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교묘하게 허점
을 이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넷째, 중앙-지방 조정 방식이 낙후하다. 중국은 지나치게 정책에 의거
하여 중앙과 지방 간 권력의 모순을 다루며, 법률규범과 제도의 역할을
경시한다. 비록, 정책에 의한 조정은 중앙과 지방 관계의 민첩성에 유리
하고 비용절감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은 폐단을 가져
온다. ‘법치국가 건설’을 이미 현행 헌법에 규정한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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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개혁은 오직 법률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 법률법규의 반포와 실시
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 관계의 개혁에 법률적·제도적 의거와 보장을 제
공해야만 개혁과정에서 자의성과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다. 법률이 정치·
경제에서 조정 역할을 무시하면, 결국 인위적·주관적 요소의 영향을 받
게 되며, 중앙과 지방 관계의 유리한 발전에 많은 저해를 가져오게 된다
(金亮新, 2007: 144-148).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중국이 중앙과 지방관계 모순 해결에 진퇴양난
을 초래한다. 법치 원칙은 국가권력의 배분과 운영에 있어 반드시 엄격한
법률에 의거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과 지방관계를 놓고 볼 때, 법률적 경
로로 중앙과 지방은 권력행사의 법적 의거와 합리적인 운영공간을 확보
해야 한다. 또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조정을 법치화
와 규범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张艳, 2008: 22).

2) 헌법 규정의 문제
중앙과 지방관계에 대한 현행 헌법의 제도적 배치는 많은 문제가 존재
한다. 첫째, 양적인 측면에서 헌법에는 일부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어 어느
정도 중앙과 지방관계의 불균형을 낳고 있다. 먼저, 중앙과 지방 간 국가
권력의 분담이 결여되어 있다. “중앙과 지방의 구체적인 직권 구분은 분
담식이 아니고 권력 수에 따른 분할이며, 중앙의 전속 권력 외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에 부여한 권한은 거의 일치하거나 대등하다.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의 복제품이며, 지방정부 간에 명확한 권력 분담이 미흡하다”(刘华,
2009: 506).
이러한 법규정은 중앙과 지방 권력의 심각한 동질화를 초래하며(张志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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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71), 중앙권력이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결함은 급속히 전국으로
확산되어 권력 틀의 불안정과 와해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이런 규정은
지방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지방정부로 하여금 완전히 중앙정부
의 부속물로 전락시켜 마땅히 이원화되어야 할 중앙과 지방 관계가 돌연
히 일원화가 되기도 한다. 권력은 대등하지만 계층 차이가 존재하고, 또
한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에 충분한 권력행사의 여지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지방정부는 헌법상 비록 독립적이지만 유명무실하게 된다(熊文钊, 2005:
162-169).
둘째, 질적인 측면에서, 일부 헌법조문 규범은 너무 추상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중앙과 지방 관
계의 총칙적 원칙인 제3조 제3항은 이미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중앙과
지방 관계의 법제화라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선언이라 할 이 조항은 사실상 중앙과 지방관계에 대한 마오쩌
둥의 연설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1956년 4월 마오저뚱은 「10대 관계를
논함」에서 “중앙과 지방 관계 또한 서로 모순된다. 이 모순을 해결함에
있어 우선 중앙의 통일영도 전제 아래 지방의 권력을 확대하여 더 많은
독립성을 부여하여 지방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강한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유리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毛泽东 文集,
1999: 31-32; 郑毅, 2011: 48에서 재인용).
이는 비록, 정치적으로 원칙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헌법 조문에는 그
어떤 구체적 실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대 가치라면 헌법 중 다른
중앙과 지방관계 조항에 기초적인 지도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항은 적극적인 역할 대신 중앙과 지방 관계의 정치, 법제 등의 측면에
많은 모호한 공간과 난제를 유발한다(郑毅, 2011: 48).

452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3) 거버넌스 법치화 문제
아울러 지방 거버넌스 법치화 측면에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 거버넌스 주체의 법치의식이 부
족하다. 거버넌스 과정에서 일부 영도간부들은 거버넌스 목표와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으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며 행정수단과 법률수단
을 분리하여 법률을 거버넌스 과정에 걸림돌로 간주하고 있다. 많은 영도
간부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법에 의거하지 않고 법을 아예 모르거나 지
키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토지징용, 건물철거, 사회치안,
민간분쟁, 식품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불법적인 수단으로 단기
성과를 추구하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법을 어기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지방 거버넌스 현대화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刘云, 2015: 117).
다음으로, 거버넌스 주체의 직능과 권한이 모호하다. 상술한 바와 같
이, 비록 헌법에서 중앙과 지방 관계는 중앙의 통일영도 아래 지방의 주
도성과 적극성을 발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원칙이 강하고
모호하여 조작하기 힘들다. 현실에서 중앙과 지방의 충돌과 마찰을 초래
하며, 중앙이 지방 사무에 관여함으로 지방정부는 부득이 편법을 사용하
게 된다. 정부와 시장 관계를 보면, 제도적인 규정과 법치의 제약이 결핍
하여 정부가 지나치게 미시경제와 자원배분에 직접 관여한다. 또한, 엄격
하고 복잡한 정부심사 절차는 공평경쟁이라는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시
장이 자원배분에서의 역할을 저해하며, 지방 거버넌스 현대화 진척에 영
향을 미친다. NGO 등록제는 엄격한 이중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정부문과 업무부문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NGO 발전을 제
한할 수 있다. 많은 NGO는 합법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 관련 당정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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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되는데 이는 독립적인 법인 지위 상실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모두
지방 거버넌스에서 다원 주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을 제약한다(刘云,
2015: 117).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과정에서 행정법집행 과정이 규범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 거버넌스 과정에서 법집행 문제는 집행과정이 엄격하지 않고,
규범화되어 있지 않으며, 분명하지 않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
(권력남용) 일부 법집행 주체는 집행하지 않거나 아예 불법으로 집행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킨다. ⅱ) (법정 절차 위반) 일부 행정 주체
는 법집행 과정에서 집행절차, 집행순서, 집행형식, 집행방법과 집행시한
등을 어긴다. ⅲ) (강제집행) 일부 집행기관은 ‘공익’이라는 명목 아래 고
강도 집행을 강행하여 지방 거버넌스 질서와 사회의 안정을 파괴한다(刘
云, 2015: 117).

2. 중앙-지방정부 관련 기능 제약
1) 기능과 책임 불일치
거시경제관리, 시장감독,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등의 정부기능은 기
능별로 독립적으로 완성할 수 없으며, 다른 부문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
다. 따라서 다양한 정부기능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는 임무를 완성
해야 할 기능부서에 상응한 권리·책임·이익을 배분해야 한다. 다른 한편
으론 상응하는 인력·재력·물력을 보유하여 다른 협력부서와의 업무 협조
를 해야 한다. 각급 정부의 협력은 반드시 주종관계, 즉 선두 부서와 협
력 부서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 권력 및 책임과 이익을 각 기능부서에 배
분해야 한다(刘承礼, 2016: 113).

45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하지만 종적인 측면에서 각급 정부와 기능부서 간에 권리와 책임, 이
익배분은 불균형적이다. 이는 다양한 기능부서의 적극성과 능동성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리해야 할 사무를 서로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권력이 작고 책임이 큰 출산정책, 환경정비
등이 그 예다. 또한, 일부 자신이 관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공
공사무는 서로 쟁탈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권력이 크고 책임이 적은 공상
세무, 행정심사 등이 그 예다. 이렇게 여러 부서 간 종적 권력의 공석 또
는 월권 현상이 나타난다(刘承礼, 2016: 113).
종적(条条)인 측면에서 볼 때, 권력집중으로 중앙정부는 자원배분, 재
력 이전(转移)과 정책결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반면, 지방정부는 자원 확
보와 정책집행 등의 역할을 한다. 결국, 중앙과 지방 관계는 권력과 책임
이 대등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난다. 중앙정부는 ‘권력이 크고 책임이 적
고, 재력이 크고 임무가 적다.’ 반면, 지방은 ‘권력이 작고 책임이 크며,
재력이 적고 임무가 많은’ 이른바 종적 집권이 발생한다. 횡적인 측면에
서 보면, 지방 기능부서는 이중지위를 갖는데 하나는 중앙 기능 部委의
‘다리’ 역할을 하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의 구성 부서이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집행기구로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이를 기회로 관리를 강화
하고 권력을 확대하며, 자원 확보에 치열하다. 이것이 이른바 종적 권력
확대 또는 권력 독점인 것이다(王文杰, 2018: 23).

2) 비합리적 기능조정
권력의 과도한 집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능과 책임의 불분명, 규
범결여 등은 지방정부의 기능 전환에서 나타나는 한계이다. 즉,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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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가 바로 주된 원인이며 다음과 같다(贺甜甜, 2019: 120).
첫째, 중국은 책임과 권력 구분에 있어 각급 지방정부의 권력이 중앙
으로 집중되어 있다. 특히, 성급정부 이하의 지방정부의 인력, 재력, 물력
관련 권리는 모두 상급 정부에서 하달한다.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지방의
활력을 억제한다. 또한, 권력행사는 엄밀하고 분명한 절차의 부재로 지방
정부의 권력남용, 부패 현상을 초래하고 군중의 이익을 침해한다.
둘째,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 각급 지방정부 간에 기능배치가 혼란하
고 각자의 기능, 책임, 직권 범위에 대한 인식 또한 모호하다. 무엇을 관
리하고 누가 관리하며,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하며,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
는 것이 규범화되어 있지 않아 지방정부의 권력운영 과정에서 공석, 월
권, 착란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셋째, 지방정부에서 권력과 책임 및 이익 간의 불균형 행위가 나타난
다. 각급 정부 간 사권(事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행 재정관리체계 또
한 개혁을 더욱 어렵게 한다. 사권의 불분명은 불합리한 재정재원 배분을
초래하고,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와 상품제공 능력을 낮춘다. 따라서 적
지 않은 지방정부는 직접적인 기업운영, 지방보호, 시장규제 완화 등을
통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재정수익을 확보하려 한다. 이는 자원배분
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며 행정개혁의 추진을 제약한다.
전면적인 개혁심화 과정에서 행정관리체제개혁은 개혁의 중심 위치에
놓여 있다. 현재 중국 행정개혁의 실천과정을 볼 때, 개혁의 정체는 다른
개혁심화에 제약이 되는데, 그 주된 원인은 체제 내에 축적된 모순들이
다. 구체적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재력 및 사권사이 비대칭, 권력이양과
회수의 반복, 지방정부와 민중 간 충돌 가능성 증가, 지방정부 공공서비
스 제공 능력의 한계, 개혁의 주체이자 개혁의 대상인 정부 역할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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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발전에 따른 강제규제 타파에 대한 시장의 요구 증대, 정부와
사회 역량과의 모순 등이다(汪火根, 2014: 115-117).

3) 과도한 경제기능 중시
단편적으로 GDP 수치에만 치중하는 행태는 오늘날 중국 지방정부에
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상호협조 능력을 낮춘다. 각급 지방정부는
정부의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현재의 GDP 수치만을 평가한다. 이로 인
해 GDP 관련 정책만을 추구하게 하여 정치, 문화, 사회, 환경 관련 조화
로운 발전은 소홀히 되고 있다. 이를 사회적 차원에서 본다면, 지방정부
의 장기적 이익을 낮추게 된다. 결국,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서 협조 능
력까지 낮출 수 있다(方雷, 2010: 110).
당면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
발전이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GDP와 경제 총량 증가를 추구하는 것은
지방정부 기능 전환의 제약요소로 작용한다(金太军·赵晖, 2005: 218).
贺甜甜(2019: 120)은 지방정부가 경제기능을 중시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첫째, 지방정부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한다는 사상에 대
한 정확한 인식이 미흡하다.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모든 역량
을 집중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다음 사
회복지, 생태환경 등 기타 방면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둘째, 중국은 시장 주체, 사회조직 발전 수준이 낮은 탓에 오직 정부에
의거하여 자원을 집중하여 경제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지
방정부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시장과 사회에 대한 미시적 관리에 참여하
게 하였으며 심지어 행정관리 방식으로 기업과 사회조직을 관리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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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 ‘강한 정부’는 기업과 사회조직의 의존성을 키우고, 시장과 사회
조직의 활력과 창의력을 억제시켜, 결국 이러한 악성순환은 사회주의 시
장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
셋째, 일부 지방정부는 경제가 발전하면 문화, 환경, 민생복지, 사회공
평과 정의 등의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전면적으로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한다는 발전목표와 괴
리된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인민생활
수준도 뚜렷하게 높아졌다. 현재 임무는 ‘5위일체(五位一体)’의 전략구도
를 통하여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의 전면적인 조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단순히 경
제성장만 추구하는 것은 이미 중국 현대화 건설요구에 부합되지 않기에
지방정부의 낡은 관념은 사회 각 방면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

3. 중앙-지방정부 관련 제도의 제약
1) 수직관리제도의 불합리
국무원 각 기관의 주요 직책, 내설(内设) 기관과 업무인원 편제 규정에
따르면, 중국 정부기관 간에 예속관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분급관리’로, 해당 급 정부의 영도관리만 받는다. 두 번째는 ‘이
중영도(双重领导)’로, 동시에 국무원 혹은 상급 주관 部委(지방은 부서)와
해당 급 정부의 영도를 받는다. 세 번째는 ‘수직관리형’으로, 중앙 혹은 상
급 주관 부서의 파출기관으로, 지방정부의 영도관리를 받지 않는다(林尚
立, 2017; 顾蕾·张卫东, 2018: 114에서 재인용).

정부의 수직관리의 주요 특징으로, ⅰ) 지방수직관리 부서는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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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방권한에 대한 상수로서 중앙정부 조직의 일부에 속한다. 소속(分
枝)기관 혹은 파출기관의 업무처리 소재는 지방에 설치해 있지만, 그 인

사 편제(编制), 업무관리, 재무경비 등은 모두 중앙 部委가 직접 총괄 관
리하며, ⅱ) 수직관리 부서의 설치 범위는 광범위하고, 계층, 행정구역,
지역을 넘어 설립할 수 있고, ⅲ)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고 지방을 감독하
는 역할을 겸하고 있고, ⅳ) 관리계층 형식의 다양화로 하나의 계층을 설
치할 수 있고, 여러 계층을 설치 할 수도 있다(顾蕾·张卫东, 2018: 115).

표 6-4

수직관리체계의 장점

중앙은 일부 영역에서 부서 수직관리를 실행하여 지방권력을 거두(上收)고, 효과적으로 지방주의
중앙집권 강화,
팽창을 억제하고, 중앙 권위를 강화함.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거시적인 조절을 하고,
중앙 권위 강화
지방에 대한 중앙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데 유리함
정령의 관통을 수직관리 부서는 위에서 아래인 ‘하나의 장대’ 관리를 실행하며, 인사, 재정, 정책집행 등에서 상대적
보장하고, 행정 으로 독립적이고, 지방정부의 제약과 방해를 받지 않아, 중앙 정령의 관철, 정부 전달 통로의 최적화
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 행정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장 직능을 향상
점 권책의 일치 보 수직관리를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권책일치 원칙에 따라 활동을 조직함. 문제가 출현할 경우, 내부에
장, 법에 따른 행 서 조사․문책하여 분급관리 중 감독 部委와 지방정부가 서로 떠넘기려는 상황을 피하고, 권책의 위치
정 추진
설정, 제약 기제를 규범화하고, 법에 따른 행정을 추진하는데 유리함
수직관리 모형의 실행, 특히 지역 사이, 구역 사이 수직관리 부서의 설립은 지역 혹은 행정구역의
지역 협조 추진,
경계를 타파하여 자원을 통합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간 협동․합작을 추진하고, 자원의
자원배치 최적화
최적화 배치에 유리함
주: 顾蕾·张卫东(2018: 116-7)을 근거로 작성함

<표 6-4>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직관리체계는 다음과 같은 폐
단을 드러낸다.
첫째, 부서 간의 갈등을 쉽게 유발한다. 수직관리 부서는 상급 部委(지
방은 부서) 영도의 직접적인 영도를 받아, 그 소속기관은 지방에 소재(驻
派)하고 있지만, 그 인사, 재정 등 권력은 지방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수직 부서는 쉽게 권력독점의 ‘부서 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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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여, 단지 부서 이익만을 강조하여 “권력 부서화, 부서 이익화, 이익
합법화”라는 권력의 악순환을 낳든다. 지방 직능부서와 비교하면, 수직관
리 부서는 경비와 예산이 많고, 편제 규격이 높고, 복지와 처우가 좋아
공무원 집단 중에서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하여 갈등을 낳는다(顾蕾·张卫
东, 2018: 117).

둘째, 지방의 적극성 발휘에 악영향을 준다. 많은 정부 部委에서 수직
관리를 실행한다. 특히, 실체성 수직관리는 지방정부관리의 권한을 약화
시킨다. 일부 영역에서는 어떤 권력은 그 관할 권한이 없는 관계로 지방
의 적극성을 떨어뜨린다. 일부 중앙과 지방에 존재하는 중복적인 업무로
인해 서로 떠미는 현상도 발생한다(宋琳, 2013; 顾蕾·张卫东, 2018:
117).
셋째, 정책결정이 지방 발전의 수요에 못 미치고 있다. 수직관리 부서
는 중앙행정관리 部委에서 직접 설치하며, 상급 기관의 정책을 집행한다.
전반적으로 지방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여러 문
제가 나타난다. 비록, 지방정부는 현지의 정치경제 발전 상황에 대해 상
대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이 취약하다
(顾蕾·张卫东, 2018: 117).
넷째, 수직관리 내부에는 쉽게 부패가 생긴다. 수직관리를 실행하는
部委는 지방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지만, 동시 지방정부의 감독 직능

이 약화되기도 한다(封丽霞, 2011; 顾蕾·张卫东, 2018: 117). 일부 지역
은 중앙과 멀리 떨어져서 파견기관의 내부감독이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수직관리 部委에 있는 관원의 행위에는 강력한 내외부 감독이
결여되어 관원의 권력행사는 효과적인 제약과 제한을 받지 않아서, 관원
들은 사익추구 행위를 하여 부패를 도모하기도 한다(顾蕾·张卫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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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더욱이 수직관리 기제는 효과적으로 지방보호주의의 간섭을 배제할
수 없고, 각자 임의적으로 처리하고, 혹은 악성 경쟁이 나타나고, 사적으
로 이익을 공모할 수도 있다(董娟, 2009). 효과적인 내부감독 기제가 결
여되어 있고, 효과적인 규범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중앙과 지방
정부 간에는 권력 마찰이 쉽게 발생한다(顾蕾·张卫东, 2018: 117).

2) 지방정부 권력배치의 문제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현
실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비롯되지만, 여기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권력
배치의 문제를 검토한다.
중국은 오랫동안 중앙정부가 모든 정치권력의 자원을 장악하고, 지방에
대하여 정치관리와 행정통제를 실행하는 고도의 중앙집권체제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체제에서 중앙은 지방에 대하여 절대적인 정치적 지휘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방의 적극성 발휘를 제약하여, 전국의 민주정치 발전
을 불리하게 한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2).
첫째, 고도의 중앙집권화를 통해 상급 정부는 과도하게 하급 정부의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화시켰다. 이는 지방정부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억
제하고, 또한 상급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중국 정치체제개혁이 지체
되면서, 장기적인 중앙집권 통치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는 자주성과 창조성 그리고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상급 정부가 권력이양을 하지 않아서, 일부 하급 정부는 ‘책
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有责无权)’ 현실이다. 이런 문제는 기층에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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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뚜렷하다. 현(县) 정부가 상당한 권력을 집중시킨 결과, 향진 정부
는 권력이 없는 행정판사기구가 되어서 기층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2).
둘째, 지방정부의 재권과 사권이 서로 걸맞지 않은 상태이다. 즉, 지방
정부의 재권은 점점 작아지고, 사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재권 측면에서,
1994년 중국은 분세제 개혁을 실행하여 지방정부 수입이 중앙과 상급 정
부에 유입되게 하였다. 사권 측면에선 행정체제개혁으로 중앙정부는 끊
임없이 권력이양(放权)을 하여 지방정부의 권력과 직책은 상당히 확대되
었다. 두 가지 측면은 서로 제약하여 지방정부에 방대한 재정적자를 유발
했다. 재권과 사권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었다. 즉, 중앙정부 혹은
상급 정부는 지방정부 혹은 하급 정부의 재권을 과도하게 회수하였다. 반
면, 지방정부 혹은 정부는 과도하게 지역 사회의 사무관리 책임을 떠맡았
다. 결국, 재권과 사권은 서로 균형을 잃게 되어 최종적으로 지방정부의
권력행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2).
셋째, 권력배치가 과학적이지 않아서 행정 효율성이 낮다. 이는 중국
정부의 권력배치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의 하나이다. 행정 효율
성이 높지 않은 것은 지방정부 내부 권력구조가 합리적이지 않고, 각 부
서 간 관계가 조화롭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직능부서 간 권
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서 ‘권력은 크나 책임이 작고’, ‘책임은 작으나
권력이 크고’, ‘권력은 있으나 책임은 없고’, ‘책임은 있으나 권력이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과정 현실에서 권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
고, 책임을 떠넘기고, 권한과 책임이 통일되지 않아서 권력 자원에 대한
쟁탈과 행정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현실이다. 또한, 지방정부 내부에서 일
부 부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효과적인 감독이 결여되거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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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 엄격하지 않다. 권력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감독이 제대로 이
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패를 심화시키고 있다. 각종 위법 현상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지방정부는 이미지 훼손을 당하고, 지역 인민군중의 신임
을 잃어, 지방정부는 행정명령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亢犁·杨宇
霞 主编, 2015: 52).

3) 평가제도의 제약
어느 조직이든 조직 미션과 전략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
직구성원은 업무(과제, 사업, 프로그램 등)를 수행한다. 그런데, 민간조직
이든 공공조직이든 어느 조직에서든 직무에 충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하
거나 무사안일에 빠져든 조직구성원이 존재한다. 조직의 존립 목적을 확
보하기 위해 감독관리나 평가는 불가피한 것이다.
중국 정부 역시 행정관리체제개혁 심화, 서비스형 정부건설, 업무달성,
정책 집행력 확보, 공무원 역량 강화, 간부기풍 등의 확보를 위해서 성과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王永钦 等은 “중국과 같은 대국에서 지역 간 자연, 지리, 역
사, 사회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질성으로 인해 상대평
가의 지표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상대평가의 효과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王永钦 等, 2007: 4-16; 김윤권 외, 2013: 240에서 재인용)고 주
장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 지역 간 선천적인 차이나 혹은 개혁 이후 누릴
수 있는 정책의 차이로 인해 수익증가 효과가 나타나서 경제성장의 격차
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기타 외부 요인이 없어도 낙후한 지역은 상대적으
로 더 가난하며, 부유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부유해질 수 있다(陈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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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2004: 54-63; 김윤권 외, 2013: 240에서 재인용).

중앙정부는 지방의 경제성장의 성과가 수익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지
방관료들이 노력한 결과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때문에 중앙정부는 상대
평가에서 편차가 발생하거나 혹은 난감할 때가 있으며, 가끔은 경제성장
속도의 감소를 통계량에 포함시켜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확대시키기도
한다(徐现祥·王贤彬, 2011: 22; 김윤권 외, 2013: 240에서 재인용).
중국의 현행 정부성과 평가지표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경제발
전 지표의 수량화, 경성화(硬性化) 경향과 평가지표는 단지 국내생산총
액, 재정수입, 세수 등이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성장을 유지해
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자원, 사회발전과 공공서비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실제 수입, 취업 비례, 거주면적 등 지표가 모호하다.
경제 분야에서 전자 관련 지표는 과대한 비중을 차지하여 정부는 과도하
게 경제발전을 중시하며 GDP 성장을 지고지상의 위치에 설정하고 있다
(杨曦·张菁, 2018: 20).
둘째, 보이는 성과만 중시하고 숨은 성과는 무시하는 현상이다. 일부
정부관원들은 개인의 정치적 업적을 위해 자신의 이익에 유리한 일만 함
으로써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익은 적지
만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에 유리하여 중장기적으로 집행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贺甜甜, 2019: 120).
셋째, 다양한 지역이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업무평가 모형과 지표가
획일적으로 구성된 문제가 있다. 지방 간 자원과 발전의 불균형 상태를
무시하여서, 결국 일부 경제가 낙후하고 자원이 결핍한 지역은 평가결과
가 표준에 미달되는 현실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연생태계를 파괴
하면서까지 경제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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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지방정부의 기능을 전환하는데 제약 요소
로 작용하여 서비스형 정부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邢倩·张婷婷,
2018: 27).
이러한 평가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단기간에 눈에 띄
는 확실한 성과가 나타나는 업적과 잠재적인 업적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업적과 장기적인 차원의 업적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얻은 업적평가의 결과를 좀 더 정확하게 활용하고자 재능과 덕을
겸비하게 하여 업적은 물론 대중들도 인정한 지도자를 선발할 수 있는 기
제를 만들어 ‘관직매매 행위’와 ‘관직을 얻기 위한 행위’ 등을 모두 없애
야 한다. 정부관료들 간의 경쟁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만 지방정부 사이
에도 공정하게 경쟁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조화로운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曾伟, 2015: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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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행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분석
1. 지방행정 권력의 확대 및 정책결정력 제약
1) 지방행정 권력의 확대
중국은 단일제 중앙집권 국가이다. 지방은 중앙의 공공정책을 집행하
는 동시에 해당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는 계층구
조와 조괴(条块)구조가 서로 교차되어 방대하고 견고한 지방정부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권력구조에서 조직 매개체 역할을 한다(刘畅,
2009: 91).
건국 이래, 특히 개혁개방 이후 지방정부 권력구조는 체제변혁의 요구
에 적응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변화와 조절을 거듭하였다. 지방정부 기능
과 상응한 계층구조도 조절을 하고 개선해 모색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한
편으로 일정한 권력을 획득하여 사회에 영향을 주고 통제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의 영향과 통제를 받는다.
다양한 유형, 계층, 지역의 복잡성에 따라 지방정부에 필요한 권력이
부여됨에 따라 권한과 책임설정 방식이 결정된다. 사회적 제약과 지방정부
에 대한 감독을 객체에 따라 행정 지휘권, 규범권, 조작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의 감독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한층 더 정부기능을 전환하여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자본 비용을 낮추고,
행위를 규범화하고, 조직운영을 조화롭고 공정·투명·청렴하게 하여 효과
적인 행정관리체제를 형성하도록 한다(刘畅, 2009: 92).
중국 지방정부의 행정권력은 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서 입법을 수권하고, 중앙인민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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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수권한다.
전자의 수권자는 인민, 즉 국가수권으로 근본 수권이고, 후자는 정부 내
수권으로 정부 시스템 내부의 법에 의한 권한 부여이다. 이 두 가지 수권
이 중국 지방정부 권력의 주요 원천이다. 결국은 “지방정부 권력은 모든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인민에 속하는 것이다”(田芝健, 2003: 104).
중국 헌법은 지방정부 분권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 국가기구 직권구분은 중앙의 통일적인
영도 아래 지방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집권과 분권이 결합되고 중앙과 지방의 권력구분이 갈수록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권력은 중앙의 통일
적인 영도 아래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의 자주권을 부여하는가 하는 문제
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문제이다(田芝健, 2003: 104).
중국의 분권개혁이 단일화된 행정적 분권으로부터 행정적 분권과 경
제적 분권의 결합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점차 독립적인 경제이
익을 모색하는 이익 주체로 변한 것이다. 따라서 각급 지방정부는 법제도
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지방보호주의와 지대추구행위를 추구한다. 각급
지방정부와 지방관원은 독립적 이익요구가 있는 ‘경제인’이 된 것이다.
지방정부 권력은 실제 배분과정에서 필요한 상호 견제가 취약하여 점차
지방행정 권력의 ‘토호세력화(Sultanistic Regime)’ 현상도 나타났다. 지
방행정 권력이 토호세력화된 이후 ⅰ) 권력 범위의 사유재산화, 즉 권력
자는 자신의 거버넌스 영역을 사유재산 혹은 봉건영지로 간주한 것이다.
ⅱ) 권력행사의 비규칙성, 즉 권력자는 임의로 권력을 행사하고 개인의
의지가 바로 법(法)처럼 여긴다. ⅲ) 개인 관계의 네트워크 통치, 즉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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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관원을 임용할 때 정상적인 절차나 규칙과 표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충성을 기초로 하는 관계망에 의한 통제가 이뤄진다.
중국 지방행정 권력의 과도한 팽창은 어느 정도 지방보호주의를 초래
하고 중앙의 원활한 실행을 저해한다. 또한, 지방정부 정책결정의 과학성
과 합리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의 경제사회 발전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지
방 행정권력의 팽창을 억제하고 지방 행정권력 상호견제 기제를 구축하
는 것은 행정체제개혁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2) 지방정부 정책결정력 취약
사회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사회 자치
능력 역시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력도 크게 제고
된다. 정책결정력의 수준 향상은 지방정부 정책결정에서의 과학화, 민주
화, 법제화 수준이 향상되며, 지방정부의 정책결정력 역시 향상된다. 그
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지방정부의 정책결정력의 발전 속도는 경제
발전 속도보다 훨씬 느리며, 정책결정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
다(方雷, 2010: 109).

(1) 지방정부 정책결정의 규범 미흡
정책결정 과정에서 규범의 상실이란, 중국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 주
체의 행동이 매우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규범
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정책결정의 규칙과 어긋나는 것이며, 이는 지방정
부 정책결정의 법제화와 과학화는 물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력의 규범
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한다. 실제로 지방정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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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규범을 따르지
않는 행위는 중국 지방정부의 정책결정력 저하로 이어지며, 이러한 행태는
근시안적 행위 및 행동 지체로 나타난다(方雷, 2010: 109).

표 6-5

지방정부 정책결정의 규범 미흡
근시안적 행위

∙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시행의 필요성 인지에서 정책 어젠다 설정까지 정책결정자는 확실한 목표를
장기계획의 부재,
설정해야 함
전도 유망성 및 예측
∙ 그러나 예측 능력이 낮아 단기적인 성격을 갖고, 정책결정자는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급급하고 문제의
능력이 낮음
표면적인 것에만 집중
∙ 각급 지방정부는 정부의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현지의 GDP 수치만으로 평가함. 전국에서 보편적으
단편적으로 GDP에 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GDP에 대한 열광은 각급 지방정부로 하여금 GDP 증가와 관련된 경제 정책
만 치중하며, 상호 만을 고려하게 만들며, 이 때 정치, 문화 및 사회와 관련된 조화로운 발전은 경시되는 경향
협조 능력이 낮음 ∙ 이러한 양상은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지방정부의 장기적 이익을 저해하며, 특히 환경보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인 정책결정은 지방정부 정책결정력에서 협조 능력을 약화시킴
∙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들은 정치적 공적을 세우고자 주로 이미지를 중시한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업적 정책에 초점, 시행하며, 이 때 정책에 필요한 비용, 정책 효과, 문제의 시급한 정도, 객관성 결여 및 합리적 증거
눈앞의 성공과 이익 등은 고려하지 않음
에만 치중
∙ 물론, 이는 소수 지도자들이 행하는 어리석은 정책결정의 행태이지만, 지방정부 정책결정력의 비합
리성과 임의성을 잘 드러냄
행동 지체
사후적 정책결정

∙ 사후적 정책결정은 정부 정책결정자의 문제의식 결여 또는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타나며, 정책의 시행 시점 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

과정의 지체

∙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을 지체시키는 요인을 살펴보면,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의사 결정자의 소극적인
성향이나 책임전가가 있으며,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원의 불충분한 준비 등이
있음
∙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지체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는 사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생기는 문제점보다 그 정도가 더 심각

정책 변경의 지체

∙ 정책대상의 시공간 변화, 성격의 변화 등이 발생해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수정되어야 하며, 설령
이전에 매우 과학적·합리적이었던 정책이라 할지라도 상황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대상에게 적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됨

출처: 方雷(2010: 109-111)

(2) 지방정부 정책결정 과정의 혼선
과학적·합리적이고, 엄격한 정책결정과정은 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며, 동시에 정책시행의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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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 제
도, 규제는 적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책시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는 경
우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고 있다(方雷, 2010: 111).

표 6-6

지방정부 정책결정 과정의 혼선
정책과정의 혼선

∙ 일부 지방정부는 지방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책의 수요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정책결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한 채 임의대로 정책을 결정
임의적인 정책결정
∙ 이는 정부와 대중들을 소원하게 만드는 이른바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를 맺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시킴
자문절차 생략

∙ 전문가의 의견과 논증을 거치지 않은 채 본인이 바로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
∙ 정책결정력에서 필요한 논증 절차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지방정부 정책결정력의 과학적인 측면과
민주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피드백 부재

∙ 정책효과에 대한 피드백 결여로 인해 지방정부의 정책 변경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또한, 지방정부의 정보수집 능력을 저하시키기도 하며, 심지어 지방정부 정책결정력의 향상을 방해

정책 원칙의 위반

∙ 정책결정의 원칙이란 지방정부가 장기간의 경험을 통해 쌓아온 합리적인 원칙으로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서 역할
∙ 지방정부 정책결정자는 사리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절차에 관한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민주적
인 방식 또는 책임 규명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

정책 안건 선택의
규칙 위반

∙ 실제 지방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선택의 규칙은 만장일치의 방식과 다수결에 따르는
방식이 있음
∙ 그러나 지방정부 정책결정자들은 종종 이 두 가지 방식을 따르지 않음. 이런 태도는 민주적인 정책
방식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정부 정책결정력의 효과와 과학성을 크게 약화

정책결정 규칙 미준수

지방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부족
참여 자체의 부족

∙ 지방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외에 정책 전문가, 자문기관, 사회단체 및 기업, 비영리 조직,
대중 등과 같은 제 3자가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참여를 원치 않은 채 극소수만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남

참여 방식의 부족

∙ 사회 내 다양한 참여 주체와 지방정부의 정책참여 경로의 수량 및 참여의 난이도 등은 지방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부족한 이유는 주로 지방정부의 정책참여 결정의 경로나 방식이 획일적이며, 그 방식이 여전히 일방
적으로 공시하는 형태나 공청회 등임
∙ 정책참여 방식의 부족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력이 민주적인 발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정책결정력의
과학적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
지방정부 정책결정에서 고위관료의 우월의식

∙ 정책을 임의대로 결정하고, 정책시행 과정에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다가 정책 이후에는 무책임한 모
지도자의 임의적인 습의 소위 ‘머리로만 결정하고 큰소리로 장담하는 무책임한(三拍)’ 의사결정자를 흔히 볼 수 있음
정책결정
∙ 이는 국가의 자원을 낭비하고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며, 정부의 정책결정 비용이 높아지다보니 정책
결정의 효과도 떨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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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계속

사회참여의 배척

∙ 지방정부 정책결정자들의 근본적인 고위관리의 우월의식이 반영된 모습이며, 또한 민주적인 정책결
정을 배척하는 독단적인 모습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와 대중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의 관계’에서
‘물과 기름의 관계’로 악화시킬 수도 있음
∙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현재 공공행정의 흐름을 잘 따르면서 사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모습은 형식에 지나지 않음. 가령, 폐쇄적인 공청회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이라 할 수 없음. 이와 같은 형태의 사회참여는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의견 반영에 불과

자문기관을 경시
하는 태도

∙ 자문기관은 ‘참모조직’, ‘싱크탱크’ 및 ‘보조기관’이라고도 칭하며, 여기에는 정부 내 관료 자문기관
과 민간 자문기관 등이 포함됨
∙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방정부가 좀 더 과학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범위한 자문을 받을 필요
∙ 사실상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책략가나 싱크탱크가 있었지만 도리어 오늘날에는 지방정부의 지도
자들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자문기관의 논증 및 전문적 지식을 가벼이 여기면서
‘어설픈 정책(半弔子政策)’ 시행하며 종종 정책시행 과정에서 오류를 범함
∙ 자문기관과 정책 전문가들의 역할을 경시할 경우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의 효율을 대폭 저하시킴

출처: 方雷(2010: 111-116)

2. 지방보호주의 및 사익추구행위에 의한 제약
1) 지방보호주의
지방보호주의란,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경제 이익과 정부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해 각종 행정규제와 수단을 활용하여 그 지역에서만 자원이 사
용되게 하거나 각종 혜택 등을 누리려는 다양한 행태를” 가리킨다. 특히,
계획경제가 시행되었던 시기부터 중국의 행정구역 사이에는 다양한 대립
이 존재해왔으며, 지방 당국은 자신들의 지역경제 목표를 달성한다는 명
목 하에 지역 생산자에게 다양한 행정이익을 제공하며 그들을 보호했다
(熊文釗, 2005: 81; 唐丽萍, 2010: 98에서 재인용).
계획경제가 시행되던 시기에는 지방 이익의 주체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방정부의 이익충돌 역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 당시까
지만 해도 분명 지방보호주의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1980년
대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중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방보호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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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였으며, 이는 시장의 발전을 저해시킨다. 이와 같은 지방보호주의
는 지방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唐丽萍,
2010: 98).
현재 중국의 지방보호주의는 그 표출 형식을 8가지 유형 및 44가지 형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에서 상품 무역보호와 관련된 지방보호주의
는 모두 4가지 유형이 있다(汪伟全, 2013: 187).

그림 6-3

지방보호주의 정도의 순위
47.7

외래 기업 원자재 투입 간섭

48.8

투자 및 융자 간섭
가격제한과 지방보호

50.2

외지 상품 판매량 직접적 통제

50.2

공상품질 검사 차별

51.8

기술에 대한 간섭

52.6
57.3

외지 상품진입 제한 등 비공식적인 무형 제한

60.1

노동력 시장에 대한 간섭
0

20

40

60

80

주: 汪伟全(2013: 188)을 근거로 작성함

<그림 6-3>에서 보듯 ⅰ) 외지 상품의 판매수량을 직접적으로 통제하
고(‘수량통제’로 간주), ⅱ) 가격제한과 지방보호(‘가격통제’로 간주), ⅲ)
공상품질검사 등 측면에서 차별(‘기술 장벽’으로 간주), ⅳ) 외지 상품의
진입을 저지하는 기타 공식적인 무형제한(‘무형제한’으로 간주)이 있다.
또한, 투자제한과 관련된 장벽이 있는데, 4가지 유형이 있다. 예를 들면,
외래 기업 원자재 투입에 대한 간섭(‘투입제한’으로 간주), 노동력 시장에
대한 간섭(‘노동요소 유동제한’으로 간주), 투자와 융자 측면의 간섭(‘자금
요소 유동제한’으로 간주) 및 기술 측면에 대한 간섭(‘기술 요인 유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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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이 있다(汪伟全, 2013: 187).
그 원인을 고찰하면, ⅰ) 각 지방정부와 법률 집행기관이 부분적인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제 통일을 희생하여, 권력을 남용한 결과이며,
ⅱ) 각 지방은 독립적인 이익 주체로 경제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여 지방
보호주의를 낳는 근원이고, ⅲ) 현행 입법, 행정집행법, 사법심판 등 법률
제도의 미흡도 중요한 원인이다(汪伟全, 2013: 188).

2) 지방정부 행위자의 사익추구행위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처럼 관료들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이익추구
행위에서도 드러난다.
<표 6-7>에서 보듯, 중국 지방정부의 경쟁적 이익추구는 경제이익, 정
치이익, 사회이익 등으로 구성된다.

표 6-7

경제이익

정치이익
종합이익

지방정부의 경쟁적 이익추구
집체적 경제이익

해당 지구, 해당 부문의 경제이익

개인적 경제이익

희색수입, 지대추구 및 부패 등

집체적 경제이익

해당 지구 및 부문의 정치이익, 정치적 실적(政绩) 및 이미지 공정 등

개인적 경제이익

개인의 정치 전망, 정치 명예, 직무 승진 등

정치이익, 경제이익 및 사회이익

출처: 汪伟全(2009: 166)

중국 지방정부의 관원(공무원)이 보이는 이익추구 행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 관원은 정부권력과 이익단체 지지를 받는 이중 경
제인으로 다른 개체와 구별되는 이익추구 경향과 실현 방식이 있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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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ⅰ) 부패소득이 있다. 이는 주기가 가장 짧고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주요한 방식이다.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제도변천
에 비해 지방정부의 제도혁신은 그 범위가 작고 구체적이며 주기가 짧다.
이런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정보비대칭이 나타나고, 지방관원들은 장
악하고 있는 직권으로 지대추구 가능성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정
부의 직권 범위는 관원들의 권력 지대추구행위의 기회를 마련하며 이를
통하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려 한다. ⅱ) 재정분권을 통한 사익 실현이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업무추진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권 외
재정권 분권을 요구한다. 재정권 분권의 다소는 관원 직위의 높낮이와 연
관되며 임기동안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비록 학계에서는 ‘재정지출’과
‘공공재 제공’을 동일시하지만 사실상 재정지출에는 정부의 일상업무 지
출이 포함되어 있다(秦颖, 2006: 77-82). 관원들은 이 부분의 재권통제
를 통하여 재정분권의 한도가 제한된 범위에서 지방정부 예산배정을 확
보하려 한다. ⅲ) 승진을 통한 사익 실현이다. 정치체제의 영향으로 중국
은 상하급 정부 간 인사권, 재정분권 등에서 집권이 존재한다. 중앙집권
으로 하여금 상급 정부는 하급 정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권력을 가
질 뿐만 아니라 하급 정부의 인사임면, 재정배분 등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 아울러 다른 등급에 있는 정부관원은 대우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
다. 이는 관원들이 승진을 강력하게 추구하려는 원인인 것이다. 때문에
관원들은 승진을 통하여 자신의 권력 상승을 추구하는 동시에 재산권 처
분권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
이익추구와 자연 이익추구의 동기로 볼 때, 지방정부 관원이 이익추구를
하는 것은 본질적인 속성이다. 이익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또한 직위 승진, 성취감 등 비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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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도 포함한다(董少林, 2015: 177).

