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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의 지방은 일반지방, 민족자치지방, 특별행정구로 구분된다. 중국

의 다수 학자는 지방자치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와 특별행정구의 자치에

만 한정하려고 한다. 그들은 단순히 법조문에서 일반지방자치를 명시하

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반지방에 자치가 존재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

러나 법조문에 일반지방자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일반지방의

현실에 자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단일국가이고, 단일국가에서의 지방자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의 자치권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헌

법상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만 침해하지 않는다면 법률에 의해 자치권

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헌법개정에 의해

삭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일반지방에 적용될 수 있는

자치권의 학설은 전래설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서구의 지방자치이론을 바탕으로 일국의 지방자

치 유무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을 도출하였다. 그 기준은 ① 헌법 및 국

가기관구성 관련 기본법률에서 지방자치원칙을 승인하고 있는지 여부,

②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③ 지방입법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 ④ 지방에 자치사무의 배분과 재원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첫째, 중국의 헌법상 지방자치원칙을 승인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헌

법 제3조 제4항은 지방에 적용되는 원칙인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의 원칙

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의 원칙은 헌법

해석을 통해 지방자치의 원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헌

법은 지방자치원칙을 승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중국의 일반지방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살

펴보면 일반지방인대는 지방의 권력기관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 민의기관

및 의결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중국의 4

급 일반지방인 성급 지방, 지급 지방, 현급 지방, 향급 지방에는 모두 지

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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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국의 일반지방에 입법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성급 지방은 헌법 및 입법법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수요에 따라 헌법·법률·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한 전제아래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급 지방은 입법법에 근거하여

도농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문화보호 등 영역에 관한 사항을 지방성

법규로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급 지방과 향급 지방은 지방입법권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중국 일반지방의 입법권은 성급 지방과

지급 지방에만 부여되고 있다.

넷째, 중국의 일반지방에 사무배분과 재원의 보장이 이루어졌는지 여

부에 관해 일반지방에서의 사무배분은 헌법 및 지방조직법에 의해 각 계

층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과 대의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사무의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예산법상

중앙과 지방의 분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일반지방의 재원은 현재까

지 법률이 아닌 행정법규에 의해 보장되어 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하지만 행정법규도 법이라는 점과 예산법상 지방인대는 예산안의 심

사비준권을 보유하고, 지방정부는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지방의 재정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대의기관인 지방인

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 일반지방의

재원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일국의 지방자치 유무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으로 중국의

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중국의 일반지방 중에서 성급 지방과 지급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작동되고 있다.

주요어 : 중국,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원칙, 자치기관구성, 사무배분,

재원보장

학 번 : 2012-3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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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역의 경우, 상기 표에 따라 한글-한자-중국어 간체로 표하였다.

단어 원문검색의 경우, www.baidu.com 에서 한자 입력 시에는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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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목적은 크게 전시와 평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전시의 측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로 인해

새롭게 판을 짠 현재의 세계는 전쟁의 교훈을 받아들여 국민 및 국가를

보호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근대에 들어서 일제는 한

일합병으로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전락시켰지만, 그 지배력이 전체 한반

도의 각 지방 내지 개개인에게 침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마찬

가지로 일제는 중화민국의 모든 성(省)을 지배하지 못하였다. 즉 국가는

전시를 대비하여 지방정권의 자치권한을 강화시킴으로써 국민 스스로의

외래침략에 대한 방어를 1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소

멸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평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완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인 권력을 배분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

이다.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제20조 제4항은 모든 독일인이 헌법질서

의 폐지를 기도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할 때는 저항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다.1) 이

러한 저항권의 발동은 국가비상사태를 타파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하지

만 저항권도 성숙된 국민의 민주의식이 수반되어야만 하고 지방을 거점

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국민의

민주의식을 숙성시키는 것이 인류문명에 도움이 되고 국가의 독립과 안

정에 유익할 것이다. 이러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은 무엇보다 지방자

1)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20조 제4항에서는 “All Germans shall have the right to re
sist any person seeking to abolish this constitutional order, if no other remedy is
available”라고 규정하면서 저항권(the right to resist)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연방법무
와 소비자보호부 사이트, http://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gg/englisch_g
g.html#p0107, 2017년 1월 6일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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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냉전의 종결로

미국과 구소련 간의 견제·균형모델은 파괴되었지만 오늘날 세계질서의

재편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 간의 견제·균형모델이 새로이 부상하고 있

다. 이를 제2의 냉전으로 볼 가능성이 없지 않은 한 있다. 이러한 세계판

도의 배경에서 중국의 제도에 대한 연구는 결코 간과될 수 없다.

또한 입헌주의 사상이 내포된 헌법은 그 출처가 서양에 있다. 동양으

로 도래(渡來)된 헌법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토착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러한 토착화 과정에는 소위 민주화가 수반된다. 이러한 민주화의

달성여부는 그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수국민이 민주화가 되어있다

고 인정할 때,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의제가

주연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날, 다수 국민의 의사는 추정된 의사이므로

다소나마 불신의 여지가 있다. 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도 서양으로

부터 도래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어느 정도 그 나라 실정에 맞게

토착화되어 작동 중이므로 중국의 제도도 검토해야만 한다. 한국에서는

세계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중국 지방자치제도가 아직 개

념화되어 있지 않아 대외교류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렇다고 해서 세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중국의 제도를 제외시

키는 것은 현 세계판도의 흐름을 잘못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의 필요성은 자명하다.

중국의 일반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살펴보면 중국의

일반지방자치는 지방의 독립문제·민족문제와 대만문제로 연결되어 있으

며 지방자치를 주장할 경우 자칫 국가분열세력으로 배척될 위험이 없지

않은 한 있다. 이에 중국의 법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라는 개념에 대한 모호한 인식 때문이라고 본다.

대신 민족구역자치와 기층군중자치 그리고 특별행정구에서의 자치는 많

이 논의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다. 다만 중국 일반지방에서

의 자치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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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중국 학계에서는 일반지방의 자치문제를 논의할 때, 주로 자주

권·권력이양(權力下放)·두 개의 적극성(兩個積極性)·민주집중제 등의 용

어를 사용하고 있다.2) 물론 일반지방자치에 관한 중국에서의 논의는 여

러모로 일부 학자에 의해 조심스럽게 주장되고 있지만, 주류 학자들의

연구대상에서는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문적으로 지방자치를 연

구하는 학자는 극소수이며, 다수 학자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연구하면

서 지방자치를 부분적으로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관한 전

문적인 논의가 미미하다고 해서 중국 일반지방에 자치가 존재하지 않다

고 볼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는 아래 그림과

같이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와 기층군중조직의 자치 그리고 특별행정구의

자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기 지방에서의 자치는 헌법 및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다.

반면 일반지방의 경우 헌법은 일반지방의 자치를 명시하지 않았고, 헌

법해석기관인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도 해석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학계

에서는 일반지방에 자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자치가 존재한다는

주장의 대립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자치가 보장되어있다는

식의 절충적인 주장도 있다. 이러한 현실과 법 사이의 유리를 타파하기

위해 중국 일반지방에 자치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본 논문의 초

점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지방에 자치가 존재한다면 어떠한

면에서 부족한지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무슨 해결책이 있는

지를 부가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중국 일반지방에 자치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초점으로

하고(제1과제), 어떠한 기준으로 일국의 지방자치 유무를 판단할 것인지

를 검토하며, 만약 지방자치가 존재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제2과제). 중국 일반지방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최종 지향점은 중국 일반지방에 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2)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도 외국의 지방분권을 소개하면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고, 중국에
서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간혹 중국 논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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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2절 연구의 방법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방법

을 채택해야만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종국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채

택한 기술적인 수단이다. 지방자치제도는 각국의 역사·정치·경제·사회·문

화에 따라 그 나라의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립되어 왔다. 일국이 지방자

치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킴에 있어 타국의 경험을 다소 수용하는 측면

이 있다. 여러 나라의 경험을 검토함에 있어서 공통된 부분도 있고 대립

되는 부분도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의 대립은 일종의 모순으로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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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문제점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순 또는 문제점은 한동안

공존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공존과정에서 해결책을 찾아 개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사물은 간단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낮

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변화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모순·공존·발전이

순환되어, 사물은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새로운 불균형 상태에서

새로운 균형 상태로 파동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오늘날의 지방자치도 과

거 모순으로 유발된 문제점이 숙고라는 공존의 기간을 거쳐, 그 해결책

이 수용되어 발전·변모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

구는 모순·공존·발전이라는 명제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제도를 겨냥한 것이며 헌법학에서 논의하는 지방자

치제도를 그 범위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채택한 연구방법은 헌

법학적 연구방법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지방자치제도를 헌법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제는 중국 헌법 전문3)과 헌법 제5조4)의 규정에 근거

한 헌법의 최고규범성이다. 그리고 중국 헌법상 명시하지 아니한 일반지

방의 자치원칙 및 일부 명확하지 않은 법규정에 대해서는 법해석 방법을

적용한다. 주로 사비니의 4단계 해석방법론인 문리해석, 주관적·역사적

해석, 객관적·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을 적용한다.5) 그리고 구체적으

로 연혁적인 연구방법, 규범분석 연구방법, 비교분석 연구방법, 개혁 지

향적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첫째, 연혁적인 연구방법은 지방자치가 어디서 나타났고 어떻게 정립

되어 왔는지를 검토하는 데 적용된다. 한편 헌법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헌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특정 역사조건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

3) 중국 헌법 전문(前文) 중 마지막 문구인 “전국 각 민족인민·일체 국가기관과 무장역
량·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각 기업 및 조직은 반드시 헌법을 근본적인 활동준칙으로
해야 하며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에 보장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
므로 헌법이 중국에서의 근본적인 활동준칙임을 설시하고 있다.

4) 중국 헌법 제5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면 “제3항, 일체 법률·행정법규·지방성 법규는
헌법과 저촉될 수 없다. 제4항, 일체 국가기관과 무장역량·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각
기업 및 조직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일체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명시하고 있
다.

5) 성낙인, 헌법학(제16판)(법문사, 2016),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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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연혁적인 연구방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헌법의 틀 안에서 지

방자치제도를 연구하기 때문에 헌법과 지방자치제도는 필연적으로 연계

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도를 수립·실시할 때에도 헌법과 마찬가지로

특정 역사조건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연혁적인 연구방법을 적

용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관한 각 역사적인 단계

를 분류하여 해당 시공간에 나타난 규범과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규범분석 연구방법은 주로 한국·이탈리아·프랑스 등의 지방자치

관련 법규범 및 중국의 지방자치 관련 법규범을 연구·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해당 법조문의 의미, 법조문 사이의 논리적 관계, 법

조문의 효력 등을 분석함으로써 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비교분석 연구방법은 서구와 중국에서 논의된 지방자치의 일반

이론을 검토하는데 적용된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 관련 학설과 유형에서

출발하여 세계지방자치선언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원칙과 선택

된 주요 단일국가별 헌법상 지방자치관련 규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상기

검토의 과정에서 비교분석의 연구방법은 배제될 수 없다.

넷째, 개혁 지향적 연구방법은 중국 일반지방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된다. 지방자치법제의 시대적 적응성을 감안하면

개혁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 다만 이러한 개혁은 문제점에 대한 숙고

와 해결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일

반지방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

한 서구에서는 이미 비교적 성숙된 지방자치제도가 작동 중이므로 그 성

공적인 경험을 참고하여 중국 일반지방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한다. 해당 해결책은 종국적으로 개혁을 통해 실천될 수밖에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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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범위

중국에 지방자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다.

일부 학자는 중국에 이미 비교적 발달한 지방자치제도가 있다고 보는 반

면, 중국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수준이 높지 아니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심

도 깊게 더 한층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6) 후술하겠지만 다수설상

중국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은 민족구역자치제도·기

층군중자치제도·특별행정구제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상

기 민족자치지방·기층군중조직·특별행정구를 제외한 일반지방에도 자치

가 존재하는지가 의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규범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시키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규범적 범위는 헌법·법률 및 중국공산당 당내규정에

한정한다. 한 국가의 기본질서는 헌법에 제시되어 있고, 지방과 관련된

제도 역시 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중국의 지방자치제도

를 연구함에 있어서 헌법은 근간이 되고, 지방자치 관련 법제는 가지

(branch)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 국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대와 각급

지방인대이다. 이에 정치권력의 행사기관이 중앙국가권력기관과 지방국

가권력기관으로 이원화 되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는 지방

인대의 권한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지방정권기관은 지방인

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며, 양자의 긴밀한 합작관계로 지방의 일상이 작

동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를 검토함에 있어서 본 논문은 헌법 및 법률

에 의해 지방인대의 권한과 지방정부의 권한을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중국 지방정권기관을 연구함에 있어서, 관련 법률의 규정만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일당집정체제(一黨執政體制)로 인해 중국공산당 당내규정을 검토

하지 않으면 중국 내의 현실을 알아볼 수 없다. 이에 중국공산당 당내의

규정도 연구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둘째,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학계에서 논쟁이 있는 중국 일반지방

6) 張千帆, 憲法(高等敎育出版社, 2008), 5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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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치문제에만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즉 헌법상 확정된 기층군중

자치제도·민족구역자치제도·특별행정구제도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에서

배제한다. 또한 대만문제는 특별행정구제도에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을 감

안하여 본 연구에서 배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헌법과 법률

에 기한 중국의 지방자치 관련 제도는 ① 일반지방제도, ② 기층군중자

치제도, ③ 민족구역자치제도, ④ 특별행정구제도라는 4가지 유형으로 분

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상 자치임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

한 일반지방제도를 연구범위로 한다.

일반지방제도의 경우 중국 헌법 제3장(국가기구) 제5절(지방인대와 지

방정부) 중, 헌법 제95조 내지 제110조는 일반지방제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지방조직법은 상기 헌법상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헌법 및 법률에서는 일반지방에서의 자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리고 기층군중자치제도의 경우, 헌법 제3장 제5절에는 제95조 내지

제111조가 포함되어 있는데, 헌법 제95조 내지 제110조는 일반지방에 관

한 규정이고, 제111조는 기층군중조직에 관한 규정이다. 그러고 보면 도

시와 농촌 지역에서 주민의 거주지를 거점으로 설립한 기층군중조직인

거민위원회(居民委員會)와 촌민위원회(村民委員會)를 일반지방에서의 유

일한 자치조직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다만 중국 학계는 기

층군중자치를 일종의 사회자치로 보아, 국가자치와 별개의 자치로 받아

들이고 있다.7) 즉 기층군중조직은 일반지방의 정권기관이 아니라 사회조

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층군중조직은 이미 헌법에서 자치조직

7) 국가와 사회를 이분하는 구조에서 중국의 지방자치제도는 국가자치와 사회자치로 구
분될 수 있다. 기층군중자치제도는 사회자치의 범주에 편입되고 있으며, 민족구역자치
와 특별행정구의 자치는 국가자치로 분류되고 있다. 기층군중자치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일정한 주거지역을 바탕으로 구성된 주민들의 공동체가 자주적으로 해당
주거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관리하는 것이다. 기층군중자치에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촌민자치를 실시하므로 이른바 촌민위
원회를 설립하고, 도시지역에서는 거민자치를 실시하므로 이른바 거민위원회를 설립
한다. 헌법상 농촌지역에는 촌민위원회 조직법을 적용하고, 도시지역에서는 거민위원
회 조직법을 적용하며, 각 성급 지방인대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와 함께 기층군중자치
법제를 구성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周葉中, 憲法(제2판)(高等敎育出版社, 2005), 233
쪽. 陳錦華, 中國模式與中國制度(人民出版社, 2012), 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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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명시하였고, 거민위원회 조직법과 촌민위원회 조직법 및 지방성 법

규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기층군중자

치제도를 연구의 범위에서 배제한다.

또한 민족구역자치제도의 경우 헌법 제4조 및 제3장 제6절(민족자치지

방의 자치기관) 중, 제112조 내지 제122조는 민족자치지방에 관한 규정

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민족구역자치법은 상기 헌법상 민족자치 관련 내

용을 구체화하였다.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중국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기본정치제도이고, 민족자치와 구역자치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헌법상 민족자치지방에서의 자치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연구의 범위에서 배제한다.

한편 특별행정구제도의 경우, 헌법 제31조는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특

별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특별행정구 내에서 실시되는 제도는 구체적

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대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전국인대

는 상기 헌법조문을 근거로 각기 홍콩 기본법과 마카오 기본법을 제정하

였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러한 홍콩 기본법과 마카오 기본법을 헌법성

법률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상기 헌법조문에서 특별행정구의 설치

와 법률유보를 규정하였을 뿐, 특별행정구에서 자치를 실시하는지 여부

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특별행정구에서의 자치 관련 규

정은 홍콩 기본법과 마카오 기본법에서 드러나고 있다. 홍콩 기본법과

마카오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특별행정구가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중국의 지방행정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별행정구는 중

앙정부에 의해 직할된다.8) 홍콩 기본법과 마카오 기본법에서 각기 홍콩

과 마카오에서의 자치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특별

행정구를 연구의 범위에서 배제한다.

다른 한편 대만 문제의 경우, 중국은 홍콩·마카오·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본주의 제도를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수복(收復)과 국가의 통일

8) 홍콩 기본법 제12조에서 “홍콩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중화인민공화
국 지방행정구역의 하나로 중앙인민정부에 직할된다”고 규정하므로 홍콩은 고도의 자
치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마카오 기본법 제12조에서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고도
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지방행정구역의 하나로 중앙인민정부에 직할된
다”고 규정하므로 홍콩과 마찬가지로 마카오도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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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일국양제(한 나라 두 가지 제도)의 정책을 추

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 홍콩·마카오·대만이 중국에 의해 수복되면

중국 내륙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주의제도를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

고 그들이 종전에 시행했던 자본주의 정치·경제제도를 계속 존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홍콩·마카오·대만은 고도의 정치적 자치권과 각

기 다양하고 독립된 입법·행정·사법 및 관세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

고 각 지역을 상대로 국가가 제정한 기본법을 적용받는다. 특히 대만의

경우에는 군사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홍콩과 마카오는 이미 1997년과

1999년에 회귀(回歸)되었고, 대만에 대해 중국 대륙은 일국양제 정책에

기한 특별행정구제도의 적용을 고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만의 회

귀가 이루어진다면 특별행정구제도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

에서 본 논문은 홍콩·마카오를 비롯한 대만지역에서 적용하게 될 특별행

정구제도를 연구의 범위에서 배제한다.

I. 선행연구 정리

우선 중국 내에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중국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도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로서 단행본을 살펴보면 먼저 1995년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에서 출간한 지자제총서(地自制叢書) 1의 제2부 중에서는 외국의 지방자

치를 논의하면서 중국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해당 내용은

총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각기 개요·지방제도의 구조·중앙-지방

관계·지방정치 순으로 전개되었다. 첫 부분인 개요에서는 대만과의 관계·

중국 내의 인구·면적·민족·문자·언어·GDP·정치제도·정당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실었다. 문제는 두 번째 부분인 지방제도의 구조에서 1980년의

중국 자료를 참고하였다는 점이다.9) 1980년은 중국이 극심한 사회변혁을

겪었던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지방제도는 오늘날의 지방제도와는 많이

달랐다.

9) 이규헌, 지방자치(한국지방자치연구원, 1995), 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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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공사에 관한 내용을 예로 들면 인민공사제도는 1958년에 도입되어

26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결국은 1984년 말에 해체되었다.10) 현재 유일하

게 인민공사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허베이성(河北省) 진저우시(晉州

市) 저우쟈주앙향(周家莊鄉)이다.11) 저우쟈주앙향은 인민공사라고 호칭되

지는 않고 단지 인민공사제도를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1962년 중국공산당 제8기 중앙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농촌인민공사 업무조례(수정초안)’가 아직까지 유효한 규범으로 적용되

고 있다. 이때의 집정당인 공산당과 정부는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

문에 조례와 같은 법규범에 대해 공산당의 중앙위원회가 그 효력을 부여

해야만 했다는 것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었다. 그러고 보면 1995년에

출간된 상기 저서는 비록 참고할만한 가치는 있지만 1995년 즈음의 최근

동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 2003년에 박우서·김병국·왕지군의 중국지방정부의 이해라는 저서

에서 중국 지방자치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서는 총 14개 장

절로 구성되었는데 제1장에서는 중국의 지리적 환경을 소개하였고, 제2

장 내지 제4장에서는 중국의 지방제도 발전과정을 검토하면서 중국의 국

가정치행정체제와 중국의 지방정치행정체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5장

내지 제7장에서는 지린성 내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도시행정관리제도와

기층자치조직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제8장 내지 제14장에서는 중국의 정

부간 관계, 중국의 공무원제도, 중국의 행정통제, 중국의 지방정부 입법,

중국의 지방재정, 중국의 지방정부 개혁과 정책을 각기 분석하였다.12) 상

기 저서는 행정학적인 접근방법으로 방대한 중국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법적인 접근이 부족하였다는 점, 중국

지방정부의 연구에만 한정되었다는 점, 중국 일반지방자치제도에 대한

10) 인민공사는 1958년 이전에는 향(鄕)이라 불린 행정구를 코뮌의 이념에 근거하여 개
조한 것이다. 이는 기층정치·행정기관인 동시에 생산기관이기도 하다. 이규헌, 앞의
책, 268쪽.

11) 焦金波, “從制度變遷的特征看人民公社的歷史分期”, 鹹陽師範學院學報, 제19권 제5기
(2004), 36쪽.

12) 본 저서에 관해, 각 장절의 주요내용은 “박우서 외2인, 중국지방정부의 이해(대영문
화사, 2003), 4-5쪽”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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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 다음 2004년 박명흠·최의수·박병석 외 7인이 집필한 아시아의 지방

분권이라는 저서가 있는데, 본 저서의 제3번째 논문이 중국 연방제 논의

와 지방자치이다. 이 논문은 중국의 연방제 논의를 통해 연방제와 지방

자치의 관계에 대한 중국인의 사고를 검토하였다.13) 해당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2장 내지 제4장에서는 각기 신중국 이전의 연방제론, 신중국

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동향, 개혁개방 이후 연방제론과 지방자치 순

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 연방제론에 중심을

두었고, 청말(淸末)부터 중화민국시기까지의 지방자치관련 논의를 정리하

였다. 다음으로 중국이 건국 이래 줄곧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사이의 균

형점을 찾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상기 논저의 부족한 점에 대해 저자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하였다. 박

병석 저자는 중국 연방제론을 주장한 중국계 학자나 화인학자들은 거의

모두 중국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또는 사이버세계를 통해 그

주장을 펴왔다고 설명하면서 중국 내에 암묵적으로 연방론을 찬성하는

학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위정자가 암시를 주지 않는 한 아직은 학술적

인 차원의 연방론 조차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았다.14) 하

지만 오늘날 중국 내에서 연방제를 주장하는 학자로는 베이징대학 헌법

교수인 장첸판(張千帆) 교수를 비롯한 일부 학자가 있다. 물론 언론이 통

제되어 있는 곳에 연방제론이 공론화 될 수는 없다. 상기 논저는 지방자

치 관련 논의를 구체적으로 전개하지 않았고, 분석에 있어서 법규범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는 중국의 지방

관련 단행본 및 논문의 연도별 양을 분석해보면 2000년 이후에 양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 중 학위논문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 유학생의 몫이

었다. 다만 이러한 학위논문에는 중국의 지방자치 관련 논의가 부진하였

다.

13) 박명흠, 최의수, 박병석 외 7인, 아시아의 지방분권(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102쪽.

14) 박명흠, 최의수, 박병선 외 7인, 앞의 책,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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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법학차원의 선행연구를 보면, 21세기에 들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중

국에서는 중앙과 지방을 연구함에 있어서 권력과 권리라는 2가지 측면에

서 연구를 각기 진행해왔다. 예컨대 권력관계에서 출발한 연구저서로는

2003년 왕썽숭(王聖誦) 교수의 중국 자치법 연구(中國自治法研究), 2005

년 슝원짜오(熊文釗) 교수의 대국지방-중국 중앙과 지방관계 헌정연구

(大國地方-中國中央與地方關系憲政研究), 2008년 장첸판(張千帆) 교수가

편저한 헌법(憲法), 2012년 슝원짜오 교수의 대국지방-중앙과 지방관계

법치화 연구(大國地方-中央與地方關系法治化研究), 2012년 장첸판 교수

의 국가주권과 지방자치-중앙과 지방관계의 법치화(國家主權與地方自治

-中央與地方關係的法治化) 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를 기본권으로 보는 권리관계에서 출발한 연구저서로는

2008년 텐팡(田芳) 교수의 지방자치 법률제도 연구(地方自治法律制度研

究), 2010년 왕젠쉐(王建學) 교수의 기본권인 지방자치(作為基本權利的地

方自治)가 있다. 이 중에서 중국 일반지방에 자치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왕젠쉐 교수의 기본권인 지방자치라는 저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

고 중국 일반지방에 자치가 존재하지 않다는 전제아래에서 지방자치의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로는 장첸판 교수·슝원짜오 교수가 있다. 또한 중

국 일반지방에 어느 정도 수준의 자치가 보장되어있다고 주장하는 견해

로는 쉬충더(許崇德) 교수의 중국 헌법(中國憲法)이라는 저서와 왕썽숭

(王聖誦) 교수의 중국 자치법 연구(中國自治法研究)라는 저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중국 지방에서의 제도는 많은 변혁을 이룬 기점에

놓여 있고 중국은 계속해서 제도의 정착과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에 종전

에 비해 업그레이드된 현 단계의 제도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 중국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전공자의 논의가 거의

없는 현실을 타파해야 할 기점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가 대체적으로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즈음부터 지방자치는 점차적으로 많은 국가 내지 국제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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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컨대 1985년의 유럽지방자치헌장, 1985년 및 1993

년의 세계지방자치선언 등이 이러한 추세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에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연구영역을 넓혀

갈 필요가 있다.

II. 중국 지방정권기관과 수직적 권력분립의 문제

중국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방자치를 활발하게 논의한 시기는 중화민국

시기이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한동안 학계에서 지방자치라는 용어

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차츰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지칭함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법률상 지방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15) 다만 학계에서는 지방인대와 지방정부를 포함시킨 지방정권기관이

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중국

헌법해설집에서도 지방정권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16) 그러므

로 본 논문에서도 논의의 편의상 지방정권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방의 권력기관인 각급 지방인대가 지방권력을 행사하고, 지방입법권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에서의 지방의회와 유사하다. 그리고 중국의

지방정권기관은 봉건시기 중앙관청이 행정편의상 지방에 설치한 지방관

청은 아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아래의 각 장절에서 논증하게 된다.

지방자치를 수직적 권력분립의 일환으로 볼 경우, 수평적 권력분립에

비해 과연 효과적으로 권력이 권력을 통제하고 균형을 이루는데 공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수평적 권력분립은 최소한 입법권·행정

권·사법권이 서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추정에 의해 확립된 학설이다.