그림 6-4

지방정부 관원의 이익 구성
이익

경제 이익

직접 경제 이익

간접 경제 이익

비경제 이익

직위 승진

성취감 등

출처: 吴志华(2004: 345); 董少林(2015: 177)에서 재인용

둘째, 중하위직 공직자나 공무원들은 “중앙에 정책이 있으면, 지방에
는 대책이 있다”는 현상을 말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ⅰ) 행
정집행 주체가 과도하게 사익을 추구하고 상급의 정책을 무시한다. “중앙
에는 정책이 있으면,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는 현상은 정책집행자가 주관
적으로 정책을 반대하는 표현형식으로 일부 부패 관원의 사익추구 행위
이다. 탄광 생산관리를 예를 들면, 일부 관원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부적
격하고 안전 우려가 있는 소규모 탄광을 비호한다. 탄광주는 이익으로 보
답함으로써 정책집행자와 이익공동체를 결성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사익
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인민들의 생명안전에 막대한 위협을 가져올 뿐
만 아니라 탄광안전정책의 집행실패를 초래하게 된다(王瑞霞, 2014: 5).
ⅱ) 정부 부서가 부서이익 극대화를 위해 상급의 정책을 소극적으로 집행
한다. 시장경제 이익의 유혹에 일부 부서는 권력,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부서 규장제도’ 제정을 통해 부서권력과 이익확장을 법제화하며, 심지어
시장 주체와 강력한 행정독점을 형성한다. 또한, 일부 부서는 부서이익을
위하여 공공연히 상급 정책을 위반한다. 인위적으로 본 부서에 유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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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허가표준, 심사표준을 제정하며 부서권한을 확대하기도 한다. 만약
여러 부서가 이익추구가 가능한 동일 사항을 대상으로 입법화를 추진하
면, 부서 간 권한이 모호하고 중복관리, 교차집법, 중복처벌 등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雷崇鸽, 2013: 7). ⅲ) 지방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
기 위해 적당히 부가적으로 상급의 정책을 집행한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상급의 정책이 전체적으로 지방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될 경우, 정책집행
주체인 지방정부는 태업하며 적당히 대응한다(付永涛 等, 2008: 146).
상급의 정책이 지방정부에 유리하나 지방이익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정책집행 주체는 부가적으로 집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확장한다(王
瑞霞, 2014: 5). 집값의 경우, 중앙정부가 거시조절정책을 발표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가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방에선 원래 가격이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더욱 상승하였다. 그 원인은 부동산정책 자체 문제 외에
지방정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책집행은 지방 실제 상황에 부합되
어야 한다는 핑계로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지방정부 이익표출의 제약
1) 지방정부 정책결정 과정 참여 취약
(1) 참여 주체의 부족
중국의 지방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외에 정책전문가, 자문
기관, 사회단체 및 기업, 비영리조직, 대중 등과 같은 제3자가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참여를 원치 않은 채 극소수만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난다(方雷, 2010: 113).
중국 지방정부의 권력행사는 일방적이어서 소통과 참여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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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지방정부의 권력은 행정체계 외부의 운영에서 비록
일부의 사회참여(예: 听政制度)가 있지만, 행정체계 내부의 운영에서는
여전히 주로 위에서 아래로 이뤄져서 지방참여와 효과적인 소통이 취약
하다. 지방에서 행정자문 기관과 일반적인 인민군중의 의견 등은 정부 정
책결정 내로 반영되지 못한다. 지방 사회의 발전 책략은 기본적으로 정부
내부 인원들이 장악하고, 다시 이를 하급 정부 혹은 인민군중에 전달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위에서 아래로의 일방적 권력행사 방식에서, 만약 지방
인민대표대회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면, 그 부정적인 효과는 상대적으
로 작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그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
어서 지방정부의 권력행사에 대한 인민대표대회 역할은 형식적인 대표일
뿐이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5).
정책결정에 제한된 시민참여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혁신은 대중 수요
에 적절하게 부합하지 못한다(Jin & Yuan, 2005: Husain, 2015: 9에서
재인용). 지방정부의 혁신은 결국 구호주의 혹은 형식주의에 머문다
(Husain, 2015: 9).

그림 6-5

대중이 지방정부 정책결정을 감독하는지 여부
11.2

매우 아니다

31.5

그렇지 않다

34.8

보통
14.6

비교적 그렇다
7.9

매우 그렇다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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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0

35

주: 方雷(2010: 114)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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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대중들의 감독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그림 6-5>와 같다(谢柯凌, 2006; 方雷, 2010:
114에서 재인용).
이를 통해 정책결정의 감독 등 실질적인 정책결정으로의 참여와 그 방
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참여가 결여되면, 정책의 민주성이 취약해지고, 정책결정력의 합리
성도 떨어질 것이다(方雷, 2010: 114).
또한,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부족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력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다른 주체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며,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의 질과 효과를 낮추기도 한다
(方雷, 2010: 113).
지방정부의 정책, 특히 해당 지방의 모든 주체의 이익과 연결되는 정
책은 곧 그들의 이익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주체 참여와 방식이 부족한 이유는 주로 지
방정부의 정책참여 결정의 경로나 방식이 획일적이며, 그 방식이 여전히
일방적으로 공시하는 형태나 공청회만 있기 때문이다. 참여방식이 다양
하지 않은 원인은 지방의 정책결정자가 사회 주체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척하며, 민주적인 정책 방식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며, 새
로운 합법적인 참여 방식을 모색하지 않기 때문이다(方雷, 2010: 114).

(2) 사회참여의 배척
사회참여를 배척하는 현상은 지방정부 정책결정자들의 근본적인 고위
관리의 우월의식이 반영된 모습이다. 또한, 민주적인 정책결정을 배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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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단적인 모습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와 대중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
의 관계’에서 ‘물과 기름의 관계’로 악화시킬 수도 있다. 각급 지방정부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알권리가 얼마나 보장되
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6-6>과 같
다(方雷, 2010: 115).

그림 6-6

정책결정 전 대중들의 알권리 보장 여부
13.8

매우 알지 못함

44.8

잘 알지 못함
26.4

보통
8

비교적 잘 알고 있음

6.9

매우 잘 알고 있음
0

10

20

30

40

50

주: 方雷(2010: 115)를 근거로 작성함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인민들이 정책의 상황을 파악하기만 해도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정책결
정의 과학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에서
이러한 참여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方雷, 2010: 115).
지방 각급 정부의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토론에 참여하는 대중들의 상
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림 6-7>과 같다(谢
柯凌, 2006; 方雷, 2010: 1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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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지방정부 정책결정 토론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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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方雷(2010: 115)를 근거로 작성함

이처럼 현재 중국 지방정부는 정책참여 과정에서 사회참여가 배척되
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方雷, 2010: 115).
한편, 같은 高娟(2015)의 연구에 따르면, 인민의 참여 증가와 정부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민원창구는 정부
가 민심에 귀 기울이며 민주와 법치를 실천하는 중요한 통로이다(高娟,
2015: 87). 민원창구를 평가하고자 “귀하가 정부기관에 건의를 한 이후
의 상황”을 물어봤는데, 거의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105)는 “정부가 소극
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답했다. “가끔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들은
적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며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한 응답
자의 비율이 23.43%였다. 또한 “민원을 제기한다 해도 크게 바뀌는 것이
없으며, 민원을 제기하지 않느니만 못하다”와 같은 “불만족스럽다”고 대
답한 응답자는 25% 이상이었다. 이 외에도 30% 이상의 응답자가 “민원
이 자주 반영되긴 하나, 여전히 만족스럽진 못한 수준”이라고 답했다(高
娟, 2015: 87).

105) 설문지는 정부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자 크게 3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의 카테고리와 20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산시성(山西省) L시의 3개 현[시, 시 직할구(市辖区)]을 대상으로 실시했
으며, 설문지의 구성 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였다(高娟, 201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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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지방정부의 민원접수 방법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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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高娟(2015: 87)를 근거로 작성함

이러한 결과는 민원제의나 정부업무에 참여하겠다는 대중들의 의식과
열정은 높은 데 반해, 현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하지 못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더 이상 대중들의 참여 비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高娟, 2015: 87).

(3) 자문기관 경시 태도
지방 정책자문 전문기관이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게
자문 및 논증 등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정책전문가가 지방정부의 정책결
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문기관은 ‘참모조직’, ‘싱크
탱크’ 및 ‘보조기관’이라고도 칭하며, 여기에는 정부 내 관료 자문기관과
민간 자문기관 등이 포함된다. 각급 지방정부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그림 6-9>와 같다(谢柯凌, 2006; 方雷, 2010: 1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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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지방정부의 자문기관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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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方雷(2010: 116)를 근거로 작성함

중국의 일부 지방은 전문 자문기관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가 형식적으로만 있을 뿐 자문기관의 자문과 논증의 역
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책
략가나 싱크탱크가 있었지만, 도리어 오늘날에는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자문기관의 논증 및 전문적 지
식을 가벼이 여기면서 ‘어설픈 정책(半弔子政策)’을 시행하며, 종종 정책
시행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다(方雷, 2010: 116).

2) 이익표출 기제 미흡
우선, 이익표출 기제가 취약하다. 지방의 수요에 관해 상하급 기관 간에
‘위로 보고하고 아래로 내리는(上传下达)’ 소통 채널로 가장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이익표출 경로로는 내부허가 및 지시요청 절차가 있다. 즉, 중
국의 각급 기관은 정부와 공산당위원회 이중영도 아래 있기 때문에 내부
의 허가, 지시요청(请示)도 두 갈래 다른 경로가 있다. 행정기관 내부의
지방이익 표현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보편화된 현상으로 실현 경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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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고-심사-결제-실현’이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기존의 행정기관 상
하급 계층체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반면에 결점은 행정계층이 많고
행정기관 효율이 낮아진 관계로 정보전달이 늦고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
하며 중앙에서 배분하는 이익이 계층을 거치면서 차단되는 문제가 심각
하다. 하지만 공산당 각급 조직사이에 형성된 이익표현 경로는 ‘중국 특
색’을 띠고 있다. 이는 공산당이 집권당인 관계로 생긴 당의 상하급 관계
와 종적인 정부 간 관계의 제도적 결합(郑毅, 2010: 138-144)에 의해 형
성된 것이다.
각 지방정부의 업무관리 상황으로 볼 때 각급 당위원회는 여전히 중앙
과 지방 각급 권력의 제1위에 있기 때문에 지방이익 요구는 당조직 내부
의 상하급 영도관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전달될 수 있고, 당중앙위원회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당조직 내부에서의 지방 이익표출은 정치체제(특
히, 행정체제) 내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일련의 제도와 법률 제한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익표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이익표출은 당위원
회가 중앙과 각급 지방에서의 실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런
지위는 법률, 심지어 당장 등 일련의 규범적인 문건에 기초해야 하는 것
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이익표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법
성을 토대로 중앙과 지방 관계의 법치화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郑毅, 2012:
17).
둘째, 입법권을 통한 지방이익을 추구한다. 중국 국가정책의 전국 범
위에서 실행은 중앙이 제정한 지도성 방침과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실현
되어야 하며, 각급 지방정부는 자신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제정한 세분
된 정책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가 정책수립 과정에서 비
교적 많은 재량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화인민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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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입법법」 제4장의 규정에 따르면, 관련 지방정부는 비교적 광범위한 지
방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각급 지방정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책결정권
과 입법권을 충분히 이용하여 이익을 보장할 수 있으며 관련 정책과 법규
의 보고와 허가, 반포실시를 통하여 지방이익을 표현할 수 있다(郑毅,
2012: 17).
물론, 법률과 기존의 정치체제는 지방정부의 정책과 법률제정 권력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심사, 등록, 감독 등의 절차가 있어 지방정부의 이
익표출이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제63조는 지방
입법은 상급 입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지만, 중앙정책과 입법은 비교적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세부 정책을 제정할 때 관련 이익요구
를 반영하도록 해석하고 세분화 할 수 있다. 지방정부 정책결정과 입법을
통하여 이익을 표출하는 방식은 중앙의 정책과 입법에 저촉되거나 위배
되어서는 안 된다(郑毅, 2012: 18).
셋째, 지방 중심적 이익을 대표한다. 매년 3월이면 전국의 인민대표들
이 베이징에 모여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하는데 이 회의에서는 각 국
가기관의 전년도 업무보고를 청취·심의하며, 새해의 국정운영 기본 기조
를 확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가하는 대표는 성, 자치구, 직할시와 중
국인민해방군을 단위로 선거하여 선출한다. 대표들은 개인의 의지를 대
표하는 동시에 성급 지역의 지방이익을 대표한다. 성급 대표는 또 하급
각 지방인민대표대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
하나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자기가 속해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시, 자치주의 지방이익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 하급의 행정구역의 지방
이익을 대표한다(「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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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대회 선거법」 제2조, 제5조).
따라서 각급 지방의 이익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안과 의견의 형식
으로 집중적으로 중앙에 반영된다. 매년 인민대표대회기간 중앙 지도자
(領导)들은 각 대표단의 분임토론에 참가하는데 이는 지방이익을 직접적
으로 전달하는 데에 절호의 기회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통한 지방이
익을 반영하는 것은 직접적이면서 효율적이며, 계층을 넘나드는 표출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실질적인 지위로 인해 위
와 같은 이익표출 및 그에 대한 반응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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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전망
제1절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제2절 제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제3절 행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제1절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국정운영을 중앙-지방정부의 관계에 초점을 두
어 논의한다. 본 절에서는 거시맥락 차원의 중국 거버넌스 논리, 중국 중
앙-지방정부 거버넌스 방향, 그리고 중국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방안으로
접근한다.

1. 거시맥락 차원의 중국 거버넌스 논리
1) 중국 거버넌스 논리
거버넌스 체제는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이자 기제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거버넌스 참여 행위자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정
의 전략과 집행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거버넌스 현대화 과정에서의 국가 논리는 주로 다음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阵进华, 2019: 27-8). 첫째, 거버넌스 주체에 관한 국가
논리이다. 현대화 거버넌스의 주체는 다원적이라는 특징을 지니며, 당,
정부, 기업, 사회, 시민, 언론 등 모두가 국가 거버넌스에 참여한다. 거버
넌스에서 각각의 주체들은 서로 각자의 역할을 맡는다. 중국 거버넌스의
경우,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로 선진화, 대표성 및 순수성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가 거버넌스의 이행에 있어서 지도자가 직책을 맡
는다. 이때 지도자의 직책은 대중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동시에 대중들은
지도자들을 감독한다. 둘째, 거버넌스 대상에 관한 국가논리이다. 거버넌
스의 적용 범위는 단편적이거나 획일화되어 있기보다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환경 및 당의 건설 등과 같이 다양하다. 즉, 국가의 모든 공공의 영역

488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및 활동, 공공서비스가 거버넌스의 대상이며, ‘국가 거버넌스’는 결국 ‘국
가를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거버넌스 운영기제에
관한 국가논리이다. 합리적인 기제와 온전한 법률체계가 거버넌스의 근
간을 형성한다. “국가 거버넌스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
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함을 의미한다. 즉, 개혁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체제기제와 법률의 발전을 요구하며, 새로운 체제기제, 법률 및 법규를
지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각 제도를 좀 더 과학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 국가, 사회 각 업무의 거버넌스는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
를 거친다”(习近平, 2014; 阵进华, 2019: 28에서 재인용). 넷째, 거버넌
스 구조에 관한 국가논리이다. 거버넌스 주체, 대상 및 기반이 되는 제도
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하나의 체제 속에서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다(阵进华, 2019: 28). 丁志刚(2014)은 “국
가 거버넌스란, 국가 거버넌스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할 뿐 아니라 각 요
소 사이에서의 논리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한다(阵进华, 2019: 28에서
재인용).

2) 중국 거버넌스 추진 과정
중국은 거버넌스 현대화의 과정에서 국가의 주체적 지위, 역할 및 통
치능력을 강화, 규범 및 양성함으로써 국가논리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중국 역사와 문화의 전통적 계승,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반을 둔
장기적인 발전, 점진적인 개혁, 내부적으로 변화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
다(习近平谈治国理政, 2014: 105; 阵进华, 2019: 30-31에서 재인용).
2013년 중국공산당 제18차 3중 전회에서 전면적인 개혁을 목표로 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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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거버넌스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추진”이 발표되었다. 이는 중국
거버넌스를 정치 측면의 통치 및 관리로부터 국가 거버넌스로 바꾸겠다
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권력의 강제성과 일방적인 권력행사에서
국가-사회 공동체 중심의 선순환적인 거버넌스로 변화할 것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현대화는 영토, 인민, 문화, 정부 등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한 사회에 대한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주권의 개념과 함께 언어,
풍습, 신앙, 건축양식, 음식습관, 금기 등의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가치적
범주를 모두 포함한다(阵进华, 2019: 31).
국가가 ‘거버넌스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주체의 정점에 위치함으로
써, 중국공산당은 “온 힘을 다하여 인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계승하고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시대적 중책을 맡는다. 또한, 인
민들로부터 정부 신뢰를 받고 그 책임을 다하면서 거버넌스 현대화의 ‘합
법성’, ‘합목적성’, ‘규칙성’이 통일된 국가논리를 구축해 나간다. 역사유
물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와 현대화된 거버넌스
능력에 기반을 둔 국가논리는 거버넌스 현대화의 ‘실질적인 논리’를 따를
뿐 아니라, 동시에 ‘인민들의 높은 삶의 질’과 같은 ‘가치를 반영한 논리’
를 추구한다(阵进华, 2019: 31).
거버넌스 현대화의 과정에서 기본전제는 국가주권의 강화, 권력의 경
계 정의, 권력행사의 제약, 권력에 따른 책임 및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의
국가건설 등이다. ‘국가’를 거버넌스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차원에서
새로운 역사적인 위치로 상승시킨 것은 거버넌스 주체, 거버넌스 책임과
능력 측면에서 거버넌스 현대화에서의 국가능력의 논리적 기능을 강화하
고 완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거버넌스 현대화 과정의 국가논리를
견지하는 것은 이론을 새롭게 고찰하고 심화시켜, 새로운 시대에서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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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발전 양상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를 재검토하는 것이다(阵进华, 2019: 31).
거버넌스 현대화에서 국가논리는 마르크스주의 국가관과 거버넌스 시
각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거버넌스 관련 이론의 핵심적인 원칙과 입장
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 중국의 거버넌스 이행과 전세계 거버넌
스 이행의 본질적인 특징과 추세를 과학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阵进华, 2019: 31).
“당 지도자 - 인민을 중심으로 - 법에 의한 통치”의 정치 원칙을 기반
으로 삼은 국가논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의 역사적 논리, 실행논
리, 제도논리 및 이론적 논리에 부합한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거버넌스 현대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거버넌스는 ‘사회통제’, ‘사회
관리’, ‘협동적 거버넌스’를 이상적인 세 가지 국가논리 모형으로 삼았다.
‘혼란스러운 시기’의 거버넌스는 정치안정을 목표로 삼는 ‘사회통제 모
형’의 국가논리를 채택하였다. ‘경제발전 중심 시기’의 거버넌스는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회관리 모형’의 국가논리를 따른다. 또한 ‘질 좋은
발전을 꾀하는 시기’의 거버넌스는 인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당 지도자 - 인민 중심의 - 법에 의한 통치”의 정치 원칙과 합법적이고
능력 측면에서도 가치를 추구하는 ‘협업 거버넌스 모형’의 국가논리를 추
구한다(阵进华, 2019: 33).

3) 중국 거버넌스의 핵심요소 및 역할
(1) 중국 거버넌스의 핵심요소
“당 지도자, 인민 중심, 법에 의한 통치의 원칙 고수”는 거버넌스 현대

제7장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전망❙ 491

화에서 중요한 3대 핵심요소이다. 이는 지난 40년의 개혁개방 시기에서
적용되었으며, 앞으로도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중심의 거버넌스를 운영해
나가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阵进华, 2019: 33).
첫째, 당 지도자는 거버넌스 현대화를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존재이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거버넌스 현대화에 주도적인 역할106)을 한다(阵进华, 2019: 33).
둘째, “인민은 공화국의 견실한 뿌리이자, 정권에 힘을 불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习近平2019年新年贺词). 인민 중심의 태도 견지는 거버
넌스 현대화의 국가논리에서 궁극적인 가치이며, 인민들의 기대가 거버
넌스 현대화 과정의 국가논리를 견지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인민 중심
은 거버넌스 현대화의 활력과 동력을 불어넣고 한데 모이게 하는 힘이다.
대중들은 거버넌스 현대화 과정에서 참여자 및 수혜자이자, 그들이 국가
거버넌스의 성공 여부를 가장 먼저 평가하기 때문에 인민들이 중심이 되
고 주인이 된다. 인민 중심은 거버넌스 현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입장이자 거버넌스 현대화의 선진성과 순수성의 요구를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阵进华, 2019: 33-4).
셋째, 법에 의한 통치의 원칙은 거버넌스 현대화를 이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규칙이며, 당 지도자와 인민 중심이 협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
다. 법에 의한 통치가 거버넌스 운영의 기본적인 규율이자 근거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ⅰ) 법치가 당이 이끄는 제도적 기초를 따르기 때문이며, 인

106) 역할의 배경으로는, ⅰ) 중국은 당, 국가, 민족, 인민 이외의 이익에는 다른 이해관계가 부재하고, ⅱ) 중국
공산당은 “대담하게 문제에 직면하고, 용기 있게 스스로 분석할 수 있다.”는 끈기와 용기를 지니고, ⅲ) 원
대한 이상과 숭고한 목표를 추구하며,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새
로운 시대에서 중국공산당은 반드시 당의 자아 혁명을 해야만 거버넌스 현대화와 중화민족을 부흥시킬
수 있다(阵进华, 201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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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주인으로서의 권익을 공유하는 가장 이상적인 실현 방식이기 때
문이다. ⅱ) 권리와 의무 간 배분에 관한 공평한 규범과 절차는 사회모순
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기제이기도 하다. 법치의 시행은 곧 국가 거버넌스
의 이행으로 이어진다. ‘경제건설 중심’의 노선에서 ‘국가 거버넌스와 거
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로의 전환은 중국공산당이 거버넌스에 대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阵进华, 2019: 34).107)

(2) 중국 거버넌스의 역할
거버넌스 현대화 과정에서의 국가논리는 다음 두 가지 문제를 효과적
으로 해결하려 한다. 하나는 거버넌스 현대화의 국가논리가 지닌 합법성(정
당성) 문제이다. 또 다른 하나는 거버넌스 현대화의 국가논리 측면에서
능력과 관련된 문제이다. 합법성과 능력은 기능의 측면에서 항상 뒤엉켜
있다. 일반적으로 합법성은 규범에서 드러나며, 능력은 거버넌스 시행 능
력을 보장한다. 잘 정비된 거버넌스 시스템은 현대 국가의 특성을 이끌어
냄으로써 중국 전략의 합리성과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문제는 중국의
‘거버넌스와 현대 국가건설이 어떻게 가능한지’와 ‘거버넌스와 현대 국가
건설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지’로 나누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시행 방법
을 모색할 수 있다(阵进华, 2019: 34).
거버넌스 현대화 과정의 가치와 기능 측면에서의 국가논리는 ‘다중심

107) 전면적인 법치는 이미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국가 거버넌스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조
건이자 본질적인 요소가 되었다. 법에 의한 통치가 국가 거버넌스의 신조이면서 동시에 인민 생활에서 고
정 수요가 되어야만 그 통치방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요약컨대, 잘 갖춰진 법치체계를 바탕으로
추진한 중국의 전략 성공 여부는 합법성과 능력의 유기적 관계에 달려있다. 즉, 현대 국가의 거버넌스 형
식에 부합하는 논리를 통해 합법성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에 의존한 국가 거버넌스는 우수한 성과를 바탕
으로 합법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 내 분배의 공정함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阵进华, 201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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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거버넌스에서 국가의 권위를 발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정부는 공정성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시장은 효율성을 추
구할 수 있고, 사회는 자치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다. 거버넌스 현대화 과정에 있는 국가논리는 특정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며,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들이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며, 거버넌스
이론과 이행에 관한 혁신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 사회는 현재 과도기를
겪고 있으며, 전근대적, 근대적, 후근대적의 요소들이 한데 모여 있어 거
버넌스 이행에 복잡하고 어려운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거버넌스
의 현대화 과정에서 국가논리를 견지해야만 거버넌스 이행 단계에서 여
러 제약들을 피할 수 있다(阵进华, 2019: 39).

2. 중국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 방향
1) 중국 중앙-지방정부 환경 변화
중국 중앙-지방정부 간의 관계에서 거버넌스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국내외 환경이 변하면 거버넌스의 구조와 체계 그리고 작동 기제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시대 발전 및 거버넌스에서 지방 거버넌스 체계 중 지방정부는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시장 주체 및 사회조직도 더 많은 공간이
주어질 것이다. 새로운 기술혁명이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인터넷 조직운
영 방식으로 전환되며, 민중의 성취감을 높이는 것이 지방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목표이다(郁建兴, 2018: 65).
모바일 인터넷 환경은 정부 간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강화시켜 준다.
그리고 수평적 정부 간 관계를 변화시키고 전자정부 플랫폼 건설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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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있다(曾婧婧 等, 2018: 198). 중국에서 전개된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방식은 중국의 미래 발전에 관건(crucial)이 될 수 있다(Zhang, 2010: 53).
지방정부 거버넌스는 지방정부 역할 변화, 지방정부 직능조정, 지방정
부체제 변천 및 지방정부 운영기제 정합성 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전환되
고 있다. 지속된 개혁에서 정부 역할의 위치는 ⅰ) 지방정부 및 거버넌스
전환의 전제이며, ⅱ) 정부직능 조정의 기초가 되며, ⅲ) 정부체제 전환이
담보되고, ⅳ) 운영기제 간 정합성 확보가 핵심이다. 이들 네 가지는 현대
국가구조에 중요한 차원이다(何华玲·张晨, 2013: 4).
중국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확실성은 중앙-지방 관계가 비
교적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 요인이지만, 동시에 상당한 수준의
변동성과 유동성을 지니게 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회 변화’란 사회
적 이념, 기능, 역할, 규칙 및 규범이 정형화된 방식과 과정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封丽霞, 2008: 513).
‘과도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확실한 게임 규칙이 없다는 것’, 또는
‘비록 각종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공식과 비공식적인 규칙 간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서 모든 것이 미완성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사회가 다
른 형태로 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역사적 조건과 개연성의
제약은 사회 변화의 난이도,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 및 성공 여부 등을 결
정한다(封丽霞, 2008: 513).
현재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계 변화의 복잡성과 권력분산의 모형에 대
해 Shotwell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한다(詹姆斯·湯森, 1994: 305-6; 封
丽霞, 2008: 514에서 재인용). 첫째, 중국에서 일정부분 권력이 분산되

는 것은 절대 피할 수 없다. 중국의 인구 규모, 영토 크기, 통신망과 중앙
자원의 빈약함 등의 요소들은 많은 정책들이 베이징 외의 지역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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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인구의 측면에서는 민족 동일성
과 레닌주의의 당과 국가구조 이론이 중국정치 전통의 일원화 논리를 더
욱 강화시킨다. 셋째, 중앙의 정보와 통제의 시각에서 보면, 권력분산의
대가는 매우 크다. 넷째, 중국공산당은 농촌혁명의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권력분산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네 가지 측면은 중국의 통치형태
가 분권화는 될 수 있으나 연방주의의 형태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시
사한다. 중앙의 지도자들에게도 권력분산은 충분히 매력적이면서도 동시
에 불편함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중국 지도자들은 관념과 정책 차이와 관
련하여 여지를 많이 남겨둔다.
중국의 사실상 연방주의는 정부 간 분권화로 추진된 것이다. 분권화는
주로 종전 계획경제에서 과도한 집권화 결과로 인한 경제적·정치적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개혁전략으로 활용한다. 분권화 방
식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낳는다(Zheng, 2009: 7).
표 7-1

분권화의 단계

분권화

경제적

1단계

2단계

정부 간

국가-사회(기업)

중앙-지방

국가-기업

(결과)
∙ 지방 혹은 지역 소유권
∙ 관할권 경쟁
∙ 제한된 시장화
∙ 지방 개입
∙ 지방 보호주의 등
중앙-지방
(결과)

정치적

∙ 지방 민주주의
∙ 공유 주권(perforated sovereignty) 및 사실상
연방주의
∙ 제한된 개인 권리 등
∙ 정부의 NGO들

출처: Zheng(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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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민간 소유권
∙ 민영화
∙ 시장
∙ 민영기업 간 경쟁
∙ 정부개입 최소화
국가-사회
(결과)
∙ 민주화
∙ 대중 주권 및 개인 권리
∙ 정치적 참여
∙ NGO, 시민사회 등

<그림 7-1>에서 보듯, 분권화의 두 가지 형태와 네 가지 차원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정부 간 분권화에 초점을 둔다. 정부 간 분권
화는 높은 경제적 성과를 낳지만 중앙정부는 省과 중앙-지방 관계에서
의미 있는 개혁을 실행할 정부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간 분
권화에서 국가-사회 분권화로 전환해야 한다(Zheng, 2009: 7).
집권 및 분권 시각이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를 분석하는 주류이다. 거
버넌스 환경 변화와 공공사무가 복잡해지고 권력구조가 개선되고 권력균
형을 통해 권위와 통제를 목표로 한 분석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집권과 분권을 초월하여 공동책임 및 상호작용을 통한 협업(协作) 관계에
대한 분석이 중국 중앙-지방 관계에 새로운 접근이 되고 있다. 중앙-지방
의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전통적인 권위통제 위주의 거버넌스 방식을 협
업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张成福·边晓慧, 2013: 6).
지방 거버넌스는 종전 중국 중앙지방 관계의 개혁에서 중앙집권이나
지방분권에 대한 접근을 바꿔서 일종의 중앙과 지방 간, 지방 각급 정부
간, 정부와 공민사회 간 협업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제도를 통해서 중앙
지방 관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분권화를 통해 중앙지방 관계의 합리화
를 추진한다. 합리적인 이익표출,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중앙지방
관계의 균형화를 추진한다. 지방 민주교육을 통해 새로운 중앙과 지방 관
계를 위한 사회적 기초를 발전시킨다(王晓燕·方雷, 2016: 41).

2) 중국 거버넌스 지향
중국은 40년 개혁개방 시기에 걸쳐 터득한 성공의 경험을 토대로 ‘국
가가 없는 거버넌스’와 ‘거버넌스가 없는 국가’ 이 두 가지 상황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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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와 서로 배치된다는 것을 입증한 것
이다. 국가 거버넌스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는 현대 국가건설에 있어
서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하며, 현대 국가건설은 거버넌스 현대화의 문명
적 궤도에서 이뤄져야 한다(阵进华, 2019: 36).
거버넌스 현대화의 국가논리를 촉진시키는 것은 복합적인 사고이다.
거버넌스의 현대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논리를 견지한다
고 해서 결코 다른 논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한편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5위일체’를 계획하며, ‘네 개 전면(四个全面)’108) 전략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거버넌스 능력
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논리로만 완성시키기 힘들다. 따
라서 국가, 사회, 시장 및 개인이 함께 힘을 합쳐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阵进华, 2019: 38).
다른 한편으로는 거버넌스와 관리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며, 거버넌스는
상명하달 또는 일방향으로만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거버넌스와 관리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거버넌스는
체계적이며, 법에 의한 것이며, 근본적인 성격을 띠며, 포괄적인 정책의
성격을 띤다”고 말했다(习近平, 2014; 阵进华, 2019: 38에서 재인용).
따라서 거버넌스 안에는 반드시 여러 논리가 존재해야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러 논리가 상호 작용해야만 국가논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즉, 국가논리는 각종 다양한 논리들의 장점들을 취합해야만 주도적
인 역할을 더욱 잘 해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시대의 중국

108) 5위일체란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을 의미한다. 네 개 전면 또는 사개전
면이란 소강사회(小康社会) 건설, 전면적 개혁의 심화, 전면적 법에 의한 통치, 전면적 당풍 쇄신을 뜻한다.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1305464310521948659.html (검색일,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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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 사회주의 거버넌스는 국가논리, 시장논리, 사회논리 등의 여러 요소
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특히, 국가논리는 질서를 보장해야 하며,
시장논리는 동력을 제공해야 하고, 사회논리는 가치를 생산해야 한다(阵
进华, 2019: 39).

이처럼 복합적인 사고는 국가논리를 촉진시키며, 국가의 논리는 복합
적인 사고의 장점만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새로운 시대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 거버넌스와 거버넌스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와 인류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阵进华,
2019: 39).
국가 거버넌스 체계 및 거버넌스 역량은 한 국가의 국가제도 및 제도
집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국가 거버넌스는 주로 정부체
계, 정부체계 중의 제도 및 기제가 공동으로 정부 간 관계(府际关系,
intergovernmental relations)를 구성한다. 정부 간 관계의 조정을 통해
서 정부체계의 전면성 및 합리성 그리고 정부기제의 적합성과 유효성에
이룰 수 있다. 정부 간 관계는 직책관계이고 이는 정부행위를 유도하고
제약한다. 수직적 정부 간 관계는 중앙-지방 직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명
확한 권한과 책임을 통해 수직적 정부 간 관계를 합리화 할 수 있다. 지
방간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수평적 정부 간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협업
을 격려하고 지역 거버넌스 및 정부 간 관리를 낳아 수평적 정부 간 관계
를 합리화할 수 있다(杨龙, 2015: 37).

3) 중국의 좋은 거버넌스
1978년 이전, 고도로 하나가 된 중국의 당정조직은 그 소속(分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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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사회의 모든 구석까지 연장하여 더 나아가 도시 ‘단위제’와 농촌 ‘인
민공사’ 등 체제배치를 통하여, ‘전능 정부’를 구축했다. 결국, “국가가 사
회를 삼키는 것”을 초래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은 정체에 빠졌다. 1978
년 개혁은 어렵게 시작하여, “사회를 다시 발견하려고” 했다. 각종 전지
전능식의 정부형태는 천천히 어렵게 퇴장하고 있다. 정부는 점차적으로
농민과 기업을 개방하여 자주의 시장 주체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했고, 촌
민자치를 인정하고 추진했다. 2003년 이래 심사제도개혁을 한층 더 실시
했고, 법에 따른 행정, 과학적인 행정과 민주행정을 강조했다. 공공서비
스에 외주를 도입했고, 2011년부터 부류에 따른 사업단위 개혁을 결정했
다. 2013년 이래 정부는 강한 결심으로 대대적인 행정심사개혁을 시작했
고, “호랑이를 치고, 파리를 때리는(打虎拍蝇)” 반부패를 통하여 헌법과
법에 따른 행정 등을 추진했다. 모든 이런 조치들은 모두 ‘좋은 거버넌스
(good governance)’를 지향하고, 더 나아가 정부 거버넌스 현대화를 지향
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王勇, 2018: 3).
국무원은 2013년 이래 모두 세 차례에 걸쳐 298항 국무원 部委 행정
심사중개 서비스 사항을 정리하고 규범화했다. 그렇지만, 여러 계층(多级)
간의 정책집행 효과는 이상적이지 않아서 2017년 7월까지, 절반에 가까
운 국무원 부위에서 해당 부위 정리와 규범 리스트를 반포하지 않았다.
지방 측면에서 비록 90%가 넘는 성에서 본급 개혁방안을 반포했지만, 단
지 약 25%의 지급 행정구에서만 본급 방안을 반포하지 않았고, 계층이
기층일수록 개혁추진이 더 어렵다. 더욱이 이번 행정심사개혁에서 ‘이양
해야 할 권력을 여전히 놓지 않았거나’, ‘명목적인 것은 놓았지만 실질적
인 것은 놓지 않았다.’ 또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놓았지만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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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지 않았고’, ‘작은 것을 놓았지만 큰 것은 놓지 않았고’, ‘공개적으로는
놓았지만 실제로는 놓지 않았고’, ‘하나를 놓아도 둘은 놓지 않았고’, ‘위에
서 놓아도 아래는 놓지 않았다.’ 혹은 ‘위에서 놓아도 아래에 이를 맡을
사람이 없어 책임이 더 모호하게’ 되었다. 部委 책임자 사이의 연결·매
칭·통합이 부족하고, 근거가 불명확하여 결국 ‘일이 성사되지 못하는 상
황(事情还是办不成)’이 나타났다(蓝志勇 等, 2017; 王勇, 2018: 5-6에서
재인용).
좋은 거버넌스 시각에서 총괄적으로 중국 정부 거버넌스 현대화 과정
을 평가하면, 중국 정부는 전능 정부로 정부가 경제사회 발전을 관리·추
진하는 행정직책을 이행한다. 또한, 시장의 주요 투자 주체, 사회 주요 건
설 주체의 역할을 맡고 있다. 운동선수와 심판의 이중신분을 통하여 경영
에 참여하는 동시에 경영을 심사하여, 마땅히 기업과 사회조직에서 자주
적으로 결정할 많은 사항을 대신한다. 행정심사권의 행사로 내부 미시적
인 관리권의 수단으로 시장 주체와 사회 주체를 간섭이나 월권을 하여 기
업발전, 경제건설에 대한 시장규칙의 안내 역할을 약화시킨다. 사회조직
발전, 공공서비스 제공, 업계조직 자율에 대한 사회 환경의 안내 작용을
약화시켜, 시장과 사회발전에 필요한 독립성과 활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石亚军·高红, 2015; 王勇, 2018: 6에서 재인용).
중앙정부의 정책은 지방에서 집행할 경우, 좋은 거버넌스를 명확히 추
구하려는 지방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종종 ‘큰 정부’ 모형 틀 속에서 사
회민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여 그 결과 얼마를 해결하고, 얼마나 좋게
해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급 정부 부서에서 스스로 결정한다. 따라서
서비스형 정부건설 및 사회개혁은 공중의 수요와 정확히 상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지방 주재 관원은 “임기가 탄력적이고,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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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여, 집단의 단기속성 심리를 부추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형
정부건설에서 실제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심
지어 기득권에 포획되어 개혁이 오히려 민중의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 이
러한 서비스형 정부에 대해서 인민이 과연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는가?
(耿曙庞 等, 2016; 王勇, 2018: 8에서 재인용).
지방정부가 ‘통치’로부터 ‘좋은 거버넌스’로 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
가, 정부와 사회, 정부와 민중의 관계는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방식을 결
정한다. 그리고 중앙-지방 관계의 구조에 내재하는 정치논리를 분석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권력 관계는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기본구조
를 제약하며, 사회건설은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현실적 근거이며, 현대 국
가건설은 지방정부 거버넌스가 계승해야 할 제도적 미션이다(徐晨光·王
海峰, 2013: 30).

3. 중국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방안
1) 중국 정부의 거버넌스 전략
현대 중국 정부의 거버넌스 추진의 동력은 시장, 사회 및 국제 역량에
서 나온다. 또한, 자체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이러한 인식
기초에 기반을 둔 자체 개선에서 나온다.
정부는 경제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국가 현대화를 실현하는 주요 역
량이고, 현대화 과정의 충격과 검증을 받는 객체 대상이다. 중국 정부의
거버넌스에서 정부 자신, 정부 외부의 각 요인, 정부와 공민, 사회 간의
상호작용에서 그 발전 경로와 과제를 찾아야 한다(许耀桐, 2016: 96).
중국이 정부 거버넌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ⅰ) 정부기관을 개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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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고 능숙한 정부를 구축하고, ⅱ) 사회 중개조직을 양성하고, 정부와
사회의 협력을 구축하고, ⅲ) 공민의 참여 거버넌스 적극성을 중요시하여
거버넌스 민주화를 실현해야 하며, ⅳ) 행정관리의 구체적인 방식을 변혁
하여 정부 거버넌스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许耀桐, 2016: 97-8).
중국이 향후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방정부는 다음을
모색할 것이다(许耀桐, 2016: 98-102).
첫째, ‘간소화 및 이양(简政放权)’, ‘이양과 관리 결합(放管结合)’, 서비
스 최적화 개혁을 추진한다. ⅰ) 지방에 이양한 심사 사항을 맡은 지방정
부가 제대로 관리를 한다. ⅱ) 전면적으로 지방정부 권력과 책임 리스트
를 공개하고, 일부 지역에서 시장진입제약제도를 추진한다(李克强,
2016; 许耀桐, 2016: 98에서 재인용).
둘째, 인터넷 정무 서비스를 추진하고 정부 정보화 건설을 추진한다.
최근 정보화 추진에서 투입 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여러 정부 部委의 하
드웨어 설비는 크게 개선되었지만, 농촌, 기층, 소외 지역 시설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정보화 추진에서 部委 이익으로 정보가 외부에 공개
되지 않아서 정보 고립화 및 격차가 심화된 점을 해결해야 한다.
셋째, 대부제(大部制) 개혁을 추진하고, 행정계층과 행정구역 설치를
최적화한다. 대부제 개혁은 하나의 체계적인 공정으로 수직적 개혁이면
서 수평적 개혁도 포함한다. 중앙정부기관의 개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각
지방정부를 포함한 행정기관 개혁도 포함한다. 대부제 개혁은 단지 여러 큰
부서를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대부제를 하려면, 주로 국가의 현
행 행정계층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许耀桐, 2016: 99).109)

109) 중국 省区市 중에서 일부 성은 백 개 이상의 현을 관리하고 있고, 가장 많은 것은 156개의 현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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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부 거버넌스 관련 여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ⅰ) 중국
의 행정영도(行政領导) 직권은 합의 성격을 갖는 총리책임제이다. 중국의
각급 지방 인민정부기관에서도 보편적으로 수장책임제를 취하고 있어 집
단영도로 운영된다. 직책을 구분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갖는 행정영도
를 유리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许耀桐, 2016: 101-2). ⅱ) 행정입법제
도 중 지방정부와 관련된 행정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행정규장은 ㉠
국무원 구성부문(한국의 부처), 직속 특설기구, 직속기구, 권한부여를 받
은 직속사업단위,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 성과 자치구 인
민정부 소재지의 시, 경제특구 소재지의 시, ㉣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상
대적으로 큰 시의 인민정부에서 헌법, 법률 혹은 행정법규에 따라 자신의
직권 범위에서 제정하는 규정과 방법을 지칭한다(许耀桐, 2016: 102).

2) 지방정부의 권력배치 개혁
지방정부에서 거버넌스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들이 필요하다.
赵国钦(2016: 189-191)은 거버넌스 시각에서 중국 성급 정부 권력배치

의 개혁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전체 서비스를 목표로 하여 정부 거버넌스 이념을 전환한다. 전
체 거버넌스 접근방식의 정부 재구축은 공민의 전체 수요에 따라 서비스
형 정부를 추진한다. 전체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것은 반드시 정부 거버넌
현재 제기된 성에서 직접 현(시)을 관리하는 것은, 곧 직급시의 행정관리 계층을 없애서 행정의 한 단계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행정지역 설치에 따른다면, 성급 정부에서 대부제 개혁을 한 이후, 또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한 성은 통상적으로 40~50개의 현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70~80개
심지어 100여 개를 관할하자면, 관리할 수 있거나 잘 관리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당의 18
대 보고에서, “중국 행정계층과 행정구역 설치를 최적화하고, 조건이 마련된 지방에서 점차적으로 성에서
현(시)을 직접 관리하는 개혁을 모색하여, 향진 행정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심화해야 한다”고 제기되었다
(许耀桐, 2013; 许耀桐, 2016: 99-10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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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념부터 전환해야 한다. ⅰ) 전체적 사고방식으로 정부 거버넌스에
존재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계속 획일적 행정 사고방식으로 정부 거버넌
스에 존재하는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사회계통 중의 하나로
많은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행정관리 측면에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정치
체제 등 여러 외부 생태의 영향과 연결된다(赵国钦, 2016: 189). ⅱ) 가
치 접근 방식이 ‘정부 본위(本位)’, ‘관원 본위’에서 ‘사회 본위’, ‘공민 본
위’로 전환한다. 공민수요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을 중요시하고 서비스형 정
부의 공공서비스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ⅲ) 정의, 공평, 책임성 등 민주가
치를 중시하고, 공민권력, 인민권력과 공공이익 등 다원가치를 추구하여 공
공행정의 공공성을 구현해야 한다. 동시에 효율가치에 대한 추구를 인정
하여, 공평과 효율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균형화시켜, “효율성을 중요시하
고, 공평성을 중요시 하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赵国钦, 2016: 190).
둘째, 법치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정부 권력관계를 규범화한다. 정부
기관 개혁은 마땅히 법치를 전제조건으로 추진한다. 또한, 오직 법률에
따른 기관 개혁만이 정부기관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다. ⅰ) 전반적인 거
버넌스의 제도혁신은 임의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규정과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ⅱ) 공민이익 요구 채널을
확대하고, 공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제를 혁신하여 공민권력 보장기제
를 한층 더 구축해야 한다. ⅲ) 정책결정권, 집행권, 감독권의 제도화 등
을 포함한 정부권력 제약기제를 규범화하여 정책결정권, 집행권, 감독권
이 서로 제약하고 또 서로 협조하는 권력구조와 운영기제를 형성·구축·
완비하게 한다. ⅳ) 권력-권리 구도를 명확히 하여 ‘당위에서 영도하고,
인대에서 감독하고, 정부에서 책임지고, 사회가 협동하여, 공민이 참여’
하는 선순환 권력-권력 구도를 형성한다(赵国钦, 2016: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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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시장과 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직능 관계를 정리한다. 정부
직능의 내부 통합을 강화한다. ⅰ)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와 시장 간
의 직능관계를 통합한다. 전반적인 거버넌스는 곧 정확히 시장조절과 정
부조절의 관계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중 정부의 주요한 작용은 정책과 법
규를 통하여 필요한 규제와 효율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거버
넌스의 정부는 마땅히 거시적인 시각에서 정부 사무관리를 더 중시하여
미시경제에 대한 정부 部委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赵国钦, 2016: 190).
ⅱ) 사회의 자체 관리직능을 개선시켜 정부관리와 사회 자체 관리의 빈틈
없는 연결이 필요하다. 전체 사회관리는 정부직능과 사회 자체 관리기능
으로 구성된 짜임새 있는 체계이다. 사회관리와 정부관리는 사회경제발
전이 결정하는 직능 범위를 설정하여, ‘이것이 내려가면, 저것이 올라가
는(此消彼长)’ 상호작용으로 각자 적정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ⅲ) 정부
직능 경계를 명확히 하여, 한층 더 정부 내부 각 직능부서의 관계를 정리
해야 한다. ‘조직 규모가 크고, 직능 범위가 넓은’ 대부제(大部门)체계를
구축하여 같거나 유사한 정부기능을 통합·합병하고, 종합적으로 정부기
관을 설치한다. 부서 간 협조기제를 완비하여 근본적으로 기구중복, 직능
중첩, 권한충돌, 여러 부서 간 서로 다른 정책을 내놓는(政出多门)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최종적으로 ‘범정부’에서 요구하는 권력과 책임이 일치
하고, 분업을 명확히 구현되는 조직구조를 설치한다(赵国钦, 2016: 190).
넷째, 현대 정보기술을 수단으로 정부 거버넌스 수준을 최적화한다.
전반적인 거버넌스 개혁은 현대 정보사회의 수요에 대한 대응하는 것이
며, 정부 거버넌스 유효성에 대한 추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첨단
적인 과학기술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인터넷의 보급은 정부 간 합
작에 정보교류와 공유의 플랫폼을 제공해 정부 거버넌스의 정보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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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여 인터넷 기반의 범정부 추진 조건을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
ⅰ) 투입을 확대하여 정부의 정보화 기초시설의 건설을 강화하고, 정부
인터넷 관리체계를 규범화한다(赵国钦, 2016: 190-1). ⅱ) 정보기술을
수단으로 서로 다른 인터넷 기반 기술, 인터넷 기초시설과 인력자원을 통
합하고, 기초적인 인터넷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반적인 공공기반 기능과
사무처리체계를 다시 설계하여, 정부 거버넌스 절차 간소화, 업무절차의
통일적 투명화, 정부서비스를 인터넷화 한다. 이를 통해 ‘편하고, 빠른 자
원공유’의 온라인 거버넌스 모형과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여 정부 거
버넌스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인다. ⅲ) 디지털 민주를 발전시켜 공공이
익 온라인 표출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공공포럼, 온라인 선거, 온라인 여
론조사, 정부관원 온라인 교류 등을 포함한 방식을 선택한다. 정부와 공
민 간 디지털 상호작용을 통한 대응기제를 통합한다. 이를 통해서 인민에
게 양질의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赵国钦, 2016: 191).

3) 중국 중앙-지방 협업 거버넌스
국내외 환경이 변함에 따라 한편으로는 현대 거버넌스 주체인 공민,
사회, 정부 간의 상호 협력이 요구된다. 또 한편으로는 현대 거버넌스 체계
의 기술, 제도, 가치이념 간의 상호 협력이 요구된다(汪火根, 2014: 115).
중국 지역 거버넌스 영역에서 사회조직은 발전이 미성숙하고, 정부는
공공자원과 권력구조 중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과 지
방정부 협업 거버넌스는 지역 일체화 거버넌스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
다(王波, 2019: 102).
첫째, 지역협약에 기반한 중앙-지방 협업 거버넌스로 다음과 같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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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있다. 즉, ⅰ) 중앙정부 혹은 상급 정부 비준을 거친 지역 합의, ⅱ)
중앙정부 혹은 상급 정부에서 등록을 거친 지역합작 협의, ⅲ) 완전히 지
방에서 자주하는 지역합작 협의, ⅳ) 중앙정부 혹은 상급 정부에서 참여
한 지역합작 협의이다(王波, 2019: 102-3).
둘째, 통일된 거버넌스 기관에 기반한 중앙-지방 협업 거버넌스로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즉, ⅰ) 중앙정부와 상급 정부가 수직으로 통제
하는 새롭게 구축한 기관이 주도하는 지역 간 거버넌스 유형, ⅱ) 서로 다
른 행정구역 간에 상급 정부 권력통제가 필요 없이 새롭게 구성된 기관이
주도하는 중범위 지역 간 거버넌스, ⅲ) 상급 정부의 수직통제가 없고, 행
정기관과 部委가 협조를 주도하지 않으며, 주로 민간조직 합작, 공공참여
에 의존하는 지역 간 거버넌스 유형이다(王波, 2019: 104-6).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지역합작은 지방정부의 자주권에서 시작해서,
중앙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지방의 주도적인 대응과 집행으로 실행된다.
추후 특정 조건에서 중앙정부가 참여하여 체결 주체로서의 참여, 접수·
비준·등록의 참여, 참관식 등이 있다. 지역합작에서 중앙정부의 기능은
법정 조건 아래 사전 및 과정의 절차적 참여, 그리고 사후의 법률적 감독․
관리에서 구현되어 민주 기초상의 중앙집권을 구현한다. 현재, 중국 지역
합작의 지체를 초래한 주요 원인은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지역합작을
할 권력이 있는지 여부를 모른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지역합작 협의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모른다는 점에 있
다(王波, 2019: 103).
정부직능은 서로 다른 계층의 정부직능과 권력에 대해 구분하며, 서로
다른 직능은 권력 주체상 ‘위에서 아래로’, 거버넌스 주체상 ‘아래에서 위
지만’, 각급 정부와 완전히 일대일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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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정부직능 중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지만, 기타
주체는 직능 밖에 배제되지 않고, 직책동구가 아닌, 강약과 계층의 차이
가 나타난다(罗婕·桑玉成, 2018: 82).

그림 7-1

정부 간 권력구조 및 거버넌스 구조

권력구조

거버넌스 구조

중앙
정부

성급
정부
성
이하
지방
정부
거시 조정

시장 감독

사회관리

공공서비스

정부직능
출처: 罗婕·桑玉成(2018: 83)

<그림 7-1>은 서로 다른 정부 계층이 서로 다른 정부직능 상의 권력구
조와 거버넌스 구조의 분포 특징을 보여준다. 국가의 공공자원과 발전 방
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정책결정의 권력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국가성을
대표하고 있다. 권력 구조상 시종 위로 향한 집권을 구현하고 있다. 중범
위(中观) 관점에서 감독·관리(및 특수 사회관리)에 관해서는 중앙과 성급
정부가 합작하여 조절·배정을 하고, 주로 성급 정부에 집중되고, 권력구조
와 거버넌스 구조의 통합과 통일을 구현한다. 기본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직능상 지방정부에게 사회 거버넌스의 주체 및 상응한 권력 지위를 부여
하여, 아래로 향하는 협조를 구현하게 한다(罗婕·桑玉成, 2018: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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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부직능 개혁은 권력구조와 거버넌스 구조를 조율하여 정부직
능의 특성과 권력의 국가성(집중)과 거버넌스의 하향적 사회성을 결합시
켜, 정부의 권위를 강화한다. 동시에 거버넌스의 유효성을 실현하여 상향
적 권력과 하향적 거버넌스를 전체적인 거버넌스와 서로 호응시킨다. 거
시적인 국가 방향의 정책결정 영역에서 상향적 권력집중을 구현하고, 중
범위적 감독관리 영역에서 권력과 거버넌스의 결합을 구현하고, 미시적
인 사회관리와 서비스 영역에서 하향적인 거버넌스의 협조를 구현한다
(罗婕·桑玉成, 2018: 83).

4. 행정구획의 개혁 원칙과 방향
중국에서는 성급마다 규모 격차가 천차만별이어서 중국의 성급 행정
구역의 면적을 축소하고, 성급 행정구의 수량을 확대하는 방향이 계속해
서 논의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각급 정부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
관리 계층을 줄이려는 취지이다. 관련 내용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1) 행정구획 개혁의 원칙과 태도
(1) 행정구획 개혁의 원칙
① 다목표 최적화 원칙
성급 행정구역 구분과 성직관현(省直管县) 관련 맞춤개혁은 행정구역
구분의 여러 가치 목표를 균형 있게 최적화하여, 공공이익과 개혁 이익의
최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성급 행정구역 구분과 성직관현 맞춤개혁은
행정기능을 향상시키고, 각 성과 자치구 사이 그리고 각 성과 자치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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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사회의 합동 발전을 추진하는데 유리하
다. 또한, 정치 거버넌스 능력, 사회 거버넌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谢来位, 2016: 237).
② 과학적 원칙
성급 행정구역 구분과 성직관현 맞춤개혁은 행정구역 구분의 환경, 조
직, 능력인 3대 제약 요인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최적화하여, 행
정구역 구분의 과학성을 강화한다. 행정구역의 최적화는 공공정책 제정
과 집행의 과학성, 효과성, 공정성에 대한 중국 단일제 국가구조의 형식
과 중국 집권체의 심각한 영향과 제약을 고려한다. 그리고 최대한 행정계
층을 줄여서 권력의 ‘위에서 아래’ 운영, 자원의 ‘위에서 아래’ 분배과정
에서 효율성 손실과 공정성 손실을 줄여야 한다(谢来位, 2016: 237).
각 지역 정치·경제·문화 중심의 경제 환경과 영향력, 정부의 거버넌스
능력과 사회의 거버넌스 능력, 각 지역의 자연지리 환경, 민족문화 환경,
전통문화 환경의 객관적인 제약에 따라서 최대한 통제의 폭과 발전의 폭
의 관계를 고려한다. 최대한 정치안정을 보장하여 지역 간 경제사회에서
협동 발전을 추진한다.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의 범위를 확정하고, 구역행
정 중심을 선택하고, 관리 범주를 확정한다(谢来位, 2016: 237).
③ 실행 가능성 원칙
성급 행정구역 구분과 성직관현 맞춤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추진력
의 강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주관적으로 행정구역 구분 개혁
의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성 구역의 구분, 성급 정치경제 중심의
선정은 최대한 포함된 각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수요와 해당 구역 공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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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익과 부합해야 한다. 개혁추진, 공무원 분류, 공무원 이익보장의
방안 등은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공공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공평하기 위해서는 공공이익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이익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谢来位, 2016: 237-8).
(2) 행정구획 개혁에 대한 태도
현과 시 정부는 개혁의 수익자로서 재정은 직접적으로 성과 연결되어
현과 시 재정 자주권을 강화시킨다. 개혁에서 각 성은 보편적으로 성급
및 지급 정부에서 현과 시에 대한 재정지지 강도를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
을 요구한다. 재정자원에 대한 현과 시 주관의 통제력과 지배능력을 상대
적으로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张克, 2018: 81).
재정자원 외에도, 성직관현(省直管县)은 비(非)현직관현과 시할구에 비해
더 많은 성급 중대 프로젝트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
한, ‘재정계획 단독수립(计划单列)’, 직접적인 정보수신 등의 채널을 통하
여 현과 시 주관 성급 영도의 주목을 받을 기회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대부
분 성(省)은 재정 성직관현 주관을 省에서 관리하는 간부 서열에 포함할
수 있다. 비록, 지급시 주관은 여전히 승진과정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
지만, 직관현 주관의 정치 지위는 일정 수준에서 비직관현과 시할구보다
좀 더 높아서 승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张克, 2018: 81).
표 7-2

성직관현 개혁에 대한 성, 지, 현 3급 정부의 태도

정부 계층

개혁 손실과 이익

개혁 태도

정책결정 영향력

성급

변화가 거의 없음

지지 혹은 중립

높음

지급

재정자주권 감소

배척

중

현급

재정자주권 확대

쟁취

낮음

출처: 张克(201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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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빈곤 현이란 지칭을 갖지 않는(不戴帽子)’
빈곤 현에서만 성직관현 개혁에 의문을 품고 있어서 재정에 대한 지급시
의 지지 강도가 낮아질까 걱정한다. 기타 현과 시 주관은 보편적으로 개
혁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태도를 취하였다(张克, 2018: 81).

2) 행정구획 개혁의 접근
중국의 복잡한 도시 계층 및 호구체계로 인해 중국의 지방정부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한 매우 모호하다. 가장 모호한 것은 시
(city) 관련 시 주민, 정부단위, 시 내외 지형 경계, 각 구성단위에 거주하
는 인구 등의 속성에서 두드러진다(Liu, 2018: 1).
행정구획을 개선하여 규범화와 과학화의 궤도에 진입하려면 ‘사전 타
당성 조사 → 조정 후 모니터링 → 조정 후의 평가’라는 프로세스 관리
모형을 핵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행정구획 조
정, 이익추구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林拓·申立, 2019: 66-67).
첫째, 행정구획 조정 전에 과학적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정부는 제3자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중국 공간 거버넌스의 기초적 제도에 근거하여 주체적으
로 기능을 계획한다. 개발구의 발전 및 통제를 하고, 인구 규모를 명확히
한다. 사회안정, 생태환경 보존, 문화보호 등을 확보하고, 농지 훼손이나
농민권익 침해 등을 방지하고, 사회안전 위험과 압력을 적극적으로 완화
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다양한 분야나 영역의 전문가와 학자들의 참여
를 장려하여 장기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적시에 정책건의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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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안을 제시한다. 행정구역 조정과 대중의견 간의 상호교류를 구축하
고, 공무원, 기업인,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구
획 설정의 합리성을 높인다(林拓·申立, 2019: 66-7).
둘째, 행정조정 과정을 점검한다. 여론 모니터링 기제를 수립하여 부
동산, 토지, 사회보장 등 주요 영역에서 인터넷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는
DB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구획 추진 효과를 점검한다. 또한, 사회민생 요
구에 대한 반응기제를 구축한다. 행정구획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여론 동향을 살핀다. 소문이나 루머를 ‘안내(引导)’로 변화시켜 지방정부
구획 과정에서 공신력을 제고한다(林拓·申立, 2019: 67).
셋째, 구획조정 후의 시스템을 평가한다. 후속평가는 행정구획 조정의
성과를 제고하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조정 후의 평가 시스템은 신청
시 보고한 문건, 도시건설, 공공서비스, 생태건설 등 다방면에 심도 있는
검사를 진행한다(林拓·申立, 2019: 67). 사실상, 행정구획 개선에서 드러
난 위험은 거버넌스 혁신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가령, 지명(地名) 문화는
피동적 변화로부터 전통적 계승으로 발휘케 하고, 지방정부가 실제 상황에
맞게 제정하여 지명 문화를 보호한다. 또한, 행정구역 조정 이후 어떤 지
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낮아지면 이를 즉각 수정하고, 자원을 재편하여
적응하게 한다. 이로써 ‘행정구역 조정 → 위험 발생 → 거버넌스 혁신 →
개선 발전’의 선순환이 점진적으로 가능케 한다(林拓·申立, 2019: 67).
결론적으로, 종합적인 거버넌스의 고도 전략부터 인간 중심의 발전방
향 설정, 법치화 기반, 통합적인 협동을 핵심으로 하고, 프로세스 관리를
핵심으로 한다. 보다 개선된 행정구획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국
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능력의 현대화을 더욱 심화시켜 대국 거버넌스의
공간적 기초를 세운다(林拓·申立, 201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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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구획 전략
맞춤식 개혁 취지에 따라 새로운 성급 설치를 구축하고, 지급행정 설
치를 취소하고, 행정구역 구분 계층을 감소시키고, 3급제를 실시하면, 일
부 정부기관은 취소할 수 있다. 이는 관련 영도간부와 공무원의 직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대한 계획의 집행은 많은 리
스크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 민정부는 이미 관련 연구를 수행하
여, 이상적인 대안으로써 ‘省은 마땅히 더 작은 행정단위로 나누고, 보다
적은 행정계층으로 만들 것’을 제시하였다(谢来位, 2016: 243).
하지만, 이는 단지 이상적일 뿐, 현행 성급 행정구역 구분을 조정하는
실제 업무는 많은 것과 관련된다. 행정체계와 정부 프레임을 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이익과 경제이익의 유동구조의 변화와도 관련된다. 이는
매우 복잡한 임무이며, 성급한 행정구분은 쉽게 공중들에게 불안정을 초래
할 수 있다(BBC Monitoring Asia Pacific, 2005; 谢来位, 2016: 243).
따라서 성급 행정구역 구분과 성직관현 맞춤식 개혁은 반드시 절차에
따라 전략을 논의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谢来位
(2016)가 제시한 성급 행정구역계획 전략을 소개한다.
첫째, 전국적·통일적·전반적으로 계획하고, 괴(块)(성, 시, 구)를 나누
어 점차 추진한다. 성급 행정구역과 성직관현 맞춤식 개혁은 국가의 정권
건설, 자원의 공정한 배치, 공공권력 구조의 균형, 경제사회의 합동발전,
기관설치, 인사조절, 사회안정, 민족단결 등 중대사와 관련된 복잡하고
체계적인 업무이다. 또한, 민감한 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차적으로 추
진하는 원칙을 지켜서 사회·정치·경제의 거대한 파급과 불안정을 초래하
는 것을 피해야 한다. 30~50년, 심지어 100년 이상 시간으로 점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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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해야 한다. 순차적으로 경제사회의 발전 수준, 관리 폭의 대소 정
도, 관할 반경의 대소 정도, 구역조정에 관련된 행정단위의 복잡한 정도,
행정구역 최적화에 대한 각 지역의 수요 정도 등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谢来位, 2016: 244).
“쉬운 것 먼저, 어려운 것 나중에” 원칙에 따라, 우선 신장, 티벳, 네이
멍구, 칭하이 지역, 다음으로 쓰촨, 윈난, 꾸이저우, 광시 등 지역을 대상
으로 새로운 성구(省区)를 증가시킨다. 이는 이들 지역의 성(省) 면적이
지나치게 크고, 교통관리 등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지역발전이
극히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시급히 경제발전 동력
을 강화시켜 행정구역을 최적화시킨다. 그 다음으로 헤이룽장, 랴오닝 및
충칭, 후베이, 후난(湖南)과 산시(陕西) 등 지역이다. 다음으로, 장시, 광
둥, 푸젠 등 지역이고, 마지막으로 산시(山西), 안후이, 장쑤, 산둥, 허난
(河南), 허베이 등 지역이다(谢来位, 2016: 244).
전체적으로 모든 절차를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모든 성과
자치구의 행정구역 조정 이후 일정한 시기에 행정구역 최적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구역 최적화 중에서 부족한
점에 대해 보완하고 방안을 수정하여 다음 절차의 행정구분 최적화 방안에
대해 더 한층 완비하여 너 나은 효과를 낳게 한다(谢来位, 2016: 244).
둘째, 새로운 성의 설치와 지(시)현 분리는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구역의 개혁 조정 과정에서, 우선 새로운 성과 도시를 확정한다. 다음
으로 각자의 관할 구역을 구분하여, 관할 관계가 확정된 이후, 기존 지급
혹은 부(副)성급 도시정부를 기초로, 새로운 성급 정부를 구성한다. 새로운
성급 정부설치 및 그 기관설치와 직능배치를 완비하고, 새로운 성급 정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이후, 개혁을 더 강하게 추진한다(谢来位, 2016: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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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실질은 기존 지급 혹은 副성급 도시 관할에 예속되었던 현을
기존의 예속관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성급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이
다. 행정구역 최적화의 핵심은 행정 예속관계이고, 행정 예속관계의 실질
은 권력의 분배이기에, 새로운 성을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권력관계의 조
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새로운 성급 정부를 기본적으로 설립한 이후, 반
드시 행정 예속관계의 조정 혹은 전환을 추진한다. 즉, 현, 시, 구 정부는
기존 예속의 지(시)급 정부의 관할로부터 빼내서, 직접 성급 정부에 예속
시켜 새로운 행정관리 질서를 구축한다. 이는 행정관리 구역 최적화에 대
한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다(谢来位, 2016: 245).
셋째, 현(구, 시) 구역 구분이 변하지 않게 유지하고, 지역 전체적인 조
정을 지속해야 한다. 행정구역 구분의 최적화 과정에서 현(구, 시)을 조정
하거나 전환한다. 아니면 기존 성 구역을 유지하는 현, 구, 시에서 그 기존
구역 구분은 모두 유지한다. 전환 과정에서 행정구역 구분을 전체적으로
전환하여 갈등과 이익변화를 줄여 단지 행정구역과 상급 정부의 예속관
계만 변경한다. 행정구역 구분 조정 과정에서 현(구, 시)을 합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행정구역을 합병하면 하나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을 줄
이게 되어, 이는 약화된 기존 중심구역의 공민과 공무원의 이익에 손해가
되어서 기대심리를 상실하게 할 것이다. 또한, 행정구역 구분 조정에 저
항(阻力)을 낳을 수 있고, 사회·정치 안정을 훼손시킬 것이다. 현, 시, 구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전체적인 전환이 유리한 점은 행정관할구 내의 공
민과 행정 대상자(行政相对人), 향진가도(乡镇街道) 정부기관 그리고 현,
시, 구 급 정부의 예속관계와 업무질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谢来位, 2016: 245).
넷째, 단계적으로 지(시)급 정부관할 구(区) 정부를 취소해야 한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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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역 구분의 예속관계 조정 이후, 성급 정부와 각 현, 시, 구 정부의 관
계를 정상적으로 일정 기간 운영한다. 이후, 다시 점차 각 지급시 정부
관할 구 정부의 크고 작은 정부, 공무원 수량의 다소 등에 따라 점차 구
정부를 취소한다. 혹은 구 정부의 발전을 제한하여 자연적으로 일정 수준
으로 줄인 이후 다시 취소해야 한다. 구 정부를 취소하는 것은 가도(街道)
혹은 진(镇) 정부의 설립 등과 함께 전개할 수 있다. 구 정부의 취소 과정
에서, 관련 일반 공무원과 영도간부에 직급 및 직무 승진, 급여처우 등의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집단은 행정구역 구분 최적화 과
정에서 가장 큰 저항집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갈등으로 정치사회 안정
에 불리한 영향을 낳지 않기 위해, 폐지에 직면한 지(시) 관할 구 정부에
대하여 자연적인 감원, 영도간부와 일반 공무원 직위의 다른 지역과의 교
류를 통해 점차적으로 그 행정직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
다(谢来位, 2016: 245-6).
다섯째, 행정관리직능 모형을 차별화 한다. 행정구역 구분을 최적화하고,
인원배치를 적정하게 하여 합리적 운영을 하고, 정부기구 개혁을 추진하여
시장감독·관리 부서, 사회서비스 부서, 정치안정 관련 부서를 상대적으로
분리시키고, 행정직능관리 모형을 차별화시킨다. 시장감독·관리 부서는
수직적인 영도 및 관리의 원칙을 유지하여 통일적인 큰 시장을 형성하게
하며, 지방보호주의를 예방한다. 사회서비스와 정치안정 관련 부서는 구
체적인 서비스 부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의 성격, 난이도, 자원의존
정도와 범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설치 형식과 예속관계를 취한다. 특별구
정부를 설치하여 각종 지방정부 부서에서 단일 행정구역, 여러 행정구역,
특수기능 구역, 혹은 성구(省区) 경계를 넘는 지역서비스 전달을 위해 일부
특수직능 부서의 독립성과 직무이행 능력을 강화시킨다(谢来位, 2016: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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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중국의 국정운영을 전망하기 위해서 중앙-지방정부 관련 제도의 방향
및 방안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중국정부나 학자들이 중국 중앙-지방
정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 개선의 방향 및 방안을 제시
하고 논의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뒷받침이 필
요하다. 예를 들어, 刘华(2017: 120)는 중앙과 지방 관계에 관한 개혁의
목표로 재정 사권(事权)과 지출책임의 구분, 법치화, 지방정부 혁신 등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중앙-지방정부의 직능과 직책 재조정의 방향 및 방안, 중앙지방정부 재정의 방향 및 방안, 중앙-지방정부 법제화의 방향 및 방안,
그리고 지방에 대한 관리·감독의 개혁 방향 및 방안을 검토한다.

1. 직능 및 직책 재조정의 방향 및 방안
1) 직능 및 직책 재조정 방향
국내외 환경이 변하면 이에 따라 정부의 기능, 즉 직능이 변할 수밖에
없다. 기능에 따라 쇠퇴나 폐지, 통폐합, 강화, 신설, 이관 등의 재조정이
적시에 이뤄져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권한, 역할, 기능 범주의 확정은 동태적인 발전과정
이므로 국정 현실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과 재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직책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권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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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일치시킬 논거와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직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이 명확하게 정립된 직책 목록을 구축하고,
지방정부의 평가지표를 과학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직
능과 직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수평적 관리(条快)의 조
정과 협동기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동료형 조괴관계를 통한 원활한 소
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직책이 서로 맞물려 효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정부직능은 정부와 시장 그리고 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각자의 직
능을 명확히 설정하여 시장과 사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
조정될 필요가 있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늘어나는 정책문제나 행정수요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표뿐만 아니라 자원, 환경, 서비스 등의
지표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성급 정부에게 헌법 제도에 기초하여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하는 기초
를 다지고, 정부 직책체계를 개선한다. 성급 정부에 더 많은 자주권을 주
어 미시적 제도적 기초를 다진다. 중앙-지방 간 권력행사 기제를 규범화
하고, 부당한 명령을 통해 지방정부 행위에 간여하는 것을 제약하며, 성
급 정부가 직책수행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이 대칭되도록 한다(陈天祥,
2019: 19).
<표 7-3>에서 보듯, 정부직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직능
법정화(法定化) 원칙, 공민권력 지상 원칙, 양제부능 원칙(量制赋能原则),
직능 소속화(下属化) 원칙, 권한·책임·이익(权责利) 대칭 원칙, 간결·통
일·효율 원칙, 시장지향 원칙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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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정부 직능배치 원칙110)

직능
∙ 정부직능 법정화는 정부 직책과 기능을 법률과 법규의 형식으로 명확히 설정하는 것을 지칭함. 시 관할 구에
법정화
있어서 법률상 관할 구의 관리 범위 및 이에 상응한 권한과 직능을 명확히 필요
(法定化) ∙ 직능 법정화는 법에 따른 국가관리의 기본 요구이고, 시와 시 관할 구가 직능·직책·권력 배치 상에서 규칙과
원칙
법률을 따르는데 유리함
∙ 정부직능 법정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ⅰ) 단독의 시 관할 구 정부조직법을 제정하여, 시 관할 구의 구성,
직능·권한, 소속관계와 설립·변경의 절차에 대하여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ⅱ) 법률상으로 부여된 시 관할
구 직능은 마땅히 시 관할 구에서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기타 어떤 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으며, ⅲ) 임의로
시 관할 구 직권을 박탈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책임 추궁을 강화하여, 법률이 부여한 시 관할 구 직능을 보호하며,
ⅳ) 시 관할 구의 직능은 반드시 법에 따라 설치·변경·취소되어야 함
공민 권력 ∙ 한 국가에서 공민 권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상’인지 아니면 ‘이 등급보다 못한 것(等而下之)’인지는 현대
지상 원칙 사회와 전통사회를 본질적으로 구별함
∙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인민은 주인인 국가이며, 개혁개방 이전 민주와 법제의 건설이 심각하게 지체되어서
주권이 인민에 있다는 헌법 원칙이 제대로 관철·실현되지 못함
∙ 개혁개방 이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설과 민주법제가 계속 추진됨에 따라 현재 정치권력 지상에서
공민권력 지상으로 전환되고 있고, 관원 중심(官本位)에서 인민 중심(民本位)으로 전환되고 있음
∙ 이는 중국 사회의 더욱 심각한 중대한 역사 변화이며, 사회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임. 따라서 시 관할 구의 각종
직능의 배치와 설계는 이러한 전환에 적응하고 이러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법치 지향 현실에서 공민권력 지상 원칙을 따르는 것은 정부직능의 전체적인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여 정부행
위를 제약하고, 그의 합법성을 강화하는데 유리함
∙ 또한, 공민권력 우선 원칙은 상대적으로 쉽게 시 관할 구역 정부의 권력 경계를 확인할 수 있음.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정치 조건에서 공민권력은 명확히 뚜렷하며, 법에 따라 확정된 것임
∙ 공민권력의 경계는 동시에 정부권력의 경계이며, 정부가 권력을 행사하고, 직능을 이행할 때, 공민의 권력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공민권력을 수호하고,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끊임없이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시 해야 함
양제 부능 ∙ 양제 부능(직능 부여) 원칙은 상응한 법률과 규장제도 및 부서 간 계층 견제 관계에 따라, 공공관리에서 업무분
원칙
석, 실적관리 등 규칙과 평가 방식을 참조·응용하여 부서의 권력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응하는 직능을
부여하는 것임
(量制赋
能原则) ∙ 현재 시와 시 관할구 부서 직능중복이 상당히 존재하고, 부서직능에서 분업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직책권한이
불분명하고, 협조할 난이도가 커서, 정부직능은 양제부능의 요구에 따라 더욱 더 조정되고 최적화되어야 함
∙ 양제부능을 견지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세 가지 측면의 주요 절차를 파악해야 함
∙ 첫째, 시 관할 구의 속성에 따라 특수 직능을 부여함. 즉, ⅰ) (간소화) 관할 구의 직능배치는 간결·효율·정확성
을 기준으로 교차·중첩되는 직능을 없애고 정교한 직능을 부여함. ⅱ) (정리) 그 직능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서 간 그리고 부서 내부 설치기관의 직능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직능 관계가 모호하게 되는 것을 방지함.
ⅲ) (매칭) 직능이 연결되고, 관계가 명확한 질서와 협조를 통해 효율적·유기적으로 유지됨. ⅳ) (대응) 조직구
조의 계층 간 견제 관계에 따라 그 계층에 부합하는 직능을 부여하는 것임
∙ 둘째, 정부관리의 목표 모형 및 시정이념에 따라 직능을 부여함. 당의 18대에서 지적하듯, “중국 특색 사회주의
행정체제를 건설하는 목표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분리, 정부와 자본의 분리, 정부와 사무의 분리, 정부와 사회의
분리를 심화시켜 추진하여 직능이 과학적이고, 구조가 최적화 되고, 청렴하고 고효율적이고, 인민이 만족하는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해야 함”
∙ 새로운 정부의 시정 이념은 정부에 새로운 직능배치 요구를 부여함. 정부 시정이념에 상응하는 통합, 계획,
복무, 협조, 자문, 감독 등 주요 기능을 배치하는 것은 양제부능을 구체화하는 것임

110)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1510140515395471860.html?fr=iks&word=
%B5%D8%B7%BD%D5%FE%B8%AE%BE%AD%BC%C3%D6%B0%C4%DC%CA%C7%CA%B2%C3%B4
&ie=gbk (검색일, 2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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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 부능 ∙ 과학발전관과 ‘행정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하는’ 각종 요구에 따라, 정부 部委 기관
원칙
의 직능을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두고 경제조절, 사회감독, 거시적인 조절 등 주요 직능을
강화해야 함
(量制赋
能原则) ∙ 셋째, 정부직능 전환의 주요 임무에 따라 직능부여를 해야 함. 정부직능을 전환하는 주요 임무 중의 하나는
‘네 가지 분리’를 가속하여 추진하는 것임
∙ 즉, ⅰ)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추진하여, 정부 부서가 직접적으로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정부의 주요 경제관리 직능은 시장 주체를 위해 복무하고 좋은 발전 환경을 창출하는 데로 이전하고,
정부와 자본을 분리하는 것임. ⅱ) 정부는 더 이상 국유자본 소유자의 직능을 맡지 않고, 국가자산위원회에서
국가독자기업, 국유자본지주기업에 대하여 직능 자본 통제권을 실행하여 관리함. ⅲ) 정부와 사무를 분리함.
정부 부서는 반드시 공익사업에 대한 독점에서 탈피하여 거시적인 통제·분류·지도의 직능으로 전환해야 함.
ⅳ) 정부와 시장 중개조직을 분리해야 함. 정부 부서는 상응하는 협조·감독·규제 등 직능을 배치하여, 공공부서
공공서비스의 사회화를 추진하여, 사회 역량과 시장 역량이 정부의 효과적인 협조와 감독 아래 사회화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직능
∙ 제도경제학에서 직능 소속화 원칙은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를 포함한 각급 정부 사이의 임무 분배의 원칙임.
소속화
이는 재정분권과 공공재 계층 공급의 이론을 확립하여 정부의 많은 직능이 모두 분산될 수 있고, 서로 경쟁하는
(下属化)
기관에서 맡을 수 있는 것을 지적하고, 집단행동에서 모든 임무를 최대한 낮은 정부 급별에 둘 것을 주장하는 것임
원칙
∙ Bretton은 해당 원칙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 즉 호응 원칙과 보조적 원칙을 제기함. ⅰ) (호응 원칙) 행정체제
구조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정부가 민중에 더 가까워서 공민의 선호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지칭함. 따라서 하급 정부가 기술적으로 권력 혹은 직무의 책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이를 더 높은 관할
계층에 맡겨야 함, ⅱ) (보조적 원칙) 한 가지 권력 혹은 직능이 행정체제 구조에서 하급이 더 잘 맡을 수 있다면,
더 높은 계층에 맡겨서는 안 됨
∙ 상술한 논리를 시 및 구 직능에 적용하여, 구 정부에서 이행할 수 있는 각종 직능은 구 일급에 분권하고, 도시
전체 거시적인 직능에 관련된 것만 시 일급에 집중하여 지정함
합리적인 ∙ 분권 학설은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태생되었는데, 이 저서에서 모든 정체는 세 가지
분권 원칙 요소(의사기능, 행정기능, 심판기능)로 구성됨
∙ 몽테스키외는 분권사상을 한층 더 발전시킴. 여기서 말하는 분권은 일반적으로 삼권분립, 즉 입법권, 행정권과
사법권의 분립을 지칭함
∙ 분권의 목적은 권력으로 권력을 제약하며, “모든 권력 있는 사람은 모두 권력을 남용하기 쉬운데, 이는 만고불
변의 경험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권력을 사용함. 사물의 성격상 권력남용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권력으로 권력을 구속해야 함”
∙ 권력으로 권력을 구속하려면, 당연히 분권을 필요로 함. 이는 입법권과 사법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권에도 적용됨. 적당한 분권은 권력 사이의 견제의 효과를 이룰 수 있고, 시 관할 수에 대한 분권도 마찬가지임
∙ 합리적으로 시와 구의 직책과 권한을 분배하려면,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발전의 수요와 현대화 변혁의 요구에
적응하여, 시와 구의 직책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땅히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첫째, 집권과 분권을 서로 결합해야 함. ⅰ) 시급에서 집권의 상한은 시급 직능부서 혹은 조직의 과도한 집권과
독단을 막아야 하며, 하한은 시 관할 구의 자주권을 침범하고 박탈해서는 안 됨. 기업과 사업, 사회단체의 합법
적인 권익을 침범하고 박탈해서는 안 되고,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고 박탈해서는 안 됨. ⅱ) 시 관할
구 분권의 상한은 정치상 국가의 정치와 법률제도를 위협하면 안 되고, 시급의 합법적인 권위에 손해를 주면
안 되고, 경제상으로는 시장체계의 건립, 화합적인 발전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됨. 하한은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고 박탈해서는 안 되고, 기업과 사업, 사회단체, 사회중개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
하고 손해를 주면 안 됨. ⅲ) 시 관할 구는 도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도시의 특징은 도시관리의 전체성과
집중성을 결정함. 이리하여 시 관할 구가 반드시 전체 도시에 대한 시 정부의 통일적인 계획과 관리에 복종할
것을 요구함. ⅳ)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시 관할 구의 적극성을 동원하여, 도시의 계획, 건설과 서비스에 적극
적으로 협조하고, 일부 측면에서 더 나아가 주도 역할을 하여, 통일해야 할 부분은 통일하고, 나누어야 할 부분은
나누고, 통일하고 나누는 것을 결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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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 둘째, 수직분권과 수평분권을 서로 결합함. ⅰ) 수직분권은 시와 시 관할 구, 시 직관 부서와 구 직관 부서의
분권 원칙 분권이고, ⅱ) 수평분권은 당위원회 및 경제조직, 군중단체 간 분권임. ⅲ) 합리적인 수평분권은 합리적인 수직
분권의 기초이자 전제조건임. 합리적인 수평분권 없이, 수직분권의 결과, 필연적으로 지방보호주의를 초래하고,
심지어 권력남용을 낳고, 권력으로 사익을 추구할 것임. 따라서 시와 시 관할 구의 권한을 과학적·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면 반드시 수평분권과 수직분권이 잘 이뤄지도록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함
권한·책 ∙ 저명 학자 辛向阳은 「대국제후(大国诸侯)」에서, 권력과 의무 대칭의 본질은 어떤 한 측도 의무만 부담하거나
임·이익
혹은 권력만 향유하는 자격이 없는 것임. 이는 질서와 규칙의 기초임. 이 관점을 시와 시 관할 구 권한·책임·이익의
배치 문제에 응용하면, 그 이론은 네 가지 측면으로 총괄할 수 있음
(权责利)
대칭 원칙 ∙ 즉, ⅰ) 도시의 거시적인 정책결정은 시에서 맡는데, 즉 도시 전체 이익 관련 정책결정은 오직 시급에서 하고,
그 해석권과 재량권도 모두 시급에 속함
∙ ⅱ) 미시적인 정책결정은 시 관할 구에서 자주로 하고, 시 관할 구는 시급의 거시적인 정책결정 정신과 내용에
따라, 자주적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실시 방법을 결정하며, 거시적인 정책결정에서 반대하거나 부정하지 않으
면, 시 관할 구는 모두 그 주도성과 혁신성에 따라 실시함
∙ ⅲ) 시와 시 관할의 권력과 책임은 대칭되어야 함. 우선, 시와 시 관할구의 행정 및 경제 권력은 각자가 맡고
있는 관리책임과 서로 대응해야 함. 다음으로, 시와 시 관할 구의 책임이 대칭되어야 함. 각자의 이익과 맡고
있는 책임과 권력이 서로 통일되어야 함. 얼마나 많은 책임에 얼마나 많은 권력을 부여하고, 얼마나 많은 책임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주는지 판단해야 함. 확실히 일과 권력의 통일, 권력과 책임의 일치, 책임과 이익의 결합이
이루어야 함. 시에서 무한적인 책임을 져서 시 관할 구와 무관하게 해서는 안 되고, 시 관할 구에서 과도한
책임을 져 시에서 맡아야 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됨
∙ ⅳ) 시와 시 관할 구 양측이 적극성을 발휘해야 함. 시 관할 구의 경제사회의 발전은 시의 조직 지휘와 대대적인
지지를 떠날 수 없음. 오직 시와 시 관할 구에서 적극성을 결합해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
간결·통
일·효율
원칙

∙ 간결·통일·효율은 기관과 직능 설치의 기본 원칙임. 오랫동안, 중국 지방기관은 방대했고, 직책은 중복되고,
구조는 비합리적이고, 재정부담은 크고, 행정 효율은 낮았음
∙ 권력 부서화, 부서권력 이익화는 일부 부서·지역·직종 사이의 분할과 칸막이를 낳고, 부서·업종·지방의 보호
주의가 심화되었고, 공정경쟁과 통일된 시장체계의 형성을 방해함
∙ 시 관할 구 직능배치에서 반드시 간결·통일·효율의 원칙 그리고 권력과 책임이 일치한 요구에 따라, 합리적으
로 사권을 구분하고, 종적·횡적 관리(조괴) 간 및 시·구 계층 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시·구 정부 간의 직능분업을
명확히 하여, 다수(多头) 관리 및 다수 부서에서 서로 다른 정책을 결정하는 폐단을 극복해야 함
∙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요구에 따라, 시와 시 관할 구 정부 조직구조를 최적화·간소화하고, 정부 조직구조를
최적화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함. 구조가 합리적이고, 운영에 질서 있고, 통일적이고 높은 효율적인 정부
조직체계를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목표를 구현해야 함

시장 지향 ∙ 魏礼群 교수는 중앙과 지방 경제관계 정리에 대해 ‘지방 지향’의 원칙을 제기함. 해당 원칙은 세 가지 의미를
원칙
포함함
∙ 즉, ⅰ) 중앙과 지방 정부는 모두 반드시 시장경제 발전의 객관적 규칙을 준수하고, 시장을 자원배치의 기초로
하고, 시장체제 전환과정에서 임의로 시장 주체의 이성적인 운영을 간섭하지 않고,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기초
적인 작용을 보호해야 함
∙ ⅱ) 중앙과 지방은 권력과 책임의 분배에 있어 반드시 대칭해야 함. 즉, 중앙과 지방정부 경제관리 권력과 재정
지배 능력이 서로 대칭함. 지방은 중앙재정지출이 마땅히 지방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건설 항목에 사용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됨.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지역 사이의 건설에 있어, 중앙도 지방재정지출을 강요할 수
없음
∙ ⅲ)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권, 재권, 정책결정권, 관리권을 구체적으로 구분·협조하는 명확한 법률보호가 있어
야 하며, 명확히 규정하고, 안정을 유지해야 함
∙ 얜두구(盐都区)의 실제와 연결하려면, ⅰ) 반드시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견지해야 함. 시장경제 조건에서 기업은
시장 주체로, 기업생산과 경영의 자주권을 진정으로 기업에 주어야 함. 어떤 이유 혹은 핑계로도 기업 자주권
범위 내에 속하는 사무를 간섭하지 말며, 자신 직능의 역할이 시장경제발전과 현대화건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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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계속

시장 지향 ∙ ⅱ) 반드시 당과 정부의 분리를 견지해야 함. 당은 정치조직으로 정부기관이 아니며 직접 국가기관의 직능을
원칙
행사해서는 안 됨. 당의 영도는 주로 정치영도, 사상영도와 조직영도임. 구, 향진 당위는 반드시 당과 인민의
근본이익을 유지·보호하며, 전반적·장기적으로 문제를 고려하여, 주요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대사를 논의하
고, 전국을 관리해야 함. 추진력을 모아 전국적·전략적·전망적인 중대한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며, 방침을
정하고, 입법 건의를 하여 정치영도를 실시해야 함. 지방 국가권력기관에 중요 간부를 추천함으로써 조직영도
를 실시하며, 사상선전과 사상정치업무를 효과적으로 하여 사상영도를 실시해야 함
∙ 지방 각급 정부 직권 범위 내에 포함되는 일들은, 지방 각급 정부에서 관리하게 하고, 지방 党委는 지방정부를
대체하여 지방행정사무를 관리해서는 안 됨
주: 위 출처를 준거로 작성함

한편, 党国英(2016: 66)은 정부 권력의 적정 범위를 제시한다. 즉, 정
부 권력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을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중앙정부 권력이 너무 크면, 경제 전반의 자원왜곡이 생
긴다. 만일, 지방정부 권력이 너무 크면, 시장 분할을 낳고 또 다른 자원
왜곡을 낳는다. 따라서 정부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이양해야 정부권력을
필요한 공공부문에 위치시켜서 중앙과 지방 관계를 합리화시킬 수 있다.