그렇다면 수직적 권력분립의 경우, 지방이 중앙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

15) 지방국가기관(local nationality department)은 중앙국가기관에 대응하는 명칭이다. 이
에는 지방국가권력기관 또는 대의기관, 지방국가행정기관, 사법기관이 포함된다. 중국
헌법상 지방국가기관에는 지방인대·지방정부·지방법원·지방검찰원 등이 포함되고 있
다. 李偉民, 法學辭源(黑龍江人民出版社, 2002), 1093쪽.

16) 許安標, 劉松山, 中華人民共和國憲法通釋(中國法制出版社, 2003),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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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가 의문이다. 지방이 중앙에 대하여 제동을 거는 것과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단일국가에서 지방이 중앙

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동을 건 다는 것은 양원제를 채택하거나 연방제로

국가체제를 바꾸겠다는 말과 같다. 그러고 보면 단일국가에서 지방이 중

앙에 대해 지방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으나 중앙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제동을 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단일국가에서 지방자치를 수직적 권력분립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예컨대 연방국가에서 각 지방(支邦)은 연방의회의

상원을 구성하는데 대표를 내보내기에 연방에 대해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본다. 또는 양원제에 있어서, 상원을 지방의 대표로 구성할 경

우에는 지방이 중앙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수직적 권력분립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견

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해당 논의의 전개를 자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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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자치의 일반이론

본 장에서는 지방자치의 연혁을 살펴보고 한국을 포함한 서구 지방자

치권의 학설과 지방자치의 유형을 검토한 후, 그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

는 지방자치의 기준을 도출한다. 또한 세계지방자치선언을 분석하여 지

방자치의 주요원칙을 귀납하며, 선택된 주요 단일국가별 헌법상 지방자

치 관련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공통된 지방자치의 요건을 선별한다. 이러

한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일국의 지방자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

립한다. 그리고 서구 지방자치의 일반이론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

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본 장은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볼 수 있다. 그 질문은 오

늘날 지방자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렇다면 지방자치권의 학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일국에서 지방자치를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

게 판단하는지,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중국에 적용할 수 있는 판단기

준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다.

지방자치를 헌법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가

비록 법학·정치학·행정학 등 여러 학문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원천은 헌법·행정법을 이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법에서의 연구는 헌법상 지방자치관련 규정의 구체화를 바탕으로 하

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방자치의 원천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규범에

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절 지방자치의 연혁

본 절에서는 서구 및 한국에서의 지방자치 연혁과 중국에서의 지방자

치 연혁을 구분하여 검토한다. 지방자치의 연혁을 검토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우선 지방자치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도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를 연구함에 있어서 서양의 지방자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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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는 근대 헌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지방자치는 현대 헌법의 기본원칙으

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구 및 한국 지방자치의 연혁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오늘날 중국의 지방자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과

거 중국에서의 지방자치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여

기서는 지방자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한다.

I. 서구 및 한국 지방자치의 연혁

본 소절에서는 서구 지방자치의 맹아단계와 근대 및 현대에 들어서 영

국·독일·프랑스·한국 순으로 지방자치의 형성을 살펴본다.

1. 지방자치의 맹아단계

고대 유럽에서 지방자치의 최초 기원은 서양 도시주민 또는 시민으로

구성된 자치단체로부터 시작된다. 고대 로마시기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

에서는 이미 자치읍을 구성하고 지방자치권한을 행사했었다. 이는 지방

자치의 맹아단계로 볼 수 있다.17)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고대 로마시기,

즉 고대의 유럽에서 이미 지방자치가 태동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

치읍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고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맹아단계의 지방자치

는 오늘날 입헌주의국가에서의 지방자치와 많이 동떨어졌을 것이다. 예

컨대 고대 내지 중세라는 역사단계에서 유럽은 대체로 도시국가들의 집

합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시국가는 근대국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국가와 너무나 다른 것임이 분명하다.

고대 로마 건국 전에 부흥했었던 에트루리아인의 생활상을 참고하면

에트루리아는 대체로 기원전 7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 사이에 현재 이탈

리아의 토스카나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에트루리아 지역에 12개의 주도

적인 도시국가가 건립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종교축제를 공동으로 기념하

17) 張千帆, 앞의 책(2008), 5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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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동맹을 맺었지만, 도시들 사이의 질투와 집요한 종주권 요구로

인해 연방을 결성하지 못하다가 외부의 침공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통

일되었다는 주장이 있다.18) 여기서 그 당시 에트루리아인들이 이탈리아

의 토스카나 일대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국가를 설립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시국가는 지방자치 또는 연방제의 맹아일 수

도 있다.

한편 에트루리아 도시국가들의 구성을 보면 초기 에트루리아 도시국가

들의 실권은 귀족 족장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자기들 중에서 선출한 왕의

수중에 있었다. 왕은 국가의 상징이자 군사령관이자 국가 종교의 대사제

이자 자기 백성의 재판관이었다. 여기서의 왕은 세습 군주도 절대 통치

자도 아니었다. 기원전 6∼5세기의 어느 시점에 귀족들은 왕에게서 정

치·군사·사법의 권력을 박탈하고, 귀족들로 구성된 원로원이 지배하고 로

마에서처럼 1년 임기의 선출직 행정관들이 수장이 되는 공화정을 수립했

다. 국가의 실권은 어느 때나 소수의 지주 가문들의 수중에 있었다.19)

비록 오늘날의 민주국가와 비교될 바는 아니지만, 의회 유사기관과 행정

관의 선거가 어느 정도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비슷한 점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 중세에 들어 봉건국가체제는 통일성 없는 국가체제임이 특징이기

에 지방단체가 하나의 소국가적·주권적 지위를 향유하였다. 이 시기에는

오늘날 지방자치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었

다.20) 유럽에서는 11세기부터 도시헌장 및 시장개설권 등 도시권을 갖는

도시가 발달하였고, 이들은 광범위한 자치권을 누렸다.21) 이러한 현상과

함께 해당 시기의 유럽에서는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했고, 도시에 시민계

급이 나타나게 되었다. 중국 학계에서도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11세

기 유럽의 시민자치운동에서 자취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22) 또한 이

18) 프리츠 하이켈하임 저, 김덕수 역, 로마사(현대지성사, 1999), 36-49쪽.
19) 프리츠 하이켈하임 저, 김덕수 역, 앞의 책, 39-40쪽.
20) 최창호, 지방자치학(제5판)(삼영사, 2006), 79쪽.
21) 成田賴明, 現代社會と自治制度の變革(學陽書房, 1974), 3-4쪽. 최창호, 앞의 책, 79쪽,
각주 1에 대한 재인용.

22) 張千帆, 앞의 책(2008), 503쪽.



- 19 -

시기 신흥도시는 방어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으로부터 해당 재산의

비례에 따른 방어비용을 부담시키려 했고, 이러한 방어비용을 산정하고

징수하기 위해 도시의 참사회를 설립하거나 선거했었다. 12세기에 들어

서서 해당 도시들이 시정운영기관으로 승인되어 향후 도시자치의 발전에

일조하게 되었다. 13세기 중엽부터는 도시동맹이 결성되어 헌법과 더불

어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가지게 되었다. 한자동맹(Hansabund)이 그

중 대표적인 것이었다.23) 이 시기 한자동맹은 무엇보다 경제동맹성질이

강한 도시동맹임이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자동맹이 헌법을 가졌다는 부

분은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나타난 도시동맹들이 유

럽 지방자치의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2. 근대 및 현대 지방자치의 형성

근대 유럽은 문예부흥과 종교개혁 그리고 계몽운동으로 인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나아가 산업혁명 등은 근대국가의 형성에 일조하였다. 유럽

중세에서 근대사회로의 과도는 도시국가가 근대국가로 진화하는 역사로

볼 수 있다. 송석윤 교수는 근대국가의 형성은 특정한 영역에 대하여 자

율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이 정착되는 과정이었으며, 이 과정은 권력행

사수단의 중앙집중과 이의 정당화, 사경제와 국가재정의 분리, 그리고 조

직된 국가행정 등의 현상을 동반하였고 보았다.24) 후술하겠지만 근대에

서의 지방자치는 17∼18세기 절대군주의 등장으로 인해 도시자치제의 쇠

퇴를 맞이하게 되었다.25) 그리고 중세의 도시자치제는 유럽의 다수 지역

에서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근대에 들어서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르

게 발전되었다. 이에 아래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의 지방자치를

각기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3) 최창호, 앞의 책, 79쪽.
24) 송석윤,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근대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법과 사회, 20권
제1호(2001), 16쪽.

25) 최창호, 앞의 책,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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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지방자치

1215년 영국의 왕이 서명한 대헌장(The Magna Carta) 제13조는 런던

시가 수상에서든 육지에서든 모두 예전과 같은 자유와 자유로운 관습을

향유해야 하며, 나아가 기타 모든 도시·구·읍·항구 등도 그들의 자유와

자유로운 관습을 보존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26) 해당 조문 중 도시 등

의 자유와 관습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은 훗날 영국식 지방자치의 형성

에 부분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비록 대헌장이 왕의 서명을 받았지

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여러 번의 개정과 반포를 거치다가 15∼16

세기 영국 왕권의 강화로 인해 백지화되었다. 다만 문서의 형식으로 왕

권에 대해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점은 간과될 수 없다.

영국에서 현대 의미의 지방자치는 19세기 말에 나타났었다. 영국은 명

예혁명 이후 자유주의사상의 전파와 민주주의의 흥행으로 인해 1835년에

도시단체법(The Municipal Corporation Act 1835)을 제정했었다. 해당

법률은 지방정부에서의 과두제(oligarchies)를 대체하여 선거에 의한 지

방의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했었다.27) 여기서의 지방의회는 입법기관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이기도 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법률은 영국 지방자

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시켰다고 평가되었다.28) 다만 상기 법률은

1882년의 도시단체법(The Municipal Corporation Act 1882)에 의해 대체

되었다.

또한 영국의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완성단계에 진입하였다는

징표를 1888년과 1894년에 제정된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으

로 보는 견해가 있다.29) 그리고 영국의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였다는 징표를 1888년 및 1894년의 지방정부법과 1899년 런던정

26) 대헌장 제13조에서는 “And the city of London shall have all it ancient liberties
and free customs, as well by land as by water; furthermore, we decree and grant
that all other cities, boroughs, towns, and ports shall have all their liberties and
free customs”고 규정하므로 런던시 및 기타 모든 도시·구·읍 등이 그 자유와 관습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27)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ume 29.
(Chicago: Encyclopaedia Britennica, 2007), 81쪽.

28) 신환철, “영국 지방자치의 변천과 개혁”, 지방행정, 통권 700호(2012), 30쪽.
29) 최창호, 앞의 책,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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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법(London Government Act)의 제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30) 1894년

지방정부법에 의하면 종전 절대주의 왕정체제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

아 소극적인 기능만 수행해 온 광역지방행정의 단위인 카운티(county)가

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31) 무엇보다 오늘날 의회지상주의가 정착

된 영국을 보면, 과거 영국에 민선의회가 구성되어있었는지 여부를 지방

자치 형성여부의 판단기준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35년의 영국 도시단체법과 1894년의 지방정부법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과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없는 것으

로 보인다. 상기 양 법률의 차이점이라면 1835년 도시단체법은 지방자치

제로 인정되지 않은 공업 공동체에게 1차적인 자치권한을 부여한 반면,

1894년 지방정부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인

정한 데 있다고 보인다.3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1998년 스코틀랜드법(The Scotland Act

1998), 1998년 웨일즈정부법(The Government of Wales Act 1998), 1998

년 북아일랜드법(The Northern Ireland Act 1998)을 통해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대대적인 분권을 추진시켰고, 각기 연합왕국 내에

서 서로 다양한 지방자치를 실행시켰다. 2000년에 통과된 지방정부법

(Local Government Act 2000)과 2011년에 통과된 지방분권주의법

(Localism Act 2011)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할을 강조했고, 특

히 지방분권주의법은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경제·환경·

사회복지 정책을 일정한 제약 하에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33)

(2) 독일의 지방자치

독일은 중세의 도시전성기를 거쳐, 17∼18세기 중앙집권적 전제국가

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진 지방자치제도: 영국”, 선진 지방자치제도, 제3권(한국지방
행정연구원, 2012), 11쪽.

31) 신환철, 앞의 논문, 30쪽.
32)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supra note 27, p8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앞의 논문
(제3권), 11쪽.

3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앞의 논문(제3권), 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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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겪은 후, 19세기 초에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를 확립시켰

다.34) 즉 1807년 프로이센 시대의 개혁을 일환으로 슈타인 시제(市

制)(Steinsche Städteordnung 1808), 이른바 1808년 11월에 반포한 도시

조례에 의해 각 도시가 자치권을 갖게 되었고 시민에 의해 의회가 선출

되었으며, 다시 해당 의회에 의해 시정부가 구성되었다. 1849년 제국헌법

에서는 자치단체대표 선거, 고유사무 처리권, 국가의 자치단체 감독권 제

한, 자치단체의 의사 및 예산의 공개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

율권을 보장하게 되었다.35) 이에 독일식 단체자치의 기본특색은 1850년

의 프로이센 지방단체법 등의 반포로 형성되었다.36)

그리고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보통선거를 실시

하도록 하였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종전 지방토호의 전제정치체제를

변경시켜 정당정치에 의한 자치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해

당 헌법에서는 지방자치권을 헌법의 본질적 내용으로 규정하여 제도보장

설의 등장에 일조했었다.37) 그 후 1933년의 나치정권으로 인해 지방의회

가 해산되었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까지

계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 서독 기본법에서는 주 정부들로 하여금

행정의 1차적인 주체로서 주별로 자치규범을 갖게 했고, 해당 자치규범

에 따라 자치단체의 구성과 사무를 배분하도록 했다. 1980년대 유럽통합

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되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개혁이

추진되었고 1990년 동서독일이 통일된 후 구동독지역에 지방자치가 새로

이 도입되었다.38) 통일이후의 독일은 기본법의 규정과 각 주의 헌법규정

을 통해 각 주가 지방자치법을 스스로 제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자치

권을 행사하게 되었다.39)

34) 최창호, 앞의 책, 81쪽.
3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진 지방자치제도: 독일”, 선진 지방자치제도, 제5권(한국지방
행정연구원, 2012), 6쪽.