2) 지방정부의 직능·직책 합리화 방안111)
지방정부의 직능·직책 합리화를 위해서는 지위·기능·작용에서 출발하
여, 현재의 직능배치 방법과 경로에 대하여 개혁을 하여, 점차 지방특색
이 있고, 기구를 간소화하고, 직권이 완비되고, 운영이 협조적이고, 규범
이 질서 있어야 한다. 또한, 시와 구의 공동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
를 건설해야 한다.
첫째, 과학적으로 시·구의 권력과 책임을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시와

111) 如何加强地方政府的职能和职权?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422953982.
html?fr=iks&word=%C8%E7%BA%CE%BC%D3%C7%BF%B5%D8%B7%BD%D5%FE%B8%AE%B5%C4
%D6%B0%C4%DC%BA%CD%D6%B0%C8%A8%3F&ie=gbk (검색일, 2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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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할 구의 권력과 책임 문제는 줄곧 시 관할 구의 발전을 억제한 것으
로 이미 시·구의 화합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적 장애가 된다. 따라서
시 관할 구 직능배치에서 나타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여 시와 구의 관계
를 순조롭게 하고, 시와 구의 권력과 책임을 과학적으로 규범화 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시·구의 직책분업과 조직구조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시·구 직책 분업은 시·구 정부가 공공사무관리 중에서 맡은 임무와 책임
의 분배를 지칭한다. 시·구 정부 사이 직책구분의 방법과 경험에 따르면,
현재 구 정부의 직능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표 7-4

구 정부의 직능
경제직능
직능의
서비스
영역

구
정부
의
직능

특별관리직능
공공서비스 직능
계획건설직능
시급 이상 부서
수직관리의 직능

재정, 회계, 공상, 세무(국세, 지방세) 등을 포함
국토자원과 주택관리, 질량관리, 약품관리, 도시관리, 공안 등을 포함
교육, 과학기술, 위생, 문화, 민정, 수력, 환경위생, 교통, 임업, 소방, 아카이브,
인구계획출산, 노동과 사회보장 등을 포함
계획, 통계, 물가, 계획, 건설 등을 포함
공상, 세무(국세, 지방세), 질량감독, 약품감독, 국토, 환경보호, 기상 등을 포함

직능의
시급 부서와 시, 구 정부
귀속
공안(교통, 소방을 포함), 계획, 도시관리, 주택관리 등을 포함
이중관리의 직능
관리권
구 정부에서
교육, 과학기술, 위생, 문화, 민정, 수력, 환경과 위생, 교통, 임업, 아카이브, 인
관리하는 직능
구계획출산, 노동과 사회 보장, 통계, 회계, 재정, 물가 등을 포함

둘째, 시장경제 조건에 맞는 직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으로
정부직능 범위가 주로 국민경제운영조정(예: 발전계획을 정하고, 물가안
정과 경제안전을 유지하고, 산업과 지역발전을 협조하는 등), 공공재 제
공(기초시설, 공공사업, 교육시설 등), 시장질서 유지(예: 시장규칙을 정
하고,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추진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수입분
배 조정(사회정의를 유지하고, 사회구조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보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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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확립·완비하는 등), 외교국방정책 추진 등을 포함한다.
지방정부의 직능은 중앙정부와 서로 구별된다. 지방정부는 경제사회관리
활동 중에서 마땅히 추진하는 자, 서비스 전달 역할을 해야 하며, 현지
경제와 사회 발전에 유리한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대 시장경제에서 경제조절과 시장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주요 직능이다. 중국 개혁추진과 선진국 시장경제의 역사가 보여주듯, 미
시적인 주체가 이익 최대화를 추구하는 행위는, 물론 경쟁의 번영을 가져
오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낳아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국가이익에 손해
를 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는 반드시 더욱 더 경제조정과
시장감독의 방식을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지방경제관리 직능을 주로 시
장 주체가 서비스하도록 한다. 또한, 유리한 발전 환경을 조성하며, 중요
한 경제 영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질서를 유
지하고, 유리한 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최대한 지방정부의 직능작용을 발휘토록 한다. 국유자산관리 기
구를 개선하여 민생과 관련된 국유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사회안정과
인민생활이 점차 향상되도록 보장한다. 과학기술, 교육, 문화, 체육, 라디
오․TV(广电), 계획출산 등 사회사업 부서의 직능을 더욱 더 강화하고, 합
리적으로 자원을 배치한다. 사회사업 발전의 활력을 강화하고, 더욱 확대
되는 인민의 과학·교육·문화생활의 수요를 만족하도록 한다. 기획·계획
과 법집행 부서 간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노동보장, 환경보호, 질량감독
등 부서에 더 많은 법집행 권한을 부여한다.
넷째, 지방정부는 반드시 정책조정력을 강화하고, 제약 작용을 엄격히
계획하고, 계획과 법집행 부서의 직능을 재조정하여 노동보장, 환경보호,
질량감독 등 부서에 법집행 권한을 더 부여하고, 재정에서 더 많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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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한다. 행정수단과 법률수단을 통하여 경제사회에 전면적·협조적
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고, 안정·안전을 갖춘 사회환경을 창출한
다. 중개조직과 서비스기관의 건설을 확대하고, 일부 사회서비스 직능을
이전해야 한다. 정부는 일련의 기능이 완비된 사회중개조직을 구축한다.
다섯째, 제도를 혁신하고, 정책을 제정하고, 감독을 강화하여 정부관
리를 혁신한다. 지방정부 직능의 중심은 조정과 감독관리, 서비스 측면으로
전환함에 있어 구체적인 방식과 방법을 통해 실현한다. 정확히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가 합리적이고, 배치가 과학
적이고, 절차가 엄밀하고, 제약이 효과적인 권력운영 기제를 구축한다.
여섯째, 각급 지방정부는 정부직능을 설정하고 전환함에 있어, 적극적
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추세에 적응한다.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주
요 원칙을 견지하고, 전면적·협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념을 견지하고, 과학적으로 위치를 설정한다. 또한, 행정
관리체제개혁을 가속화하고, 적극적으로 정부관리 혁신을 추진하고, 계
획경제체제에서의 전통행정 모형으로부터 시장경제체제에서의 현대행정
모형으로 전환을 실현한다. 이를 통해 지방 경제사회의 전면적·협조적이
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

2. 중앙-지방정부 재정권의 방향 및 방안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
앙과 지방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알맞은 재정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사권(事权)에 근거하여 상응한 재정권을 부여하여 지방정
부가 재력 부족으로 공공가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막아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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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정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권을 이양하고, 동시에 상응한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여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시장 지향적 분권체제를 점차적으로 공공가치 지향적 분권제로 전환
시키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재정자금 사용의 공익성을 보장하며,
민생보장과 개선은 재정부문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의료, 위생, 교육,
취업, 주택 등 민생영역에 지출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 지방 재정관계의 개혁 방향
중국에서 재정 분권화가 수립되어 있지만, 조세 배정 관련 재정행정체
계의 문제 및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함에 따른 문제가 여전하여 지
방정부에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조세체계는 수정될 필요가 있으
며, 지방정부도 혁신적 재정 모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정부 재정을
안정화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공공예산 및 정부기금예산
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재정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ⅰ) 모든 정부 수준에서 책임성을 확보할 표준화 및 법령화를 통해 재정부
담을 줄이고, ⅱ) 현대 조세체계를 수립하여 장기 재정규모 확대 기제를
형성하며, ⅲ) 사회적 자본의 참여를 촉진하고 공공지출의 복수 효과를
극대화할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촉진하며, ⅳ) 중기 예산 및 부채 연계
예산을 개선하고, 중점기반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및 부채에 대한
정부 기획기제를 수립한다(Zhang & Li, 20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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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국가 거버넌스 시각에서 사권배치의 논리 경로

초기 범주 확정

내외 명료

∙ 정부-시장 경계 명확화
∙ 정부 사권 범위 명확화

2차 범주 확정

상하 분명

∙ 중앙-지방 각급 정부 사권은 달라
서 각자 비중이 다름

3차 범주 확정

수평적 상호작용

∙ 정부와 시장, 비영리조직 간 분업 및
협업

출처: 马万里(2018: 31)

<그림 7-2>에서 보듯, 국가 거버넌스 시각에서 사권과 지출책임 구분
은 ⅰ) 내외가 명료한 원칙에 따라 사권에 대해 초기에 규정하고, 정부와
시장의 직능 경계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정부 사권 범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안정되어야 한다. ⅱ) 상하 분명의 원칙에 따라 사권에 대해 2차
분배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각의 사권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각자가
편중하게 한다. 사권의 동질성이 아닌 차이성을 두드러지게 하며, 체계적
으로 중앙과 지방 사권을 다시 구축하는 목표에 달성해야 한다. ⅲ) 수평
적 상호작용을 위해 충분히 시장이 사회조직 공공재 공급을 유리하게 전
달하며, 기존에 마땅히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 공급책임을 공공
재의 구체적인 특징에 따라, 적당한 PPP 모형을 취해 시장과 사회조직이
수평으로 분업한다. 이는 사권 이행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며,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의 현실 수요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시장,
사회조직 간 ‘다중심 거버넌스(多中心治理)’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사합
작 파트너 관계를 더 한층 개선시키는데 유리하다(马万里, 2018: 31).
그렇다면, 어떻게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정관계를 개혁할 것인
가?112) 첫째, 정부 간 재정관계 관련 입법이 요구된다. 서구의 일반적인
112) 如何改革中央与地方的财政分配关系.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13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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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는 달리, 현재 중국정부의 사권 구분에는 통일된 헌법과 법률 근거
가 없으며, 권위적인 정책 근거도 없다. 이는 분세제재정체제개혁 요구에
맞지 않으며, 여러 문제를 낳고, 정부 간 지출구분을 어렵게 한다. 즉, 원
래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일부 지출책임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중앙과 지방세수 구분의 규범이 결여되어 있어서, 중앙은
대량의 전문자금으로 본래 마땅히 지방에서 자주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지출에 관여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개혁과 탐색을 거쳐, 중앙과 지방
의 재정관계에서 필요한 기본 구도와 일반적인 원칙은 이미 상대적으로
갖추어졌다. 이제 입법의 시기와 조건도 이미 성숙되어서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다. 중앙과 지방은 지출과 세수 그리고 재정책임을 어떻게 구분할지
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향후 조건과 시기가 성숙되면, 다시 별도로 입법
할 필요가 있다. 「정부 간 재정관계 기본법」에는 임시적으로 포함되어 있
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마땅히 명백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간 수입의 구분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 정부 간 수입의 구
분은 최소한 네 가지 기준, 즉 세수, 업계, 소유제 그리고 중점 기업 여부
로 구분된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분세제를 규범
화하는 내재적인 요구에 따라, 점차 조건을 마련하여 세수를 정부 간 수
입귀속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세종류(税种) 구분, ‘같은 세종의 세수 기초에 대하여 각급 정부가 각자
서로 다른 세율로 징수(分享税率)’, 혹은 양자를 결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전부 조세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완비된 해결방법

2945437583019.html?fr=iks&word=%C8%E7%BA%CE%B8%C4%B8%EF%D6%D0%D1%EB%D3%EB
%B5%D8%B7%BD%B5%C4%B2%C6%D5%FE&ie=gbk (검색일,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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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세수제도 자체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실현될
수 없다. 실행가능하고,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은 조세종류 기준과 세
율 기준을 서로 결합한 방법으로 구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중앙과 지방 사권의 구분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 중앙과 지방 사
권의 구분은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ⅰ) 합리적으로
정부직능 범위를 규정하고, 기본적으로는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수입
재분배와 경제안정 세 가지 영역으로 제한한다. ⅱ) 과학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경제관리 권한을 구분하여 합리적인 분업을 구축하고, 통일적인
경제관리체계를 구성한다. ⅲ) 합리적으로 중앙과 지방재정의 지출 범위
를 구분해야 하는데, 주로 더욱 더 중앙과 지방재정의 투자성 지출, 정부
행정관리 지출과 교육, 문화, 위생 및 과학 사업경비 지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출(转移支付)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출은 지역 기본 공공서비스 수준을 균형화하
고, 지방에 대한 특수 정책목표를 실시하고, 지방재정에 대해 재정규제를
진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각국에서 모두 매우 중요시 된다. 중국에서
현재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출은 여러 형식을 포함하고 있다. 자금의
총 규모도 상당하지만 대량의 이전지출 자금은 비규범적인 형식으로 지
방에 이전된 것으로 지역 균등화의 효과는 거의 없다. 과도기 이전지출
방법은 상대적으로 과학적·합리적이며, 지역 기본 공공서비스를 균형화
시키는 내재적인 기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시행 기간이 짧고, 특히 중앙
재정력의 제한을 받아, 역량도 크지 않고, 이전된 자금도 매우 제한적이
다. 따라서 지역 간 재력과 기본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축소하기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이전지출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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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업무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ⅰ) 이전지출체계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균등화 이전지출을 주체로 하고, 전문지출을 보조로 하는 정부 간 이전지
출구조 모형을 형성한다. ⅱ) 재력을 집중하여 과도기 이전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균등화 이전지출 강도를 강화한다. ⅲ) 최대한 신속히 현행 전
문지출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분류를 통해서 취소해야 할 것은 취소하고,
합병해야 할 것은 합병한다. 중국의 전문자금(专款)은 많은 경우, 균형지
출 성격에 속한다. 이를 마땅히 정리하여 계속 전문자금 총량을 증가시켜
서는 안 된다. 전문자금 배치 방식도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이 측면에서
는 서구 일부 국가(예: 미국)의 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완전
한 전문자금 배분공식이 있어 전문자금 배분의 합리성과 과학성을 보장
할 수 있다.
다섯째, 省 이하 재정관계를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성 이
하 재정관계의 규범화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
로 말하자면, ‘분급관리’가 부여한 지방정부의 자주권과 조정권을 존중한
다. 동시에, ‘통일영도’의 기본정신에 따라, ‘성 이하’ 분세제에 대하여 중
앙정부는 원칙적인 규정과 정책적 지도의견을 정해야 한다. 오랫동안,
‘통일영도, 분급관리’는 중국에서 정부 간 재정분배 관계에서 이뤄진 기
본원칙이다. 구체적으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하관일급(아래로 한 급을
관리)’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앙정부에서 ‘성 이하’ 분세제의 형식·범
위·정도를 규범화하는 것은 제한적인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성 이하’체
제를 규정할 때, 현행 성 간에 ‘성대하(省对下)’체제의 계층 차이를 고려
해야 한다. 현재, 일부 성(省)과 구(区)의 대하(对下)체제는 ‘성에서 직접
현에 상대하는 것(省直接对县)’이고, 다른 일부는 성과 구의 대하체제는
‘성에서 지와 시에 상대하는 것(省对地市)’, ‘지와 시에서 현에 상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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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地市对县)’이다. ‘성대하’체제를 어느 계층까지 통일하든지 모두 일부
성구(省区)에서 현행 체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대폭 조정을 초래할 것이
다. 여러 측면에서 이익조절과 연결되어 있고, 그 실천 난이도를 무시할
수 없다. 성급 정부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관할 구(区) 내의 재정 격차
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방법은 성에 대한
중앙의 ‘과도기 이전지출 방법’을 참조하여, ‘성대하(省对下)’ 이전지출제
도를 설계하고, 그 최저한의 목표는 현급 정부운영의 합리성 그리고 기본
적인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2) 사권의 개혁 방향
사권(事权) 구분에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중앙과 지방을 위해 각각
하나의 상대적으로 완전한 사권 목록 열거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
밀히 보면, 이러한 사고방식은 중앙과 지방 사이에 대량으로 존재하는 공
유사권(共有事权)을 처리하기가 어렵게 된다.
사권개혁의 원칙을 정립해서 사권을 분류․조정하여 점차 규범화를 모
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존 사권의 분류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사권에 대해 서로 다른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목표를 갖고 서로 다른 문제
를 해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1) 사권개혁의 원칙
① 전유사권
사권개혁의 목표로 본다면, 전유사권(专有事权)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앙과 지방 모두 전유사권 범위는 마땅히 모두 점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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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점차 증가된 중앙사권(예: 국가안전, 시장, 지역
사이의 감독·관리와 공공서비스 등), 특히 사권 주체의 이행능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중앙사권을 위해 독립적인 집행국을 설치하여
인력, 재력, 물력 측면에서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지방사권 측면에
서는 마땅히 법률화의 전제 조건에서 한층 더 ‘간소화 및 이양(简政放权)’
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법률규범의 기초에서 적정한 지방 전유사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지역적인 공공서비스, 도시건설, 지역사회
(社区) 거버넌스 등과 관련해서 마땅히 서로 다른 지방 계층 정부에 명확
한 권한을 부여한다. 공공교통, 지역사회 서비스 등은 기층정부에서 다뤄
져야 할 사권이며, 이를 위해 지방 실험의 적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韩旭·涂锋, 2015: 84-85).
② 공유사권(共有事权)
사권개혁 목표에서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는 사권의 핵심은 분급의 근거,
기준, 절차 등의 내용을 확보하여 사권의 등급 분류를 규범화와 투명화하
는 것이다. 중앙의 통일적인 요구에 따라 성, 시 급 정부는 모두 기존 권
력과 책임 목록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사권분급 목록에 따라 각 중앙
部委은 사권분급체계를 더욱 명확히 하여, 분급 목록과 함께 공포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사권 운영절차에서 분업과 직책을 규범화 할 필요가 있다
(韩旭·涂锋, 2015: 85).
중앙 部委는 정책기획과 감독 측면에서 ‘권한과 책임(权责)’을 강화시키
며, 중앙 部委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규범적인 반포 기제를 구
축한다. 예를 들면, 규범적인 문건에 대하여 법규, 예산, 계획 등에서 사전
심사를 점차 강화하여 경계가 불분명하고, 규칙이 모호하고, 사권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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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상응하지 못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韩旭·涂锋, 2015: 85).

(2) 사권개혁의 방안과 절차
사권의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현재 드러난 문제를 진단하여 이를 토대로
절차를 나누어 추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사권개혁의 기본적인 절차는
공유사권의 운영을 점차 명확히 하여 규범화하고, 전유사권을 구성하고
분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접근이 가능하다(韩
旭·涂锋, 2015: 86).

첫째, 권력과 책임 목록 제도의 추진과 결합하여, 각 部委에서 사권분
급의 규범화관리를 수행한다. 현재, 각 지방은 중앙의 배치에 따라, 권력
과 책임 목록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각 중앙 部委가 책임
을 맡고, 본 체계 내부에서 각급 사권을 종합·조절하여 규범화할 수 있
다. 이를 위해서 사권책임 목록 제도의 각종 요구를 참조할 수 있다(韩
旭·涂锋, 2015: 86).

각 지방의 지방권력 목록 구축은 주로 부서의 일상 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여전히 “내부 사정을 파악하는 것(摸清家底)”을 주로 하고 있다. 이
는 지방권력 목록 구축의 추진에 유리하지만, 통일적인 규범체계 정립에
는 미흡하다. 따라서 새로운 목록 구축이 지속적으로 완비되어야 한다(韩
旭·涂锋, 2015: 86). ‘두 개는 올리고 두 개는 내리는(两上两下)’ 방법에

따라 ⅰ) 각성은 각지 실제 상황에 따라 지방권력 목록을 보고하고, ⅱ) 각
部委에서 각각 그 계통 내의 지방권력 목록을 통합·정리하고, 규범화된

목록 초안을 반포하고, ⅲ) 각 지방부서에서 중앙 部委의 초안에 따라 지
방권력 목록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정하여 다시 보고하고, ⅳ) 중앙 部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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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방권력 목록을 모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권책임 목록을 정립
하여 반포한다(韩旭·涂锋, 2015: 86-87).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체계에서 중앙과 지방 간 사권의 분급관리를
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사권분급에 대한 확인, 최적화, 반포, 적극적
인 조정과 감독을 통해서 지방권력 목록 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다(韩旭·
涂锋, 2015: 87).

둘째, 각 부문(중앙은 部委, 지방은 부서)은 규범적 문건의 반포에 따
라 절차를 갖춘 사전심사제도를 구축한다. 즉, “재정으로 사권을 정하고,
계획으로 사권을 정하고, 법치로 사권을 정하는” 사전심사제도를 구축해
야 한다. 사전심사의 주요 목적은 문건에 포함된 관련 사권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요건심사는 마땅히 세 가지 측면
에 집중되어야 한다. 즉, ⅰ) 법제심사의 내용은 주로 문건과 현존 법률과
법규의 관계이다. 법제심사 업무는 현재 상대적으로 성숙된 기제가 있다.
ⅱ) 예산심사의 내용은 주로 문건 내용과 예산 사이의 관계이다. 예산심
사의 중점은 관련된 예산의 조정, 특히 재정자금의 증가이다. 새로 확보
된 사권은 모두 상응한 자금원을 가지며, 사권과 지출책임의 매칭을 확정
한다. ⅲ) 계획심사의 내용은 주로 문건내용과 기존 계획 사이의 관계이
다. 계획심사의 중점은 종합계획과 부서계획인데 사권의 조정이 계획 기
준을 넘지 않고, 계획요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계획의 엄숙성을 확보하
는 것이다(韩旭·涂锋, 2015: 87-88).
이 세 가지 유형의 사전심사에 대하여, 마땅히 명확한 책임 주체가 있
어야 한다. 중앙의 법제판(法制办), 재정 및 계획 관련 部委에서 주도하고
이를 다시 전국인대, 심계(감사원), 감찰 등 部委와 결합하여 추진한다.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구축에서, 서로 다른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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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적인 것으로, 즉 상위(顶层) 설계방안을 반포하고, 部委 직책을 실
현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예를 들면, 중앙은 「중대 행
정정책결정 절차규정」과 유사한 관련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다른 하나는
단계적인 것으로, 즉 일정한 순서에 따라, 각 부서에서 항목을 나누어 추
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행 제도배치와 결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정심사에서 「예산법실시조례」와 연계하여 수정할 수 있다
(韩旭·涂锋, 2015: 88).
셋째, 중기 목표를 설정한다. 중앙과 지방의 사권개혁의 목표는 마땅
히 중앙과 지방 모두 적극성을 실질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 각자의 장점을 취하여 직능 분업을 규정한다. 전통적으로 “관리하면
죽고, 풀면 혼란해지는” 구도를 실질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다(韩旭·涂
锋, 2015: 88). 이를 위한 개혁을 위해 기존 이분법을 포기하고, 새로운

‘3층’ 분석 프레임을 택할 필요가 있다. 권력제약과 권력감독의 목표와
더불어 사권운영의 법치 틀(frame)을 구축한다. 법치 틀 아래 사권운영
의 주체는 당연히 지방 집행부서, 업무정책결정 部委 그리고 종합감독 部
委로 구분된다. 즉, 중앙 각 部委는 마땅히 직능에 따라 분업하고, 사권관

계에서 단독업무를 책임지는 部委와 종합감독과 협조를 책임지는 部委로
구분한다. 물론, 양자의 지위관계는 큰 것과 작은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이 아니지만, 여전히 사권운영을 위한 과정분업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구
체적으로 보면, 지방의 기능설정은 구체적인 업무영역 내의 관리와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문을 위해 기능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전형적인 사례는 법제, 계획, 재정, 심사, 감찰 등 부문을 포함
한다(韩旭·涂锋, 2015: 88-89).
사실, 새로운 ‘3층’ 구조에서 사권을 규범화하려는 업무의 중심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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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중앙과 지방 관계에서, 중앙 내부의 업무 部委와 종합 部委 사이의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거버넌스의 논리 관계는
ⅰ) 종합 部委의 직능을 확립하고, ⅱ) 업무 部委의 사권을 규범하고, ⅲ)
각 업무체계에서 점차 중앙과 지방 분업을 정립하고, ⅳ) 중앙과 지방 간
사권을 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韩旭·涂锋, 2015: 89).
같은 맥락에서 党秀云·彭晓袆(2018: 50)도 중앙과 지방 간 사권 범위
를 과학적으로 구분하고, 각급 정부 간 관계를 합리화하고, 재권과 사권
간 상호 정합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사권 및 책임 구분을 법치화하고,
이전지출제도를 규범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3. 중앙-지방정부 법제화 방향 및 방안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치화된 입법기제를 완
비하며,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관계의
법치화는 헌법, 헌법성 법률 그리고 자치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과 지방관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중앙과 지방의 권력배분 기제를 확립하여 각자의 권한 범위를
확정하려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또한, 단일국가 구조 형식의 특징에 따
라 헌법에 중앙의 통일영도를 전제로 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
을 명확히 규정하여 권력배분을 구분할 것으로 보인다.
任广浩·解建立(2018: 2)도 같은 맥락을 제시한다. 즉, 각급 정부 간 권

력의 수직배치 개혁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국무원 규범성 문건 방식에 의
존하여 추진하고, 여전히 행정성 분권 계층에 머물러 있다. 정부 간 권력
의 수직배치는 정책 주도에서 입법 주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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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으로 이끌고, 정부 간 수직적 직책과 권한을 구분하고 정합성을
갖는 법률체계를 운영하는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 권력의 행사는 오직 법제화의 궤적에 오르고, 완비되고
세밀한 법률 규칙을 정하여 구체적인 지도 원칙으로 해야만,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권력행사(权为民所用)”를 실현할 수 있다(亢犁·杨宇霞 主编,
2015: 55).
중앙과 지방관계에서 법치화는 수직적 관계 그리고 수평적 관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수평적 법치화는 지방 경계를 넘는 행정구역 간의
관계에서 적용된다. 수직적 관계의 법치화를 위해서는 ⅰ) 법치 논리로
중앙지방 관계를 기획하고, ⅱ) 법치 규칙으로 중앙지방 관계를 규범화하
고, ⅲ) 법치 방식으로 중앙지방 관계를 거버넌스로 접근한다. 수평적 관
계의 접근으로는 ⅰ) 지방정부 간 수평적 관계의 법치 방식을 구축하고,
ⅱ) 지방정부 간 수평적 관계의 연성법(软法) 규제를 실현하고, ⅲ) 지방
정부 간 수평적 관계에서 협업 거버넌스를 추진한다(朱未易, 2016: 72).

1) 통치권 분권113)
법률계에서 주창하는 법률의 권력주의는 단지 입법의 한 측면인데, 사
실 모든 법률은 도구주의로써 국가의지(통치계급의 의지가 아닐지라도)
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법률은 우선 국가성을 갖는데, 국가의지를 대표
하고 실현한다. 또한, 국가성을 갖는 법권은 고도 집중화 및 통일화된다.
법권의 매개인 사법기관도 반드시 국가성에 집권되어야 한다.
중국의 정체는 중앙집권제이지만, 사법체제는 지방화된 것으로 지방정
113)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749318220007452292.html (검색일, 20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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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의존하여, 사법 지방보호주의는 불가피하다. ‘전면개혁 60조114)’
중에는 법률체제와 기율검찰제의 집중화가 있다. 조건이 성숙되면, 더 한
층 개혁할 필요가 있고, 인민은행(중앙은행)체제처럼, 사법권력의 국가성
관리가 요구된다.
통치권(治权) 분권의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통치권이 어떻게 분산되고
분권되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반드시 통일된 법권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지방 관계 척도에서 통치권은 분권과 밀접하다. 연방제
의 미국일지라도, 자치의 지방정치는 모두 통일된 법률에 복종한다. 이
점은 이미 지방분권에 익숙한 국가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통치권 분권
을 위해서 더욱 더 중국 사법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즉, 사법체제,
행정집법체제는 마땅히 더 많이 국가성을 구현하고, 더 집권화되어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법 집행 등 행정집법은 지방이익에 얽매이
고, 사법 지방주의 수준도 서로 다를 것이다.

2) 중앙-지방 권한 법제화115)
중앙과 지방의 권한 구분은 중앙과 지방 관계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
나로, 마땅히 법률에 따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중국은 「헌법」 및 관련
법률 중에서, 비록 중앙과 지방의 권한 구분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했지
만, 이들 규정의 대다수는 원칙적이고, 모호하여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114) 2013년 11월에 개최된 제18기 3중 전회에서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통과시켜 16개 영역, 60 항목의 구체적 임무를 제시하였다. 이 전문에 모두 60개조가 있어 이를
전면개혁 60조로 칭한다. 全面改革 60条. Retrieved from http://www.wanfangdata.com.cn/details/
detail.do?_type=perio&id=hqscxxdb201346001# (검색일, 2019.11.22).
115)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192379889.html (검색일, 20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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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하여, 「헌법」과 「지방조직법」 등 관련 법률의 수정을 통하여,
법에 따라 더욱 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권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 권한구분 법제화를 실현하는 기초이며 전제이다.
이러한 기초와 전제에서 중앙과 지방은 마땅히 엄격히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행정을 처리한다. 오직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구분
할 법제화를 실현해야만, 중국 중앙과 지방 관계는 협조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과 현대화 건설의 요구에 적용을
할 수 있다.

3) 중앙-지방정부 관련 법령의 방향 및 방안
(1) 입법권 방향 및 방안116)
전면적으로 법에 따른 국가관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더 좋은 ‘법을
관리하는 법’이 요구된다. 2015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
의 심사에 제출된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수정안 초안을 보면, 중국 입
법권을 향유하게 될 도시는 49개에서 280여 개로 증가되었다.
그동안 주목을 받고 해법을 찾아야 했던 지방 입법권이 ‘확장’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의 개혁과 발전에 여러 이득이 될 것이고, 각 지역
에서 순조롭게 입법권한을 부여하여, 권한이양(放权)과 확장을 맡은 동시에
지방의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권이 왜 대폭으로 확장된 것인가? 2000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
화국입법법」에서 규정하길, 입법권을 향유하는 ‘상대적으로 대도시’는 세

116)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1669527853252948307.html (검색일, 2019.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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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부류이다. 즉, ⅰ)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ⅱ) 경제특구
소재지의 시, ⅲ) 국무원에서 비준한 상대적으로 큰 시이다. 모두 49개이
다. 2015년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에서는 새롭게 한 부류가
추가되었다. 즉, 235개 ‘기타 구를 설치한 시’이다. 이를 합치면 전국 284개
구를 설치한 시는 모두 지방 입법권을 향유하게 된 것이다.
당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李建国은 2015년 3월 8일 초안
에 대한 설명에서, 구를 설치하지 않은 광둥성 둥관시(东莞市), 중산시(中
山市)와 간쑤성 자위관시(嘉峪关市)에도 지방 입법권을 부여할 것을 건의

했다. 많은 도시가 경제발전, 도시건설 등을 급속히 추진하면서, 각종 문
제와 갈등도 배로 증가되었다. 이들 도시는 결여된 입법권을 ‘중앙정부의
문건(红头文件)’으로 대체하였지만 새로운 문제도 낳을 수 있다.
입법권의 혜택은 어느 정도인가? 초안에 따르면, 입법권을 향유하는
도시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와 역사문화보호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기존 상대적으로 큰 49개
도시에서 이미 제정한 지방성 법규에 대하여, 사항 범위 밖에 있는 것들
도,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초안에서 지방 입법권을 부여한 도시는 배
로 증가했지만 동시에 그 입법 범위는 축소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입법능력은 있을까? 권한을 얻은 이후, 입법의 질, 입법
능력이 적격한지의 여부는 각지 입법부문에서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이
다. 지방에서 부실한 법, 나쁜 법, 심지어 이상한 법을 정하지 않을까 하
는 우려도 있다. 유의할 점은 권한부여 이후, 지방 입법의 진도는 ‘한 번
에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시 개정 초안은 성, 자치구의 인대 상무위원회에
서 해당 성, 자치구에서 관할하는 구를 설치한 시의 인구수, 지역면적, 경
제사회 발전 상황 및 입법수요, 입법능력 등의 요인을 감안한다. 또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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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한 시에서 지방성 규정을 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간을 확정
한다. 그리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어떻게 권력남용을 방지할 것인가? 당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지방
에서 제정하는 지방성 법규의 범위에 대해 제한을 가한다. 또한, 지방정
부에서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에 근거 없이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의 권력에 손해를 주거나 그 의무를 증가하지 못하게 규범을 제정한
다. 이외에, 행정법규에 대하여, 초고 작성 과정에서 관련 기관, 조직, 인
민대표와 공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인민의
뜻(民意)은 지방 입법권에 효과적인 제약을 형성할 것이다. 당시 개정 초
안은 공민이 질서 있게 입법에 참여하는 경로를 확장하고, 입법협의를 전
개하고, 입법논증, 청문회, 법률 초고에 대한 공개의견수렴 등의 제도를
완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2) 법령제정의 방향과 방안117)
중앙의 권력은 마땅히 (전국인대) 법률이 권력을 부여한 범위에서 국
가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정책집행의 방향과 정도를 파악하고, 국
책의 전달을 확보하고, 국책의 실행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배제해야 한다.
세부적·전형적이고, 성숙된 관리를 갖는 권력은 마땅히 지방정부에 내려
주어야 한다. 중앙은 마땅히 규칙을 제정하고 심판 역할을 맡아야 한다.
지방정부 권력은 마땅히 우선 국책을 대강으로 하여, 국책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책에 따라 해당지역 실정에 부합하고 현지 인민군중

117)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178633401.html?fr=iks&word=%D4%DA%D6%
D0%D1%EB%D3%EB%B5%D8%B7%BD%C8%A8%C1%A6%B7%D6%C5%E4%C9%CF%C0%FA%C0%
B4&ie=gbk (검색일, 20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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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관리권과 감독권 책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은 코치의 역할
을 구현해야 한다.
관할권에 중첩이 있다면, 국책을 집행하는데 가장 유리한 것을 토대로
관할권을 조정하되, 지방은 중앙에 복종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방정부
가 종종 권력을 얻을 수 없을 경우,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 대책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겉으로는 복종하나, 속으로는 따르지 않는 지
방정부 행위가 드러나서 중앙권력의 권위는 효력을 잃을 수 있다.
(3) 지방조직법의 방향
모든 법령은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국내외 환경과 사람들의 행정수요
가 변하면, 이에 따라 법령은 적시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
개정되어야 한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8차례 걸쳐 기구개혁을 추진하여 행정기관이나
인력 등을 줄이는 등 여러 성과를 냈지만, 기구는 “간소화 → 팽창 → 재
간소화 → 재팽창”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의 근본 원인은 바로 과
학적인 행정조직법이 결여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국무원조직법」과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지방조직법」) 규정은
원칙화가 이뤄졌지만 중앙-지방 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규범화가 미흡하
며, 「지방조직법」은 역시 하나의 규범화된 행정기관 및 입법기관의 법률
로서 그 논리가 취약하여 효과적인 규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과 외국 입법 경험을 토대로 통일적인 행정조직법을 제정하여 행정
기관의 조직을 규범화하고, 행정기관의 비대화를 방지할 필요성과 가능
성을 구축해야 한다(张志毅, 201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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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의 내용은 행정기관 간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규칙이 필요
하지만 중국 행정조직법은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규제 목표를 설정하고 동시에 상응하는 조직법 기능에 행위법 기제를
부여한다. 대부제 개혁을 통해 지방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방에 최종 처
리권을 주고, 거버넌스에 따라 지방사권을 배치하고, 행정기관 간 수평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된 행정절차 입법을 통해 행위법 기제를 조정한다
(叶必丰, 2017: 109).
표 7-5

지방조직법의 방향

지방행정
기구의
법치화

∙ 서구 법치 선진국에서 행정체계 관련하여, 특히 지방행정체계의 법률 거버넌스 문제는 단지 정부조직법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행정절차법에도 반영됨
∙ 행정 주체는 전체 행정법의 체계에서 행정법 관계의 차이에 따라 역할의 변화를 가짐. 예를 들면, 행정 주체에
관해 행정재심의 중의 피신청인은 다시 행정소송 중의 원고로 법률 신분이 전환됨
∙ 행정조직법에서 지방행정기관을 어떻게 법률 거버넌스 상태로 전환하는 가는 심층적인 이론과 실천 문제임.
분명한 사실은, 법률 인격을 갖고 법률관계 중의 평등 주체가 되는 것은 문제의 근원이며, 이는 「지방조직법」 수정
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임

지방행정
직능
지방화

∙ 지방행정기구는 여러 측면에서 중앙행정기구와 질적인 구별이 됨. 예를 들어, 활동구역으로 볼 때, 지방행정
기관은 오직 특정한 행정구역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음
∙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지방행정기관 자체가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며, 이는 수많은 지방행정기구에 대해
추상적이고 총괄적임
∙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관의 직능을 구분할 때, 반드시 일반적인 행정사무와 특수한 행정사무에 대해
구분하고, 보편성과 개별성을 갖는 행정사무와 행정직능을 구분할 필요118). 이는 중앙행정 직능과 지방행정
직능을 구분하는 첫 단계임

지방행정
권력
분급화

∙ 「지방조직법」에선 서로 다른 계층 간의 정부직능에 대해 엄격히 구분해야 함. 최근, 적지 않은 학자들은 이미
서로 다른 계층의 행정직능을 중요시 하고 있음
∙ 일부 학자들은 현급 정부의 직능을 연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향진 정부의 직능을 연구함(王艳成, 2010; 楼苏
萍·张凡, 2013; 肖文涛·黄保成, 2006)
∙ 국무원은 이미 향진 정부직능에 대한 위치 설정과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요컨대,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계층
의 정부직능에 대한 구분은 「지방조직법」으로 규범화해야 함

지방행정
행위의
구체화

∙ 행정행위법과 행정조직법은 사물의 두 가지 측면인데, 양자를 분리할 수는 없음. 행정행위와 행정 주체의
행정직권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 행정행위는 행정직권의 산물이고, 행정직권은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근본임
∙ 행정조직법은 「지방조직법」을 포함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는 행정직권임. 이러한 시각에서 보
면, 「지방조직법」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존재함
∙ 이를 토대로 「지방조직법」을 입법하거나 완비할 때, 마땅히 관련된 행정행위 규칙을 함께 고려해야 함. 어떤
계층 혹은 어떤 구역 지방행정기관의 직권을 확정할 경우, 행정행위를 배제하고 행정기관의 직능을 추상적으
로 설치해서는 안 됨. 즉, 마땅히 행정행위 이론을 고려해야 함

주: 关保英(2017: 85-87)을 근거로 작성함

118)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세수 입법권은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행사하고, 징세권과 세부 분배권은 중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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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다른 법률의 수정과 마찬가지로, 「지방조직법」의 수정 또한 일
정한 법치 관념의 기초 위에서 설립될 필요가 있다. 지방조직법을 적시에
계속 수정하고, 수정 이후 기존의 결함을 수정한다면 악순환을 면할 수
있다(关保英, 2017: 84).
위 <표 7-5>에서 보듯, 지방조직법 수정의 방향은 지방행정기구의 법
치화, 지방행정직능의 지방화, 지방행정권력의 분급화, 지방행정행위의 구
체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지방 거버넌스에서 법치화는 지방 거버넌스 분야별 주체적인 지위 직
능, 행동규칙, 상호관계를 규범화하는 것이다. 또한, 거버넌스 과정에서
엄격한 실시가 요구되는 동태적 과정이다. 그러나 중국 지방 거버넌스 법
치화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 중앙과 지방 관계 및 정부간 관계 법
치화 정도가 낮고, 지방 거버넌스의 공중참여가 부족하다. 지방 거버넌스
법치화를 위해서는 책임정부를 견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지
방자치, 협상민주 등 기본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 거버넌스 지위 법
치화, 정부간 관계 법치화, 사회역량 거버넌스를 위한 법치화 구축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王堃, 2015: 77).

4.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향 및 방안
중앙과 지방이 법에 의해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응한 감
독기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전 직접적인 행정관여에서 벗어

지배한다. 하지만, 지방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범위에서 본급 정부의 세수종류에 대하여 징수권, 적당
한 세율 조절권, 세수 감면권을 보유한다. 중앙정부의 권한부여의 범위에 한하여 지방정부는 심지어 일부
세수 종류를 징수할 수 있다. 세수 종류의 구분에서 중앙과 지방은 철저한 분세제를 실행한다(Fossati &
Panella, 199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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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률수단을 중심으로 행정수단, 재정수단 등 공동으로 역할을 수행하
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관리감독의 일관성과 순응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상급 기능부문의 검사와 평가를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지방정부 간 상응한 권한조정 기제와 갈등해결 기제를 건
립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관리를 확보하고, 중앙의
통제와 지방의 능동성이 결합된 평형기제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지방정부와의 정
책게임 비용을 절감하려면, 지방정부 공공가치의 다양성과 차이성을 인
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원래 획일적인 경제적 가치를 핵심으로 하
던 업적 평가지표에서 다원화된 가치에 토대를 둔 업적 평가지표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1) 지방정부 권력 및 책임목록119)
지방정부 업무부서 권력과 책임목록(lists)의 반포는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 수행한다. 「지방 각급 정부 업무부서 권력목록제도에
관한 지도의견」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지방 각급 정부 업무부서 권력목록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당중앙, 국무원
에서 배치한 주요 개혁임무로,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 건설의 중요
한 조치로, 행정체제개혁, 법치정부구축, 정부혁신, 청렴정부의 심화에 중요
119) 公布地方政府工作部门权力和责任清单是哪个单位职责.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
question/755928775708083884.html?fr=iks&word=%B9%AB%B2%BC%B5%D8%B7%BD%D5%FE
%B8%AE%B9%A4%D7%F7%B2%BF%C3%C5%C8%A8%C1%A6&ie=gbk (검색일, 201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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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를 갖고 있다. 최근, 일부 지방에서는 권력목록과 상응한 책임목록
측면에서 유의미한 모색을 하였고, 적극적인 효과를 얻었다. 전면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도 의견을 제기한다.”

표 7-6

당중앙 및 국무원의 지도 의견

업무 목표

∙ 각급 정부업무 부서에서 행사하는 각종 행정직권 및 그 근거, 행사 주체, 운영절차, 대응되는 책임 등을
목록의 형식으로 명확히 열거하여 제시함
∙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고, 권력목록과 상응 책임목록을 구축하는 것을 통하여, 더욱 더 지방
각급 업무부서의 직책권한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정무 간소화, 권력이양을 추진함
∙ 경계가 명백하고, 분업이 합리적이고, 권력과 책임이 일치하고, 운영 효율성이 높고, 법에 따라 보장한 정부
직능체계와 과학적·효율적인 권력의 감독·제약·협조 기제의 형성을 가속하여 전면적으로 법에 따른 행정
을 추진함

실시 범위

∙ 지방 각급 정부업무 부서는 지방행정 직권의 주요 실시기관으로서 이번 권력목록제도에서 중점이 됨
∙ 법에 따라 행정직능을 맡고 있는 사업단위, 수직관리 부서가 지방에 설치한 행정직권을 갖고 있는 기관
등에서도 마땅히 권력목록제도를 실행해야 함

행정직권
목록

∙ 지방 각급 정부업무 부서에서는 행사하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에 직접 접촉하는 행정직권을 분류하여
전면적으로 철저히 정리하여, 항목에 따라 설정근거를 열거하여, 부서 행정직권 목록을 만들어야 함
∙ 각 성(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징수, 행정지불, 행정검사, 행정확인,
행정장려, 행정판결과 기타 유형의 분류방식을 참조하여, 본지 실제와 결합하여 통일적으로 규범화된 분류
기준을 제정하고, 정책요구를 명확히 정리해야 함
∙ 기타 유형의 확정은 국가 법률, 법규에 부합해야 함

행정직권
조정

∙ 전반적 행정직권 토대에서 직권 법정원칙에 따라, 기존 행정직권을 정리·조절해야 함
∙ 법정 근거가 없는 행정직권에 대하여, 제때에 취소해야 하고, 확실히 보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함. 하급 정부와 부서에 하방할 수 있는 직권사항은 적시에 이양하여 인수인계를 잘해야 함
∙ 비록, 법적 근거가 있지만, 전면적으로 개혁을 하는 요구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것, 법정근거
가 서로 충돌하는 것, 조절의 대상이 사라진 것, 오랫동안 관리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마땅히 제때에
취소하거나 혹은 의견에 따라 조절해야 함
∙ 행정직권의 이양을 취소한 이후, 사후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함

∙ 지방 각급 정부는 그 업무부서에서 정리한 이후 보류하려고 하는 행정직권 목록에 대하여, 엄밀한 업무절차
와 통일된 심사기준에 따라, 법의 조항마다 합법성과 합리성 및 필요성 심사를 해야 함
법률·법규에
∙ 법률과 법규 규정을 수정하기 위해선 먼저 법을 수정하고 다시 행정직권을 조정하여 정비를 질서 있게 추진
따른 심사 및
해야 함
확인
∙ 심사과정에서 광범위하게 기층, 전문가와 사회공중의 의견을 경청해야 함. 심사결과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동급 당위와 정부에서 확인해야 함
권력행사
절차 최적화

∙ 보류를 확인한 행정권력에 대하여 지방 각급 정부업무 부서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함. 민중에 편리
한 원칙에 따라, 행정직권 행사절차를 제정하여, 확실히 업무절차를 줄이고, 행정재량권을 규범하고, 모든
절차의 담당기관, 수리요구, 수리시한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직권 행사의 규범화 수준을 높여야 함

권력목록
공개

∙ 지방 각급 정부는 확정을 거쳐 보류를 확정한 행정직권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할 사항을 제외하면,
목록 형식으로 모든 직권의 명칭, 번호, 유형, 근거, 행사주체, 절차도와 감독방식 등을 제때에 정부 사이트
등의 매체에 공개해야 함
∙ 수직관리 부서가 지방에 설치한 행정직권을 갖고 있는 기관은 그 권력목록을 상급 부서에서 합법성·합리성·
필요성 심사를 진행하여 확인하고, 해당 기관 업무처리 창구, 상급 부서 사이트 등 매체에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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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계속

권력목록
동태적
관리기제

∙ 권력목록의 동태적 관리기제를 구축·완비해야 함. 권력목록 공개 이후,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입법하고,
수정·폐지·해석하는 상황, 기구와 직능 조절 상황 등에 따라 제때에 권력목록을 조절하고, 사회에 공개해야 함
∙ 권력목록에서 명확하지 않으나 마땅히 정부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은 정부 부서가 명확히 책임지고, 권력목
록에 넣어야 하는 것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함
∙ 권력목록 동태적인 조절과 장기적인 관리기제를 구축해야 함

적극적인
책임목록업
무 추진

∙ 권력목록을 구축하는 동시에, 권력과 책임이 일치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행정 직권과 서로 상응
하는 책임 사항을 정리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문책체계를 완비해야 함
∙ 이미 구축된 권력목록은 신속히 책임목록을 구축해야 하고, 아직 권력목록을 구축하지 않는 것은, 책임목록
을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개혁내용으로 해야 하며, 권력목록과 함께 추진해야 함

∙ 권력목록 공개 이후, 지방 각급 정부업무 부서, 법에 따라 행정직능을 담당하는 사업단위, 수직관리 부서가
지방에 설치한 행정직능을 갖고 있는 기관 등은, 모두 엄격히 권력목록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절실히
권력 감독과
권력목록의 엄숙성·규범성·권위성을 수호해야 함
문책 강화 ∙ 행정직권의 온라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권력행사 감독기제를
구축해야 함. 권력목록에 따라 직권을 이행하지 않는 단위와 인원에 대하여, 기율과 법률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함

조직 영도
강화

∙ 각급 당위는 권력목록제도 업무를 고도로 중요시하며 추진해야 하며, 개혁에 대한 영도 책임을 절실히 이행
하여, 이 업무를 중요 의사일정에 넣고,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개혁방향을 파악해야 함
∙ 각 성(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본 지역에서 권력목록제도 업무추진 방안을 제정해야 하고, 업무절차를 명확
히 하고, 정책조치를 세부화하고, 성실히 배치를 연구해야 함
∙ 상급 정부는 하급 정부에 대한 지도와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하고, 중요한 사항은 제때에 당위에 보고해야 함
∙ 국무원 각 部委는 지방에서 권력목록제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고, 수직관리를 실행하는 업무
部委는 본 계통이 지방에 설치한 구체적인 행정직권의 기관에서 권력목록제도를 실현하는 것을 지도·감독
해야 함

문제 지향
견지

∙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군중의 일처리를 편리하게 하는 것을 권력목록제도 추진의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함. 권력정리, 권력축소, 권력제약, 권력공개 등 주요 절차, 기업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심사권력
이 집중된 부서를 중점으로 함
∙ 또한, 군중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직권 사항을 우선 위치에 두고,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등 영역에선
사회에서 드러난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 개혁이 가져온 변화를 공중이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함

실사구시
견지

∙ 권력목록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고 막중한 업무로, 중국 법치건설의 실제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질서 있고, 적극적으로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
∙ 정부업무 부서는 권력목록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함부로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적극적·주도적으로
직책을 이행하고, 직무유기를 면해야 하며, 인민 생산활동, 사회발전의 안정에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용감
히 책임지고, 떠맡고, 절실히 직책을 이행해야 함

현지 적합
대책 수립

∙ 각지 현지 사정과 긴밀히 결합하여, 맞춤형 정책조치를 취하여 확실한 권력목록제도를 추진하고, 용감하게
탐색·실천하여, 혁신적으로 업무를 전개하야 함
∙ 권력목록제도와 정무 간소화, 이양, 정부직능 전환 등을 결합하여, 개혁의 협력(合力)을 형성해야 함
∙ 이미 권력목록제도를 실행한 지방에서는 지속적으로 심화·완비해야 하고, 아직 실행하지 않은 지방에서는,
기타 지방 경험을 배우고 참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성급 정부는 2015년 연말 이전 시, 현 양급 정부는 2016년 연말 이전에 기본적으로 정부 업무부서, 법에
따라 행정직능을 맡은 사업단위는 권력목록의 공개업무를 완성해야 함
∙ 향진 정부에서 권력목록제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성(자치구, 지할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연구하여
확정해야 함
통합적 협조 ∙ 수직관리 부서가 지방에 설치한 행정직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권력목록 공개는, 현지 정부업무 부서 권력목
록공개와 서로 결합되어야 함
및 추진
∙ 중앙편판(中央编办), 국무원 법제판은 지방에 대한 영도를 강화해야 하고, 지방 각급 기관편제 부서와 정부
법제 부서는 절실히 책임을 지고, 각급 당위와 정부영도 하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권력목록 추진 업무를
추진해야 함
∙ 권력목록 추진 상황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적절할 때에 감독을 조직해야 함

제7장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전망❙ 549

<표 7-6>에서 보듯,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조치를 위해서 당중앙 및 국무원이 지방정부에 내린 지도 의견은 업무목표,
실시 범위, 행정직권 목록, 행정직권 조정, 법률·법규에 따른 심사 및 확
인, 권력행사 절차 최적화, 권력목록 공개, 권력목록의 동태적 관리기제,
적극적인 책임목록 업무추진, 권력 감독 및 문책 강화, 조직영도 강화, 문제
지향 견지, 실사구시 견지, 현지 적합 대책수립, 통합적 협조 및 추진에서
엿볼 수 있다.

2) 지방정부 관리체계 개혁
현재 각 성들이 채택한 ‘성직관현체제’ 개혁 모형들을 살펴보면, 20%
의 성이 행정 측면에서 성직관현(시) 모형을 택하고 있으며, 28%의 현이
자주권 확대 모형을 선택하고 있다(缪匡华, 2013: 64).

표 7-7

성직관현 모형
분권화 모형

행정 분야를 성이 현(시) 관리하는 모형

관련 성 및 직할시

비율

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 하이난(5개)

20%

현(시) 당정 간부들의 행정 분야를 성이 직접 관리 + 재정 분야를 성이
저장(1개)
현(시)을 관리 + 현의 자주권 확대 모형
재정 성직관현(시) + 강현확권(强县扩权: 강한 현과 자주권 확대 모형)

허베이, 후베이(湖北), 허난, 안후이, 간쑤
(甘肃) (5개)

4%
20%

재정 성직관현(시) + 확권강현(扩权强县: 자주권 확대와 강한 현) 모형 푸젠(福建), 지린(2개)

8%

재정 직관현(시) 모형

장쑤, 장시, 산시(3개)

12%

강현확권 모형

쓰촨(四川), 후난, 산둥, 윈난, 산시, 헤이
룽장, 랴오닝(7개)

28%

확권강현 모형

광시, 광둥(2개)

8%

출처: 周湘智(2009); 缪匡华(2013: 64-5)에서 재인용

실제로 개혁이 진행되는 모형들을 살펴보면, 많은 省 및 관련 학자들

550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은 ‘성직관현’과 ‘확권강현’의 모형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확권강현’을
‘성직관현’의 전단계로 여긴다. 그러나 사실상 ‘성직관현’은 지방정부가
관리체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행정단계의 축소와 현급의 자주권 확대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키지만, 동시에 지방정부 관리체제의 가치와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缪匡华, 2013: 65).
그러나 ‘확권강현’은 상급 정부의 관리권한을 이양하는 행정조치에 불
과하다. 따라서 ‘성직관현’이 무조건 현급의 자주권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오히려 다시 권한이 회수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확권
강현’ 역시 반드시 성직관현의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으며, 오히려 현의
자치를 유도한다(缪匡华, 2013: 65).
개혁의 역사적 경험에서 보듯, 체제가 명확하게 확립되기만 하면, 상
급 정부는 기층정권에게 권한을 이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치화의 궤
도에 설 수도 있다. 그래야만 지방 기층정부의 적극성을 이끌어 낼 수 있
으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성직관현의 체제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의 간소화 및 권력의 이양(简政放
权)’ 개혁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현(县)은 빠른 경제발전

을 꾀할 수 있다(缪匡华, 2013: 65).

3) 시장 감독·관리 합리화
정부의 시장 감독·관리 직능은 정부가 제도의 공급자와 질서의 제공자
로서 시장경제발전의 규칙과 요구에 따라, 관련 정책법규를 제정하고 집
행하는 것을 통하여, 일반 상품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을 포함한 모든 행위에
대해 감독·관리를 수행하는 정부관리 활동을 지칭한다(周绍朋, 2008: 18;

제7장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전망❙ 551

傅小随·吴良仁, 2017: 30에서 재인용).

시장 감독·관리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모든 부분 및 과정에 대한 감독
인데, 이는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직능이다. 정부의 시장
감독·관리 직능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감독·관리는 사회공
중의 정상적인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이다(傅小随·吴良仁,
2017: 30).
여러 가지 원인으로, 중국 정부의 시장 감독·관리 직능은 오랫동안 여
러 部委에 분산되어 있었고, 部委 사이에는 직능 중복과 사각지대가 나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치수(治水)’ 관련 감독·관리의 파편화 문제
를 낳았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추진하고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수
호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여러 의견」에서 지적하듯, 현급 정부의 시장
감독·관리체계를 개혁하는 것에 속도를 가하고, 시장 감독·관리기관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탐색하고,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집행 팀은 설
치하지 않는다(傅小随·吴良仁, 2017: 30).
추진된 개혁으로 보면, 국가 차원에서 중앙은 이미 중앙기구편제위원
회판공실(中央机构编制委员会办公室)과 공상총국(工商总局)에서 주도하
여 당의 18기 3중 전회에서 “시장감독·관리체계는 통일된 시장 감독·관
리를 실행한다.”는 개혁임무를 실현할 것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지방 차
원에서는 선전(深圳), 상하이, 저장, 톈진, 랴오닝, 지린(吉林), 충칭 량장
신구(兩江新区), 우한 둥후신구(东湖新区) 등 지역에서 공상, 질감(质监),
식약 등의 부서를 통합하여, 시장감독관리국(위)을 설치하여 강력한 부서
로 만들어 지방보호주의 타파를 시도하였다(傅小随·吴良仁, 2017: 30).
현재, 지방 측면에서 진행되는 체제개혁 모형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서로 다르며, 대체적으로 세 가지 모형이 형성되었다. 하나는 “방추형(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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锤形)”의 선전(深圳) 모형이고, 또 하나는 “역 피라미드형(倒金字塔形)”의

저장(浙江) 모형이고, 셋째는 “원주형(圆柱形)”의 톈진 모형이다. 이들 모
형은 각기 특징을 갖고 있으며 전국 시장 감독·관리개혁을 위해 경험과
방법을 제공하여 각급 정부들이 참조할 가치가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체계가 상대적으로 성숙된 시장 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하려 한다(傅小随·
吴良仁, 2017: 30-31). 즉, 시장 감독·관리의 전반적인 요구는 ⅰ) 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ⅱ) 시장행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ⅲ) 감독·관리의
신용기초를 확고히 하고, ⅳ) 시장 감독·관리의 법집행을 개선하고, ⅴ) 시
장 감독·관리의 법집행체계를 개혁하고, ⅵ) 사회 감독·관리 기제를 완비하
고, ⅶ) 감독·관리 법집행을 보장할 수 있다(傅小随·吴良仁, 2017: 31).

4) 행정감독체계 구축
중앙은 배후에서 지휘자로서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의 기본 조건을 위
하여 전통적이고 기계적인 통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프트하고 민첩한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행위를 유도하고 피드백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방에 충분치 않은 자주성 공간을 남긴다. 이
외에 중앙은 일상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지방혁신의 경우 존재하는 지방
의 일탈된 행위를 통제해야 한다(余嘉俊·任星欣, 2017: 5).
권력제약을 최적화하여 현(县) 정부 행정감독체계를 더욱 개선할 필요
가 있다. 공권력 감독의 본질은 권력제약이다. 오랫동안, 중국 지역 정치
구조에서 경책결정직능과 집행직능 그리고 감독직능이 서로 구분되지 않
고 중복되어 있다. 또한, 감독이 형식에 머물러 있고, 정책결정 部委는 보
편적으로 집행 이익의 방해를 받게 되어, 정부 部委 및 그 영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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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추궁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尤光付, 2012: 233).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지역에서 권력을 제약하려면, 반드시 일련
의 정책결정과 집행 및 감독 등의 절차를 작동시키는 제도설계가 필요하
다. 그리고 현(县) 정치체제개혁을 추진하여, “제도로 권력을 관리하고,
일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정책결정권, 집행권, 감독권이 서로 제
약하고 서로 협조하는 권력구조와 운영기제를 구축·완비하여 견지하는
것이 유리하다”(중공 17대 보고)(尤光付, 2012: 233).

그림 7-3

县정부 행정감독체계 네트워크
县委 영도

县인대 감독
县정부

工, 青, 妇 감독

기율감독, 심계
간부 감독

县정협 감독

县사법 감독

县委 영도

출처: 龙光付(2012: 233)

권력이 효과적으로 질서 있게 행사되는 과정에서 서로 제약하고, 서로
협업하고, 서로 협조하는 감독체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县정부 행정감
독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尤光付, 2012: 233).
지속적으로 정부 행정심사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더 한층 간소화 및
이양을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심사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정부 지출을 통
제하여, 최대한 사익추구 여지를 줄여서 엄격하게 정부의 무사안일(懒政)
과 부작위 문제를 관리한다. 체제기제에서 관료주의의 허점을 고치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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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사 등 사항을 취소·위임하며, 동시에 정부 비준 투자항목의 목록을
수정한다. 상업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재정 전문이전지출 항목을 줄이고
통합하며, 지방정부의 권력목록, 서비스 목록, 그리고 부정적인 목록 제
도를 엄격히 구축해야 한다(北京师范大学政府管理研究院, 2016: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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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행위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
중국의 국정운영을 전망하기 위해서 중앙-지방정부 관련 행위(자) 역
할의 개선 방향 및 방안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는 중앙-지방
정부의 핵심 행위자 역할의 방향 및 방안, 중앙-지방정부 갈등관리의 방
향 및 방안, 지방 거버넌스를 통한 관민 상생의 방향 및 방안을 논의한다.

1. 지방정부 행위자 역할의 방향 및 방안
중앙-지방정부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을 억제하고 국정운영 차원
에서 지방정부의 행위자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다음의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

1) 지방정부 행위자의 책임성 제고
(1) 행정권력 제약
법률로 행정권력을 제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ⅰ) 법률체
계, 법집행 절차와 법률감독 기능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 ⅱ) 권력으로 행
정권력을 제약해야 한다. 즉, 정치체제 내의 상급 정부 部委, 지방 당위원
회, 인민대표대회 간 상호 제약을 통하여 행정권력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
해야 한다. ⅲ) 더욱 나아가서 민의로 행정권력을 제약해야 한다. 즉, 사
회조직, 사회단체,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참정권, 선거권, 건의권, 청문
권 등 권리행사를 통해 감독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ⅳ) 더 나아가 도
덕으로 행정권력을 제약해야 한다. 학습과 교육의 방식으로 관원들로 하
여금 정확한 권력 관념을 수립하고 자율의식을 제고하여 도덕적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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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팽창을 제약하도록 해야 한다.
(2) 책임규명
일탈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정부 차원
과 사회 차원의 책임규명이 있다. 하나는 정부 차원의 자발적인 책임규명
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직무나 언행을 스스로 평가
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직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여론과 상반
되는 언행을 한 관료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이 때 잘못
을 한 관료가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하는 등의 행태로
나타난다(沈荣华·锺伟军, 2009: 162).
책임감과 책임평가는 정치관료가 자신을 평가할 때 갖춰야할 내재적
인 조건으로 이는 스스로의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인 만큼 ‘양심’에 따른
자발적인 책임규명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특히, 현실 정치에서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려고 하는 관료들에게 외적으로 권력을 제약하는 제
도와 자유로운 여론 환경이 그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
다(沈荣华·锺伟军, 2009: 162).
또 하나는 사회의 책임규명이다. 이는 지방 거주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관료들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규명하게 하는 것이
다. 사회감독은 주기적으로 책임을 규명하며, 이때 흔히 사용되는 사회감
독의 형태로는 주로 이익집단이나 언론매체를 통한 감독 등 두 가지 경로
로 나뉜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책임규명제도는 지방정부를 관리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지방정부의 정치적 책임, 행정적 책임, 체제적 책임
등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우며, 궁극적으로는 책임 있는 정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沈荣华·锺伟军, 2009: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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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행정 지향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의 목표를 제정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 상대
적으로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행위자, 특히 지방공무원이 추구하는 목표
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체제 전환을 실현하고 건설형 재정에서 서비스형
재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행정분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중앙
과 지방 관계의 제도화를 실현한다. 다방면의 감독과 견제 역량을 제고하
여 성과평가의 결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관원들이 주도적으로 사상관념과 사유방식을 전환하여 GDP
최우선 경제발전 관념에서 벗어나게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단편적
인 경제발전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과학적 발전관을 수립하고 적
극적으로 인민의 이익을 중시한 행정행위를 지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경쟁과 칸막이 지향 정부운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양적 지
표 위주의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 책임과 협업 지향적 조직문
화를 조성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질적 지표를 가미한 성과평가
를 통해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각급 정부의 책임자는 절실히 당 기풍과 청렴건설의 주체 책임을 맡아
야 하며, 모든 부당 행위자와 무책임한 자는 반드시 기율의 처벌을 받아
야 한다. 행정감독 업무를 강화하고, 모두 회계감독을 받아야 한다. 권력
감소와 제한, 혁신 감독 등의 조치를 취해서 사익추구 여지를 줄이고, 부
패를 일으키는 토양을 제거해야 한다. 당 기풍과 청렴건설을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하며, 특히 기층으로 확대하여 군중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나쁜 기풍을 교정하고, 부패를 처벌해야 한다(许耀桐, 20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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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원의 정무 태만을 처리하고 극복해야 한다. 현재, 정부 거버넌
스 개혁에서 거버넌스 업무가 부실하고, 관원이 정무 태만을 긴급히 해결
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는 근면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관원들도
있지만, 다른 일부 관원은 사상 수준이 높지 않고, 의지나 마음 자세도
결여되어 있고, 출근은 하지만 일은 하지 않고, 현상에 만족하는 관원들
도 있다. 이런 관원들은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일을 한 가지 보태는 것
보다는 한 가지 줄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관원이 된 것이 이
득이 없다고 한탄하며, 웬만하면 그냥 넘기며, 심지어 “뭔가를 받지 않으면
일을 안 하며(不给好处不办事)”, 혹은 일을 맡으려 하지 않고, 문제 일으
키는 것을 두려워하고, 비난을 두려워하며, 갈등에 봉착하면 숨어 버리고,
문제를 만나면 돌아가고, 미움을 사려 하지 않는다(许耀桐, 2016: 101).
관권의 직무유기 문제를 정리하고 한층 더 해결하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과 간부가 정무에 근면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식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기제와 시행착오 수용, 교정기제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실수를 포용하고, 개혁 및 혁신을 추구할 여건을 조
성해 주어야 한다.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수행하여 업무 목표를 달성
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직책을 수행하게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许耀桐,
2016: 101).

3) 이익표출 활성화
중앙은 지방이익과 관련되는 정책 또는 법률규범 실행과정에서 전국
각 지방의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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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은 우선 발전이익을 표출하는 지역에 대해 정책, 자금 등에서 혜택을
주어서 지역 간 발전 수준 격차를 줄이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정치체
제개혁을 통해 지방의 이익표출이 충분히 중앙에 반영될 수 있는 소통 경
로를 건설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종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3.5계획(2016~2020)’ 의견수렴 판공실
을 설치하여 공중이 사이트 댓글, 이메일, 메시지, 전화, 편지, 방문 등 다
양한 형식,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13.5계획’ 편제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화전국총노조회(全国
总工会), 중국공산주의청년단(共青团), 부녀연합회(妇联), 중국과학기술

협회(科协),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贸促会), 중국장애인연합회(残联),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工商联), 기업가협회들도 공동으로 ‘13.5계획’ 의
견수렴 활동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또한 지방, 부서, 전문가, 인대, 정협, 당
외부 인사 및 기업과 기층 군중대표의 의견을 구하여, 2016년 3월 ‘양회’
심의 업무를 위해 준비했었다(鲁敏 主编, 2019: 321-2).
중앙-지방 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서 지방 이해관계자(해당
주민, 사회조직, 자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이들의 목소리와 아이디
어를 정책과정에서 담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참여를 통해서 공공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대중들의 인지
도는 높아지고 저항도 적어질 것이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책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건의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정책문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서 정책결정
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시행
에 있어서도 더 많은 응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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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대중 간에 대리위탁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발전하여 지방정부의 정
책결정에 공평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方雷, 2010: 104).
정무(政务)의 정보화 및 투명화를 추진하고, 정무의 전면 공개를 실현
해야 한다. 조건을 마련하여 인민군중이 정부를 더 잘 이해하고, 감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엄격히 중앙의 관련 정무공개의 문건 요구에 따라,
정부의 정무를 정리·분류하여, 공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여론과 민의표출
통로를 확대한다. 사회에서 주목하는 문제추적 기제를 구축·완비하여, 공
개목표를 높인다. 가격, 환경보호, 토지징수, 재개발 및 공공자금관리사
용 등 군중들이 매우 주목하는 문제에 대하여, 제때에 사회에 응답하고,
정확히 권위적인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北京师范大学政府管理研究院,
2016: 136).

2. 중앙-지방정부 갈등관리의 방향 및 방안
1) 중앙-지방정부 갈등해결
유구한 역사와 문화, 방대한 국토와 세계 1위 인구수를 가진 중국에서
갈등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매일매일 쏟아내는 인민들의 이해
상충적인 행정수요나 정책문제는 당연히 수많은 갈등과 얽혀 있다. 이는
고스란히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으로 이어지며, 정부는 이를 해결
해야 할 당위성과 책임성을 갖고 있다.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정부는 지
방정부대로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갈등이 상존할 수밖
에 없다.
이익 주체로서의 지방정부가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요구
와 절대적으로 일치가 될 수 없고, 또한 지방정부의 요구와 완전히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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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없다. 결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불일치와 갈등이 생기게 되
며, 이러한 갈등은 바로 양자 충돌의 근원이 되며, 바로 ‘경쟁’이 된다. 하
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경쟁은 정치체제의 프레임에서 진행되며,
그들 각자가 갖고 있는 경쟁 능력과 수단은 경쟁의 특징을 결정한다(黄相怀,
2016: 16).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에 복종해야 하지만, 지방정부들은 크고
작은 권한행사를 하며, 소수 자치구는 일정한 자치권을 갖고 있다. 지방
과 중앙 간 이익충돌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중앙은 전반적인 구도에서
고려하고, 지방은 자신 이익부터 고려한다. 공식적인 논리로 지방은 반드
시 중앙에 복종해야 하고, 집단이익과 국가이익을 중시해야 한다. 엄밀하
게 보면, 이러한 입장이 모두 타당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만일, 중앙
이 너무 강력하면, 역으로 지방의 적극성은 줄어들고 지방 전체의 발전에
손해가 될 수 있다. 지방은 국가 전체의 일부분이지만, 만일 그 이익이
손상되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양측의 이익을 조율하려면, 중앙은 적정한 권한을 이양하며, 중대 사건에
직면할 때마다 마땅히 지방정부와 상의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인민대표
도 마땅히 일정한 부결권을 가져야 한다.120)
중앙과 지방정부의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것은 다양한
기제를 어떻게 활용해서 접근하는가에 달려 있다. 권위주의적인 중국 정
치체제에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맥락적으로 유

120) 对中央政府与地方政府之间的利益冲突的看法.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
276241020.html?fr=iks&word=%B6%D4%D6%D0%D1%EB%D5%FE%B8%AE%D3%EB%B5%D8%B7
%BD%D5%FE%B8%AE%D6%AE%BC%E4%B5%C4%C0%FB%D2%E6%B3%E5%CD%BB%B5%C4%BF%
B4%B7%A8&ie=gbk (검색일, 2019.7.6).

562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 장치로 이를 보장할 때,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에, 지방 인민은 지방정부에 이익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권력구조는 합법적이면서도 효과적이어야 한다. 과학적인 집권 배경에서
중앙과 지방 관계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화합은 그들 사이에 갈등이 없고,
이익충돌도 없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고 이익충
돌을 해소할 능력이 있다. 또한, 이로써 갈등당사자 이익 전체의 협조를
실현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효능(效能)을 주도하는 측은 중앙
정부이지만, 중앙의 권위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효능
권위를 향상시켜야만, 중앙과 지방 관계의 화합을 보장할 수 있다(魏红英,
2008: 33).
분쟁 해결의 영역을 설립하여 중앙과 지방의 권력 관계인 ‘권력을 거
두면 죽고 풀어주면 혼란해지는 상황(收死放乱)’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
가 있다. 첫째, 쌍방(双向) 감독제약 기제를 설립한다. 중앙에 복종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곧 중앙이 대표하는 국가에 복종하는 것인데, 이러
한 추론은 의심받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직능을 이행함에 있어
평등하다. 서로 공민에 대한 공통의 책임을 강화하여, 상대방을 감독하는
초점이 되어야 한다. 경제제재 제도를 운영하여 이익으로 이익을 제약하
는, 쌍방 제약을 구축해야 한다. 명백한 분권의 방식으로 제약의 경계를
설정해서, 지방의 자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의 권위도 보장할 수 있다
(魏红英, 2008: 33).
둘째, 평가와 협조기제를 설치한다. 공공조직은 가외성(加和性)을 갖고
있지 않아서 부서 목표의 실현은 조직 전체 목표의 실현을 의미하지 않고,
반대로 ‘목표 도치(目标错位)’가 수시로 나타난다. 중앙과 지방 관계도 마
찬가지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간에 마땅히 평가제도와 협조기제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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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 관계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장기
적으로 추적, 연구, 평가, 감독, 협조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며, 문제가 생
기면 임시로 한 부서를 지정해서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辛向阳,
2007; 魏红英, 2008: 34에서 재인용).
셋째, 중앙과 지방의 갈등해결 기제를 설치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절박한데, 이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하나의 편리한 방법은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선진
국의 일부 성숙된 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과 지방의 관
련 리더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해서, 중앙과 지방 관계를 전문적으로 조
정할 수 있다. 혹은, 헌법감독위원회로 양측 관계를 조정할 직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설립한 기관과 그 구성인원은 모두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지위도 초연하게 되어 중간조정자 역할을 이행하게 하여, 중앙과 지방이
직접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들 기관과 인원 외에, 구체적인 절차
혹은 회의 규칙도 필요하다(魏红英, 2008: 34).

2) 지방보호주의 개선 방안121)
지방보호주의를 초래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근본적인 원인은 일부
지방정부 영도자의 党性 관념이 강하지 않고, 대국 관념이 희미하여, 단
지 부분만 고려한다는 측면이다. 또한, 전국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만 고
려하고, 중앙을 고려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 고려한다. 더욱이 장기적
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는 지방의 부분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21) 地方保护主义的形成成因. Retrieved from https://zhidao.baidu.com/question/2077519873491037788.
html?fr=iks&word=%B5%D8%B7%BD%B1%A3%BB%A4%D6%F7%D2%E5%B5%C4%D0%CE%B3%C
9%B3%C9%D2%F2&ie=gbk (검색일, 2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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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당의 기율과 국가의 법률을 무시하기도 한다.
지방보호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ⅰ) 지방보호주의를 반대하는 법률
과 법규를 신속히 제정·완비해야 한다. 최대한 신속히 「반독점법」을 제
정·반포하여, 해당 법률 중에서 불법적으로 경쟁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부 조항을 규정하여, 불법적으로 경쟁행위를 제한하는 구체
적인 형식, 법률책임, 처벌조치 등을 포괄해야 한다. 최대한 신속히 「반
부정당경쟁법」 및 관련 법률과 법규를 수정하여, 조율성과 맞춤형(针对
性)을 강화해야 한다. ⅱ) 각 지역, 각 부서에서 제정한 지방보호, 업계의

독점 색채를 띤 국가법률 및 법규와 서로 저촉하는 지방적·행정적 법규
와 규정을 정리·폐지해야 한다. ⅲ)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사법제도를 구
축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임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사법제도와 행정의 직접 관리체제를 구축·완비해야 한다. ⅳ) 법제 선전
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 각급 정부영도는 법률지식을 적극적으로 학습하
여 강력한 법률의식을 수립하고, 법에 따른 행정을 해야 한다. 사회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법제 관념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을 준수·보호하고, 지
방보호주의를 막을 수 있는 유리한 법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세
수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통하여, 분세제를 한층 더 완비하고, 적극
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경제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3. 지방 거버넌스를 통한 관민 상생
지방 민주자치는 여전히 중국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우회할 수 없는
점이다. 지방 거버넌스가 없다면, 지방정부는 인민에 대해 책임지지 않
고, 각종 부패나 인민권력에 대한 침해행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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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도 통제를 받지 않는 공권력이 사회에 안겨준 상처를 보상할 길이 없
다. 지방자치가 있으면, 관원은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믿음을 받고, 단
정치 못한 행위가 있으면 바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인민들은 지
방 수장의 개별적인 태만은 양해할 수 있으며, 가장식(家长式) 통치 아래
서는 ‘관원이 부모가 되어(父母官)’ ‘집’의 일에 책임 질것을 요구한다. 교
량이 무너져서 인원 피해가 생기면, 지방 ‘수장(一把手)’은 사퇴해야 하는
가? 그 다리는 전임자가 임기 내에 주관한 ‘이미지 프로젝트(形象工程)’
로, 현직자가 할 수 있던 것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사후에 리더를 바꾸는
것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유권자의 판단이
사정에 한층 더 맞을 것이며, 위로부터 아래의 압력형 통제는 단지 일부
경직된 지표로 지방관원의 실적을 판단한다. 그리고 ‘이유불문(不分青红
皂白)’ ‘한 표 부결’은 종종 관원에게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업무 이외

의 압력을 가져다 줄 뿐이다(张千帆, 2012: 133).
현재, 중앙이 지방관료를 관리함에 있어 결코 강하지 않다고 할 수 없
다. 실제로, 정치적 업적(政绩)체계에서 설립된 ‘한 표 부결’ 등의 조치는
이미 지방관원 개인에게 큰 압력을 주고 있다. 개인 관원의 사생활에 들
어가면, 많은 이들의 생활도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많은 현 위
원회 서기들은 자신의 생존 환경을 ‘압력 밥솥(压力锅)’로 비유하고 있다
(董学清 等, 2005; 张千帆, 2012: 133에서 재인용). 관료는 ‘피라미드’의
하단에 있으며, 향정부가 “위로는 받치지 못하고, 아래로는 누를 수 없는
(对上顶不住, 对下压不住)” 처지에 있다. 만약, 위 각 부서의 토지정책(土
政策)과 농민의 실제 이익이 충돌할 때, 향 정부는 아주 난감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만약 큰 힘으로 상급 부서의 정책을 집행하여 촌민들이 ‘청
원(上访)’하면, 가볍게는 비판 받고, 심각할 경우 면직을 당한다. 만약,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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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이익을 배려하면, 상급의 정책을 잘 집행하지 않아, 관직을 잃을 수
있다. 중국 최하층 일급의 행정관으로, 향진의 수장은 상당히 어렵다. 상
급에서 정한 일부 비현실적인 높은 지표와 빈번한 검사와 평가는 ‘청원’
을 초래하거나, 거짓 데이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만약, 상급의 압력이
없다면, 자발적으로 중앙이 의도한 취지와 현지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
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적다. 어느 省의 성위서기(省委书记)가 한 회의
에서 말하길, “업무를 내리지 않고, 지표를 내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움직
이지 않고, 업무를 내리고, 지표를 내리면, 너희들은 또 함부로 움직인다
(不给你们压任务,下指标, 你们就不动; 给你们压任务, 下指标, 你们又乱
动)”(曹锦清, 2000: 507; 张千帆, 2012: 133-4에서 재인용).