36) 최창호, 앞의 책, 81쪽.
37) 최창호, 앞의 책, 81쪽.
3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앞의 논문(제5권), 6-7쪽.
39) 한상우, “독일 지방정부의 행정개혁”, 하계학술발표 및 한일 지방자치 국제세미나 자

료집(한국지방자치학회, 2004),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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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의 지방자치

근대를 거쳐 현대에 진입한 프랑스는 많은 정치적 변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제도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특색은 나폴레옹 1세가 남

긴 고도의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유지되어왔다.40) 나폴레옹에 의해 마련

된 도(département)에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도지사(préfet)를 배치하고

중앙의 국가권력을 지방에 밀어붙여 가는 방식을 채택했었다.41) 이러한

프랑스의 중앙집권체제는 제5공화국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는 한국과 유사하게 지방자치에 있어 후발주자였다. 제5공화국

에 들어서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오늘날 지방분권국가로

전환되었다. 프랑스의 지방분권은 지방분권의 제1막(1982년부터 2002년

까지의 지방분권체제)과 지방분권의 제2막(2003년부터 현재까지)으로 구

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지방분권의 제1막은 1982년에 제정된 ‘코뮌, 도,

광역지방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loi relative aux droits et libertés

des communes des départements et des régions, 1982)’을 대표로 하고

있다.42) 상기 법률을 통해 프랑스는 ① 광역단체인 광역지방(Région)을

새로운 지방단체로 신설했다. ② 지방단체의 고유권한을 확대시켰다. 예

컨대 지방단체로 하여금 주택·도시계획·공적 부조 등 다양한 분야의 업

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③ 국가의 지도감독권을 축소시켰고, 지방단체의

행정행위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43)

그리고 지방분권의 제2막은 2003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통해 시작

되었다. 2003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 중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헌법 제1조에서 지방분권을 국가의 조직원칙이라고

40) 최창호, 앞의 책, 81쪽.
41) 정재도, “프랑스의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연구”, 서강법률논총, 제3권 제2호(2014),
140쪽.

42) 광역지방(regions)을 직역하여 레지옹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도(departements)를 직역
하여 데파르트망이라고 할 수도 있다.

4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진 지방자치제도: 프랑스”, 선진 지방자치제도, 제4권(한국지
방행정연구원, 2012),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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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했다. ② 보충성원칙을 명시하고, 지방재정권을 강화하였으며, 주민

투표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다.44) ③ 지방단체의 자유로운 업무추진을 위

해 지방의회의 명령제정권을 규정했다. ④ 다양한 지방분권정책을 제도

화하기 위해 제도의 실험적인 실시를 가능하게 했다.45) 상기 개헌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2003년 이후 프랑스는 여러 지방분권관련 법률들을 제

정했다. 예컨대 2003년의 지방단체에 의한 실험에 관한 법률, 2004년의

지방단체의 재정자치에 관한 법률, 2004년의 지방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률, 2010년의 지방단체개혁법률 등이 있다.46)

(4) 한국의 지방자치

1) 한국 각 헌정시기 별 지방자치 관련 규정

김철수 교수는 한국 지방자치의 연혁상 초창기 발달시점을 삼국시대의

지방제도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하면서도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는

유럽의 산물로 보고 있다.47) 최창호 교수는 한국 지방자치의 원류를 지

방행정사의 전개로 보아 한국 고대 및 통일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논

의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한국에 있어서 지방자치제가 채택된 것은 최근

의 일이라고 본다.48)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실용성을 위해 1948년 대한

민국 제헌헌법의 반포시점을 한국 지방자치의 발달시점으로 간주한다.

1948년 7월 17일에 반포한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두었지

만 이러한 지방자치는 국가구성 초기의 혼란상황 및 내전 등으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였다.49) 제2공화국(1960년 6월∼1961년 5월)에 이르러 헌

44) 권한배분의 기본원칙으로써 보충성의 원리라는 것은 현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
72조 제2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지방단체는 지방단체 차원에서 가장 잘 행사될
수 있는 권한 하에서 제기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즉 지방단
체가 가장 잘 행사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만 중앙이 관여하는 원칙이다. 김철수, 이
효원 외 2인, 세계비교헌법(박영사, 2014), 392쪽.

4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앞의 논문(제4권), 12쪽.
46) 해당 법률의 구체적인 명칭은 “정재도, 앞의 논문, 152쪽” 중의 각주 93, 94, 95, 97을
참조할 수 있다.

47) 김철수, 헌법과 정치(진원사, 2012), 1019쪽.
48) 최창호, 앞의 책, 109-111쪽
49) 1948년 제헌헌법 제8장(지방자치) 제96조에 의하면,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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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시ㆍ읍ㆍ면의 의회가 구성되었으나 짧은 시기 탓에 지방자치

가 제대로 작동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3공화국(1962년∼1972년)에 이

르러 비록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지만 해당 헌법의 부칙

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실시되지 못하였다.

제4공화국(1972년∼1980년)에 이르러서는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지만, 부칙에서 지방의회구성을 조국의 평화통일이 있을 때까지

미루어 사실상 지방자치를 정지시켰다. 제5공화국(1980년∼1987년)에 이

르러서도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헌법의

부칙에 의해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는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최종 제6공화국(1987년∼현재)에 이르러서 헌법에 지

방자치를 명시하였고,50) 1988년 4월에는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 하였으

며, 1991년에는 지방의회를 구성하였고, 1995년에는 최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실시되어 진정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51)

2) 한국 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규정의 출처

아래 내용은 제헌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규정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이며, 이를 분석하여 대한민국에 최초로 도입된 지방자치의 출처가 어디

에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헌법기초위원회가 보고한 헌법안의 출처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 헌법기초위원인 서상일 의원은 아래와 같이 이러한 헌법안의 출

처를 설명하였다. “이 헌법의 초안은 우리나라 현하 헌법의 권위가인 서

울대학 교수로 있는 유진오 씨를 중심으로 해서 차계전문가가 모인 소위

원회에서 이 안을 월여를 두고 많은 검토를 거듭해서 이루어진 것입니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97조에서는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률로써 정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제3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
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50)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제8장(지방자치) 제117조에 의하면,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
였으며, 제118조에서는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
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51) 김철수, 앞의 책, 10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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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하나는 이 안을 중심으로 해서 사법부내의 법전편찬위원회가 있

읍니다. 그 위원회에서 또한 이 안을 중심으로 해서 원칙은 그대로 두고

대개로는 수정을 아니하는 참고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

하자면 이 헌법안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현 민

주의원에서 제정된 임시헌장,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약헌 등등을 종

합하고 그 외에 구미각국에 현재에 있는 모든 헌법을 종합해서 이 원안

이 기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52)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제

헌헌법의 모태는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② 현 민주의원에서 제정된

임시헌장 ③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약헌 ④ 그 당시 유럽 각 국가의

헌법을 종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제헌헌법 중 지방자치관련 규정의 출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헌국회에서 제헌헌법의

출처를 헌법기초위원인 서상일 의원이 설명했었다. 물론 그 출처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는 않았다. 즉 헌법안의 각각 조문에 대하여 그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으

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새로이 출발하게 되었기 때문이

다. 각 국가가 헌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상호 참조하고 해당 국가의 국정

에 맞게 인용하면 족하다. 상호 인용된 헌법조문은 현지화를 통해 각 국

가만의 헌법으로 재탄생하게 되고 이러한 헌법 조문의 실천경험은 또다

시 해외의 각국으로 수출되고 전 세계 범위에서 헌법조문의 선순환을 일

으킨다. 제헌헌법 중 지방자치관련 규정의 출처도 여러 국가의 헌법과

대한민국 건국 전에 존재한 헌장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최병대 교수는 특히 일본의 행정 체제나 지방자치제도가 한국과 제도적

으로나 운용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상호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53) 이를 계기로

제헌헌법상 지방자치관련 규정과 1946년에 개정되어 1947년에 시행된 일

본국헌법상 지방자치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비교해보게 되었다.

일본국헌법은 종전 1889년에 제정하여 1890년에 시행한 메이지헌법에

52)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헌법제정회의록: 제헌국회(동아출판사, 1967), 99쪽.
53) 한국지방자치학회, 한일 지방자치 비교(대영문화사, 2010),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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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정이다. 일본국헌법의 제8장 지방자치는 총 4개의 조항(제92조∼

제95조)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96조(자치권)와 일

본국헌법 제92조(지방자치의 기본원칙)54) 및 제94조(지방공공단체의 권

능)55)가 유사하고,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97조와 일본국헌법 제93조(지방

공공단체의 기관, 직접선거)56)가 비슷하다.

다만 최병대 교수는 한국 현행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규정과 일본국헌

법상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면서 오늘날 일본

은 한국보다 한층 강하게 지방자치의 본질에 충실할 것을 헌법적으로 보

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57) 사실 한국 헌법상 지

방자치 관련 규정과 일본국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비교해 보면 차

이가 현저하다. 후술하겠지만 한국 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규정에 내포된

지방자치의 요건이 프랑스 및 이탈이라 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규정 중에

내포된 지방자치의 요건과 공통된 부분이 있고, 심지어 이러한 공통된

요건은 중국 헌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외국에서 수입된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현지화를 통한 현재의 지방자치제

도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한국에 최초로 도입된 지

방자치의 출처문제는 법제사학자의 몫이고 굳이 본 논문에서 논의할 바

는 아니다.

II. 중국 지방자치의 연혁

54) 일본국헌법 제92조에 의하면,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
치의 본지(本旨)에 근거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정신의 본질을
명시하였다.

55) 일본국헌법 제94조에 의하면,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함으로써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적 권능과 입법적 권능을 명시하였다.

56) 일본국헌법 제93조에 의하면, “제1항 지방공공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
사 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제2항 지방공공단체의 장과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
이 정하는 그 밖의 공무원은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설치 및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직접선거를 명시하였다. 마츠시타 케이치
저, 최우용 역, 지방자치의 기초이론(동아대학교 출판부, 2006), 270쪽.

57) 한국지방자치학회, 앞의 책, 1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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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절에서는 중국에서의 지방자치의 맹아와 중국 근대 헌정사를 비

롯한 지방자치의 시도를 검토한 후, 지방자치의 기초를 마련한 중국 현

대 헌정사를 살펴본다. 현행 중국 지방자치 관련 내용은 제3장과 제4장

에서 검토한다.

1. 중국 지방자치의 맹아

서구 지방자치의 맹아단계에 해당하는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는 고대 중국의 춘추시기였으며 각 제후국들이

정치상의 패권을 겨루고 있는 시점이었다. 주나라(기원전 11세기로부터

기원전 3세기)의 왕을 중앙으로 하여 각 지방인 제후국들이 공존하는 체

계에서 춘추시기의 중앙은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실권이 없었다고 보아

야 한다. 그러고 보면 이 시기의 중국에서도 지방자치의 맹아현상은 존

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춘추시기를 뒤이은 전국(戰國)시기에 들어

서 중앙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결국은 제후국 중의

하나인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진나라의 중앙집권체제는 향

후 여러 왕조에 의해 2000여 년간 지속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 서구 에트루리아와 중국 고대의 사례를 보면 이들은 후세에

영향을 주는 전통의 형성에 있어서 각기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

다. 중국 근대 이전의 역사상 지방자치가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초 지방자치의 붐이라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과연 이

러한 시기에 지방자치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분석을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진한(秦漢) 이래, 고대 중국 지방에서는 군현제를 실시하였다. 물론 지

방정부의 계층과 명칭에 있어서 다소나마 차이가 있지만, 최고 계층인

군(또는 성)과 최저 계층인 현은 모두 중앙정부의 파출기구이었다. 이들

은 중앙을 대표하여 지방사무를 관리하였고, 지방 행정장관은 중앙이 임

명하였다. 중국의 봉건시기 지방제도에 관해 텐팡(田芳) 교수는 이 시기

중국 지방의 광역지방부터 시작하여 기초지방까지 모두 중앙이 임명한

관리가 다스렸기 때문에 중국 봉건시기에는 오늘날의 지방자치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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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고 보았다.58) 이러한 의미에서 청 왕조를 포함한 중국 봉건시

기의 지방정부는 정치학에서 말하는 관치행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진나라 때, 분봉제(分封制)를 폐지하였지만, 그 후 중국에서 건립된 한

(漢)나라부터 청나라까지 모두 군현제와 부분적인 분봉제가 병행되었다.

그럼 분봉제에 의해 제후에게 수여된 제후국(諸侯國)의 경우, 그 제후국

을 자치지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후국의 제후는 황제가 임명

한다는 점, 중국 봉건역사상 극소수의 시기에만 제후국과 중앙이 대등하

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문이 든다.

중국 봉건시기의 지방자치를 검토함에 있어서, 학계에서는 초점을 향

촌(鄕村)지역의 관리구도에 집중하였다. 진나라 이래, 중국 봉건왕조의

말단 행정기구는 현에만 설치되었다. 이에 향촌은 종족(宗族)과 향신(鄕

紳)이 다스렸으며, 종법(宗法)제도를 기초로 하였다. 비록 부분적인 지방

자치의 요소가 있었지만 주민의 참여가 없었기에 민주적 성질의 지방자

치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리고 향신자치는 민중의 위탁에서 온 것이 아

니라, 정부의 위탁에서 온 것이고, 정부가 주민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

되었으며, 정부의 정령(政令)을 받아 향촌사무를 관리했다.59) 이러한 의

미에서 향신자치는 집권행정아래에서의 일종 토착자치로 볼 수밖에 없

다.