이처럼, 위에서 아래로의 체제는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
한 체제는 지방관원들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오히려 중국 사
회의 문제는 그다지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지방 통치는 여
전히 인사의 불확실성, 심리적 불안정, 재력의 부족 등 여러 제약을 받고,
공공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지방관원의 부
정부패, 인민의 권력에 대한 침해행위는 여전히 자주 나타나고 있어, 백성
의 기본적인 권리는 중앙의 감독으로 더 효과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张千帆, 2012: 134).
이러한 체제에서 지방정부는 수많은 중앙의 정책과 법률 집행, 특히
현지 경제발전의 중임을 맡는다. 경제발전의 지표는 지방행정을 평가하
는 주요한 근거가 되고, 대가가 높고, 무책임하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
며, 이익만 추구하는 발전 모형을 낳는다. 실제로, 중국에서 현재 퍼지고
있는 심각한 생존위기(생태의 악화, 환경의 오염, 식품안전, 안전사고 등)
는 성장과정에서 나타났다. 비록, 국가 전체의 GDP는 매년 성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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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던 생활 방식이었는가? 중국의 백성과
관원은 모두 좀 더 자유롭게(更自在一点)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대약진’ 시기와는 달리, 오늘의 중국은 밥을 못 먹는 위기가 앞에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현지의 치안, 교육, 빈곤과 구제를 잘 관리하는 것은
대다수의 지방정부에 있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张千帆, 2012: 134).
따라서 지방 민주자치는 관(官)과 민이 상호이익 즉, 상생(双赢)을 실
현할 수 있는 제도적 구현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지방선거는 지방관원이
진정으로 현지 인민에 대해 책임지고, 현지 인민의 장기적인 이익의 반
영·보호·추진을 보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공권력의 남용
을 억제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상급의 감독과 비교하면, 지방 유권자
는 종종 더 ‘사리에 밝아(通情达理)’, 지방관원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통제범위 밖의 일들에 대하여 시시콜콜 따지지 않으며, 경직된 규정으로
관원의 ‘정치적 업적’을 가늠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단일제 헌법 프레임
아래서 지방정부는 여전히 중앙의 법률과 정령(政令)을 집행할 의무가 있
다. 사실상, 지방자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업무도 잘 이행될
수가 없다(张千帆, 2012: 134).
인력, 자원과 정보 등의 한계로 인해, 이렇게 많은 지역, 많은 계층, 상
당수의 관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감독에 힘이 부족할 뿐만 아
니라, “위에서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는” 난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 심사숙고된 정령이 확실히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의 정령이
백성의 이익과 욕구와 일치하나, 이행 과정에서 지방의 저촉을 받으면,
백성의 힘을 빌려 중앙 정령을 관철시켜도 된다. 지방민주는 중앙의 권위
를 약화하지 않으며, 역으로 중앙의 감독과 실행의 강도에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전국 인민의 마음속에서 중앙의 법률과 정책의 위신을 굳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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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다(张千帆, 2012: 134).
요컨대, 지방 유권자를 주체로 하는 주민자치는 규칙이고, 중앙감독은
예외이다. 중앙의 법률, 정령이 집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앙은
관련 인원을 모두 파견하여 각지의 법집행 상황을 감독하지만, 지방의 간
섭은 주로 법률적인 수단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방정치에 관여하고, 지방관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방관원의 위법
을 완비한 지방 민주와 법치로 해결해야 한다. 중앙은 지역 사이 분쟁을
협조·해결하는 것을 주로 책임지고, 적당한 사법심사 기제로 중앙과 지
방의 법률 충돌을 재판해야 한다(张千帆, 2012: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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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중앙-지방정부 연구의 함의
제3절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참새가 비록 작아도 오장육부는 다 갖추고 있다(麻雀虽小, 五脏俱全)”
는 표현처럼 비록 작은 국토와 적은 인구수를 가진 국가라도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을 하며 해당 국가를 이끌어간다.
그렇다면 국토 면적 세계 4위, 인구수 세계 1위인 중국을 이끌어가는
국정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리고 우리나라 및 서구 대다수 국가의
자본주의체제와 다른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중국의 국정운영은 어떠
한 차이가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본 연구는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
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에 관한 적실성과 타당성 있
는 이해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그런데 한 국가의 국정운영을 논의한다는 것은 마치 ‘장님 코끼리 만
지듯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국정운영을 여러 차원
(국가와 사회, 당과 국가기구, 국제관계, 중앙-지방정부, 정부와 기업 등)
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중앙-지방정부에 초점을 두고서 접근하였다.
중국의 국정운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의 중앙-지방정부를 연구 대상
으로 삼고, 관련 이론적 검토, 실태분석, 국정운영과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 정책과정 및 행정자원 분석, 관계의 제약분석(거시맥락, 제도, 행위
수준), 관계의 전망(거시맥락, 제도, 행위 수준), 그리고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의 내용을 담았다.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대상 및 내용, 연구의 방법과 분석틀, 그리고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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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2장 1절에서는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국문, 중문, 영
문, 일문 문헌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국문은 분권과 집권, 재정개
혁, 협력 거버넌스에, 둘째, 중문은 중앙-지방정부 관련 분권, 재정개혁,
정책결정 등에, 셋째, 영문은 재정결정, 권력배분, 분권화, 지방정부의 행
위, 성과관리, 규제 및 서비스, 회계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역동성 등에,
넷째, 일문은 사회주의체제라는 정치체제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방
분권, 경제적 관점에서 양자의 관계 등을 연구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2장 2절에서는 국정운영, 중앙과 지방 관계의 주요 논점, 지방정부를
검토하였다. 첫째, 국정운영의 차원을 크게 국가와 사회, 국가기구, 정부
와 시장, 중앙과 지방, 국제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 초점을 두었다. 거버넌스를 국정운영 또는 국
정관리로, 정부 거버넌스를 정부직능 전환, 행정체제개혁 심화, 행정관리
방식 혁신, 법치와 청렴 및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로 이해하였다. 중국
은 또한 단일제 국가 거버넌스로 하나의 계층 거버넌스 구조이다. 둘째,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의 주요 논점을 ⅰ) 점진적 집(분)권은 정책조정의
적합성, 선택적 집(분)권은 다른 정책 간의 이질성, 차별화된 집(분)권은
정책수단의 다양성으로 이해하였다. ⅱ)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은 쉽게
말해 중앙과 지방은 영도하고 영도되는 관계라는 점이다. ⅲ) 상호작용
(집권체계, 불완비한 민주체제, 수직적 기능분화의 불명확)을 검토하였
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개념·특징·
지위, 유형(지방제도 기준, 설치목적 기준, 계층 기준), 권력 의미와 뿌리
(중앙인민정부, 지방권력기관, 인민군중) 및 그 특징, 권한과 직권(성급,
지시급, 현급, 향급, 민족자치, 특별행정구 정부), 권력배치의 의미(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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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계에서 권력을 분배하고 행사하는 것)와 특징(일방성, 고도집권성,
직책동구)을 다뤘다.
2장 3절에서는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첫째, 서구
의 중앙-지방정부 관련 이론(Lajoie 모형, Rose 모형, Wright 모형, 무
라마츠 미치오 모형, Rhodes 모형, Allen 모형)을, 중앙-지방 권한배분
의 관점으로 중앙집권론, 지방분권론, 균권이론(중앙-지방 기능의 분업과
협업 강조)을 검토하였다. 둘째,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의 주요 모형에
관해 중국학자들은 단일제 모형(민주집중단일제, 복합적 단일제, 불균형
단일제), 분절화 권위이론, 사실상 연방주의, 주인-대리인 모형 등을 제
시한다. 셋째, 중앙-지방정부 관계 이론을 보면, 단일제 국가 내부의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일급 행정구역 정부와의 관계, 운영기제 관점(이양회수순환설, 권한부여설, 비영합적 게임, 재정분권설, 재정집권설), 체제
구조 관점(중국식 연방제, 분할된 권위주의설, 합리적인 분권설, 선택적
집권설, 다층집권설), 국가와 사회 관점(이차분권설, 집권분권균형설)이
제시된다. 넷째, 수직 정부 간 관계에 영향 요인(관원 격려, 재정체제, 직
능분업, 감독방식)을 다뤘고, 중앙-지방 수직관계 이론을 보면, 직책동구
설(정부 수직의 직책배치와 기관설치는 전형적인 상하대응 및 좌우대칭),
조괴관계설(조직은 수직적인 계층 정부와 수평적인 직능부서로 분화, 양
자는 서로 작용), 압력형체제설(위에서 아래로 압력기제를 확립하여 효율
성 추구), 평가대체형 감독(주기적인 평가로 지방정부 행위 감독)으로 파
악하여 중앙-지방정부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3장에서는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련 실태를 역사적 맥락, 행정구획 및
행정체제, 중앙-지방정부 관련 인식조사로 분석하였다.
3장 1절에서는 역사적 맥락에서 첫째,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주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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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근본사상(대일통), 기본제도(봉건제도 및 군현제), 중앙과 지방의 계
층구조(황제 중심제, 횡적 체계로서의 지역구조, 종적 조직으로서의 계층
구조), 권력배분의 구성요소(행정권, 재정권, 군사·사법권)를 검토하였다.
둘째, 봉건제로부터 군현제를 상·주의 봉건제, 진의 군현제와 중앙집권,
한의 군국병행제, 동한의 외중내경, 수의 지방행정, 당의 도제, 송의 중앙
집권 쇠퇴, 원의 행성제, 명·청의 지방행정제도, 그리고 중화민국의 중앙
-지방관계를 다뤘다. 둘째, 마오쩌둥 시대의 중앙-지방 관계는 신중국 이
전 상황, 신중국 성립과 집권화, 집권과 분권의 순환으로 설명하였다. 셋
째, 개혁개방 이후 중앙-지방 관계는 덩샤오핑 시대, 장쩌민 시기, 후진
타오 시기, 시진핑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장 2절에서는 중국의 행정구획 및 행정체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
국의 행정구획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취지, 국가전략 주도 행정구획 개
혁, 행정구획과 국가 거버넌스, 중국 행정구획 개혁의 흐름으로 분석하였
다. 행정구획은 국가권력 형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국정운영의 기본
제도 틀인 행정구획 개혁은 많은 영역의 개혁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
다. 국가전략 주도 행정구획 개혁은 신형 도시화의 기초로 중국 지역발전
의 기반이며, 국가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기제이다. 행정구획의
변동은 국가전략, 지역 일체화, 도시간 연계와 관련된다. 행정구획 개혁
은 행정간소화, 권한이양, 공공서비스와 거버넌스 구조개선이란 흐름을
띤다. 둘째,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체제를 성급 정부, 지시급 정부
(성시 구별, 지시급 정부의 역사 형성, 지시급 정부의 권력과 기구), 현급
정부(중국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지방정부), 향진 정부(최저 기층정부로
민중과 각종 사회조직과 대면), 특별행정구(홍콩과 마카오)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신중국이 성립한 이후 1단계(1949~1954년)의 지방정부는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 575

대구(大区), 성(省), 현(县), 향(乡) 4급 체계를 설치하여, 해방전쟁 시기
군정일체의 관리 모형을 답습했다. 2단계(1954~1966년)에서 중국은 대
행정구제도를 취소하고, 지방정부는 성, 현, 향(인민공사) 3급 체계였다.
3단계(1966~1976년)로, ‘문화대혁명’의 충격을 받아, 지방 각급 정부와
행정구역의 배정이 혼란에 빠졌다. 4단계(1976~현재)에서 지방정부 기
관은 성, 현, 향 3급 체계와 성, 시, 현 향 4급 체계를 동시에 병존하는
구도였다.
3장 3절에서는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인식
조사를 검토하는 이유는 중국 지방정부의 운영 효율성 수준, 지방정부 공
무원의 업무수행 능력 수준, 지방정부 경쟁 수준, 중앙의 지방통제 수준
등을 파악하여 중국 지방정부 운영의 현실을 직간접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지방정부의 효율성 및 만족도 분석을 전반적으로 보면, 중
국 지방정부 효율성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효율성 상황도 불투명하다. 조
사 통계분석에 따르면, 피조사자들은 현지 공공안전 서비스 수준과 효율
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야 23% 정도에 불과하며, 정부 공개투명
도, 민생개선, 정부 부서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아 5%도 안 된
다. 동시에, 인민은 정부에서 관료주의 해소 및 효율성에 대하여 불만족
도가 매우 높아 72.46%에 이른다. 둘째, 중국 지방공무원의 일반적인 능
력을, H성 공무원의 직무적합성으로 판단한 결과, 자아인지 및 규범준수
능력, 판단추리 능력, 의법행정 능력 등 세 항목이 중요한 지표인데, 표본
지역의 과급 및 그 이하 공무원들의 언어표현과 작문 능력이 가장 뛰어나
지만, 반대로 자아인지와 규범준수 능력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의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면, 각급 정부
간 경쟁 수준에 관해 82%의 응답자가 경쟁이 가장 심한 곳으로 시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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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급을 꼽았으며, 성급과 향진급의 경쟁은 비교적 덜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방 간 경쟁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63%의 응답자가 정치업적
평가와 진급에 대한 현행 평가제도를 꼽았으며, 이는 지방관료들이 더욱
본인들의 치적에만 집중하게 만든다. 더욱이 72% 이상의 응답자는 현재
지방정부의 경쟁 수준이 매우 치열하다고 응답했으며, 60%의 응답자가
이러한 경쟁은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크다고 응답했다.
또한, 77%의 응답자가 경쟁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주로 “물질적인 조건만
을 강조하고 그 외의 사람이나 사회적인 여건은 고려하지 않게 되다보니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꼽았다. 넷째, 중앙의
지방통제에 관한 인식 수준을 보면, 현(县)위원회 구성원들은 “대체적으
로 중앙-지방 관계와 관련하여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힘이 점차 강화
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일부 현(县)위원회 서기는 오늘날 현급 정부가
“제한적인 권력, 부족한 재정과 무한한 책임”의 모습을 띠고 있는 만큼
“권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온전치 않은 정부”, “팔과 다리
가 부족한” 정권의 특징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현급 정부는 “능력
밖의 일을 모두 떠안은” 정부라고 인식한다. (현)县위원회는 중앙-지방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직적 지휘
와 당정으로부터의 수평적인 지휘계통을 조절함으로써 “자주권을 지닌
강한 현(县)정부”를 지향하자는 개혁을 주장했다.
4장에서는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리일분수(理一
分殊)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4장 1절에서는 첫째,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다루
면서, 중국의 국정운영 차원, 중국의 국정운영 논의 흐름, 문제제기, 즉
중국에서는 지방의 관습을 존중하는 방식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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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며 유지·발전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조건
으로 이해를 하였다.
4장 2절에서는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모형을
리일분수로 설명하면, 당중앙의 총서기는 오직 ‘하나(理一)’지만, 각급의
지방정부와 당조직에는 서기 ‘없는 곳이 없다(分殊)’. 중앙과 지방정부의
각각에 포진해 있는 그 서기들을 중심축으로 종적·횡적 관계의 상호작용
을 통해서, 중국의 국정운영이 작동된다. 리일분수 모형의 실제 사례를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에서 적용하여,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의 관계적 함
의를 도출하였다.
4장 3절에서는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리일분수
(理一分殊)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내려
가는 지도적 성격의 문건에는 거시적 차원의 계획과 철학, 목표, 방향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문건에 담아야 하는 구체적 내용은 결여된 ‘모호
함’을 유지한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지방정부가 자신의 현실적 조건과 입
장에서, 정책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상대적 독자성 혹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한편, 리일분수와 다른 모형을 비교한다면, 중
국의 전통적·사상문화적 관점과 신중국 성립 이래의 중국 국정운영의 프
로세스를 접목하여 설명한 리일분수 모형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그 상호작용의 작동원리에 관한 풍부한 설명과 이해를 하는
데 더욱 적합하다는 점이다. 요컨대,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
부의 관계는 한마디로 일(一)과 다(多)의 관계이다. ‘공산당의 영도 하에서’
라는 의미는 곧 중국에서 모든 관계는 당과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이는 정부, 기업, 사회조직, 공민이 참여하는 모든 기구에 3명 이
상의 당원이 있으면, 당조를 설치하게 하는 시스템과 연관되며, 이 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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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리더는 당연히 서기가 맡는다는 것이다. 중앙-지방정부 관점에서 중
국 국정운영은, 결국 마오쩌둥 시대부터 시진핑 시대에 이르기까지, 공통
점은 중앙의 권력을 얼마나 지방정부에 내려놓을 것인가와 지방으로부터
회수할 것인가? 즉, 중앙의 관점에서, 그 방권(放权)과 수권(收权)의 둘
사이에서 과연 어디서 균형을 잡아야 가장 효과적인 ‘중앙 중심’의 국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제기하였다.
5장에서는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과 행정자원 및 관리감독을
분석하였다.
5장 1절에서는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첫째, 중국 지방
정부의 권한행사를 보면 제도화·민주화·이성화 수준이 모두 여전히 낮
다. 중국 지방정부 권한행사는 가치(인민을 위한 봉사), 협조, 통합, 격려,
감독, 적응 기제로 작동된다. 둘째, 중국 정책결정의 기제는 이급분층 정
책결정 기제(수직적으로 정부 정책결정 주체는 중앙과 지방 정책결정 공
동체)로 설명된다. 셋째, 정책결정의 특징은 상하결합, 협상소통, 다양한
참여, 과학논증, 집단결정으로 설명된다. 넷째, 지방정부의 정보 원천은
중앙정부, 싱크탱크, 대중에서 나온다. 다섯째, 중국 정책집행은 관료 모형,
동원 모형, 경합 모형(위에서는 정책, 아래에서는 대책)으로 논의된다. 여
섯째, 중국의 정책집행 구조는 헌정구조와 당헌구조로 구분된다. 일곱째,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의 왜곡은 형식적인 정책시행, 정책적 결함, 정책 추가,
정책 교체, 정책의 지체, 정책의 답습, 정책의 오용, 정책의 투기, 정책 위반,
정책에 대한 저항, 임의적인 정책, 정책의 무능함으로 나타난다.
5장 2절에서는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자원을 분석하였다. 첫째,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행정자원의 유형을 크게 정부조직과 인적자원, 재
정예산 및 사권, 법령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행정자원에 앞서 첫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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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정부기능)의 구분(정치직능, 경제직능, 문화직능, 사회직능),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직능, 정부직능과 책임기제, 지방정부의 업무, 정부직능의
재조정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에 따라 중앙
-지방정부의 직능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조직은 정부구조, 정
부 영도체제, 지방정부 기관 설치, 지방 대부제 개혁의 주요 모형을 다뤘
다. 정부조직은 정부직능을 담는 그릇이다. 셋째, 인적자원은 당군계통과
정부계통으로 이해되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별, 중국 공무원
의 직무와 급별을 다뤘다. 인적자원은 중앙-지방정부를 실질적으로 작동
시키는 행위자이다. 넷째, 지방재정의 기본 요소(사권, 재력, 재권, 예산),
재정예산(재정체계, 예산분류, 정부 간 재정체계 변화, 국가와 지방 재정
수입 및 지출,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편제)을 분석하였다. 재정예산은 중
앙-지방정부를 운영하는 혈액이다. 다섯째, 사권은 중앙-지방정부의 사
무처리직권이며, 사권의 범위와 배분 실태를 분석하였다. 여섯째, 법령은
헌법상 국무원과 지방정부 규정, 지방정부의 법규 및 규장, 지방조직법의
취지와 한계를 다뤘다.
5장 3절에서는 중앙-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을 다루었다. 첫째, 중앙-지
방정부 관리체계를 지방정부관리의 취지, 지방정부 계층별 관리 방식으
로 설명하였다. 둘째, 중앙의 지방정부 감독통제를 지방정부 행위에 대한
책임, 문책제도(중앙 차원 및 지방 차원), 재정통제, 성과평가를 통한 통
제를 다뤘다.
6장에서는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을 거시맥락, 제도, 행위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6장 1절에서는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첫째,
정치체제의 제약은 권력배분의 규범 부족, 수직적·수평적 모순,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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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이질화, 국가기구 간의 감독제약 기제 미흡을 분석하였다. 둘째, 경
제체제의 제약은 지역간 격차 및 유동성, 계획경제체제 하의 지방재정,
시장화 개혁 및 지방재정 문제, 중국 지방재정 문제 부각을 다뤘다. 셋째,
가치적 제약은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치적 가치, 생태적 가치, 문
화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넷째, 지방 거버넌스의 제약은 거버넌스 관련
제도의 한계, 관련 주체의 한계, 관련 자원(재력, 인력, 물력)의 한계, 관
련 도구(정보기술, 계약)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6장 2절에서는 제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첫째,
법적 제약은 법치화 문제, 헌법 규정의 문제, 거버넌스 법제화 문제를 분
석하였다. 둘째, 중앙-지방정부 관련 기능의 제약은 기능과 책임의 불일
치, 비합리적 기능조정, 과도한 경제기능 중시를 분석하였다. 셋째, 중앙
-지방정부 관련 제약은 수직관리제도의 불합리, 지방정부 권력배치의 문
제, 평가제도의 제약을 분석하였다.
6장 3절에서는 행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제약으로 첫째,
지방행정 권력의 확대, 지방정부 정책결정력 취약(정책결정 규범 미흡,
정책결정 과정의 혼선)을 분석하였다. 둘째, 지방보호주의 및 사익추구행
위를 분석하였다. 셋째, 지방정부 이익표출의 제약은 정책결정 과정의 참
여 부족(참여 주체의 부족, 사회참여의 배척, 자문기관 경시 태도), 이익
표출 기제 미흡을 분석하였다.
7장에서는 중국 국정운영 관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거시맥락, 제도,
행위 차원에서 전망하였다.
7장 1절에서 거시맥락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에
서는 첫째, 거시맥락 차원의 중국 거버넌스의 논리, 중국 거버넌스 추진
과정, 중국 거버넌스의 핵심요소 및 역할을 설명하였다. 둘째, 중국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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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거버넌스의 방향은 환경 변화, 중국 거버넌스 지향, 좋은 거버
넌스(good governance)로 전망하였다. 셋째, 중국 정부의 거버넌스 방
안은 중국 거버넌스 전략, 지방정부의 권력배치 개혁, 중앙-지방 협업 거
버넌스를 소개하였다. 넷째, 행정구획의 개혁 원칙(다목표 최적화 원칙,
과학적 원칙, 실행 가능성 원칙), 행정구획 개혁에 대한 태도, 행정구획
개혁의 접근, 행정구획 전략을 소개하였다.
7장 2절에서는 제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전망은 첫째, 직
능·직책 재조정의 방향(직능법정화 원칙, 공민권력지상 원칙, 양제부능
원칙, 직능소속화 원칙, 합리적인 분권 원칙, 권한책임 이익대칭 원칙, 간
결·통일·효율 원칙, 시장지향 원칙), 지방정부의 직능직책 합리화 방안
(과학적인 시·구 권력과 책임 규범화, 시장경제 직능 수행, 직능작용 발
휘, 정책조정력 강화)을 설명하였다. 둘째, 중앙-지방정부 재정권의 방향
및 방안은 지방 재정관계의 개혁(입법화, 정부간 수입의 구분, 중앙과 지
방의 사권구분,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출 합리화, 성 이하 재정관계
규범화), 사권의 개혁(사권개혁의 원칙인 전유사권과 공유사권, 사권개혁
의 방안과 절차)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중앙-지방정부 법제화 방향 및
방안은 통치권 분권, 중앙-지방 권한 법제화, 중앙-지방정부 관련 법령
(입법권, 법령제정, 지방조직법)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향 및 방안은 지방정부 권력 및 책임목록, 지방정부 관리체계
개혁, 시장 감독관리 합리화, 행정감독체계 구축으로 설명하였다.
7장 3절에서는 행위적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방향 및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지방정부 행위자 역할의 방향 및 방안을 행정권력 제
약 및 책임규명, 지방정부 행위자 적극행정 지향, 이익표출 활성화로 설
명하였다. 둘째, 중앙-지방정부 갈등관리의 방향 및 방안은 중앙-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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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갈등해결, 지방보호주의 개선방안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지방 거버넌
스를 통한 관민 상생을 설명하였다.
8장에서는 중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
의 함의(거시맥락 차원의 국정운영, 제도적 차원의 국정운영, 행위적 차
원의 국정운영),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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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 중앙-지방정부 연구의 함의
1. 거시맥락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는 집중과 분산의 순환
고리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흐름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중앙의 구
심력과 지방의 원심력 간의 균형 상태라 할 수 있다. 즉, 구심력이 강할
때 강력한 집권화가 이루어졌고(内重外轻), 반대로 원심력이 강할 때에는
분절과 분열의 국면(外重内轻)이 야기되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중앙집권 시기뿐만 아니라 분열의 시기까지 언제
나 근본이념인 대일통(大一统)의 사상이 지배하였다. 하지만, 거대한 영
토와 인구를 하나의 국가체제에 편입하고 유지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
니다. 주(周)의 봉건제도로부터 진(秦)의 군현제의 전통이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얻어진 역사적 교훈에 따라 진화되어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까지 면면히 이어졌음은 주지한 바와 같다. 중국 중앙-지방 관계에서의
핵심적인 관건은 중앙의 천자(天子)로부터 지방 말단까지 이어지는 계통
에서 중앙의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지방의 특성에 따른
적극성을 발휘하여 사회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균형이다.
이와 같이 고대로부터 이어진 대일통(大一统)의 전통은 황제가 존재하
지 않는 공화국체제 성립 이후에도 소멸되거나 크게 약화되지 않았다. 중
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전개된 강력한 중앙집중은 단지 소비에트를 모
방한 공산주의 기본이념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청대 말기부터 분열과 혼
란기를 거치면서 조성된 강한 구심력이 작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비록 연방제의 논의가 있었지만, 고대 봉건제도를 통한 경험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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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채택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최근 중국의 중앙-지방관계의 관건은 중국굴기를 위하여 중앙과 지방
이 각자의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모형을 찾아나가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모색과정이 또 다시 집권과 분권을 오가는 순환과정을 추동하고 있다. 그
렇지만 최근의 순환과정은 과거 중국 역사에서 나타나는 중앙과 지방 간
정치권력의 경쟁 위주보다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개혁·개
방 이후 급속하고도 고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정된 무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효과적인 역할분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격차는 곧 지역 간 사회문제 해결능력의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동등한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
공을 위해서는 중앙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즉, 중국이 지금까지
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토대로 보다 선진화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중앙의 리더십이 강조될 것이라 판단된다.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중앙은 큰 일
을 주관하고, 지방은 작은 일을 주관한다(中央管大事, 地方管小事)”고 하
거나, “중앙은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은 정책을 집행한다(中央决策, 地方
执行)”고 말한다. 그런데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에 관한 연구자들이 공

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가령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의 경계나
관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이를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다고 하는 등이다. 실제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의 모호성(fuzziness
of relation)’을 지적한다. 이것은 거시맥락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宣晓伟이 지적하듯이, “개혁개방 이래로, 중앙은 더욱 지방에 대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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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放权)을 통해서, 각 지역 발전의 적극성을 유발한 것이, 40년 내에
중국의 경제가 고도로 성장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宣晓伟, 2018:
57).
2017년 11월 11일 중국의 언론들이, 러시아 매체인 Russia Today에서
미국의 ‘데이터시장조사기구(Visual Capitalist)’의 보고서 내용을 시각
화한 자료다(<그림 8-1>). 중국 35개 도시들의 GDP가 개별국가로서 세
계의 어느 나라와 비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가령, 상하이(8,100억
달러)는 필리핀, 베이징(6,640억 달러)은 UAE, 광저우(5,240억 달러)는
스위스, 선전(深圳)(4,910억 달러)은 스웨덴의 경제규모에 거의 상응하는
것으로 설명한다.122)

그림 8-1

중국 35개 도시 GDP 수준

출처: Retrieved from https://www.hinabian.com/theme/detail/7485158416433282319.html (검색일, 2019.8.28).

122) Retrieved from https://www.hinabian.com/theme/detail/7485158416433282319.html (검색일,
201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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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예로, 9월 1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중국기업 500대 기
업을 발표했는데, 1위는 중국석유화공그룹(中石化), 2위는 중국석유(中国
石油) 등 10위 안에 드는 기업은 모두 국유기업이다. 민영기업 가운데 가

장 높은 순위는 화웨이(华为)로 15등이다. 징동(京东)은 인터넷 기업으로
1위로, 전체 35등이고, 알리바바는 45등, 텐센트는 60등을 차지한다. 그
런데 주목할 점은, 중국의 500대 기업 가운데 국유기업의 수는 265개로,
민영기업은 235개로 점차 민영기업이 국유기업을 따라잡고 있는 추세라
는 점이다.123)
말하자면, 개혁개방 이래로 중앙의 지방정부에 대한 이양(放权)을 통
해서, 중국은 전국적으로 경제발전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과 민영기업
의 역량이 국유기업을 추격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관건이 되는 것은 지역이 개
별적으로 성장하고, 또 타지역과 과열경쟁을 하는 것을 넘어서, 향후에는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국가적 역량
으로 승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장삼각일체화발전사업과 같은 국가전략이
다. 즉, 지역통합을 경제발전의 일체화로 삼되, 그것이 나갈 방향은 건강
한 발전, 녹색생태환경과 같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는 방
향으로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일이다.
더욱이 미중 무역전쟁이 언제 끝날지 확신할 수 없는 대외환경의 큰
불확실성의 요인 앞에서, 중국의 대외팽창 정책으로 자주 언급되는 일대

123) Retrieved from https://baijiahao.baidu.com/s?id=1643451279250725403&wfr=spider&for=pc
(검색일, 2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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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와 같은 국가전략 사업을 외부를 향해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
황에서는, 그 사전 준비 작업으로써 국내의 지역적 통합을 ‘일대일로’의
준비작업으로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의 모호성
(fuzziness of relation)은, 각각의 지방이 상대적인 독립성, 혹은 상대적
인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다른 말로 하면 도광양회(韬光养晦)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특히 지금처럼 중국의 입장에서 미
중관계로 대변되는 주요 대외관계가 녹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과 지
방정부 간 관계의 모호성은 상대에게 자신의 현 상황적 환경과 조건을 명
확하게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합법적인 전략적 히든 카드(strategic
hidden card)로의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2. 제도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
지난 40여 년 간의 개혁과 개방에서 중앙 및 지방 관계의 조정과 그에
따른 일련의 진화(예: 지역경쟁 모형의 출현과 발전)는 중국 경제와 사회
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중국의 중앙 및 지방 관계를
묘사하기 위한 많은 모형이 제안되었지만, 거버넌스의 현대화 관점에 기
초하여 중앙-지방 관계의 진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진(秦) 이후 오늘날까지,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의 기본 모형과 주요
특성은 ‘거버넌스의 일반화(泛化治理)’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것의 핵심은 중앙 및 지방의 책임과 관할권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중
앙 및 지방 관계가 조정된다는 점이다. 거버넌스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중국 중앙-지방관계의 규칙은 임의적이고, 표준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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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중앙은 의사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권한과 이니셔티브를
보유하지만, 지방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스스로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구
조로 전개된다고 설명될 수 있다.
중국 중앙-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모형은 어느 정도 유연성과 적응성의
이점을 가지며, 외부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될 수 있
으며, 광대한 영토의 통일, 대제국의 안정성 및 대규모 국가건설에 상당
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통일된 중앙의 의사
결정과 지역 특성의 다양성 사이에 심각한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각자의 입장에 갇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기
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중앙-지방 간의 거버넌스는 국가별, 시대별로 규범적 지향과 방식을
달리 한다. 전통왕조는 지배의 안정성 극대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현
대 국가는 국민의 이익극대화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거버넌스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제국국가에서 공화국으로의 획기적인 변화를 거
쳤지만, 중앙-지방 관계의 진화가 아직도 미진하며 기본적으로 과거의
모형과 제도적 조치를 따르고 있다. 결국, 중국 중앙-지방 관계는 현대적
거버넌스의 일반화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안고 있지만, 그 속도는 상
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중앙-지방 간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두 가지 사안이 있다. 첫째는 ‘큰 일을 하는’ 중앙정부의 책임과 능력
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중앙정부 의사
결정, 지방정부 집행’이라는 과정에서 중앙이 전반적인 청사진을 제공하
는 거시적 안목이 부족할 때, 결국 지방정부의 중복과 낭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 589

둘째, 중앙과 지방 간 권한배분의 표준화와 합법화를 효과적으로 개선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명확한 중앙-지방 간 권한배분의 규칙이 부
족함에 따라 중첩적이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지방의 관할에 관한 법치화(法治化)를 추진하고, 특히 중앙
각 부문은 개혁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의 규범화를 위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의 모호성을 얘기하는 것의 근
거는, 사실 중국은 14억 여 인구의 대국이며, 56개의 민족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다고 하여 그 관계가 명확해질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마치, 로
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듯이, 중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
듯 “그 고장에 가면 그 고장의 풍습을 따르라(入乡随俗)”는 말이 있다. 이
러한 관계의 모호성은 제도적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에 어떠
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말하자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엄밀한 권한과 관할의 범위의 경계
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중앙의 차원에서는 그 책임소재를 지방정부에
전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둠으로써 보다 과감하고, 장기적이며 전략
적인 국책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범화와 법제화되어 있
지 않고, 더욱이 현실 속에서 어떤 사무가 완전하게 중앙에 속하거나 지
방정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극소수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지방
정부는 사실상 중앙에서 하달하는 ‘빨간색 정부문건’에 종속되어 상대적
으로 독자적인 혹은 자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어
려워진다.

590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에 점차 자신들의 책임소재를 법적으
로 명문화하기를 희망하며, 또 자신의 역할과 책임만큼 그에 따르는 재정
적 뒷받침이 따를 수 있기를 중앙에 요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점진적으
로 중앙과 지방의 각급 정부사이에서 법률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들의 권
한과 책임 및 관할범위 등에 관한 분명한 경계를 지으려는 시도들이 전개
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나아가 그 관할하는 지역에 관한 입법권 등
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 지역의 시민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에 더 나은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계속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분명 과거보다 그 빈도수가 점차 많아질 것이
분명하지만, 실제로 얼마만큼 어느 선까지 중앙에서 그 요구를 받아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또한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위험(risk)을 감당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 권한
과 영역을 분명하게 못을 박아버리면, 문제는 그에 따르는 책임소재가 불
거질 경우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공격적 국가전
략의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다. 과연, 지방정
부와 비교할 때, 중앙의 본질 속성인 ‘큰일을 주관(管大事)’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정무적 역할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개혁개방
40년 이래의 성과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따라서 중앙은 지방정부에게 요구하는 시민들의 증대된 질적인 공공
서비스의 향상에 관한 요구에 대하여, 실질적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명확한 법적 권한과 경계의 요구를 비껴갈 공산이 크다.
또한, 지방정부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등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우회적인 지원 방법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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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사회적 추세로부터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법치화와
규범화 과정은 중앙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정부를 향할 가능성이 더 크
다. 실제로 국방, 외교, 안보와 같은 사안은 중앙에서, 민생에게 직접 연
관되는 사무들은 지방정부에서 책임지고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특별한 계기(special
opportunities)’가 있지 않으면 변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령, 중앙을 초
월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출현이 발생하거나, 중국이 세계패권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경우를 빼면 그렇다. 신중국의 성립은 태생적으로 외부와의
대결구도 속에서 성립했고, 그 정체성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대결구도가 종식되지 않는 한,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그 ‘관
계의 모호성’은 또 얼마든지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fuzziness)’의 역
할을 기대할 수 있다.

3. 행위 차원의 국정운영 함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의 모호성’은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위한 프
로세스에도 드러난다. 李振国 等은 “중국은 국가의 중장기계획을 중앙과
국무원의 지도적 성격의 문건 등 거시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런
거시적 계획들의 내용은 아직 구체성을 결여한 모호한 부분이 많다”(李振国
等, 2018: 29)고 지적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의 모호성’은 중앙과 지방

정부 관계에서 행위적 차원에 어떠한 방향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우선 한 마디로 말하면, 지방정부가 숨 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8년 3월에 출시된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심화 방안(深化党和国家机
构改革方案)」의 8조 ‘지방기구 개혁심화 방안(深化地方机构改革方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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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성급 이하의 기구에 더욱 많은 자주권(自主权)을 부여한다”는 대
목이 있다. 즉,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하여 시민들의 행정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요구를 능동적으로 제시하고 처리할 수 있
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런데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의
개혁에서 宣晓伟가 지적하듯이, “의료와 보건위생과 관련한 공공서비스”
(宣晓伟, 2018: 61)에서 중앙은 그 사무를 물론 지방정부에 맡길 수는 있
지만, 문제는 그 실무적 영역이 점차 고도로 전문성을 띄는 방향으로 바
뀌면서, 만약 중앙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다
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사실상 중앙과 지방정부
의 역할이 역전된다.
중앙에서는 지방정부에게 구체성이 결여된 모호한 지도적 성격의 문
건을 보내면서 향후 실행할 구체적인 내용과 프로세스를 작성하라고 말
하지만, 정작 중앙은 그 사안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실제로 그것을 판단하
고 평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중앙에 대하여 실
제로 직접 ‘큰일을 할 수 있는 능력(办大事的能力)’을 갖추라는 요구가 비
등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보내는 문
건과 명령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과거와 같이 응대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렇게 되면, 党国英이 지적하듯이, 필연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에 조정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정부의 권한이 필요한 공공사
무의 영역에 제한될 수 있으며, 어떠한 공공서비스의 권력은 또한 사회조
직(비정부조직 등)에 이전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사무는 최대한 지방정부에게 넘기고, 중앙은 과감하게 이양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하지 말라”(党国英, 2016: 66)는 요구들이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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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더욱이, 宣晓伟가 지적하듯, “법률상 중앙과 지방의 각자 가장
근본적인 권한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는 ‘중앙과 지방관계법’을 제정”
(宣晓伟, 2016: 32)하라는 요구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요구가 나오는 것과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최소한 두 가지의 ‘특별한 계기(special opportunities)’ 즉, 어
떤 지방정부가 중앙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거나, 중국이 명실상부하
게 세계의 제일 패권의 지위에 오르지 않는 한, ‘중앙과 지방관계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사실상 중앙의 역할을 명확하게 또 합법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을 확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중앙은 지방정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하나의 큰 추세가
되어버린, ‘당-국가-정부-기업-사회조직’ 순으로 중국사회가 점차 분화
되어 가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주는 ‘문제해결 능력’의 제고를 통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며, 역설적으로
이와 같은 밀착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분화된 다양한 새
로운 조직에 ‘당조(党组)’를 성립하는 구성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를, 리일분수 모형으로 적용해서 말하자면, 앞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서기의 중요성은 역설적으로 더욱 커
질 것이다. 그에게 요구하는 항목 가운데 ‘전문성의 강화’가 향후 매우 중
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행위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서로
다른 이익과 목표가 형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양자 간에 일종의 전략적
게임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에는 정책이 있고, 지방
에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는 것으로 일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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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목표는 중앙의 권력 및 기득권 보존, 적정 수준의 경제성
장을 위한 거시경제 통제기능의 유지, 경제구조적인 문제에서 야기되는
지역 간 소득불균형 문제의 해소, 지방정부 관료들의 부패에 대한 통제
등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개혁·개방 초반(1970
년대 후반~1980년대)까지는 중앙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시장경제의 도입
과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활력과 적극성을 고
취시키는 것에 있었다면, 1990년대부터는 거시경제에 대한 통제능력 확
보와 지방 불균형 해소, 환경보호 등으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반면, 지방
정부는 시장체제가 심화될수록 분권화를 지향하게 되는데, 시장체제라는
것이 지방정부로 하여금 독립적인 이익 주체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측면
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각기의 독립적 정책목표와 관리사무를 갖게 하
며, 이를 위해 자율성을 모색하게 된다.
중앙-지방정부 간 전략적 게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직접
적 지시·감독·평가를 통한 통제 등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기
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는 중앙과 목표가 비교적 일치하는 정책에 대해
서는 그것의 집행에 적극성을 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소극적이거나 경
우에 따라서는 중앙과 상반된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중앙과
지방 간 이러한 상호작용이 기존 제도의 불균형을 유발하고, 시간이 흐를
수록 수확체증을 하여 제도변화의 내생적 요인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준호·정윤길, 2010: 115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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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책적 제언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의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의 맥락, 제도, 행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벤치마킹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
역시 국가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고민 속에
서 정립되어 왔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에서 드러나는 국정운영의 특성과
우리나라 지방자치 연구에 주는 함의를 통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거시맥락 차원
1) 당국가체제
거시적 측면에서 우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체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 당국가체제인 중국의 헌정구조
아래서 중국정부는 정책결정과 집행의 핵심부분이 아니며, 중국공산당의
각급 당 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당규정에 따르
면,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여기서 선출된 중앙위원회는 당의 최고
영도기관이며, 당중앙위원회는 당의 중앙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를 선
출한다. 중앙정치국과 상무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에 책임지고 업무를 보
고하고,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며, 중앙위원회 폐회기간 당의 전국
적인 업무를 영도한다. 중앙정치국과 상무위원회는 중국공산당의 상설
영도기관으로, 당의 정상적인 업무를 주관한다.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

596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및 그 상무위원회의 판사기관으로, 중앙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의 영도
아래서 업무를 전개한다. 지방 각급 당조직의 수직구조도 당중앙 조직의
구조와 유사하다.
이와 같은 당국가체제 아래에서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비주
권성, 권한의 국지성을 특징으로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정부의 권
력이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과 달리 중국 지방정부
권력의 근원은 중앙인민정부와 지방 권력기관에서 나오며, 지방 권력기
관은 각급 지방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로 구성된다. 이처럼 중앙정
부와 당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중국의 지방정부는 정치·행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발전과 그 효과에 긴밀하게 연동된 특징을 보인다.
실제 개혁개방 이래 중국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지방정
부의 제도적 혁신에 기대온 측면이 있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 지방행정제도는 공식적으로는 중앙정부와 별개
의 정치적 정당성과 자치권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당국가체제가
아니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치와 중앙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
다. 지방의회의 경우 광역의회는 물론이고 정당공천이 없는 기초의회조
차 중앙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간접적인 후원관계에 있다. 지방의
회는 독립적인 인사권도 제한적이며, 정책관리와 심의․평가를 지원하는
체계도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있다. 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적정한 견제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역시 중앙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
는 현실 속에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 이슈의 대리전이 되어버리거나, 자
치단체의 취약한 물적 기반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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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는 중앙정부, 중앙정치 우위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에서 주목할 점은 최근 국가 거버넌스와 거버넌
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은 권력의 강제성과
일방적인 권력행사에서 국가와 사회 공동체 중심의 선순환적인 거버넌스
를 추구하는 데 있다. 물론, 사회주의 거버넌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수평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거버넌스의 목표를 인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으로 간소화 및 이양(简
政放权), 이양과 관리 결합(放管结合), 서비스 최적화 개혁, 정부 정보화,

대부제 개혁, 행정계층과 행정구역 설치의 최적화 등을 추구하는 것은 현
재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거버넌스 개혁에도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장화 개혁에 따른 발전형 지방주의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경제발전에 적합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정부
안에서의 효율과 일사분란한 의사전달, 정책결정 구조와 효과적 정책집
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지방과 도시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을 모았다. 또한, 중앙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한 지방정부
간 치열한 경쟁, 국가의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지방정부들
간 상호협력 거버넌스는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중국경제의 전면적인
발전을 이끌어 낸 원동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개발에서 중국
의 중앙-지방 관계는 우리나라의 경험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는 경제발전을 위한 거시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가 일방향적으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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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역개발정책이 먼저 있었고,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에야
지방자치 실시를 계기로 비로소 중앙정부와 지방 간 거버넌스의 필요성
이 대두했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다른 경로를 밟아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래 20여 년의 개혁은 ‘발전형 지방주의(developmental localism)’
의 부상을 위해 제도적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과정이었지만 분권개혁
과정에서 일부 중요한 권력은 여전히 중앙의 수중에서 통제되었다.
경쟁과 시장의 역할을 수용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중국 경제를 확고히 통제하고 있다. 중국
이 물론 국가 통제를 전제로 한 경제 모형과 경제와 무역 우선권에 관한
조정을 갖는 첫 번째 국가는 아니다. 이러한 시스템 요소들을 가진 국가
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일본(keiretsu)이나 한국(재벌)에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모형은 단순히 경제규모로 본다면, 일본이나 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게 영향을 준 것을 초월하여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점
에서 다르다(Meltzer & Shenai, 2019: 2).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행정영도 관계이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집행부문으로 중앙정부와 당 중앙의 이익을 대표할 뿐 자주적 지위를 갖
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중국의 중앙-지방 거버넌스를 통해서는 시장화 개혁 이전부터
갖고 있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시장화 개혁은
중국 각 지역의 경제 격차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더 확대시켰다. 그리고
지역 간 경제 격차는 지역 간의 유동성을 확대하여 중국 지방재정 문제를
부각시키게 되었다. 시장화 개혁은 지방정부를 상대적으로 독립된 이익
주체로 만들었으며, 이는 국가적 이익과 상충되는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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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지방정부의 이익 주체로서의 지위는 지방정부의 자주권 증
가를 의미하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지방정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여 중앙정부와의 갈등 요소를 키울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관계에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과도하게 경제성장에 집착하였는데, 이것이 지
역사회의 전반적인 역량을 제약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개혁개방 초기 중
국은 시장 주체와 사회조직이 미성숙한 탓에 오직 정부에 의한 자원 집중
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불
가피하게 시장과 사회에 대한 미시적 관리에 참여하게 하였고, 심지어 행
정관리 방식으로 기업과 사회조직을 관리하게 하였다. 이러한 강한 정부
성향은 기업과 사회조직의 의존성을 키웠고 시장과 사회조직의 활력과
창의력은 억제되었으며 이런 악순환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
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지방정부는 경제가 발전하면 문
화, 환경, 민생복지, 사회공평과 정의 등의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
라고 착각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을 이룩한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있었으나, 중국은 지방과 사회조직
에 대한 미시적 관리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
사회의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많
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맥락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2000년대부터 경제성장과 경영적 관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형태로 변모
해왔다. 지역의 소득, 일자리 등의 지표에 매우 민감해졌고,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
치단체 역량강화 측면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핵심으로 하는 분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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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분권화를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어떻
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그 방향, 내용, 수단 등에서 일부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글로벌 지능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
고, 타당하고, 적실성 있는 대안이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분권화가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의 발전, 주민이나 시민에 대
한 행정서비스 수준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서구의 경험
에서도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렵다.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효과는 있
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분권화의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분권화의 본래 의미를 희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분권
화를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치적 균형, 그리고 자치단체
내부의 정치적 견제와 균형의 조화, 공직사회 내부의 역량강화 등의 과제
일 것이다.
중국의 발전형 지방주의는 지방보호주의를 낳았는데, 이는 국가적 차
원에서의 고려 없이 눈앞에 놓인 지방의 이익만 고려하는 문제를 의미한
다. 우리로 말하자면 지역이기주의 같은 것인데, 중국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강력한 법규에 의한 조정과 임의적인 지방법규와 규정의 정비
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주적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정
치적·행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대응방안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의 구축을 통한 접근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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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차원
1) 지방제도의 변화
제도적 측면에서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는 건국 이후 몇 차례 변화하
였다. 건국 초기의 대구제(大區制)는 국공내전 과정에서 형성된 군사적
관할이 그대로 지방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대행정구가 최상위 지방
행정단위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 아래 성, 현, 향으로 이어지는 4급 체제
로 운영되었고, 대행정구는 상당한 독립성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
러나 중국 대륙 통일 후 중국공산당 중앙은 국정의 통일적 운영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추진하기 위해 일련의 중앙집권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54년에 대행정구제는 폐지되고 지방정부는 성, 현, 향(인민공사) 3급
체제로 정비되고, 중앙정부의 지방 및 도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과 지
도력이 강화되었다.
이후 1966년부터 1976년까지의 문화대혁명 충격으로 인한 행정구역
배정 혼란을 겪게 되었고, 1976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정부 기관은 성·현·
향 3급제와 성·시·현·향 4급제를 동시에 운영하되, 점차 4급체제로 변화
하고 있다. 이 중 성급 정부는 최고 지방행정기관으로 국무원에서 반포한
각종 법률, 법규집행 책임을 지며, 성급 정부 회의는 전체회의와 상무회
의로 구성된다. 방대한 국토와 인구 규모는 성급 정부에 상대적으로 큰
융통성을 갖게 하였는데, 외교와 국방 이외에 기타 권력 형태는 성급 정
부에서 기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측면에서 각급 지방정
부의 권력 구분은 불분명하며, 지방정부 사이에는 명확한 권한 구분이 존
재하지 않아서 권력배치의 중복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평
가된다.