지방자치와 향신자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산물이고, 중국 봉건시기의 향신자치는 전제(專制)정치의 연장이며 민주

제도에 의한 자치가 아니다.60) 이러한 의미에서 쭈궈삔(朱國斌) 교수 및

텐팡 교수는 중국 봉건시기의 향촌자치를 지방자치로 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쭈궈삔 교수는 자연경제를 위주로 하는 중국 전통사회에서는 지

방자치제도를 육성할 수 없었다고 보며, 중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일원화

되어 있다는 점, 도시의 상업은 자연경제의 보충 또는 연장이라는 점에

서 볼 때, 비록 중국 11세기에 이미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58) 田芳, 地方自治法律制度研究(法律出版社, 2008), 267쪽.
59) 郭寶平, 朱國斌, 探錄憲政之路:從現代化的視角檢討中國20世紀上半葉的憲政試驗(山東
人民出版社, 2005), 175쪽.

60) 田芳, 앞의 책, 267-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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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중세 유럽에서처럼 시민자치운동이 일어날 수 없

었다고 보았다.61)

2. 중국 헌정과 지방자치 시도

서구 및 한국 근대와 현대 지방자치의 형성단계에 해당하는 중국의 상

황을 아래 헌정사의 전개와 지방자치의 시도라는 명제로 검토할 수 있

다. 이에 본문에서는 우선 헌정사의 배경을 검토하고, 다음 그러한 배경

아래 전개된 지방자치의 시도를 검토한다.

(1) 중국 근대 헌정사를 배경으로 한 지방자치의 시도

중국 근대사의 시작으로 헌정사가 태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는 1840년 영국과의 전쟁인 아편전쟁을 중국 근대사의 시작으로 본다.

역사학적으로 볼 때, 중국은 아편전쟁으로 인해 종전의 봉건사회에서 반

봉건·반식민지의 사회로 전락하게 됨이 중국 근대사의 징표이었다.62)

1) 중국 근대 헌정사

가. 근대 봉건시기 헌정시도

1636년 황타이지(皇太極)는 종전의 국호인 대금(大金)을 대청(大淸)으

로 개칭함으로써 청 왕조를 정식으로 건립하였다.63) 청 왕조는 1636년부

터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인해 1912년 2월 12일 멸망하기까지

총 267년을 존속했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청 왕조는 국력의 쇄약과

61) 쭈궈삔(朱國斌) 교수는 “중국 전통사회에서는 지방자치제도를 육성할 수 없었지만,
중국 전통사회의 관리구도를 볼 때, 형식상 지방자치제도의 형성에 유익한 구조를 갖
추었다”고 본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래의 단행본을 참고할 수 있다. 張慶
福, 憲政論叢(法律出版社, 1998), 332-335쪽.

62) 중국 봉건사회는 기원전 221년 진나라(Qin Dynasty)의 건립으로부터 1911년 청나라
(Qing Dynasty)의 멸망까지의 시기를 지칭한다. 비록 1840년 청나라와 영국 사이의
아편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근대사가 시작되고, 종전 봉건사회에서 반식민지 반봉건사
회로 전락되었지만, 역사의 흐름상 1912년 중화민국 건립이전까지의 시기를 여전히
봉건사회로 보고 있다.

63) 본 논문에서는 청 왕조를 청나라(Qing Dynasty) 또는 청정부로도 표현되고 있으며,
같은 의미로 호환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전후(前後) 문장의 환경에 따라 다른 용
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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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조약으로 인해 독립된 주권과 영토의 완정(完整)이 파괴당하게 되

었다. 외래의 침략은 중국의 주권 및 국토를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

전 중국의 봉건사회를 지탱해온 중화법계의 해체를 예시하였다. 중국에

서 근대라 함은 외래침략에 대한 방어전쟁(영국과의 전쟁)으로 시작하여

내전(內戰, 국민당과 공산당과의 전쟁)으로 끝을 보는 약 백여 년간의 시

기를 말한다. 이러한 시기에 진정한 헌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자는 아

무도 없다. 하지만 이 시기에 군주입헌제, 연방제에 기한 의원내각제, 대

통령제를 각기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청정부는 1840년 영국과의 아편전쟁(1840년∼1842년)에서 전패하여 불

평등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어서 1851년에는 세금 인상, 외세의 침

략, 자연재해 등을 원인으로 국내의 농민봉기인 태평천국운동(1851년∼1

864년)이 발발하였고, 1856년에는 미국·러시아의 지지를 받은 영국·프랑

스와의 제2차 아편전쟁(1856년∼1860년)에서 전패하여 종전보다 강화된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리고 1861년 청정부는 서양의 선진기

술을 도입하여 청정부의 통치를 수호하려는 목표로 양무운동(洋務運動)

(1861년∼1895년)을 전개하였으나, 일본과의 갑오전쟁(甲午戰爭)에서 패

배하면서 양무운동의 실패를 선언하였다. 상기 역사사건을 바탕으로 일

부 식견이 있는 지식계층 인사는 서양의 부강은 군사에만 의거한 것이

아닌 발달된 경제를 그 지탱으로 하고, 그 경제의 배후에는 발달된 정치

제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서양사상이 중국으로 유입되었고 그

중 자유·민주·인권·법치 등의 헌정사상도 포함되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르러 중국은 이미 영국, 미국, 러시아, 일

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총 11

개 국가와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였고, 중국 영토에 대한 주권은 이미 심

각하게 파괴된 상황이었으며, 중국 내에서는 봉건왕조의 통치를 수호하

려는 유신파와 봉건왕조를 뒤엎으려는 혁명파가 대립되고 있었다. 이에

청정부는 영국과 일본의 제도를 본받아, 1908년에는 중국 최초의 헌법적

문서인 흠정헌법대강(欽定憲法大綱)을 반포하였다. 이는 중국 최초의 헌

정시도라고 평가된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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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화민국시기 혼란스런 헌정사

1911년 신해년에 일어난 신해혁명으로 인해 중국 봉건왕조인 청정부의

통치가 종식되고, 1912년 1월 1일에 중화민국이 건립되었으며, 자본주의

국가성격의 헌법인 중화민국 임시약법(臨時約法)을 반포하였다. 중화민

국 임시약법은 중국 최초 자본주의 성질의 헌법이며 공화국의 헌정을 최

초로 확립시켰다고 평가된다. 중화민국 초기에는 청정부의 퇴위조서(退

位詔書)를 받은 베이징의 위안스카이(袁世凱)와 난징(南京)에서 중화민국

을 건립한 쑨원(孫文) 사이의 대립이 있었고, 남과 북의 합의로 쑨원이

중화민국의 초대 임시 대통령을 사임함과 동시에 위안스카이가 베이징에

서 제2대 임시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역사상 이를 중화민국 임시정부

시기(또는 중화민국 난징 임시정부 시기, 1912년 1월 1일∼1912년 3월

11일)라고 한다.

1914년 3월 위안스카이 임시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키고 중화민국 임

시약법을 폐지했다. 대신 중화민국 약법(約法)을 반포하여, 종전 대통령

의 권한행사에 제동을 거는 책임내각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으며, 대통령의 행정·입법·군사 대권을 강화시켰고, 연임제에 제

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의 종신제를 명시했다.65) 1915년 12월 위안스카이

는 중화민국을 중화제국으로 개칭하고 황제로 자칭하였지만 1916년에 사

망하게 되었다.

북양군벌의 수령인 위안스카이의 사망으로 인해, 북양군벌들은 베이징

정부에 대한 통치권을 두고 힘을 겨루었고, 이 시기에 내전이 난무하였

다. 중화민국 임시약법은 한동안 회복과 폐지를 반복하였고, 1923년 차오

쿤(曹錕) 정부에 의해 중화민국 헌법이 반포되었다. 이는 베이징정부 시

기 유일하게 정식으로 반포된 헌법이다.66) 그러나 이 헌법은 북양군벌

간의 전쟁으로 1925년 돤치루이(段祺瑞) 정부에 의해 제안된 중화민국

헌법초안으로 대체되었다. 역사상 이를 중화민국 베이징정부 시기(1912

64) 張學仁, 陳甯生, 二十世紀之中國憲政(武漢大學出版社, 2002), 26쪽.
65) 張晉藩, 中國憲法史(吉林人民出版社, 2004), 178쪽.
66) 曾憲義, 中國法制史(北京大學出版社, 2006), 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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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 12일∼1928년 12월 28일)라고 한다. 중화민국 초기에는 내전이

빈번하여 진정한 헌정이 전개될 수 없는 환경에 있었다.

1925년 3월 쑨원의 사망 후 국민당은 1925년 7월 1일에 광저우(廣州)

에서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건립을 선포하였고, 북벌전쟁을 일으켜 1928

년 베이징을 점령함으로써 12월 29일에는 중국을 형식적으로 통일시켰

다. 1931년 6월 1일 난징에서 개최된 국민회의에서 중화민국 훈정시기

약법을 반포하였고, 이 시기 중화민국의 최고 근본법 역할을 하였다. 한

편 1931년 9월 18일 일본은 무력으로 중국 동북지역을 점령하였고, 1932

년 3월 1일 만주국을 건립하였으며, 차후 중국에 대한 침략의 확대로

1937년 7월 7일 항일전쟁(抗日戰爭)이 발발하였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항일전쟁이 종료되었지만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의 내전이 발

발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1947년 12월 25일 국민정부가 제출한 중화민국

헌법초안 수정안이 국민대회에서 통과됨으로 중화민국 헌법이 반포되었

다.67) 그러나 1949년 10월 1일 중국공산당의 승리로 해당 중화민국 헌법

이 폐지되었다. 역사상 이를 중화민국 국민정부 시기(1925년 7월 1일∼

1949년 10월 1일)라고 한다. 중국 근대 헌정사의 시초는 전쟁에서 시작

하여 전쟁으로 끝났고, 이 시기 헌법들은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교

체되었다.

2) 지방자치의 시도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중국은 내우외환의 시기를 겪게 되었고, 청 왕

조 정권통치의 합법성이 유례없는 도전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

경에서 망국(亡國)을 구제하기 위해 중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강국의 각

종 정치혁신 방안을 탐구하고 시도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방자치운동도

이에 따라 성행하였다. 근대에 들어선 중국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관해

총 세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저버렸다는 평가가 있다. 첫 번째 기

회는 청말민초(淸末民初)이고, 두 번째 기회는 1910년대 말부터 1920년

대 초이며, 세 번째 기회는 1940년대 중반이라고 보았다.68)

67) 張晉藩, 앞의 책, 246-250쪽.
68) 청말민초는 청 왕조의 말기부터 중화민국의 초기를 이르는 시기이다. 喻希來, “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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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의 제1차 기회

지방자치의 제1차 기회에 해당하는 시기는 청말민초로 정의될 수 있

다. 1905년 청 왕조는 정치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다섯 대신의 서양 시찰

[오대신 출양(五大臣出洋)]을 파견하였다. 방대한 시찰단은 영국, 프랑스

를 비롯한 13개국을 시찰하였고 그 시찰의 핵심은 군주입헌제의 실시여

부에 있었으나, 1906년 귀국 후에 제시한 보고내용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개혁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1906년 11월 조서(詔書)에 의해 대신

(大臣)들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예비조치를 구상했다. 1908년 청

왕조는 헌정편사관(憲政編查館)에서 작성한 ‘9년 간 입헌을 준비하기 위

해 각 해마다 마련해야 하는 사무 리스트(逐年籌備事宜清單)’를 반포하여

지방자치의 실시를 기획하였다. 1908년, 즉 광서(光緖)(1908년 2월 2일부

터 1909년 1월 21일까지) 34년부터 시작하여, 첫 해에는 ‘성·진·향 지방

자치 장정(城鎮鄉 地方自治 章程)’를 반포해야 했다. 두 번째 해에는 성

(城)·진(鎭)·향(鄕)의 지방자치를 기획 및 실시하고, ‘청·주·현 지방자치

장정(廳州縣 地方自治章程)’을 반포해야 했다.69) 세 번째 해부터 다섯 번

째 해에는 계속하여 각 지방자치를 기획 및 실시해야 했다.70) 여섯 번째

해에는 성·진·향에서의 지방자치를 완성해야 했다. 일곱 번째 해에는 청

(廳)·주(州)·현(縣)에서의 지방자치를 완성해야 했다.71) 이에 1909년 1월

청 왕조는 ‘성·진·향 지방자치 장정’과 ‘성·진·향 지방자치선거 장정’을 반

포했다.72)

1912년 청 왕조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중화민국 초기의 각 지방에서는

계속해서 지방자치를 추진하였고, 자치의 범위를 성(省)에까지 확대하고

地方自治論”, 戰略與管理, 제4기(2002), 12쪽.
69) 故宮博物院明清檔案部匯編, 清末籌備立憲檔案史料(中華書局, 1979), 61-62쪽.
70) 즉 계속해서 성·진·향의 지방자치를 기획 및 실시하고, 이는 민정부와 각 성(省) 총
독(總督) 또는 순무(巡撫)가 처리해야 했다. 그리고 청·주·현 지방자치를 기획 및 실
시하고, 이는 민정부와 각 성 총독 또는 순무가 처리해야 했다. 故宮博物院明清檔案部
匯編, 앞의 책, 63-64쪽.