602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과 권한이양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기 때문에
권한의 중복 현상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필요
한 권한이 여전히 지방에 없는 문제와 권한과 사무만 지방으로 이양되고
재원이 이양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권한으로 전락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행정수요와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구역 조정 필요성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이미 1995년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때부터 행정구역 조정은
도농통합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의 인구감
소와 수도권 대도시 밀집, 지방 중소도시의 축소 등 변화에 직면해 있어
근본적인 행정구역 재설계나 자치단체 계층 재설정 등이 요청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업무분담과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광
역-기초로 이어지는 계층구조를 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해 초광역이나 준
광역 형태로 단층화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된 바 있다.
중국은 지방제도 개혁을 통해 행정구역 개선의 새 전략을 구축하고 국
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국가역량 현대화 작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중앙-지
방 거버넌스의 공간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 이러한 공간 전략에는 과학적
인 관점에서 지방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규범화하고, 직책 분업과 조직구
조의 최적화 전략이 포함된다.
중국이 시대의 여건 변화와 요구에 따라 지방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학적 관점에서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조직구조까지
최적화하려고 하는 점은 우리나라의 지방제도 개혁에서도 고려할 수 있
는 부분이다.
중국도 물론 정부운영이나 조직관리에서 혁신(创新 또는 革新)이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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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사용하지만, 통상 개혁이라는 용어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点) → 선(线) → 면(面)”이라는 정책실
험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화를 모색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
가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일회적·단절적 혁신 접근 현실에서 우리는
중국의 개혁 접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리일분수 모형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모형은 리일분수(理一分殊) 모형으로 요약
된다. 이는 중국 국정운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한 마디로 일
(一)과 다(多)의 관계이며, 중국에서 모든 관계는 당과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는 말할 필요도 없고, 기업,
사회조직, 공민이 참여하는 모든 기구에 3명 이상의 당원이 있으면 당조
(党组)를 건립하게 하는 시스템과 연관된다.
‘리’는 곧 당(党)을 뜻하며, 당의 핵심은 서기(书记)의 작용을 통해서
집행되는데, 그 서기는 곧 궁극의 하나, ‘총’서기(‘总’书记)를 향한다. 이
것이, 중국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꿰뚫어버리
는 본질이며 핵심 관계인 것이다. 중앙과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중국의
모든 조직과 조직 사이의 공적인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의 과학적 이론
체계로서 중국사회가 작동하는 핵심이 바로 리일분수 모형의 ‘리’와 같은
‘서기’의 작용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아래에서 위’
로 향하는 권력, 즉 지방이라는 공간이 국가권력을 형성하는 기반적 권력
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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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 위에서 상호 협력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거
버넌스 관점에서는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하다고 볼 수 있다.
리일분수 모형으로 설명되는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는 권력배분에 있
어 제도규범의 결핍을 초래하였다. 중국 각급 정부는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통일영도 분급관리체제이다. 그러나 권한구분이 명확
하지 않고, 제도규범의 결여로 중앙과 지방은 권력의 상호 제어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권력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정부의 투기와 부패가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수평적 관계가 서로 모순되는데,
수직적·수평적 이중영도체제는 종횡으로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
지만, 동시에 권력의 집중과 분산의 모순, 정책집행과 재정분권의 모순을
초래하여 지방의 할거주의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관
료집단의 정치업적, 독점이익과 지대추구이익은 공공이익과의 충돌 가능
성과 공공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 인민대표대회의 감독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방 사법기관
은 지방 당정기관의 영도 아래 독립성이 약하며, 지방 인민대중의 감독
채널이 원활하지 못하고 지방 언론매체는 지방정부의 행위를 감독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제도의 취약성은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리일분수 모형은 중국 정치행정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틀로 볼 수
있지만, 3권이 분리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일
반화될 수 없는 중국 특유의 국정운영 방식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중
국처럼 획일화된 하나의 가치나 이념을 지향하는 사회와 달리 다양한 가
치와 이념 등이 공존하는 다원화된 사회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산
업화 시대의 행정우위에서 민주화 시대의 정치우위 시대에 놓여 있는 현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 605

실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은 불가피하다.
중국은 리일분수 모형으로 설명되는 중앙과 지방 간 관계의 약점을 극복
하기 위해 합리적인 정부직능 범위를 정하고, 과학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구분하여 합리적인 분업체제를 구축하며,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지출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방에 대
한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은 공공서비스 균형과 재정규제의 중요한 수단이
기 때문에, 정부 간 이전지출구조 모형을 만들고 이전지출의 지역균형 기
능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분업체제를 추구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이전지출에서 지역균형 기능을 강화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3) 조괴관계의 모순
중앙-지방 관계에서 종적인 권력집중과 기관 상호 간의 불명확한 권한
구분이나 중복은 조괴(条块)관계로 설명되는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 냈다.
조괴(条块)는 중국의 행정관리에서 정부의 수직적·수평적 교착의 조직구
조 및 그 관계에 대한 형상적인 서술을 의미한다. 여기서 조조(条条)는 중
앙과 지방 각급 정부 중에서 전문적으로 어떤 측면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
능 部委 또는 부서를 의미하며, 괴괴(块块)는 각 층급 정부를 지칭한다.
행정조직은 모두 계층제와 직능제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데, 수직 정부 사
이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상급 정부의 직능 부서(조조)와 하급 정부(괴괴)
사이의 갈등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중국의 조괴갈등은 제도적 측면에서
현대 중국이 아직 중앙과 지방 각급 정부 사이의 이익균형 기제를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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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음을 의미한다.
조조(条条)는 자신들의 정책결정이 지방정부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도
록 요구하고, 괴괴(块块)는 상급 조조(条条)의 정책결정이 지방 실제에 부
합되기를 요구한다. 상급 조조(条条) 간 기능이 조화롭지 못하거나 상급
조조(条条)의 정책이 동급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지 않으면 하급 조조(条
条)는 영도 관계와 업무지도 관계에서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부분 조

조는 괴괴와 뒤엉켜 있어 그들 간의 모순은 피하기 어렵게 된다. 종적인
측면에서 같은 기능을 가진 부문(중앙은 部委, 지방은 부서)이 상하로 계
선(line)을 형성하고 횡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부문들이
좌우로 연결되어 있는데, 횡적 부문은 그 이익 성향이 종적 계선의 상급
부문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보비대칭 상태를 이용하여 중앙의 종
적 계선부문이 결정한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결과 “상
급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하급에서 집행하며”, “상급에서 영도하고 하급에
서 책임지는” 권력과 책임이 괴리되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조조부문(수직관리)과 괴괴(지방정부) 사이에는 행정소속 관계가 존재
하지 않으며, 정책결정, 자원배치, 명령하달, 감독집행 모두 지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일단 괴괴의 이익과 조조부문의 이익이 충돌될
때 괴괴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조조부문에 영향을 미쳐 일부 전국적인 정
책이 실행을 저해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부문이익 추구를 위해 조조
부문은 괴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소재지 정부의 이익
과 기능을 침범하여 허수아비로 만든다. 즉, 조조는 ‘지방 무능’을 초래하
고 괴괴는 ‘지방 전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조괴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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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우위의 입장에서 각 부문이 지방정
부를 이용하여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우
리나라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누리과
정지원 예산에서 중앙정부는 지방교육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시행령 개
정 등을 통해 집행을 강제한 사례도 있고, 복지 확대를 명분으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업추진으로 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을 가
중시키기도 하였다. 비단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광역과 기
초자치단체 간에도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유사 사업의 중복 집행 문제
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직능과 직책의 실
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괴의 조정과 협동기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정부직능 경계를 명확히 하여 정부 내부 각 직능부서의 관계를
정리하고 “조직 규모가 크고, 직능 범위가 넓은” 대부제(大部门)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같거나 유사한 정부기능을 통합하고 종합적인 정부기관을
설치하려 한다. 또한, 부문 간 협조기제를 완비하여, 근본적으로 기구중
복, 직능중첩, 권한충돌, 그리고 많은 부문에서 서로 다른 정책을 내는(政
出多门)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최종적으로 ‘범정부’에서 요구하는 권력과

책임이 일치하고, 분업을 명확히 구현하는 조직구조를 구축(赵国钦,
2016: 190)하는 등의 노력이 그것이다. 정부의 직능 구분을 명확하게 하
고 조직의 통합 등을 통해 조정을 용이하게 하거나, 조직 간 협조기제를
정비하는 것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한 관계를 바로
잡는데 필요한 조치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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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의 약점
전반적으로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는 제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약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법치의 관점에서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는
중앙과 지방의 법정권력, 의무배분이 불명확하고 권한이 중첩되며 상호
충돌의 소지가 크고,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변동에 안정성이 부족하고 자
의성이 강한 문제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중앙과 지방 권력 변혁의 주
도권을 갖고 있어 현실 수요에 따라 임의로 권력을 회수하거나 이양하지
만, 지방정부는 자신의 상응한 독립 지위를 상실하여 종적인 국가 권력구
조 조정에서 장기적으로 피동적 위치에 처해있다. 조절방식의 낙후성도
지적되는데, 중국은 정책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력 모순을 처리하려고
하며, 법률규범과 제도의 역할을 경시하는 측면이 있다.
행정관리제도의 약점도 지적된다. 권력의 집중은 지방정부 간에도 마
찬가지인데, 특히 성급 정부 이하의 지방정부의 인력, 재력, 물력 관련 권
리는 모두 성급 정부에서 하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권력남용, 부패, 군중
의 이익침해 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
각급 지방정부 사이의 기능배치가 혼란하고 자신의 기능, 책임, 직권 범
위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다. 각급 정부 간에 재정권과 사권(事权)이 통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집행은 지방정부의 재력과 감당 범
위를 초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소극적인 집행
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자원을 관료의 승진에 유리한 경제
영역에 투입함으로써 사회가치의 측면에서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게
다가 평가체제가 미흡하여 평가지표는 경제발전지표의 수량화, 경성화
(硬性化) 경향이 있고, 단지 국내생산총액, 재정수입, 세수 등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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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따라 일정한 성장을 유지하는 것에 주력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중앙과 지방 관계에서 제도적 정비는 되어있
으나, 자치단체의 재정적 권한이 제약되어 있어 완전한 자치로 보기 어렵
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 전체 재정의 70% 이상이 지방에서 집행되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권한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자치단체에
조세권과 재정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력 격차 역시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는 자치단체에 자율과
책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치단체 간 통합과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균형발전의 토대를 갖춘 이후에 조세권
이전과 재정적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취약한 분권체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 지향적 분권체
제를 점차적으로 공공가치 지향적 분권제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
고 있다. 특히, 공공지출에 있어 의료, 위생, 교육, 취업, 주택 등 민생영
역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이는 원래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일부 지출
책임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지
출의 권한과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하고, 세수와 재정 책임을 구분하는 등
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는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간 관계 개혁에서도 마
찬가지의 과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진출의 경우에도, 물론 시장 지향적 접근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중국 내 공공가치 지향적 접근을 동시에 고려하여
경영전략에 활용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보다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모색하며,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공공가치의 방향과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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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필요하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제도와 정책의
맥락과 내용 그리고 그 변화에 항상 주목하며, 비즈니스 전략과 대안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행위 차원
중국의 지방관원들은 경제 참여인이면서, 또한 정치 참여인이라는 이
중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공공서비스 집행자로서 정치적 중
립을 바탕에 깔고 있는 서구 민주주의의 국가의 관료들과 차이가 있다.
중국의 관원들은 중국 정치제도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관료통제 방식인
수직통제와 문책제도로 인해 이중적인 특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지방정부에서 소속 관료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지방관원들의 진급은 상급 기관의 심사평가
에 속박되어 있다. 정치업적(政绩) 합법성 중심의 지방 간부심사(考核)제
도는 지방 거버넌스(治理)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적 원인으로
거론된다. 각 기능 부문과 각급 정부의 당위(党委)는 모두 경제건설을 중
심으로 결제발전의 목표 임무를 확정하고, 이 목표의 달성을 각급 정부
관리자의 정치업적, 간부의 승급과 강등, 거취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아,
소위 “한 손에는 높은 목표, 또 한 손에는 감투(一手高指标, 一手乌纱帽)”
인 압력형체제를 만들어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적 지표는 정부의 성과(绩效)와 정부관원의 적임 여부
를 평가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적당하고, 가장 공정한 기준으로 통
용되며, 이를 근거로 성장을 중요시 하는 정부성과평가 가치기준 체계를
정립하였다. 수직통제체제 아래서 상급 정부는 성과평가체계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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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하급 정부와 관원을 통제하였고, 그 결과 맹목적으로 지방경
제 목표와 이익만 추구하게 하여 ‘간부 기업가(干部企业家)’를 만들어 냄
으로써 중국 지방경제의 빠른 발전을 촉진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하급에
대한 상급의 압력형체제는 일종의 행정 격려와 감독의 방식으로, 행정체
계 내부에서 하나의 명령식 통제기제를 구축하였다.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의 성과 개념은 지방정부의 성격도
점차 변화시켰다. 경제성장을 위해 중국의 분권은 행정적 분권에서 행정
적 분권과 경제적 분권의 결합으로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
방관원은 점차 독립적 이익요구가 있는 경제인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행정 권력의 토호세력화(Sultanistic Regime) 상황이 형성된
것인데, 이로 인해 권력의 사유화, 권력행사의 자의성, 인적관계에 의한
네트워크 통치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 이후 선거로 인해 정치적 정당성까지 획득
한 토호세력이 형성되었다면, 중국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그 혜택에 힘
입은 지방행정 권력의 토호세력화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중앙집
권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으로 인해 민주국가와 달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고, 지역에서 공공조직을 견제할만한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초래된 결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지방행정 권력의 토호세력화까지는 아니라 할지
라도 자치단체 공무원의 주민들에 대한 대응성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주민들이 선거를 통
해 자치단체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
에 갖는 정서적 태도가 여전히 ‘관(官)’ 우위의 관점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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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는 지방관원들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관원들
이 주도적으로 사상관념과 사유 방식을 전환하여 GDP 최우선 경제발전
관념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중국이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 빚어진 지방관원들의 부정적 행태를 해결하는 방
안으로 단편적인 경제발전 추구 대신에 지속가능한 과학적 발전관을 수
립하고 적극적으로 인민의 이익을 중시한 행정행위를 지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고민은 우리나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가 성
숙해지고, 주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들은 경제적인 효
율성과 합법성 같은 가치 이외에도 민주성이나 형평성 등의 가치를 함께
요구받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행
태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가치는 효율성보다 주민들에 대한 대응성, 민주성
등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은 공통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 613

❙참고문헌❙
[국내 문헌]
김영문. (1994). 덩샤오핑 시대의 탈중앙집권화와 반분권화 갈등구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관계. 「중소연구」, 통권 63호: 119-138.
김영진. (1995). 개혁기 중국에서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재정개혁의 과정
과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사회과학」, 34(1): 181-208.
. (2015). 「중국, 대국의 신화: 중화제국 정치의 토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윤권. (2004).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변화와 그 요인에 관한 연구: 역사적 신제도
주의 시각의 적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5).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
학회보」, 14(1): 299-327.
. (2016). 정부 조직관리의 비정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
회 발표논문」.
. (2017). 정부기능과 조직의 정합성 관점의 정부조직개편 연구. 「한국행정학
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김윤권·박경래·정해용·지규원. (2012). 「중국 정부의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11.
김윤권·李秀峰·任玥·申鑫·지규원. (2013). 「중국 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11.
김윤권․刘成․李秀峰. (2018). 2018년 중국 국무원 조직개편의 분석과 함의. 「한국행
정학보」, 52(4): 87-117.
김흥규. (2004). 중국 중앙정부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실증적 연구: 세수동원력(tax
effort)과 의도성(political intention)의 관계. 「현대중국연구」, 제5지1호.
. (2007). 「중국의 정책결정과 중앙-지방 관계」. 폴리테이아.
박대헌. (2017). 「중국 일반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민속원.

박월라. (1997). 「중국의 경제개혁과 중앙·지방관계: 재정제도개혁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분석 97-15.
박재욱. (2018). 중국 장강삼각주 대도시 광역경제권 형성과 정부 간 연계협력 거버
넌스. 「지방정부연구」, 21(4): 317-339.
백승기. (1994).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모형. 「동의법정」, 제10집:
111-118.
서상민. (2019). 「현대중국정치와 경제계획관료」. 아연출판부.
신종호. (2018). 발전패러다임 전환기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중앙-지방관계: 일대
일로 구상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42(2): 43-73.
오승렬. (2009).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구조와 관주도형 경제의 지속성. 「중국연구」,
제46권: 475-493.
이성기·원석조. (2014).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부조개혁과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사회복지정책」, 41(1): 267-288.
이재영. (2016). 중국 성직관현(省直管县) 개혁과 분권화의 강화: 거시적 비영합
게임과 미시적 영합 게임. 「아태연구」, 23(2): 207-247.
이준호·정윤길. (2010). 중국의 재정제도 변화과정 분석: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
로. 「한국행정논집」, 22(4): 1133-1163.
. (2011). 중국의 환경정책 규제레짐의 변화과정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15(2): 229-253.
전상경. (2007).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정부 간 재정관계. 「지방정부연구」, 11(1):
121-135.
정재호. (1999).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론」. 나남출판사.
. (2000). 「중국정치연구론: 영역·쟁점·방법 및 교류」. 나남출판사.
정해용. (2000). 시장화 과정에서의 중국 지방정부 개혁과 중앙의 역할: 珠江三角洲.
「중소연구」, 통권 86호: 85-112.

[번역서]
陈来. (1988). 「张子全书」 卷1 “西铭解义”. 안재호 역, (2000).

. (1988). 「朱子语类」 卷6. 안재호 역, (2000).
. (1988). 「朱子语类」 卷94. 안재호 역, (2000)
村松岐夫. (1988). 「地方自治」. 东京大学出版社.
荀子. 김학주 역. (2003). 「荀子」. 을유문화사.
朱熹. 「朱子太极图说解」. 안재호 역. (1997). 「송명성리학」. 예문서원.

J·帕隆博．(1996). 「组织理论与政治学」. [G]. 载格林斯坦·波尔斯比. 政治学手册精选,
下卷. 储复耘译, 北京: 商务印书馆.

[法] 让·里韦罗, 让·瓦利纳. 鲁仁 译. (2008). 「法国行政法」. 商务印书馆.
[曰] 南博方·杨建顺 译. (2009). 「行政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중국 문헌]
艾晓金. (2001). “中央与地方关系的再思考-从国家权力看我国国家结构形式”, [J].
杭州. 「浙江社会科学」, 第1期: 76-81.
北京师范大学政府管理研究院,江西师范大学管理决策评价研究中心. (2016). 「2016中国
地方政府效率研究报告」. 北京: 科学出版社.
薛立强·杨书文. (2010). “从‘中央地方关系’到‘政府间纵向关系’-代表性观点与理论
趋势”, 「云南社会科学」, 第5期: 36-40.
薄贵利. (2002). “建立和完善中央与地方合理分析体制”, 「国家行政学院学报」, S1期: 100-102.
蔡昉·林毅夫. (2003). 「中国经济」. 中国财政经济出版社.
曹锦清. (2000). 「黄河边上的中国—一个学者对乡村社会的观察与思考」. 上海文艺出版社.
陈崇良. (2006). 「转型时期中央与地方关系的建构」. 重庆大学硕士学位论文.
阵进华. (2019). “治理体系现代化的国家逻辑”, 「中国社会科学」, 第5期: 23-39.
陈亮. (2016). 「走向网络化治理: 社会治理的发展进路及困境破解」. 吉林大学博士学位论文.
陈明明. (2014). “国家治理的三个结构性主题”, 「前沿理论」, 第6期: 20-24.
陈瑞莲·张紧跟 主编. (2016). 「地方政府管理(第二版)」. 中国人民大学出版社.

陈盛伟․史建民. (2006). “撤销乡镇政府诸观点述评”, 「理论前沿」, 第11期: 46-48.
陈天祥. (2019). “如何赋予省级政府更多自主权”, 「探索」, 第1期: 19-26.
陈钊·陆铭·金煜. (2004). “金煜中国人力资本和教育发展的世界经济”, 「世界经济」,
第12期: 25-31.
崔启源(Tsui, Kai-yuen) & 王有强(Wang, Youqiang). (2008). Decentralization

with Political Trump: Vertical Control, Local Accountability and
Regional Polarization. China Economic Review, 19(1): 18-31.
崔之元. (1998). “‘混合宪法’与对中国政治的三层分析”, 「战略与管理」, 第3期: 60-65.
党国英. (2016). “理顺央地关系的关键点是什么”, 「人民论坛」, 第6期: 66-67.
党秀云·彭晓袆. (2018). “我国基本公共服务供给中的中央与地方事权关系探析”,

「行政论坛」, 总第146期: 50-55.
邓顺平. (2015). “我国政策执行中的群众路线研究”, 「中国行政管理」, 第11期: 116-120.
丁煌·定明捷·吴湘玲. (2004). “上有政策, 下有对策’的博弈缘由探析”, 「科技进步与
对策」, 第7期: 146-148.
丁志刚. (2014). “如何理解国家治理与国家治理体系”, 「学术界」, 第2期: 65-72.
董少林. (2015). 「公共选择理论视觉下的地方政府利益硏究」. 中国科学技术大学出版社.
董学清․张和平․张泽远. (2005). “‘我们是谁?’—县委书记采访录”, 「瞭望新闻周刊」, 第

45期: 32-36.
董娟. (2009). “当前我国政府垂直管理的问题与思考”, 「天津行政学院学报」, 11(5): 68-71.
范柏乃‧余钧. (2018). 「地方政府职能转变绩效的动力机制及实现路经硏究」. 科学出版社.
方雷. (2010). 「地方政府行政能力硏究」. 山东大学出版社.

. (2018). 「地方政府学槪论」. 中国人民大学出版社.
封丽霞. (2008). 「中央与地方立法关系法制化研究」. 北京大学出版社.

. (2011). “集权与分权: 变动中的历史经验 - 以新中国成立以来的中央与地
方关系处理为例”, 「学术研究」, 4(4): 35-39.
付永涛·尹洁·张水娟. (2008). “论政府利益与我国公共政策公共性的偏离”, 「法制与
社会」，第18期: 146-147.

傅小随·吴良仁. (2017). 「政府公共管理」. 北京: 国家行政学院出版社.
高德胜·钟世名. (2014). “可持续发展及其与生态伦理的关系”, 「学术交流」, 第3期: 40-43.
高娟. (2015). 「责任政府导向下的政府回应力硏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古德曼. (2000). “改革二十年以后的中心与边缘: 中国正体的重新界定”, 「二十一世纪」,

(香港), 第10期: 118-129.
耿曙·庞保庆·钟灵哪. (2016). “中国地方领导任期与政府行为模式: 官员任期的政治
经济学”, 「经济学(季刊)」, 第3期: 53-54.
龚虹波. (2008). “执行结构-政策执行-执行结果 - 一个分析中国公共政策执行的理
论框架”, 「社会科学」, 第3期: 105-111.
顾蕾·张卫东. (2018). “分权背景下的中国政府垂直管理研究”, 「唐山师范学院学报」, 40(5):

114-118.
关保英. (2013). 「行政法学」(上册). 法律出版社.

. (2017). “地方政府组织法的修改应从转变法治观念入手”, 「法学」, 第7期: 80-91.
国家统计局 编. (2001). 「中国统计年鉴-2001」. 中国统计出版社.

. (2008). 「中国统计年鉴-2008」. 中国统计出版社.
. (2018). 「中国统计年鉴-2018」. 中国统计出版社.
国家行政学院博士后管理委员会办公室 编. (2016). 「简政放权与政府职能转变」. 国
家行政学院出版社.
国务院发展硏究中心. (2004). “‘中国统一市场建设’课题组, 中国国内地方保护主义
的调査报告-非企业抽样调査结果的初步分析,” 「经济参考硏究」, 第18期: 31-38.
韩旭·涂锋. (2015). 「中央-地方事权关係硏究报告」. 中国社会科学出版社.
何华玲·张晨. (2013). “现代国家构建视域下的中国地方政府治理转型”, 「领导科学」,
第11期: 4-7.
贺甜甜. (2019). “浅述地方政府职能转变的困境及路经”, 「现代营销: 学范版」, 第5期:

120-121.
胡伟. (1998). 「政府过程」. 浙江人民出版社.
黄相怀. (2013). “当代中国中央与地方关系模式述评”, 「中共中央党校学报」, 第17卷

第1期: 75-79.

. (2016). “竞争-合作视角下的当代中国中央与地方关系”, 「攀登(双月刊)」,
第35卷 第3期: 13-19.
江国华. (2016). “中国纵向政权组织法治体系的解构与建构”, 「武汉大学学报(哲学
社会科学版)」, 第69卷 第3期: 90-105.
江孝感·王伟. (2004). “中央与地方事权关系的委托 - 代理模型分析”, [J]. 北京. 「数
量经济与技术经济研究」, 第4期: 77-84.
蒋永甫·韦潇竹·李良. (2016). “中央与地方关系的发展: 从权力博弈走向国家治理结
构转型”, 「学习论坛」, 第32卷 第32期: 40-45.
金东日·张蕊·李松林·朱光喜. (2018). 「问责制硏究: 以中国地方政府为中心」. 天津
人民出版社.
金亮新. (2007). “中央与地方关系法制化之基本问题研讨”, 「现代法学」, 29(6): 23-30.
金太军. (1999). “当代中国中央政府与地方政府关系现状及对策”, 「学术论坛」, 第7期:

67-71.
金太军 主编. (2002). 「政府职能梳理与重构」. 广东人民出版社.
金太军·赵晖. (2005). 「中央与地方政府关系建构与调谐」. 广东人民出版社.
亢犁·杨宇霞 主编. (2015). 「地方政府管理」. 重庆: 西南师范大学出版社.
蓝志勇 等. (2017). “从‘不破不立’到‘以立促破’-行政审批制度的创新思考”, 「理论与
改革」, 第1期: 104-112.
雷崇鸽. (2013). “从‘上有政策,下有对策’看公共政策执行的困境”, 「中国投资」，第

S1期: 7-7.
雷振扬. (1994). “乡镇政权建设中的条块分割矛盾探析”, 「社会科学」, 第9期: 26-29.
李国峰. (2015). 「东西文明碰撞与星湖实学的探索」. 上海交通大学出版社.
李景平. (2008). 「地方政府管理」. 西安交通大学出版社.
李侃如 着. 胡国成․赵梅 译. (2010). 「治理中国: 从革命到改革」. 中国社会科学出版社.
李明强. (2010). 「地方政府学」. 武汉大学出版社.
李伟民. (2002). 「法学辞源」. 黑龙江人民出版社.

李尧远·刘冰·任宗哲. (2017). “地方治理现代化: 认识误区与推进障碍”, 「西北大学
学报」，第47卷 第3期: 130-136.
李尧远·任宗哲 等. (2018). 「当代中国地方政府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李振国·温珂·方新. (2018). “中央与地方科技事权和支出责任划分研究”, 「管理世界」

(月刊)，34(7): 29.
李芝兰. (2004). “跨越零和: 思考当代中国的中央与地方的关系”, [J]. 武汉. 「华中师
范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43(6): 117-124.
李治安 主编. (2010). 「中国五千年: 中央与地方关系」(上,下). 北京: 人民出版社.
林尚立. (1998). 「国内政府间关系」. [M].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 (2017). 「当代中国政治形态研究(第二版)」. 天津人民出版社.
林拓·申立. (2019). 「中国行政区划改革: 再出发」. 人民出版社.
林拓 等. (2010). 大中城市郊区农村城镇发展与基层政区呷改革研究. 国家社科基金
一般项目(02BZZ031).
刘畅. (2009). “我国地方行政权力制衡机制研究”, 「理论学刊」，第3期: 91-93.
刘承礼. (2015). 「分权与央地关係」. 中央编译出版社.

. (2016). 「以政府间分权看待政府间关系: 理论阐释与中国实践」. 中共编译
出版社.
刘华. (2009). “中国地方政府职能的理性归位——中央与地方利益关系的视角”, 「法
武汉大学学报」，62(4): 502-507.

. (2017). “国家治理现代化视域下的中央与地方关系”, 「江苏社会科学」, 第2期:
120-125.
刘新生 等. (2010). 「基层地方政权机构改革的模式硏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刘云. (2015). “地方治理法治化困境与路径”, 「人民论坛」，第35期: 116-118.
楼继伟. (2013). 中国政府间财政关系再思考，中国财政经济出版社.
楼苏萍·张凡. (2013). “新型城镇化背景下的基层政权建设”, 「山东行政学院学报」,
第3期: 44-46.
鲁敏. (2013a). 「转型期地方政府的角色的定位于行为调适研究」. 天津人民出版社.

. (2013b). “考核替代型监控: 转型期纵向政府监控机制的解读”, 「中共浙江
省委党校学报」, 29(5): 99-104.
鲁敏 主编. (2019). 「当代中国政府概论」.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陆建新. (1997). 「中国制度创新中的地方政府行为悖论研究」. [D]. 中国人民大学博士论文.
罗春梅. (2010). 「地方财政豫算权与豫算行为硏究」. 西南财经大学出版社.
罗国亮. (2008). “中央地方关系: 改革开放30年来嬗变的实证研究”, 「中州学刊」，第

6期: 21-30.
罗婕·桑玉成. (2018). “权力向上, 治理向下: 关于整体性治理的一种视角”, 「学海」,
第3期: 78-83.
吕冰洋. (2014). “改革事权和支出责任划分”, 「中国社会科学报」(2004.5.28). Retrieved

from http://www.cssn.cn/jjx/jjx_gd/201405/t20140528_1188659.
shtml(검색일, 2019.11.11).
马力宏. (1998). “论政府管理中的条块关系”, 「政治学研究」, 第4期: 71-77.
马万里. (2018). “政府间事权与支出责任划分: 逻辑进路, 体制保障与法治匹配”, 「当
代财经」, 第2期(总第399期): 26-35.
马迎贤．(2005). “资源依赖理论的发展和贡献评析”, [J], 「甘肃社会科学」, 第1期:

116-119.
「毛泽东文集」. (1999). 人民出版社.
缪匡华. (2013). 「福建“省职管县”体制改革实践与探索」. 厦门大学出版社.
倪红日. (2018). “改革开放以来中央与地方财政关系的演进与展望”, 「经济纵横」, 第

6期: 31-38.
宁骚. (2012). “中国公共政策为什幺能够成功-其于中国经验的政策课程模型构建与
阐释放”, 「新视野」, 第1期: 17-23.
庞明川. (2004). “中央与地方政府间博弈的形成机理及其演进”, [J]. 北京. 「财经问题
研究」, 第12期: 55-61.
钱颖一. (2003). 「现代经济学与中国经济改革」. 中国人民大学出版社.
秦颖. (2006). “论公共产品的本质——兼论公共产品理论的局限性”, 「经济学家」，第

3期: 77-82.
任广浩·解建立. (2018). “改革开放40年我国政府间权力纵向配置变革及法制化探索.

「河北大学」, 36(2): 2-10.
任进. (2011). 「行政组织法教程」(21世纪行政法学系列教材). 中国人民大学出版社.
荣敬本·崔之元·王拴全. (1998). 「从压力型体制向民主合作体制的转变—县乡两级
政治体制改革」. [M]. 北京: 中央编译出版社.
石康. (1996). “中央和地方的授权原则分析”, 「财经经济」, 第12期: 32-37.
石亚军·高红. (2015). “政府在转变职能中向市场和社会转移的究竟应该是什幺”,

「中国行政管理」, 第4期: 32-36.
沈荣华. (2012). 「政府大部制改革」. 社会科学文献出版社.
沈荣华·鐘位军. (2009). 「中国地方政府体制创新路径硏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宋琳. (2013). “选择性集权与国家治理转型”, 「陕西师范大学学报」, 42(4): 121-126.
孙宁华. (2001). “经济转型时期中央政府与地方政府的经济博弈”, [J]. 北京. 「管理世界」,

9(3): 35-43.
孙祥俊·张步洪. (1998). 「反不正当竞争法例解与适用」. 人民法院出版社.
唐丽萍. (2010). 「中国地方政府竞争中的地方治理硏究」. 上海人民出版社.
田芝健. (2003). “当代中国地方政府改革: 权力,权限和责任”, 「江海学刊」, 第6期:

103-107.
汪火根. (2014). “治理视阈中行政管理改革制约因素的破解”, 「理论月刊」，第9期:

115-117.
汪伟全. (2013). 「地方政府合作」. 中央编译出版社.
王波. (2019). 「区域公共治理: 理论·实践·创新」. 北京: 中国经济出版社.
王成․谢新清. (2011). 「中国地方政府发展史」. 山东: 山东大学出版社.
王东旭. (2018). 「边疆民族地区政府治理能力现代化研究」. 吉林大学博士学位论文.
王国红. (2011). 「政策规避与政策创新: 地方政府政策执行中的问题与对策」. 中共中
央党校出版社.
王国生. (1999). “转型时期地方政府面临的制度环境及其市场地位分析”, 「南京社会

科学」, 第11期: 9-14.
王沪宁. (1991). “集分平衡: 中央与地方的协同关系”, [J]. 上海. 「复旦学报」(社会科
学版), 第2期: 27-36.
王堃. (2015). “地方治理法治化的困境, 原则与进路”, 「政治与法律」, 第5期: 68-77.
王瑞霞. (2014). “论公共政策执行中的上‘有政策,下有对策’现象”, 「学理论․下」, 第

24期: 5-6.
王绍光. (1995). “分权的底线”, 「战略与管理」, 第2期: 37-57.

. (2009a). “中央-地方关系: 理论与比较视野下的中国”, 第3章. 「明德论坛」,
75: 1-163.
. (2009b). “中央-地方关系: 理论与比较视野下的中国”, 第4章. 「明德论坛」,
75: 1-165.
王松. (1984). 「政治学常见名词浅析」[M]. 北京: 人民出版社.
王玮 编. (2019).「地方财政学」(第三版). 北京大学出版社.
王文杰. (2018). “中国政府中的条块关系分析研究”, 「河北企业」，第7期: 23-24.
王雪丽. (2013). 「中国省直管县体制改革硏究」. 天津人民出版社社.
王晓燕·方雷. (2016). “地方治理视角下央地关系改革的理论逻辑与现实路径”, 「江
汉论坛」, 第7期: 41-45.
王艳成. (2010). 「城镇化进程中乡镇政府职能研究」. 人民出版社.
王勇. (2018). 「政府治理现代化-国家与地方视角」. 浙江工商大学出版社.
王永钦·张晏·章元等. (2007). “中国的大国发展道路”, ｢经济研究｣, 第1期: 4-16.
魏红英. (2008). “纵向权力结构合理化: 中央与地方关系和谐发展的基本进路”, 「中
国行政管理」, 第6期: 29-35.
魏礼群. (1994). “合理划分中央与地方经济管理权限”, 「中国经贸导刊」, 第13期: 4-6.
魏娜·吴爱明. (2017). 「当代中国政府与行政」. 中国人民大学出版社.
魏永忠. (2005). 「现代行政管理」.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吴国光·郑永年. (1995). 「论中央, 地方关系: 中国制度转型中的一个轴心问题」. 牛津
出版社.

吴志华. (2004). 「人力资源开发与管理」.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习近平谈治国理政」. (2014). 北京: 外文出版社.
习近平. (2014). “推进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建设加强和创新特大城市社会治理”,

「人民日报」(2014年3月6日)(第1版).
向玉琼. (2012). 「中国转型期地方政府政策移植硏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肖文涛·黄保成. (2006). “我国乡镇政府职能履行面临的问题及对策研究”, 「中国行
政管理」, 第3期: 88-91.
辛向阳. (2007). “如何处理和完善中央与地方的关系”, 「中国经济周刊」, 第11期: 27.

. (2008). 「大国诸侯」. 中国社会出版社.
谢柯凌. (2006). “地方政府决策程序的现状调査分析”, 「中共南宁市委当校学报」, 第

1期: 33-35.
谢来位. (2016). 「行政区划优化论」.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谢志岿. (1998). “协调中央与地方关系需要两次分权 - 对协调中央与地方关系的一
项新探索”, 「江海学刊」, 第1期: 37-45.
邢倩·张婷婷. (2018). “浅谈政府绩效评估问题研究”, 「河北企业」，第9期: 27-28.
熊文钊. (2005). 「大国地方——中国中央与地方关系宪政研究」. 北京大学出版社.
徐邦友. (1997). “在两个转变中革新政府行政观念”, 「甘肃理论学刊」, 第2期: 45-48.
徐晨光·王海峰. (2013). “中央与地方关系视阈下地方政府治理模式重塑的政治逻辑”,

「政治学研究」, 第4期: 30-39.
徐春光·杨蕾. (2010). “中央与地方政府权力分配的困境与出路研究”, 「河南广播电
视大学学报」，第3期: 6-8.
徐俊忠·郭予塡. (2011). “毛泽东‘虚君共和’构想的兩次实践及其意义的歷史检视”,

「现代哲学」, 第6期: 45-54.
徐斯勤. (1993). “改革开放时期中国大陆的财政制度与政策: 财政单一议题范围内相
关研究之评析. 「中国大陆研究」, 第2期.
徐颂陶·徐理明. (1996). 「走向卓越-中国公共行政」. 中国人事出版社.
徐现祥·王贤彬. (2011). 「中国地方官员治理的增长绩效」. 科学出版社.

徐晓林·朱国伟．(2013). “大部制治理结构优化的推进策略与支持机制”,［J]. 「公共
管理与政策评论」, 第3期: 15-23.

. (2011). “中央政府核心职能的理论逻辑”, 「复旦学报(社会科学版)」, 第6期:
91-98.
许安标·刘松山. (2003). 「中华人民共和国宪法通释」. 中国法制出版社.
许耀桐. (2013). “大部制改革存在的问题多亟需全盘规划”, 「南方都市报」, 2013年3
月3日. Retrieved from http://www.aisixiang.com/data/61705.html

(검색일, 2019.10.9).
. (2016). 「中国国家治理体系现代化总论」. 北京: 国家行政学院出版社.
宣晓伟. (2018). “治理现代化视觉下的中国中央和地方关系: 从泛化治理到分化治理”,

「管理世界」, 第11期: 52-64.
杨伯俊. (2002). 「论语译注」. 中华书局.
杨光斌. (2007). “中国经济转型时期的中央-地方关系: 新论,理论现实与政策”, 「学海」,
第1期: 67-78.
杨龙. (2015). “府际关系调整在国家治理体系中的作用”, 「南开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6期: 37-48.
杨陪新. (1994). “深化改革的关键何在”, 「金融理论与实践」, 第2期: 3-6.
杨瑞龙. (1998). “我国制度变迁方式转换的三阶段论: 论地方政府的制度创新行为”,

「经济研究」, 第1期: 3-11.
杨瑞龙·杨其静. (2000). “阶梯式的渐进制度变迁模型 - 再论地方政府在我国制度变
迁中的作用”, [J]. 北京. 「经济研究」, 第3期: 24-31.
杨曦·张菁. (2018). “我国地方政府绩效评估指标体系建设研究”, 「中国市场」，第22期:

20-22.
杨小云. (2011). 「新中国中央与地方关系沿革」. 北京: 世界知识出版社.
杨雪冬．(2004). “全球化, 治理失效与社会安全”, [J]. 「中国人民大学学报」, 第2期:

17-24.
. (2012). “压力性体制: 一个概念的简明史”, 「社会科学」, 第11期: 4-12.

杨云彦. (2003). “中国人口迁移的规模测算与强度分析”, 「中国社会科学」, 第6期:

97-107.
杨占营. (2006). “组织理论的权力观述论” [J]. 「广东行政学院学报」, 第3期: 14-19.
杨治坤. (2018). “论分权式行政主体制度的构建: 以大部制改革为探讨背景”, 「中南
民族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38(2): 136-140.
姚尚建. (2013). “政府价值的分歧-在政府理想和理想政府之间”, 「学术交流」，第1期:

68-71.
姚洋. (2008). 「作为制度创新过程的经济改革」. 格致出版社.
叶必丰. (2017). “行政组织法功能的行为法机制”, 「中国社会科学」, 第7期: 109-207.
余嘉俊·任星欣. (2017). “中国改革研究中被忽视和误解的中央控制”, 「安徽行政学
院学报」, 第6期: 5-10.
俞爱斌·俞镜淇. (2019). “我国地方财政体制改革问题与对策”, 「知识经济」, 第12期:

38-39.
郁建兴. (2018). “中国地方治理的过去, 现在与未来”, 「治理研究」, 第1期: 65-74.
曾婧婧․张阿城․刘定杰. (2018). “互联网时代府际关系网络的结构特征及其成因: 基于

284个地级市政务微博数据的社会网络分析”, 「情报杂志」, 37(7): 198-207.
曾伟. (2015). 「地方政府理论与案例」. 北京大学出版社.
翟磊. (2017). 「服务型地方政府的组织模式与运行机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翟磊·柴文军. (2009). “面向危机对应的项目导向型组织模式研究”, 「第十一届中国
管理科学学术年会论文集」, 531-536.
詹姆斯·汤森. (1994). 「中国政治」. 江苏人民出版社.
张成福·边晓慧. (2013). “超越集权与分权, 走向府际协作治理”, 「公共管理与政策评论」,

2(4): 6-15.
张翠勤. (2018). “对当前地方财政体制存在问题的几点思考”, 「现代经济信息」, 第

16期: 498.
张广科. (2017). 「地方公务员能力框架与能力建设硏究」. 社会科学文献出版社.
张海廷. (2002). “单一制下中央地方关系体制应作两类划分 - 我国中央集权式中央

地方关系的动态平衡”, [J]. 石家庄: 「河北法学」, 第1期: 12-16.
张惠·王冰. (2016). “央地政府公共价值差异:测度与分析”, 「中国机构改革与管理」,
第3期: 15-21.
张金鑑. (1979). 「行政学典范」. 三民书局.
张立荣. (2004). “当代中国政策副决策与执行的结构分析”, 「华中师范大学学报」(人
文社会科学版), 43(3): 47-54.
张千帆. (2012). “中央与地方关系法制化的基础制度”, 「江海学刊」, 第2期: 130-135.
张维迎. (2004). 「博弈论与信息经济学」. [M]. 上海: 上海三联书店, 上海人民出版社.
张为杰. (2016). 「分权治理,地方政府编好与公共政策执行机制硏究」. 中国社会科学
出版社.
张艳. (2008). “我国中央与地方关系的法治困境与出路”, 「内蒙古大学学报」, 第四十
卷 第4期: 22-26.
张志红. (2005). 「当代中国政府间纵向关系研究」. [M].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张志毅. (2016). “浅谈统一行政组织法的制定”, 「常州工学院学报(社科版)」, 34(2):

80-86.
赵德余. (2010). 「政策制定的逻辑: 经验与解释」. 上海人民出版社.
赵国钦. (2016). 「中国省级政府权力空间配置: 制度剖析和框架优化」. 北京: 经济科
学出版社.
郑琳. (2008). 「地方政府地位及财力配置问题硏究」. 人民法院出版社.
郑毅. (2011). “宪法文本中的中央与地方关系”, 「东方法学」, 第6期: 44-49.