71) 故宮博物院明清檔案部匯編, 앞의 책, 65-66쪽.
72) 성·진·향 지방자치 장정의 원문은 아래의 단행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故宮博物院明
清檔案部匯編, 앞의 책, 724-741쪽. 喻希來, 앞의 논문,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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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요구했다. 다만 위안스카이가 정권을 독점한 후, 지방자치는 행정에

방해가 된다는 점과 국민의 미개함을 이유로 1914년 지방자치의 추진을

전면 정지시켰다. 이렇게 중국은 지방자치의 첫 번째 기회를 저버리게

되었다.

이에 대해 검토해 보면, 청 왕조의 광서제(光緖帝)가 1908년 11월에 사

망한 후, 청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宣統帝)가 새로이 즉위하였지

만 기존 지방자치 관련 개혁은 계속 추진되었다. 또한 선통(宣統) 3년

경, 즉 1912년 2월 12일 청 왕조가 멸망하게 되었지만, 중화민국 초기에

는 청 왕조가 추진한 지방자치 계획을 계속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기의

지방자치계층을 보면, 비록 청·주·현과 성·진·향에서 지방자치가 도입되

기 시작하였지만, 광역자치단체인 성(省)은 지방자치의 범주에서 배제되

었다. 대만 교육부에서 집필한 중화민국 건국사에서는 1909년 10월부터

각 성에 설립된 자의국(諮議局)에 관해 비록 그 목적이 ‘관치의 범위 내

에서 관치가 못 미치는 부분을 보조한다(輔官治所不及, 仍於官治之內)’는

것이고, 근대 서방국가의 민의기관 및 정부를 감독하는 지방의회와는 다

르지만, 인민의 대표추천권한 및 정치참여를 허용하였다는 점을 보아 인

민이 국가에 대해 약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부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평가하였다.73)

나. 지방자치의 제2차 기회

지방자치의 제2차 기회는 1910년대 말부터 1920년대 초에 일어났다.

이는 1912년 중화민국 건국부터 1926년 북벌전쟁(北伐戰爭)이전까지의

지방자치를 시도했던 것을 말한다. 이 시기에는 국가가 안정적이지 않아

잦은 정권교체와 헌법의 개정 및 헌법개정시도가 빈번하였으며 내전이

많았다.

중화민국의 건국과정을 살펴보면, 1911년 10월 10일 후베이성(湖北省)

우창(武昌)에서 발생한 우창봉기(武昌起義)는 중화민국의 건국에 일조한

신해혁명의 발단이다. 우창봉기의 승리로 인해 다음 날 후베이성에서 최

73) 敎育部, 中華民國建國史(臺北:國立編譯館, 1987), 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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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중화민국 후베이 군정부(中華民國 湖北 軍政府)를 수립하였다. 이는

중국 역사상 최초 자산계급 민주공화국 성질의 지방혁명정권으로 평가된

다. 1911년 11월에는 중화민국 악주 임시약법(中華民國 鄂州 臨時約法)

을 공포하였으며,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 난징 임시정부가 성립하기

전의 3개월 동안 중화민국 중앙 임시정부의 직권을 대행하였다.74) 중화

민국 악주 임시약법은 중국 민족자산계급이 제정한 최초의 헌법적 성질

을 갖는 지역적인 중요문건이다. 이는 향후 기타 각 성(省)의 독립과 혁

명정부의 수립 그리고 약법(約法)의 제정에 모델역할을 하였다.75)

후베이 군정부를 이어 다수의 성(省)에서는 각기 독립을 선포하고 임

시약법을 제정하였지만 청 왕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통일된 임시 중

앙정부의 설립이 시급했다.76) 이에 1911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성에서 파견한 대표의 연합회를 구성하여 건국사안을 논의하고, 1911

년 12월 3일에 중화민국 임시정부 조직대강을 반포하였다. 이는 중화민

국 난징 임시정부의 수립에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1911년 12월 29일 쑨원을 중화민국의 초대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 난징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고하였다.

상기 중화민국 임시약법을 시작으로 1914년에는 위안스카이정부의 중

화민국 약법이 반포되었고, 1919년에는 돤치루이(段祺瑞) 정부의 중화민

국 헌법초안(민국8년 헌법초안)이 제안되었으며, 1923년에는 차오쿤(曹

錕) 정부의 중화민국 헌법(차오쿤헌법)이 제안 및 반포되었고, 1925년에

는 돤치루이정부의 중화민국 헌법초안(민국14년 헌법초안)이 제안되었

다.77) 또한 중화민국 베이징 정부를 장악하기 위한 내전으로는 1920년의

직환전쟁(直皖戰爭)(직계군벌과 환계군벌 사이의 내전), 1922년의 직봉전

쟁(直奉戰爭)(직계군벌과 봉계군설 사이의 내전)이 일어났다. 1926년에는

중국 국민당이 발동한 북벌전쟁으로 1928년에 전국이 형식적으로 통일되

74) 중화민국 악주 임시약법의 원문은 아래의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劉昕, 朱保平,
湖北軍政府文獻資料匯編(武漢大學出版社, 1986), 40쪽.

75) 曾憲義, 앞의 책, 278쪽.
76) 1911년 10월 10일 우창봉기 후, 한족(漢族) 거주지역의 18개 성 중에서 간쑤성(甘肅
省), 허난성(河南省), 즈리성(直隸省)을 제외한 기타 성은 모두 독립을 선포하였다.

77) 曾憲義, 앞의 책, 296-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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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내전 속에서 헌법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는 기대할 수 없었

다. 이에 1920년 경, 헌법에서의 근거는 뒤로 하고, 미국 연방제와 유사

하게 우선 각 성의 자치를 추진한 후, 다음으로 연방의회를 설립하자는

취지의 연성자치(聯省自治)운동이 활발하였다. 1920년 7월 후난성(湖南

省)에서는 현지 군인과 주민이 후난성에 주둔한 군벌을 축출시키고, 후

난 성의 자치를 선포하였으며, 1922년 1월 후난성 헌법을 반포하였다. 그

리고 후난 성의 자치는 각기 광둥(廣東)·광시(廣西)·펑톈(奉天) 등 12개

의 성에서 호응을 받았으며, 성 헌법초안을 제정하거나, 성 헌법의 제정

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한때 활발했던 연성자치운동은 북벌전쟁에 의해

불식되었다. 이에 지방자치의 두 번째 기회 역시 저버리게 되었다.

이에 대해 검토해 보면, 중화민국 초기에는 군벌 간의 전쟁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세월을 보내왔으며 상기 내전 및 분쟁의 배경아래에서 중국

의 지방자치 또한 정지와 회복을 반복했다. 중앙차원의 헌법에 의한 지

방자치가 아닌 각 성의 사실상 독립에 기해 그나마 성 헌법이 제정되어

하급 지방에서의 자치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1928년 북벌전쟁을 통해 형

식적인 중국통일 이후에는 자치계층으로서 현만을 인정했을 뿐 성 의회

의 활동은 모두 정지시켰다.78)

다. 지방자치의 제3차 기회

지방자치의 제3차 기회는 1940년대 중반에 일어났다. 이 시기의 중국

공산당은 지방자치의 지지자로 볼 수 있었다. 1945년 4월 마오쩌둥이 중

국공산당 제7차 정치보고에서 연합정부론(論聯合政府)을 발표했고, 여기

서 민주적인 임시 연합정부의 설립을 주장했다.79) 1945년 6월 11일에 중

국공산당 제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중국공산당 당장(黨章)은 현

단계 중국공산당의 임무는 독립·자유·민주·통일과 부강한 각 혁명계급의

78) 敎育部, 앞의 책, 731쪽.
79) 연합정부론의 원문은 아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 중국
어 문고 사이트, https://www.marxists.org/chinese/maozedong/marxist.org-chinese-
mao-19450424.htm#_ftn16, 2017년 1월 6일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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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을 건립하고, 각 민족이 자유롭게 연합하는 신민주주의 연방공화국

을 건립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는데,80) 이에 1945년 경

중국공산당은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제를, 중앙과 지방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를 주창하였다.81)

그리고 1946년 1월 16일 정치협상회의에 제출한 중국공산당 대표단의

평화건국 강령초안(和平建國綱領草案)에서는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5가지

주장을 제시하였다. 그 중 2가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는 적

극적으로 지방자치를 추진하고, 현행의 보갑제도(保甲制度)를 폐지하며,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성 이하 각급 지방민선 정부

를 설치해야 한다. ② 중앙과 지방의 권한은 균권주의(均權主義)를 채택

하고, 성에서는 성헌(省憲)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으며, 각지에서는 지역

에 따라 다른 조치를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82)

그러나 1946년 1월 31일에 개최된 정치협상회의 중, 국민당의 종합실

력이 공산당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통과된 평화건국 강령(和平建國

綱領)에서는 지방자치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예컨대 해당 평화건국 강령

은 국가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를 추진하고,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보통

선거를 실행하며, 신속하고 보편적으로 성·시에 포함된 현 참의회를 성

립시키고 현장(縣長)의 민선(民選)을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성

헌 및 성장(省長)의 민선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문제에

있어서 국민당이 중국공산당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을 알 수 있

다.83)

평화건국 강령이 채택된 후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은 군사개편 관련 방

안에서 타협을 이루지 못하였고, 냉전이라는 국제환경에서 내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지방자치를 포함한 평화건국 계획 역시 수포로 돌아가

80) 1945년 6월 11일에 반포한 중국공산당 당장의 원문은 아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 역차 전국대표대회 데이터베이스, http://cpc.people.com.cn/G
B/64162/64168/64559/4442095.html, 2017년 1월 6일 최종방문.

81) 喻希來, 앞의 논문, 14쪽.
82) 평화건국 강령초안의 원문은 아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민망(人民
網) 사이트, http://cpc.people.com.cn/GB/64184/64186/66648/4491309.html, 2017년 1월
6일 최종방문.

83) 喻希來, 앞의 논문,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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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았다. 뜻밖의 부분이라면 1947년 10월 10일 공산당 측의 중국인민

해방군 선언(中國人民解放軍宣言)은 ① 공산당이 중국의 각 정당 및 각

계의 단체 등과 함께 민주연합정부를 설립하고 ② 국내 각 소수민족의

평등한 자치권을 승인한다고 공고하였지만, 1949년 9월 내전에서 승리를

거둔 공산당은 그의 주도로 제정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에서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연방제를 대체하였고, 지방자치의 문

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에 들어선 중국은 지방자치

의 실시에 관해 총 세 번의 기회를 모두 저버렸다.

(2) 지방자치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국 현대 헌정사의 전개

중국 현대사는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시작으로 한

다. 중국에서 말하는 헌정은 흔히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말하는 헌정과

는 다르고, 중국만의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헌정을 가리킨다. 즉 자본주

의의 헌정과는 다르다는 것인데 그 차이는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는 점, 영국식의 의회제도가 아닌 인대제도라는 점, 자본주의식의 민주가

아닌 사회주의식의 민주라는 점, 공산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중국만의 특색을 가지는 사회주의

헌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1) 1978년 개혁개방 전의 헌정사

중국공산당은 1921년 7월 23일에 구성되었고, 1931년 11월 18일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중화소베트공화국 헌법대강(中華 蘇維埃 憲法大綱)을

중국공산당이 점령하고 있는 근거지에서 반포하였다. 상기 헌법대강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아래에 제정된 중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인 헌법성

문건으로 평가되었다.84) 1949년 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민당의

육법전서(六法全書)를 폐지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반포하였기에, 법체계의

계승에 있어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연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84) 중화소베트공화국 헌법대강은 종전 중국공산당이 점령하고 있었던 각 지방에서 제정
한 강령들의 종합이고, 국제공산당의 도움으로 제정된 것이다. 張晉藩, 앞의 책, 27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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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49년 9월 29일 중국은 건국을 앞두고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였

고, 해당 회의에서 공동강령을 채택하였다. 해당 공동강령은 중국 최초의

헌법인 1954년 헌법이 반포되기 전까지 중국의 임시헌법 역할을 하였다.

1954년 헌법은 1954년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거행된 제1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에서 제정된 헌법이며, 이는 중국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과

도기적인 헌법으로 작용되었고, 중국 헌정체제의 기본 틀을 확립한 헌법

이다. 해당 1954년 헌법은 총 3차례의 전면적인 헌법개정을 거쳤고 현행

1982년 헌법은 총 4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쳤다. 1956년 이후 중국 내부에

서는 정치투쟁이 발발하였으며 인치(人治)의 사상이 대두되고 개인숭배

가 흥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6년에는 문화대혁명이 발동되어 이

시기 헌정은 사실상 정지되었다.85) 문화대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1975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제4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가 거행되었

고 문화대혁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동년 1월 17일에 전면적으로 개

정된 1975년 헌법이 통과되었다. 본 헌법은 종전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에 관한 19개 조항을 4개 조항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이는 문화대혁명의

산물로 평가되고 있다.86)

한편 1976년 9월 마오쩌둥의 사망과 동년 10월 문화대혁명의 종결로

오류에 대한 숙고와 법질서의 회복을 도모하였지만, 마오쩌둥에 의해 지

명된 후계자가 ‘두 가지 무조건’이라는 정책을 강요하였기에 정쟁이 불가

피하게 되었다.87) 이러한 전제로 1978년 3월 1일 제5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에서 1978년 헌법이 통과되었다. 본 헌법은 계속하여 문화대혁명의

성과를 긍정하고 국가의 민주화 및 법치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

다. 1978년 헌법은 혼란시기 중의 과도기적인 헌법으로 평가되었다.88)

85) 문화대혁명은 1966년 5월부터 1976년 10월까지 전(前)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발동한
극좌(極左)의 비정상 정치운동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단행본을 참고할 수 있다.
中國二十世紀通鑒編輯委員會, 中國二十世紀通鑒 1901∼2000 第四冊(線裝書局, 2002),
4343-4346쪽.

86) 張晉藩, 앞의 책, 339쪽.
87) 두 가지 무조건(兩個凡是)이라는 것은 생전 마오쩌둥의 결정이면 모두 호응해야 하
고, 마오쩌둥의 지시이라면 모두 시종일관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88) 張晉藩, 앞의 책, 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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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8년 개혁개방 이후의 헌정사

1978년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마오쩌둥이 지명한 후계자인 화궈펑(華國鋒)은

정쟁에서 패배하였고, 계급투쟁의 정지와 당의 업무중점을 사회주의 현

대화건설로의 이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혁개방정책이 채택되었다. 이

러한 정책적인 배경으로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대 제5차 회의에

서 전면적으로 개정된 1982년 헌법이 통과되었다. 이 헌법은 사회주의헌

법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준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다.89) 1982년 헌법은

우선 1988년 제7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에서 일부 개정되어 개인경제의

합법성에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다음으로 이는 1993년 제8기 전

국인대 제1차 회의에서 일부 개정되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그 다음으로 이는 1999년 제9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에서 일부 개정되어

의법치국(依法治國)의 기본방침을 헌법에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는

2004년 제10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에서 일부 개정되어 각급 지방인대의

임기를 5년으로 통일시켰다.

중국 현대 헌정사는 중국공산당의 노선·방침·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

어 왔으며 전개되고 있다. 헌법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노선·방침·정책은

인대를 통해 인민의 의지로 전환된다. 다만 문제점이라면, 중국의 헌법개

정은 경성헌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의 연성헌법으로 볼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개혁의 추진

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대 헌정사는 초기의 계급투쟁으로 인해 혼란 그 자체였지만

1978년 중국공산당은 국가의 현대화 건설을 당의 업무중심이라고 선포한

후, 정상적인 국가생활이 1982년 헌법을 통해 추진되었다. 무엇보다 1978

년 이전의 중국은 철저한 계획경제체제를 시행했고, 지방은 중앙에서 주

어진 지표만 완성하면 되므로 지방 스스로의 발전을 필요로 하지 않았

다. 그러나 1978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된 시장경제체제는 차후 지방의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최초 1982년 헌법을 도입

89) 張晉藩, 앞의 책, 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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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는 계획경제를 위주로 하고 시장조절을 보조로 하는 경제체제를 채

택하였고, 차후 1993년의 헌법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

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도입은 지방의 자주성을 자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지방이익의 형성에 일조하였다.

III. 소결

지방자치의 연혁을 다시 보면, 고대 서양사에서 지방자치가 이미 맹아

단계에 있었다는 주장은 유럽 도시국가의 발전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중세 서양사에 들어서 형성된 봉건국가체제는 통일성이

없는 국가체제임이 특징이기에 오늘날 지방자치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반면 봉건시기 중국의 경우, 군현제와 부

분적인 분봉제를 병행하였고, 이러한 지방은 관치의 전형(典型)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이를 자치라고 보는 학자는 거의 없다. 다만 현 아래의 향

촌지역의 경우, 주로 그 지역 종족과 향신에 의해 다스렸다는 점에 지방

자치로 보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지만, 학계의 다

수는 향신자치가 주민의 위탁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점, 정부의 위탁에

서 파생되었다는 점, 정부가 주민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

정부의 정령을 받아 향촌사무를 관리하였다는 점에서 지방자치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근대에 들어서 서양에서는 통일성이 없는 도시국가체제가 와해되고 절

대군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가 쇠퇴를 겪게 된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여 오늘날의 지방자치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절대군주에 대한 제

한과 입헌주의의 출현에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 근대 중국의 경우, 각

성의 자치선언이 청 왕조의 멸망을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중화민

국 초기에는 내전이 끊이지 않았으며 중앙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아래 각 성의 자치가 지역할거세력으로 변화되고,

연방제의 시도로 각 성에서는 헌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지만, 1928년 북벌

전쟁으로 중국이 형식적으로 통일되면서 국민당이 주도로 하는 현급 지



- 43 -

방에서의 자치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어지는 제2차 세계대전

과 내전으로 인해, 지방자치를 추진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환경이 없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현대에 들어선 중국 1978년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으로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서구 지방자치의 일반이론

지방자치제도는 근대 시민적 민족통일국가를 건립한 유럽에서 정립된

것이고, 영국·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영·미형 지방자치(주민자치)와 독

일·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유럽 대륙형 지방자치(단체자치)가 지방자

치 형태의 두 가지 계보를 이루고 있다.90) 이러한 계보가 어떻게 형성되

었는가에 대한 답은 자치권에 관한 학설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서구 지방자치권의 학설을 검토하고, 지방자치의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그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기준을 도출한다.

또한 세계지방자치선언 상의 주요원칙을 추출하고, 선택된 주요 국가별

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분석함으로써 공통된 지방자치의 요건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일국 지방자치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립한

다.

I. 지방자치권 학설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권의 학설은 주로 고유권설, 전래설,

제도보장설이 포함되어 있다.91) 이 중에서 (자치)전래설이 통설의 입장

이기도 하다.92) 후술하겠지만 한국과 중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

권의 학설은 대체로 서구에서 도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소절

90) 최창호, 앞의 책, 82쪽.
91) 임승빈, 지방자치론(법문사, 2016), 6-9쪽.
92) 성낙인, 앞의 책, 657쪽. 물론 헌법학에서의 통설과 행정학에서의 통설은 약간의 차
이가 있다. 예컨대 임승빈 교수는 제도보장설을 통설이라고 주장한다. 임승빈, 앞의
책,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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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고유권설, 전래설, 제도보장설을 위주로 하는 서구의 지방자치권

학설을 검토한다.

1. 고유권설

고유권설은 1789년 프랑스 혁명시기 국회의원 투레(Thouret)가 프랑스

헌법제정국민회의에서 행한 지방권력에 대한 발언에서 기원되었다.93) 고

유권설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자연인과 유사하게 고유의 인격권을 가진

다. 그리고 자연인이 천부적이고 불가침의 기본인권을 가진다면, 자치단

체도 마찬가지로 고유의 전(前) 국가적인 자치권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서는 자치단체의 권한이 국가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며, 지방이 국가

를 필요로 하여 국가에게 권리를 이양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

권설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전래설에 의해,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또 다른 견해로는 20세기에 와서 자연법론의 쇠퇴와 종전 중앙의 절대주

의 국가가 대의제 민주정치로 대체됨에 따라 지방권 사상에 기초를 둔

고유권설이 퇴조되었다는 설도 있다.94)

1970년대에 즈음하여 고유권설의 결함을 보완한 신고유권설이 나타났

고, 이러한 학설은 전래설의 일부 관점을 상대로 새로운 견해를 전개하

고 있다. 즉 지방의 자치권은 헌법 또는 국가에 의해 부여한 것이 아니

라 민주주의 내재의 요소로 고유한 것이라고 보며, 국가의 승인으로 성

립된 것이 아니라,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갖고 있는 기본적 인권

내지 고유의 단체의 기본권이라고 보는 주장이다.95) 고유권설과 신고유

권설은 모두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으로 보았다. 상기 두 학설

의 차이점이라면 고유권설은 절대주의 국가를 대항하기 위한 학설인 반

면 고유권설은 자치권이 민주주의 내재적 요소임을 강조하는 학설이다.

2. 전래설

93) 백윤철, 프랑스 地方分權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1997), 30쪽. 김철
수, 앞의 책, 1037쪽.

94) 임승빈, 앞의 책, 7쪽.
95) 張千帆, 앞의 책(2008), 5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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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설은 지방자치가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보아, 국가의 승인으

로 지방자치가 허용되었다는 주장으로 여기서는 국가의 존재가 지방자치

에 주는 결정적인 양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학설은 19세기 후반의

독일에서 나타났다. 해당 이론에 의하면, 자치권은 고유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임 또는 하사로 보았으며, 자치권은 국가가 지방에 부여한 것

으로 본다. 바이마르 헌법시기에도 해당 학설이 독일의 많은 학자에 의

해 받아 들였다고 본다.96)

이 학설에서는 자치권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치단

체가 국가의 창조물이고,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수여된 권력이라고 보고

있다.97) 일본 학계에서도 전래설을 받아들이고 있다.98) 일본에서 논의되

고 있는 지방자치의 이론에 대한 학설은 주로 고유권설·전래설·제도보장

설이 있지만, 일본학계에서는 자치권과 국가권력 사이에 연계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전래설의 정당성을 긍정하고 있다.

3. 제도보장설

제도보장설은 전래설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

치에 대한 헌법의 보장을 중시하였다. 즉 국가의 법률은 헌법상 지방자

치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설에 의해 자치권이 국

가의 통치권에서 파생되고, 헌법에 지방자치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

치제도가 보장된다는 것이다.99) 제도보장설은 독일에서 최초로 주장되었

고, 독일 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동안

통설적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입장이기도 하

다. 제도보장설은 독일의 칼 슈미트 교수가 주창하는 학설이다. 이 학설

이 나타난 배경을 살펴보면 독일 공법학계에서는 바이마르 헌법 제127조

를 놓고 소수의 고유권설 주장과 다수의 전래설 주장이 대립되었으며,

이러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보장설이 고안되었다.100) 제도보장설

96) 鄭賢君, “地方自治學說評析”, 首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제2권(2001), 55-56쪽.
張千帆, 앞의 책(2008), 508-509쪽.

97) 임승빈, 앞의 책, 7쪽.
98) 曾祥瑞, 日本地方自治法研究, 박사학위논문, 中國政法大學(2005), 7쪽.
99) 임승빈, 앞의 책,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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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바이마르 헌법 제127조를 보면 입법자는 국가공법상의 제도인

지방자치제도를 파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역사전통에 의해 형성

된 제도인 지방자치제도를 파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및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10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제도보장설은 일본 학계에서 통설

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다. 제도보장설은 1950년대 일본 기요미야 시로

(清宮四郎) 교수와 타가미 쇼우시(田上穰治) 교수 등에 의해 주장되었지

만 주로 독일 기존 학설에 대한 도입이었다. 그 후 나리타 요리아키(成

田頼明) 교수에 의해 토착화 과정을 거쳐 발전되었다. 나리타 요리아키

교수는 현대국가의 지방자치단체 가 는 국가와 지방 사이의 대립관계에

서 정립된 것이 아니라 국가와 함께 복지증진을 위한 존재라고 보았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는 국민주권에서 출발한 공권력이 국가로부터 독립

되어, 그 공권력이 지방 스스로의 책임아래에서 행사되는 제도이고, 국가

가 그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적 제도로

보았다.102) 이러한 제도보장설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대립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가구조 내의 공존체로 보았다. 이는 현대 사회국

가와 지방의 상호의존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익하다.

II. 지방자치의 유형과 기준 그리고 원칙

본 소절에서는 지방자치의 유형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개념을 분석함

으로써 각 개념 속에 어떠한 기준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추출하고자 한

다. 그리고 세계지방자치선언에서 권장하고 있는 원칙들을 귀납해본다.

100) 바이마르 헌법 제127조에서 “Communities and associations of communities are
entitled to self-administrations, within the limits set by law”고 규정하면서 수권에
의한 행정자치권을 명시했다.

101) 許崇德, 各國地方制度(中國檢察出版社, 1993), 3쪽.
102) 張慶福, 앞의 책, 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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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의 유형과 기준의 도출

지방자치의 유형은 영국·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영·미형 지방자치인

주민자치와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유럽 대륙형 지방자치인 단

체자치로 구분될 수 있고, 오늘날 주민자치와 단체자의 개념을 절충한

혼합자치가 추가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주민자치형 지방자치와 단체자

치형 지방자치 그리고 혼합자치형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각 유형별 지방자치에 내포되어 있는 기준을 도출한다.

(1) 주민자치

주민자치형 지방자치라 함은 그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처리한다는 영국식 모델에서 비롯된 것

이다.103) 또는 주민자치형 지방자치란 정치와 행정이 그 지방주민의 의

사에 따라 행해지는 지방자치로 이해할 수도 있다.104) 한국에서는 주민

자치형 지방자치권의 성질을 고유권설에서 도출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성립 이전부터 지역주민이 보유한 고유권능이라는

것이다.105)

지방자치의 3대 요소를 주민, 자치단체, 자치권이라고 본다면 지방자치

의 중심을 주민의 참여에 두는 것이 주민자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106)

그리고 자치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의 일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처리하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자치라고 하면 스스로 주민의 사무를 주

민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주민의 의사로 주민

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면 그 지방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론상 주민의 사무를 주민의 직접참여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이지만, 현실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대표자를 선거하여 주민의 사무를 처

리하도록 위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대표제 민주정치로 볼 수 있다.107)

103) 임승빈, 앞의 책, 9쪽.
104) 성낙인, 앞의 책, 656쪽.
105) 성낙인, 앞의 책, 656쪽.
106) 임승빈, 앞의 책, 6쪽.
107) 김철수, 앞의 책, 1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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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의해 선거된 대표자는 주민의 의사를 통찰하여 주민의 사무를 처

리하게 된다. 또한 주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관을 구성해야만 한

다. 이러한 기관은 최소한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기관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제도는 대표자로 하여금 주민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

고 주민의사에 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에 의한 정기적인 선거

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주민에 의해 선거된 대표자를 평가하게 하고, 전

횡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주민에 의해 선거된 대표자의 임기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형 지방자치에 내포되어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민의 선거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② 주민의 사무를

확정하는 사무배분이 있어야 한다.