. (2010). “法制背景下的对口援疆-以府际关系为视角”, 「甘肃政法学院学报」,
第5期: 138-144.
郑永年．(2013). 「中国的‘行为联邦制’: 中央—地方关系的变革与动力」.［M]. 北京:
东方出版社.
郑永年·吴国光. (1994). 「中央—地方关系: 中国制度转型中的一个轴心问题」. [M].
香港: 牛津大学出版社.
中国行政管理学会编. (2002). 「新中国行政管理简史(1949〜2000)」. 人民出版社.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1997, 2017). 「中国统计年监」. 中华人民共和国国家
统计局.
中国财政年鉴编辑委员会. (1997, 2017). 「中国财政年监」. 中国财政杂志社.
钟开斌. (2009). “中国中央与地方关系基本判断: 一项研究综述”, 「上海行政学院学报」,
第10卷 第3期: 20-26.
钟晓敏·叶宁. (2010). 「中国地方财政体制改革硏究」. 中国财政经济出版社.
周帆. (2003). 「改革开放后的中国府际关系: 一种法律的途径」. 复旦大学博士学位论文.
周飞舟·谭明智. (2014). 「当代中国的中央地方关係」.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周广帅·唐在富. (2018). “改革开放四十年我国财政体制改革回顾与展望”, 「财政科学」,
第8期(总第32期): 72-84.
周黎安. (2004). “晋升博弈中政府官员的激励与合作 - 兼论我国地方保护主义和重
复建设问题长期存在的塬因”, [J]. 「经济研究」, 第6期: 33-40.
周绍朋. (2008). “加强政府经济调节改善宏观经济调控”, 「天津行政学院学报」, 第1期:

73-76.
周湘智. (2009). “我国省直管县(市)硏究中的几个问题”, 「科学社会主义」, 第6期:

76-80.
周振鹤. (2013). 「中国歷史政治地理十六讲」. 北京: 中华书局.
周振超. (2009a). 「当代中国政府‘条块’关系研究」. 天津人民出版社.

. (2009b). “打破职责同构: 条块关系变革的路径选择”, 「中国行政管理」, 第9期:
103-106.
朱光磊 等. (2006). 「现代政府理论」. 高等教育出版社.
朱光磊·张志红. (2005). “‘职责同构’批判”, 「北京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1期:

101-112.
朱国伟. (2017). 「中央政府职能硏究: 核心职能探求与公共理性视野」. 武汉大学出版社.
朱未易. (2016). “对中国地方纵横向关系法治化的研究”, 「政治与法律」, 第11期: 72-82.
朱旭峰. (2008). “‘司长策国论’: 中国政策决策过程的科层结构与政策专家参与”, 「公
共管理评论」, 第1期: 42-62.

朱旭峰·吴冠生. (2018). “中国特色的央地关系: 演变与特点”, 「治理研究」, 总第180期:

50-57.

[영문 문헌]
Allen, Hubert J. B. (1990). Cultivating the Grass Roots: Why Local

Government Matters. Hague: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BBC Monitoring Asia Pacific [London]. (2005.9.20). “China conducting
feasibility studies on administrative division reform-paper.”
Bo, Zhiyue. (2002). Economic Performance and Political Mobility:

Chinese Provincial Leaders since 1949. Armonk, N.Y.: M.E.
Sharpe.
Brandt, L., Rozelle, S. & Turner, M. A. (2004). Local Government Behavior
and Property Right Formation in Rural China.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60(4): 627-662.
Broadway, R. & Shah, A. (2006).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

Principles and Practice. The World Bank.
Cheng, Joseph. (ed.). (1998). China Review.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Cheng, Zifei. (2015). Dilemmas of Change in Chinese Local Governance:

Through the Lens of Heritage Conservation. A thesis submitted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PhD).
Donaldson, J. A. (2017). China's administrative hierarchy: The balance
of power and winners and losers within China's levels of
government. Retrieved from https://ink.library.smu.edu.sg/cgi/
viewcontent.cgi?article=3288&context=soss_research (검색일,
2019.8.8).

Donnithorne, A. (1972). China's Cellular Economy: Some Economic
Trends Since the Cultural Revolution. China Quarterly, No. 52:
605-619.
Fisher. Ronald. C. (2016). State and Local Public Finance. Routledge.
Fossati, A. & Panella, G. (1999). Fiscal Federalism in the European Unioni.
Routledge.
Gilley, B. (2004). China's Democratic Future: How It Will Happen and

Where It Will Lead. Columbia University Press.
He, Zengping. & Jia, Genliang. (2019). Rethinking China's local
government debt in the frame of modern money theory. Levy
Economics Institute. Working Paper No. 932.
Huang Yasheng. (1996). Inflation and Investment Controls in China: The

Political Economy of Central-Local Relations during the Reform
Er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sain, L. (2015). Logics of government innovation and reform
management in China. STEPS Working Paper 85.
Jae Ho Chung. (1995). Studies of Central‐Provincial Relatio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Midterm Appraisal. China

Quarterly, 142: 487-508.
Jin, T. & Yuan, J. (2005). Game Theoretical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Difang zhengfu chuangxin boyi fenxi). Jianghai

Journal(Jianghai Xuekan), 5: 94-99.
Kostaka, Genia, & Nahm, Jonas. (2017). Central-Local Relations:
recentralization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231: 567-582.
Lawrence, S. V. & Martin, M. F. (2013). Understanding China's Political
System.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Report for Congress.

Li, HAN & James Kai-Sing KUNG. (2015). Fiscal Incentives and Policy
Choices of Local Governments: Evidence from China. HKUST

IEMS Working Paper No. 2015-13.
Li, Linda Chelan. (2010). Central-local Relatio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rends, Processes and Impacts for Policy Implementation.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30(3): 177-190.
Lieberthal, K. G. (1992). 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ton (eds.). Bureaucracy, Politics,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ieberthal, K. & Oksenberg, M. (1988). Policy Making in China: Leaders,

Structures, and Process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Lipson, l. M. (1996). The Great Issues of Politics: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Prentice Hall College Div; 9th edition (September
1996).
Liu, Yijiao. (2018). Distinguishing places and population in China: A
comprehensive Geo-coded dataset of census and administrative
Hierarchy. Retrieved from https://yijiaoliu.org/wp-content/uploads/
2018/11/chp1_v5.pdf (검색일, 2019.10.10).
Mahoney, J. & Snyder, R. (1999). Rethinking agency and structure in the
study of regime change.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New Brunswick.
Melton, O. (2015). China’s Five-Year Planning System: Implications for
the Reform Agenda. Testimony for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Meltzer, J. P. & Shenai, N. (2019). The US-China economic relationship:

A comprehensive approach. Retrieved from https://www.brookings.
edu/wp-content/uploads/2019/02/us_china_economic_relation
ship.pdf (검색일, 2019.10.9).
Naito, J. (2015). China’s Fiscal Position and Policy: Curr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 Debt Problems and Challenges. Policy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Finance, Japan, Public Policy Review, 11(1): 67-91.
Palumbo, Dennis J. (1975). “Organization theory and political science.”
In Fred Greenstein and Nelson Polsby (ed.).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2. Reading, Mass.: Addison-Wesley, pp: 319-69.
Qian, Yingyi & Roland, G. (1999). Federalism and the Soft Budget
Constraint. American Economic Review, 88(5): 1143-1162.
Reno, R. R. (2019). Return of the Strong Gods: Nationalism, Populism,

and the Future of the Wests. Gateway Editions.
Rhodes, Ｒ. A. W. (1981). Control and Power in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DB/OL]. Gower Publishing Company Limited.
. (2007). Understanding Governance: Ten Years on. Organization

Studies, 28(8): 1243-1264.
Rose, Richard. (1978). Ungovernability: Is There Fire Behind the
Smoke? Glasgow: University of Strathclyde Studies in Public

Policy, No. 16.
Rudner, R. S. (1966).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Prentice-Hall.
Saich, T. (2001). The Blind Man and the Elephant: Analysing the Local
State in China. Retrieved from https://sites.hks.harvard.edu/fs/
asaich/Blind-Man-and-the-Elephant.pdf (검색일, 2019.6.4).
. (2002). “The Blind Man and the Elephant: Analyzing the Local
State in China.” In Luigi Tomba (ed.). On the Roots of Growth

and Crisis: Capitalism, State and Society in East Asia. Milan:

Annale Feltrinelli.
Shortwell, J. T. (1937). At the Paris Peace Conferenc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Straussman, Jeffrey D. & Zhang, Mengzhong. (1999). “Chinese Administrative
Reforms with British, American and Japanese Characteristics?”,
Prepared for the Fifth Public Management Research Conference,
Bush School of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 Texas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Su, Fubing. (2002). Agency, Incentive, and Institutional Design: Bureaucracy

Control and Evolution of Governance in contemporary China. P.
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Thompson, J. D. (1967). Organizations in action. New York: McGraw-Hill．
van der Kamp, D., Lorentzen, P. & Mattingly, D. (2017). Racing to the
Bottom or to the Top? Decentralization and Governance Reform
in China. World Development, Elsevier, vol. 95(C): 164-176.
Wang Bin & Wang Rongjing. (2013). History and Breakthrough: The Track
and Reform of Chinese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Social

Science, 4(8): 255-263.
Wei, Y. D. (2000). Regional Development in China: States,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Routledge: Taylor & Francis.
Wong, C. P. W. (1991). Central-local relations in an Era of Fiscal Decline:
The Paradox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Post-Mao China. The

China Quarterly, No. 128: 691-715.
. (1994). Central-local Relations Revisited: the 1994 Tax Sharing

Reform and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in China. World
Bank Office in China.

Wright, Deil S. (1988).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3rd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Xu, C. (2006). Chinese Reform and Chinese Regional Decentralization.
Retrieved from http://policydialogue.org/files/events/Xu_Chinese_
Reform_and_Chinese_Regional_Decentralization.pdf (검색일,
2019.7.3).
Xu, Chenggang. (2011). The Fundamental Institutions of China's Reforms
and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9(4): 1076-1151.
Yang Chunyu. & Huang, Songshan. (2011).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in China's tourism institutional evolution. Hong Kong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Yang, D. L. (1994). Reform and the Restructuring of Central-local
Relations, in David S. G. Goodman and Gerald Segal eds., China

Deconstructs: Politics, Trade, and Regionalism. New York: Routledge.
Yu, Jiangxing, Li, Lin. & Shen, Yongdong. (2016). Rediscover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t the local level: The devolution to
township governments in Zhejiang Province. The China Review,
16(2): 1-26.
Zhang, Qichun & Li Shufang. (2016). Key issu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inanc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ADBI Working Paper 620.
Zhang, Y. S. & Barnett, S. (2014). Fiscal Vulnerabilities and Risks from
Local Government Finance in China. IMF Working Paper.
Zhang Yongsheng. (2010). “How will China’s central–local governmental
relationships

evolve?

An

analytical

framework

and

its

implications”, in Garnaut et al.(eds). China: The next twenty years

of reform and development. ANU E Press.

Zhao Hongwei. (2002). Political Regime of Contemporary China.
University Press of America.
Zheng, Yongnian. (2006). Explaining the Sources of de facto Federalism
in Reform China: Intergovernmental Decentralization, Globalization,
and Central-Local Relations.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7(2): 1-26.
. (2009). Power to dominate, not to change: How China's
central-local relations constrain its reform. EAI Working Paper
No. 153.
Zhu Suli. (2003). ‘Federalism’ in Contemporary China - A Reflection on
the Allocation of Power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ingapore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7: 1-14.
Zhu, Xuefeng. (2016). Dynamics of central-local relations in China's
social welfare system. Journal of Chinese Governance, 1(2):
251-268.

[일문 문헌]
町田俊彦. (2006). ‘分税制’改革後の地域格差と財政調整: 中国. 持田信樹(編). 「地
方分権と財政調整制度: 改革の国際的潮流」.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森田憲·陳雲. (2009). 中国における分税制下の中央地方関係: 立憲的地方自治制度

のすすめ. 広島大学経済学会. 「廣島大學經濟論叢」, 33(1).
毛里和子. (2012). 「現代中国政治: グローバル․パワーの肖像 第3版」. 名古屋: 名古
屋大学出版会.
三宅康之. (2006). 「中国·改革開放の政治経済学」.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三浦祐介. (2018). 中国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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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지방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지방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은 헌법성 법률이며, 또한 헌법 내용을 갖고 있고 국가 입법기관이 법률
에 근거하여 그에 법률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거치거나 혹은 다시 법률해
석을 진행하는 일부 정치성 문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지방정부 조직
법은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1979년 7월 1일에 통과시
켜,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현행 버전은 2015년 8월 29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수정한 것이다.

법률 수정:
1979년 7월 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982년 12월 10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
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수정의
여러 규정에 관한 결의” 제1차 수정
1986년 12월 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
직법」 수정에 관한 결정” 제2차 수정
1995년 2월 28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
직법」 수정에 관한 결정” 제3차 수정
2004년 10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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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수정에 관한 결정” 제4차 수정
2015년 8월 29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수정
에 관한 결정” 제5차 수정

법률 전문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제3장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장 지방 각급 인민정부
제5장 부칙

<조 문>
제1장 총칙
제1조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할구, 향, 민족향,
진에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한다.
제2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한다.
제3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본 법에서 규정한 직권을 행
사하는 이외에, 동시에 헌법, 민족구역자치법과 기타 법률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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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한다.

제2장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제4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모두 지방 국가권력기관이다.
제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는 아
래(下) 일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하며, 현, 자치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직할구,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는 선거인이 직접 선출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정원과 대표산출 방법은 선거법에서 규정한다.
각 행정구역 내의 소수민족은 마땅히 적당한 대표 정원이 있어야 한다.
제6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제7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
황과 실제적인 수요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서로 저촉하지 않는
전제조건 하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할 수 있고,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수요에 따라,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수요에 따라, 헌법, 법
률, 행정법규와 본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와 서로 저촉하지 않는 전
제 아래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에 보고하여 비준된 이후 시행하고, 동시에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하
여 등록해야 한다.
제8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아래에 열거된 직권을 행
사한다.
(1) 본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급 인민대표대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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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무위원회 결의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고, 국가계획과 국가예
산의 집행을 보장한다.
(2) 본 행정구역 내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예산 및 이들 집행 상
황의 보고를 심사하고 비준한다.
(3) 본 행정구역 내의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환경과 자원
보호, 민정, 민족 등 업무의 중대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4)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선출한다.
(5) 성장, 부성장, 자치구 주석, 부주석, 시장, 부시장, 주장, 부주장, 현장,
부현장, 구장, 부구장을 선출한다.
(6) 본급 인민법원 원장과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인민
검찰원 검찰장은, 반드시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이 해당 급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쳐야 한다.
(7) 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한다.
(8)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원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사한다.
(9) 본급 인민정부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보
고한다.
(10)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의를 변경하거나 취
소한다.
(11) 본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취소한다.
(12) 사회주의의 전민소유 재산과 노동군중 집체소유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민 개인소유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공민의 인신권력, 민주권력과 기타 권력을 보장한다.
(13) 각종 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4)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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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여성의 남녀평등, ‘동일노동 동일보수(同工
同酬)’와 혼인자유 등 각 항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9조 향, 민족향, 진의인민대표대회는 아래에 열거된 직권을 행사한다.
(1) 본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결의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한다.
(2) 직권범위 내에서 결의를 통과하고 반포한다.
(3) 국가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경제, 문화사업과 공공사업의
건설계획을 결정한다.
(4) 본 행정구역 내의 재정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의 보고를 심사하고 비
준한다.
(5) 본 행정구역 내의 민정업무의 실시계획을 결정한다.
(6) 본급 인민대표대회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7) 향장, 부향장, 진장, 부진장을 선출한다.
(8) 향, 민족향, 진의 인민정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사한다.
(9) 향, 민족향, 진의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취소한다.
(10) 사회주의의 전민소유의 재산과 노동군중 집체소유의 재산을 보호
하고, 공민 개인소유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수
호하고, 공민의 인신권리, 민주권리와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11) 각 종 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2)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13)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여성의 남녀평등, ‘동일노동 동일보수’와
혼인자유 등 각 항의 권리를 보장한다. 소수민족이 거주(聚居)하
는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는 직권을 행사할 때, 마땅히 민족
특징에 적합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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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정부의 구성인원을 파면하
는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여기서 선출한 인민법원 원장, 인민검
찰원 검찰장을 파면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파면할 경우,
반드시 위(上) 일급 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해당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에 요청하여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1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매년 최소 1회 진행되어야 한다.
5분의 1 이상 대표의 제의를 거쳐, 임시로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제13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매번 회의는 예비회의를
진행하여, 이번 회의의 주석단과 비서장을 선출하고, 이번 회의의 의정과
기타 준비사항의 결정을 통과한다.
예비회의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최한다. 매 임기 인민
대표대회 첫 번째 회의의 예비회의는, 전기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가 주최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주석단이
회의를 주최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부비서장 여러 명을 설치하고, 부
비서장의 인선은 주석단이 결정한다.
제14조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는 주석을 설치하고, 동시에 부주
석을 한 명에서 두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주석, 부주석은 본급 인민대표
대회가 대표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매번 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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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 주석, 부주석은 국가행정기관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고, 만약 국가행정기관의 직무를 담당할 경우, 반드시 본
급 인민대표대회에 주석, 부주석의 직무를 사직해야 한다.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 주석, 부주석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연락하는 것을 책임지고, 주석단의
배치에 따라 대표가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조직하고, 본급 인민정부 업
무에 대한 대표와 군중의 건의, 비평과 의견을 반영하고, 동시에 주석
단의 일상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15조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 주석단을
선출한다. 주석단에서 회의를 주최하고, 동시에 다음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 소집을 책임진다.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 주석, 부주석은
주석단의 구성원이다.
주석단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 매년 여러 본 지역 군중의 절실
한 이익과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주목하는 문제를 선택하여, 계획적으
로 대표를 배치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전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토론
하고, 법률, 법규 실시 상황에 대해 검사하고, 시찰, 조사연구 등의 활
동을 전개하고, 본급 인민정부 업무에 대한 대표와 군중의 건의, 비평
과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한다. 주석단 폐회기간의 업무는, 본급 인민대
표대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매 임기 첫 번째 회의는, 본 임기 인민대
표대회 대표선출 완성 이후 2달 이내에, 전 임기 본급 인민대표대회 혹
은 향, 민족향, 진의 지난 번 인민대표대회 주석단이 소집한다.
제17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 구성인원과 인민법원 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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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검찰원 검찰장, 향 급의 인민정부 영도인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
의에 참석하고, 현급 이상의 기타 관련 기관, 단체 책임자는, 본급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제18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주석단, 상무위
원회, 각 전문위원회, 본급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본급 인
민대표대회 직권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주석단에서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거나, 혹은 관련 전문위원회에 맡겨
심의하고, 보고를 제출하고, 다시 주석단에서 심의하고 결정하여 대회에
제출하여 표결할 것을 결정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10명 이상이 연명(联名)하
거나,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 5명 이상이 연명하면,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직권범위 내의 의안을 제기할 수
있다. 주석단에서 대회일정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우선 관련 전문위윈
회에 맡겨 심의하고, 대회일정에 포함할지 여부의 의견을 제출하면, 다
시 주석단에서 대회일정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의정에 포함된 의안은 대회 표결에 맡기기 전에, 제출인이 철회를
요구할 경우, 주석단의 동의를 거쳐, 해당 의안에 대한 회의의 심의는
곧 중지된다.
제19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대해 제기한 각 분야의 업무에 대한 건의, 비판과
의견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사무(办事)기구에 관련 기관
과 조직이 연구․처리․답변을 하도록 맡긴다.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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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 분야의 업무에 대한 건의, 비판과 의견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주
석단에서 관련 기관과 조직에 맡겨 연구․처리 또한 답변을 하도록 한
다.
제20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진행하는 선거와 통과결의는 전체
대표의 과반수로 통과한다.
제21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 주석, 부주석, 성장, 부성장, 자치구 주석, 부주석, 시장,
부시장, 주장, 부주장, 현장, 부현장, 구장, 부구장, 향장, 부향장, 진장,
부진장, 인민법원 원장,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인선은, 본급 인민대표대
회 주석단 혹은 대표가 본 법규에 따라 연명하여 제명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 30명 이상이 서면으로 연명
하거나, 구를 설치한 시와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대표 20명 이상이
서면으로 연명하거나, 현급 이상의 인민대표대회 대표 10명 이상이 서
면으로 연명하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인민정부
영도인원, 인민법원 원장,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입후보를 제기할 수 있
다.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 10명 이상이 서면으로 연명하
면, 본급 인민대표대회 주석, 부주석, 인민정부 영도인원의 입후보를
제기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선거구 혹은 선거단위에서 선출된 대표는
예비 토론을 거쳐 연합하여 입후보자를 제출할 수 있다.
주석단에서 제명한 입후보자 인원수, 각 대표와 기타 대표가 연합하여
제출한 입후보자 인원수는 모두 선출되어야 할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명인은 제명한 입후보의 상황을 성실히 소개해야 한다.
제22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비서장,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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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대회 주석, 인민정부 정직 영도인원, 인민법원 원장, 인민검찰원 검
찰장의 입후보자 인원수는 일반적으로 한 명보다 많아야 하여, 경쟁선
거(差额选举)를 진행하고, 만약 제명된 입후보자가 오직 한 명이면, 비
경쟁선거(等额选举)를 할 수 있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 부주석, 인민정부 부직 영도인원의 입
후보자수는 선출될 인원수보다 1명에서 3명이 많아야 하며,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의 입후보자 인원수는 선출될 인원수보다 10분의 1에
서 5분의 1이 많아야 하며,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될 인원수에
따라 선거 방법 중에서 구체적인 차액수를 결정하고, 경쟁선거를 진행
한다. 만약 제명된 입후보자 인원수가 선거방법에서 규정한 차액수에
부합한다면, 주석단에서 대표에 제출하여 예비 토론하고, 논의한 이후,
선거를 진행한다. 만약 제명된 입후보자 인원수가 선거 방법에서 규정
한 차액수를 초과하면, 주석단에서 대표에 제출하여 예비토론과 논의
를 거친 후ㅡ 예비 선거를 진행하고, 예비선거 중의 득표수의 서열에 따
라, 선거 방법에서 규정한 차액으로, 정식 입후보자 명단을 확인하고, 선
거를 진행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임기 만료로 본급 국가기관 영도
인원을 교체 선거할 때, 제명하고, 예비 논의 기간은 최소 2일이 되어
야 한다.
제23조 선거는 무기명 투표방식을 택한다. 대표는 확정한 입후보자에 대
하여, 찬성표를 던질 수 있고, 반대표를 던질 수 있고, 별도로 기타 대
표 혹은 선거인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기권할 수도 있다.
제24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본급 국가기관 영도인원을 선출하
여 있어, 과반수 투표를 받은 입후보자 인원수가 당선 정원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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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고, 만약 득표수가 동일하여 당선인을 확정하
지 못할 경우, 득표수가 같은 사람을 재투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
된다.
과반수 투표를 얻은 당선자수가 선출되어야 할 정원보다 적을 경우, 부
족한 정원은 별도 선출한다. 별도로 선거할 때, 제1차 투표에서 득표수
의 순서에 따라 입후보자를 확정할 수 있고, 또한 본 법에서 규정한 절
차에 따라 별도로 제명하여, 입후보자를 확정할 수 있다. 본급 인민대
표대회 결정을 거쳐, 부족한 정원의 별도 선거는 본 회 인민대표대회
의회에서 진행할 수 있고, 또한 다음 인민대표대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
별도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위원,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
대회 부주석, 인민정부 부직 영도인원을 선출할 때, 본 법 제23조 제1관
의 규정에 따라, 차액수를 확정하고, 경쟁선거를 진행한다.
제25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상무위원회 주임, 부주임, 비서장,
위원,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 주석, 부주석, 성장, 부성장, 자치
구 주석, 부주석, 시장, 부시장, 주장, 부주장, 현장, 부현장, 구장, 부구
장, 향장, 부향장, 진장, 부진장, 인민법원 원장,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보궐 선거할 때, 입후보자 인원수는 선출될 인원수보다 많아도 되고,
선출될 인원수와 동등해야 된다. 선거 방법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 주
석단, 상무위원회 혹은 10분의 1일 이상의 대표가 연명하면, 본급 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인민정부 구성인원, 인민법원 원장,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파면안을 제출할 수 있고, 주석단에서 대회에 심
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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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 주석단 혹은 5
분의 1 이상 대표가 연명하면, 인민대표대회 주석, 부주석, 향장, 부향
장, 진장, 부진장에 대한 파면안을 제출할 수 있고, 주석단에서 대회 심
의를 요청한다.
파면안은 파면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파면이 제출된 인원은 주석단 혹은 대회 전체회의에서 해명의견을 제
출할 수 있고, 혹은 서면으로 해명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석단 회의
에서 제출된 해명의견 혹은 서면으로 제출된 해명의견은 주석단이 회
의에서 배포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파면안은 주석단에서
회의에 맡겨 심의한 이후, 전체회의에 표결을 요청하고, 혹은 주석단에서
제의하고, 전체회의 결정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본급 인민대
표대회 다음 회의에서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27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과 인
민정부 영도인원, 인민법원 원장, 인민검찰원 검찰장은 본급 인민대표
대회에 사직을 제기할 수 있고, 대회에서 사직을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
하고, 대회 폐회기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사직을 제기할
수 있고, 상무위원회에서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무위원회에서
사직수리를 결정한 이후,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인
민검찰원 검찰장의 사직은 반드시 상 일급 인민검찰원 원장에 보고하
여 해당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요청하여 비준을 거쳐야 한다.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 주석, 부주석, 향장, 부향장, 진장, 부진
장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사직을 제출할 수 있고, 대회에서 사직을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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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대표 10인 이상
이 연명하여 서면으로 본급 인민정부와 그 소속 각 업무부서 및 인민법
원, 인민검찰원에 대한 질의안을 제기할 수 있다. 질의안은 반드시 질
의대상, 질의의 문제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질의안은 주석단에서 결정하여 질의 받는 기관이 주석단회의, 대회 전
체회의 혹은 관련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구도로 답변하거나, 혹은 질의
받는 기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게 한다. 주석단 회의 혹은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답변하는 경우, 질의안을 제기한 대표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
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고, 주석단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질의안
답변 상황을 회의에서 배포할 수 있다.
의안이 구두로 답변되는 경우, 질의 받는 기관의 책임자가 출석하여 답
변해야 하며, 질의안이 서면으로 답변되는 경우, 질의 받는 기관의 책
임자가 서명하고, 주석단에서 회의에서 배포하거나 혹은 질의안을 제
기한 대표에 배포한다.
제29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의안을 심의할 때, 대표는 관련 지
방 국가기관에 문의할 수 있고, 관련 기관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설명해
야 한다.
제30조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는
수요에 따라, 법제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현, 자치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 관할 구의 인민대표대화는 수요에 따라, 법제위원회, 재정경제위원
회 등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각 전문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
회 영도를 받고, 대회 폐회기간에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영
도를 받는다.

660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각 전문위원회의 주임위원, 부주임위원과 위원의 인선은 주석단이 대표
중에서 제명하고, 대회에서 통과한다. 대회 폐회기간, 상무위원회는 전
문위원회의 개별 부주임위원과 부분 위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고,
주임회의에서 제명하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영도 아래서 관
련 의안을 연구하고, 심의하고 입안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
무위원회 직권범위 내에서 본 위원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건의를 제기한다.
제31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특정 문제에 관한 조사위
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주석단 혹은 10분의 1 이상의 대표가 서면으로 연명하면, 본급 인민대
표대회에 특정 문제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의할 수 있고,
주석단에서 전체회의에 요청하여 결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주임위원, 부주임위원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주석단에서
대표 중에서 제명하여, 전체회의에서 통과할 것을 요청한다.
조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조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대
표대회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상응한 결의를 할 수 있다. 인민
대표대회는 그의 상무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위원회의 조사보
고를 청취하게 할 수 있고, 상무위원회는 상응한 결의를 할 수 있고,
인민대표회의에 보고하여 다음 회의에 수리한다.
제32조 향, 민족향, 진의 매 임기 인민대표대회 첫 번째 회의에서 통과한
대표자격심사위원회는, 본 임기 인민대표대회 임기만료까지 직권을 행
사한다.
제33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임기는 매 임기 본급 인민대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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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회의 시작에서부터 다음 임기 본급 인민대표대회 첫 번째 회의
개최까지다.
제34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이 인민대표
대회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의 발언과 표결은 법률적 추궁을 받지 않
는다.
제35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주석
단 허가를 거치지 않고, 대회 폐회기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허가를 거치지 않으면, 체포 혹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만약 현행
범으로 구속된 경우, 구속을 집행하는 공안기관은 바로 해당 급 인민대
표대회 주석단 혹은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6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하고
대표 직무를 수행할 때, 국가는 수요에 따라 왕복의 여비와 필요한 물
질적인 편리 혹은 보조를 준다.
제37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기존 선거구 선거인 혹은 기존
선거단위와 인민군중과 밀접한 연결을 유지하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
를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기
존 선거단위의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현, 자치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 관할 구, 향, 민족향, 진의 인민
대표대회 대표는 분업하여 선거인을 연결하고, 대표 3명 이상이 있는
주민지역 혹은 생산단위는 대표 소조를 조직할 수 있다.
제38조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구를 설치한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기존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고, 현, 자치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
관할 구,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인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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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선거단위와 선거인은 수시로 자신이 선출한
대표를 파면할 권리가 있다. 대표의 파면은 반드시 기존 선거단위에서
전체 대표의 과반수로 통과되거나, 혹은 기존 선거구 선거인이 과반수
로 통과해야 한다.
제39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사정으로 인하여 대표 직무를 담
당할 수 없을 경우, 기존 선거단위 혹은 기존 선거구 선거인이 보궐 선
거한다.

제3장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0조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의 인민대
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 상설기관으로,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41조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구를 설치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대표 중에서 주임, 부주임 몇 명, 비서장,
위원 몇 명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현, 자치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 관할 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대표 중에서 주임, 부주임 몇 명과 위원
몇 명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은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과 검찰기관의 직무
를 담당할 수 없고, 만약 상술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무
위원회에 상무위원회 직무를 사직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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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자치구, 직할시는 35명에서 65명으로, 인구수가 8천만 명을 초
과한 성은 8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는 19명에서 41명으로, 인구수가 8백만 명을
초과한 시는 51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3) 현, 자치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 관할 구는 15명에서 35명
으로, 인구수가 1백만 명을 초과한 현, 자치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 관할 구는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매 임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의 정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앞 관의 규정에 따라, 인구수의
다소에 따라 확정한다.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 매 임기 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의 정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앞선 절차(前款)’의 규정 및 인구수의 다소
에 따라 확정한다. 매 임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이 확정
된 이후, 본 임기 인민대표대회 임기 내에는 더 이상 변동되지 않는다.
제42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매 임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매 임기와 같으며, 그는 다음 회기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서 새로운 상무위원회를 선출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43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
대회 폐회기간,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수요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서로 저촉하지 않는 전제 아래서, 지방성 법규
를 제정하고 반포할 수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
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수요에 따라, 헌법, 법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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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규와 본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와 서로 저촉하지 않는 전제 아
래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된 이후 실행하고, 동시에 성, 자치구의 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에 보고하고 등록
한다.
제44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아래에 열거
된 직권을 행사한다.
(1) 본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결의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한다.
(2)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선거를 영도 혹은 주최한다.
(3)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소집한다.
(4) 본 행정구역 내의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환경과 자원
보호, 민정, 민족 등 업무의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5) 본급 인민정부의 건의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계획, 예산에 대한 부분 변경을 결정한다.
(6)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연결하고, 상술한 기관과 국가업무인원에 대
한 인민군중의 제소와 의견을 수리한다.
(7) 하 1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의를 취소한다.
(8) 본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취소한다.
(9) 본급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 부성장, 자치회 부주석, 부시장, 부주
장, 부현장, 부구장의 개별임명과 면직을 결정할 경우, 성장, 자치
구 주석, 시장, 주장, 현장, 구장과 인민법원원장, 인민검찰원 검찰
장이 사정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어,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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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검찰원 부직 영도인원 중에서 대리의 인선을 결정할 경우, 대리 검
찰장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상 일급 인민검찰원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10) 성장, 자치구 주석, 시장, 주장, 현장, 구장의 제명에 따라, 본급 인
민정부 비서장, 청장, 국장, 위원회 주임, 과장의 임명과 면직을 결
정하고, 상 일급 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11) 인민법원조직법과 인민검찰원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부원
장, 재판장(庭长), 부재판장, 재판위원회 위원, 재판원을 임명하고
면직하고, 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을 임명
하고 면직하고, 하 일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명과 면직을 비준
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회의
의 제명에 따라, 성, 자치구 내에서 지역에 따라 설립한다. 또한,
직할시 내에서 설립한 중급인민법원 원장의 임명과 면직을 결정하
고,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명에 때라, 인민
검찰원 분원 검찰장의 임명과 면직을 결정한다.
(12) 본급 인민정부 폐회기간, 개별 부성장, 자치구 부주석, 부시장, 부
주장, 부현장, 부구장의 직무해제를 결정하고, 자신이 임명한 본급
인민정부 기타 구성인원과 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장, 부재판장, 재
판원위회 위원, 재판원, 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 중급인민법원 원장, 인민검찰원 분원 검찰장의 직무해제를
결정한다.
(13) 본급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 상 일급 인민대표대회에서 결원(出
缺)이 된 대표를 보궐선거하고 개별 대표를 파면한다.

(14) 지방의 명예칭호 부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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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주임이 소집하고, 두 달마다 최소 1회를 진행
해야 한다.
상무위원회의 결의는 상무위원회에서 전체 구성인원의 과반수로 통과
한다.
제46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는 본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무위원회 직권범위 내의 의안을 제기
할 수 있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는 본급 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무위원회 직권범위 내의 의안을 제기할 수
있고,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혹은 우선
관련 전문위원회에 맡겨 심의하고, 보고를 제출하고, 다시 상무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할 것을 결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구, 구를 설치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
성인원 다섯 명 이상이 연명하거나, 현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세 명 이상이 연명하면, 본급 상무위원회에 상무위원회 직권
범위 내의 속하는 의안을 제기할 수 있고,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
의 심의를 요청할 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혹은 우선 관련 전문위원회에
맡겨 심의하고, 보고를 제출하고, 다시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를 요청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47조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5명 이상이 연명하거나, 현급
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3명 이상이 연명하면, 상무위원
회에 서면으로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질의안을 제기
할 수 있다. 질의안은 반드시 질의대상, 질의의 문제와 내용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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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야 한다.
질의안은 주임회의에서 결정하여 질의 받는 기관이 상무위원회 전체회
의 혹은 관련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구도로 답변하거나, 혹은 질의 받는
기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게 한다.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답변하는 경
우, 질의안을 제기한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은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고, 주임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질의안 답변
상황을 회의에서 배포할 수 있다.
질의안이 구두로 답변되는 경우, 질의 받는 기관의 책임자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하며, 질의안이 서면으로 답변되는 경우, 질의 받는 기관의
책임자가 서명하고, 주임회의에서 회의에서 배포하거나 혹은 질의안을
제기한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에 배포해야 한다.
제48조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구,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 주임, 부주임과 비서장으로 주임회의를 구성하고, 현, 자치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 관할 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부주임으로 주임회의를 구성한다. 주임회의는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
상업무를 처리한다.
제49조 상무위원회 주임이 건강 상황으로 업무를 할 수 없거나 결석할
경우, 상무위원회에서 부주임 중에서 한 사람을 선출하여 대리주임의
직무를, 주임이 건강을 회복하거나 혹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새로운 주
임을 선출할 때까지 맡는다.
제50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표자격 심
사위원회를 설립한다.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주임위원, 부주임위원과 위원의 인선은 상무위
원회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중에서 거명하고, 상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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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위에서 통과한다.
제51조 대표자격 심사위원회는 대표의 선출이 법률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제52조 주임회의 혹은 5분의 1 이상의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이 서면으로
연명하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특정 문제에 관한 조사위
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기할 수 있고,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주임위원, 부주임위원과 위원으로 구성되고, 주임회의
(主任会议)이 상무위원회 구성인원과 기타 대표 중에서 거명하고, 전체
회의에 통과할 것을 요청한다.
조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조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상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상응한 결의를 할 수 있다.
제53조 상무위원회는 업무수요에 따라 사무기관과 기타 업무기관을 설
립한다.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역에서 업무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시 관할 구, 구를 설치하지 않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회는 가도(街
道)에 업무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업무기관은 가도 관할구 내의 인민

대표대회 대표를 연결하고, 대표를 조직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대표와
군중의 건의, 비평과 의견을 반영하고, 상무위원회에서 맡긴 감독, 선거
및 기타 업무를 처리하고, 동시에 상무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는 것을
책임진다.

제4장 지방 각급 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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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제5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급 국가행정기관
에 책임지고 또한 업무를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지고 또한 업무를 보고한다.
전국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모두 국무원 통일 영도 하의 국가행정기관
으로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56조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정부는 각각
성장, 부성장, 자치구 주석, 부주석, 시장, 부시장, 주장, 부주장과 비서
장, 청장, 국장, 위원회 주임 등으로 구성된다.
현, 자치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할 구의 인민정부는 각각 현장,
부현장, 시장, 부시장, 구장, 부구장과 국장, 과장 등으로 구성된다.
향, 민족향의 인민정부는 향장, 부향장을 설치한다. 민족향의 향장은
민족향을 건립한 소수민족 공민이 담당한다. 진 인민정부는 진장, 부진
장을 설치한다.
제57조 새로운 임기 인민정부 영도 인원은 법에 따라 선거로 산출된 이
후, 마땅히 2개월 내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인민정부 비
서장, 청장, 국장, 위원회 주임, 과장을 임명할 것을 제청한다.
제58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매 임기는 5년이다.
제59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정부는 아래에 열거한 직권을 행사한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의 및 상급 국가행정기관
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고,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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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한다.
(2) 영도가 소속 각 업무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업무.
(3) 소속 각 부서업무의 부적절한 명령, 지시와 하급 인민정부의 부적
절한 결정, 명령을 고치거나 폐지한다.
(4)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행정기관 업무인원을 임면하고, 훈련시키고,
심사하고, 상벌을 한다.
(5)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을 집행하고, 본 행정구역 내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사업, 환경과 자원보호, 도시와 농촌
건설사업과 재정, 민정, 공안, 민족사무, 사법행정, 감찰, 계획출산
등 행정업무를 집행한다.
(6) 사회주의 전민소유의 재산과 노동군중 집체소유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민 개인소유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공민의 인신권력, 민주권력과 기타 권력을 보장한다.
(7) 각종 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8)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풍속과 관습을 존중하고,
본 행정구역 내 각 소수민족 집단거주 지방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것을 돕고, 각 소수민족이 정치, 경제와 문화
의 건설사업을 발전하는 것을 돕는다.
(9)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부녀의 남녀평등, ‘동일노동, 동일보수(同工
同酬)’와 혼인자유 등 각 항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0) 상급 국가행정기관가 맡긴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제60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와 본 성, 자치
구, 직할시의 지방성 법규에 따라, 규장을 제정하고, 국무원과 본급 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구를 설치한 시의

부 록 ❙ 671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와 본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따라, 규
장을 제정하고, 국무원과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
정부 및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전 조항 규정에 따라 장정을 제정하려면, 반드시 각 해당 급 정부 상무
회의 혹은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제61조 향, 민족향, 진의 인민정부는 아래에 열거된 직권을 행사한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고, 결정과 명령을 반포한다.
(2) 본 행정구역 내의 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을 집행하고, 본 행정
구역 내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사업과 재정, 민정, 공안,
사법행정, 계획출산 등 행정업무를 집행한다.
(3) 사회주의 전민소유의 재산과 노동군중 집체소유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민 개인소유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공민의 인신권력, 민주권리와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4) 각종 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5)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풍속과 관습을 존중한다.
(6)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부녀의 남녀평등, ‘같은 노동 같은 보수’와
혼인자유 등 각 항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7) 상급 인민정부가 맡긴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제62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각각 성장, 자치구 주석, 시장, 주장, 현장,
구장, 향장, 진장 책임제를 실행한다.
성장, 자치구 주석, 시장, 주장, 현장, 구장, 향장, 진장은 각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업무를 주관한다.
제63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회의는 전체회의와 상무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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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다. 전체회의는 본급 인민정부 전체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성, 자
치구, 직할시, 자치주,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정부 상무회의는 각각 성장,
부성장, 자치구 주석, 부주석, 시장, 부시장, 주장, 부주장과 비서장으
로 구성된다. 현, 자치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할구의 인민정부
상무회의는, 각각 현장, 부현장, 시장, 부시장, 구장, 부구장으로 구성
된다. 성장, 자치구 주석, 시장, 주장, 현장, 구장은 본급 인민정부 전체
회의와 상무회의를 주최하고 주관한다. 정부업무 중의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정부 상무회의 혹은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제64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업무수요와 정예(精干)의 원칙에 따라 필
요한 업무부서를 설립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회계감사(审计)기관을 설립한다. 지방
각급 회계감사기관은 법률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계감사 감독권을
행사하고,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회계감사기관에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의 청, 국, 위원회 등 업무부서의 설립,
증가, 감소 혹은 합병은, 본급 인민정부가 국무원 비준을 서면으로 요청
하고, 또한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할 구의 인민정부의 국, 과 등 업무부서의 설립,
증가, 감소 혹은 합병은, 본급 인민정부가 상급 인민정부 비준을 서면
으로 요청하고, 또한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제65조 각 청, 국, 위원회, 과는 각각 청장, 국장, 주임, 과정을 설치하고,
필요할 때 부직(副职)을 설치할 수 있다.
판공청, 판공실에 주임을 설치하고, 필요할 때 부주임을 설치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정부는 비서장 한 명,
부비서장 여러 명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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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의 각 업무부서는 인민정부 통일
된 영도를 받으며, 또한 법률 혹은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주
관부서의 업무지도 혹은 영도를 받는다.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사할 구의 인민정부의 각 업무부서는 인민정부
통일된 영도를 받으며, 또한 법률 혹은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급
인민정부 주관부서의 업무지도 혹은 영도를 받는다.
제67조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할 구의 인민정부는
마땅히 해당 행정구역 내에 설립된 해당 관리에 속하지 않은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를 협조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또한 그들을 감독하여 법
률과 정책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제68조 성, 자치구의 인민정부는 필요할 때, 국무원 비준을 거쳐, 여러
파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현, 자치현의 인민정부는 필요할 때,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비
준을 거쳐, 여러 区公所를 설립하여, 그의 파출기관으로 할 수 있다. 시
할시, 区를 설치하지 않는 시의 인민정부는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
쳐 일부 街道사무처를 설치하여 그의 파출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69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본 법과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집행 중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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