(2) 단체자치

단체자치형 지방자치라 함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방단체

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치를 행한다는 유럽 대륙형 모델에서 비

롯된 것이다.108) 또는 단체자치형 지방자치란 국가 내에서 일정한 지역

을 기초로 독립된 법인격과 자율권을 갖는 단체에 의해 행해지는 지방자

치로 이해할 수도 있다.109) 한국에서는 단체자치형 지방자치권의 성질을

전래설에서 도출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의 기술적

창조물에 불과하며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국가의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라는 것이다.110) 이에 관해 국가가 승인하는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위임된 권능이라는 견해도 있다.111)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3대 요소를 주민, 자치단체, 자

108) 여기서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한 단체라는 것은 단체에 귀속되는 사무와 그
사무를 실현하려는 의사 및 그 의사를 표현할 기관의 존재를 의미한다. 김철수, 앞의
책, 1036쪽. 임승빈, 앞의 책, 9쪽.

109) 성낙인, 앞의 책, 656쪽.
110) 김철수, 앞의 책, 1038쪽.
111) 성낙인, 앞의 책, 657쪽. “전래설의 경우, 지방자치권은 국가가 자치단체에 일정한
지방사무를 이양하여 지방주민이 스스로 처리하도록 허용할 때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권적 통일국가의 통치구조 일환으로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고유
권이 아니라 국법으로 부여된 권리라는 것이다.” 임승빈, 앞의 책,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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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권이라고 본다면, 지방자치의 중심을 자치단체에 두는 것이 단체자치

형 지방자치이다. 그리고 자치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의 일을 자기의 의

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체자치라고 하면 단체의

사무를 단체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단체의 의

사로 단체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면 그 지방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래설에 입각한 단체자치형 지방자치의 경우, 단체의 의사로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전에 국법에 의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 즉 국가가 중앙

입법을 통해 상대적으로 독립한 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이다. 오늘날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국가의 보편적인 이론으로 적용되

고 있으므로 상기 중앙입법은 헌법 또는 국가기관구성 관련 기본법률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앙입법의 수권 상대방은 지방단체이다. 그러

므로 지방에는 단체가 당연히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체는 의결기관

일수도 있고 집행기관일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입법에 의해 부여

된 지방자치권을 근거로 지방단체는 자치권을 갖게 된다. 다만 이러한

자치권의 범위는 중앙입법에 의한 수권한도에 운명을 맡기고 있다. 물론

오늘날의 국가는 보편적으로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국가는 헌법상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존중해야만 하고, 또 진정한 지방자치는 국가의 존중을 필요로 하고 있

다.

결론적으로 단체자치형 지방자치에 내포되어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

다. ① 국가가 헌법 또는 국가기관구성 관련 기본법률을 통해 지방에게

자치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기관이 구성되어야 한

다. ③ 중앙입법에 의해 단체사무를 확정하는 사무배분이 있어야 한다.

(3) 혼합자치

위에서 각기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오늘날 주민

자치형 지방자치와 단체자치형 지방자치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하는 나

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날의 지방자치를 살펴보면, 각 나라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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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적 특징과 현실에 따라,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개념의 혼

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112) 또한 중앙으로부터 자치권이 보장되는 지

방자치단체가 없이는 주민자치도 있을 수 없고, 아무리 단체자치가 보

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상상하기 어렵

다.113)

주민자치형 지방자치의 경우, 일국의 주민자치가 중앙과 아무런 관계

없이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중앙입법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가 다

반사이다. 또한 단체자치형 지방자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행

사는 그 지방의 주민을 이탈하여 존재할 수 없고, 단체사무를 실현하기

위한 의사도 그 지방의 주민의 의사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지방의

주민에 의해 구성된 단체가 그 자치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지방주민에

의해 단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오늘날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정

치를 감안하여, 이러한 단체에는 최소한 지방의회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

리고 지방의회가 단체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단체의사의 왜곡을 방지

하고 국가의 감독권을 투명하게 실현시키기 위해, 법치주의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에게 지방입법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혼합자치형 지방자치에 내포되어 있는 기준을 주민자치형 지방자

치에 내포된 기준과 단체자치형 지방자치에 내포된 기준의 집합으로 볼

경우 ① 단체자치에 입각해, 국가의 헌법 또는 국가기관구성 관련 기본

법률에 지방자치의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② 최소한 지방주민의 선거에

의해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 지방의 사무를 확정하는 사무배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지방자치의 기준에 충족할 경우, 그 나라에

는 지방자치제도가 작동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

순 지방자치 유형의 개념을 검토하여, 지방자치의 기준을 추출하는 것은

불신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보다 신빙성이 있는 세계

지방자치선언 중에서 권장하고 있는 원칙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세계지방자치선언에 대한 분석

112) 임승빈, 앞의 책, 9쪽. 성낙인, 앞의 책, 657쪽.
113) 임승빈, 앞의 책,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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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유럽에서 유럽지방자치헌장이 유럽각료회의에서 의결 된 후,

1988년 9월 4개의 회원국의 비준으로 발효되어 오늘날 유럽회의의 회원

국 대부분에 의해 비준되었으며 영국도 블레어정부(2007년∼2010년)에

들어서 비준이 이루어졌다. 세계지방자치선언 또한 유럽지방자치헌장의

자극을 받아 1985년의 세계지방자치선언을 채택한 적이 있다.114) 아래에

서 검토하게 될 1993년 새로이 채택된 세계지방자치선언은 분명히 유럽

지방자치헌장의 승화본 또는 국제본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지방자치선

언의 서론에서 세계지방자치선언은 ① 보다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달성시키게 할 수 있고, 그것으로써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복지의 향

상을 갈망하는 모든 국가에게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이는 각 국가가 지

방자치를 실행함에 있어서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새로

운 지방정부관련 법률을 정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그 역할을 설시한

바 있다.

국제지방자치연합(the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IUL

A)에 관해, 1994년 한국 외무부에서 출간한 국제기구편람을 참조하면,

해당 국제지방자치연합을 준정부간 기구로 분류하고, 한글로는 국제지방

자치연합으로 번역되었다.115) 국제지방자치연합은 2004년에 국제자매·교

류도시연맹(UTO/FMCU), 대도시협회와 통합되어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을 새롭게 설립되었

다.116) 국제지방자치연합은 비록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에 의해 통합되었

지만 그 기능은 여전히 새로 설립된 기구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993년 토론토회의에서 국제지방자치연합이 채택한 세계지방자치선

114) 1985년 9월 리우데자네루(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제29회 세계대표회의에서
1985년의 세계지방자치선언을 채택한 적 있었다. 하지만 1985년 이후 세계에서 일어
난 각종 변혁으로 인해, 세상 모든 공동체의 주민에게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기본성질
을 알리고 사회·경제·정치상 정의를 보장한다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촉진시키기 위해,
1993년 세계지방자치선언을 새로이 채택하게 되었다.

115) 외무부, 국제기구편람(외교부, 1994), 422쪽.
116)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정부간기구로 분류되며, 국제지방자치단체연합과 국제자
매·교류도시연맹을 통합하여 설립한 새로운 조직이며, 대도시협회(Metroplolis)가 새로
출범한 조직의 일부분을 구성하게 되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상기 3개 국제지
방자치단체기관이 하고자 하는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국제기구
편람(국가정보원, 2004), 216쪽. 국가정보원, 국제기구편람(국가정보원, 2010),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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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World Wide Declaration of Local Self-Government)이다.117) 해당 선

언에서는 지방자치의 원칙을 11개 조문으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지방자

치의 원칙들을 글로벌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하다.

한국은 1964년 내무부 자문기관인 지방행정연구위원회가 준회원 자격

으로 가입하였고, 1971년에 부산이 정회원 자격으로 가입하였으며 서울

도 잇따라 가입하였다.118) 그 후 대구·경기도·강원도·경상북도·제주도·김

천·구미 등이 가입하였다. 중국은 1999년에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Chine

se People's Association for Friendship with Foreign Countries)를 통해

각급 지방을 대표하여 국제지방자치연합에 가입하였으며 선후로 상하이·

광저우·톈진·후난성(湖南省) 등이 가입하였다. 아래에서는 세계지방자치

선언을 검토함에 앞서 국제지방자치연합이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를 살펴본다.

(1) 국제지방자치연합에 대한 소개

우선 국제지방자치연합의 설립연혁과 목적을 보건대 국제지방자치연합

은 1913년 벨기에(Belgium)의 겐트(Ghent)시에서 설립되었고, 비서기구

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되었다. 각국의 지방자치제를 촉진시키고, 지

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며, 지방행정인원과 지방인들의 복지를 도

모하고 각국의 지방자치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119) 다음으로 국제지방자치연합의 가입현황과 주요활동사항을 살펴보

면 회원국으로는 1994년 1월까지 총 83개국의 지방연합 및 지방도시 등

이 가입되었고 2004년 통합되기 전까지 약 400개의 멤버가 가입하였다.

국제지방자치연합은 주로 지방행정기관 사이의 정보교환, 행정제도의 과

학적 연구 등 지방자치제 확립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120)

117) 세계지방자치선언의 원문은 일본 지방자치확립대책협의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지방자치확립대책협의회 사이트, http://www.bunken.nga.gr.jp/siryousitu/eturansit
u/charter/iula_decl_txt.html, 2017년 1월 6일 최종방문.

118) “국제지방자치연합의 사업은 아국(我國)의 지역사회 개발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아국의 새마을 사업은 최근 각 회원국에게 많은 감명을 주고 있다”고 평가되
었다. 외무부, 국제기구편람(일반기구편)(농원문화사, 1976), 366쪽.

119) 외무부, 앞의 책, 422쪽.
120) 외무부, 앞의 책, 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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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구인 국제지방자치연합은 각국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사무에

대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촉진시키고, 지방정부의 도시

사무 및 주민복리와 주민참여 등 과제를 연구하며, 지방정부의 환경보호

및 지방행정인원의 연수와 관리 등 영역에서의 공조를 도모한다. 또한

국제지방자치연합은 기타 국제조직과의 공조를 중요시하여 특히 국제연

합(UN)과의 공조에서 지방정부의 사무와 관련해서 주요한 파트너관계를

유지해왔었다. 아래에서는 국제지방자치연합이 1993년에 채택한 세계지

방자치선언을 살펴본다.

(2) 세계지방자치선언의 내용에 대한 분석

세계지방자치선언은 지방자치의 원리들(Principles of Local Self-Gove

rnment)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분석을 통해 지방자

치의 주요 원칙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세계지방자치선언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의 법적 기초를 명시하

도록 하고 있으며, 오늘날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보편화되어 있는 시점

에서 지방자치의 근거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즉

지방자치의 원칙은 응당 헌법 또는 국가기관구성과 관련된 기본법률에서

승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지방자치선언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① 헌법 또

는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책무 및 그 책무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

가 규정되어야 한다(세계지방자치선언 제3조 제3항). ② 헌법 또는 법률

이 지방의회의 정지 혹은 해산 또는 지방 집행관들의 정직 혹은 해임을

인정할 때는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세계지방자치선언 제4조

제1항). ③ 지방자치단체 의원 직무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서만 가능하다(세계지방자치선언 제6조 제3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변경은 지역 공동체 또는 관련 공동체와 협의한 후 법률에 의해서만 가

능하며, 법에 의해 허용될 경우에는 주민투표의 방식도 포함시킬 수 있

다(세계지방자치선언 제4조 제2항). 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을 위

한 절차들은 오직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고,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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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대한 감독은 합법성의 확보만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고 보

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목적은 통상적으로 합법성을 보장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세계지방자치선언 제7조 제1항).

둘째, 무엇보다 세계지방자치선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개념

을 보면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지역주민을 위

해 공공사무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세계지방자치선

언 제2조). 여기서 지방자치권은 정기적인 보통·평등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 또는 대표기관이 행사해야 하고, 주요 공직자도 선거로 선출되거

나 선출된 기관의 참여로 임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개념정의

는 주민자치형 지방자치와 단체자치형 지방자치의 요소를 모두 포함시킨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에 있어서, 각국의 관

행에 따라 기층단체·중간단체·광역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세계

지방자치선언 제3조 제1항). 그러고 보면 지방의 자치권은 주민에 의해

선거된 대표자 또는 대표기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선거에 의

해 선출된 대표자 또는 대표기관은 지역의 수요에 따라 행정기구를 스스

로 결정하도록 권장한 것을 보아,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표자 또는 대표기

관이 있어야 하지만, 행정기관의 설치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

기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세계지방자치선언 제5조 제1항).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방의회의 구성을 권장하고 있다.

셋째, 자치사무의 배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입법에 의해 명

백히 제외시키지 않은 사무를 제외한 모든 자치사무에 대해 스스로 처리

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세계지방자치선언 제3조 제2항). 또한 상급 지방

이 하급 지방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법을 시

행하는 재량자유를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야 한다(세계지방자치선언 제3

조 제5항). 이러한 자치사무의 배분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분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세계지방자치선언 제3조 제6항). 그러므로 여기서는 자치

사무의 배분을 권장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있어서 중앙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충분한

자주 재원을 마련해주어야 하고, 재정의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세계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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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선언 제8조 제1항). 이러한 재원의 배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직무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새로운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에는 그 수용에 필요한 재원의 배분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재원의 보장을 권장하고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

권의 보장, 자치사무의 결정권과 이익의 보호를 위해, 사법적인 구제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세계지방자치선언 제11조). 여기서는 자치권 침

해에 대한 사법권 구제를 권장하고 있다.

상기 검토를 통해, 세계지방자치선언에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5가지 주

요원칙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각기 ① 헌법 또는 국가기관구성과 관련

된 기본법률상 지방자치원칙의 승인, ② 지방의회의 구성, ③ 자치사무의

배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장, ⑤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한 사법구제

의 보장이다. 앞에서는 이미 지방자치 유형의 개념을 검토하여 지방자치

의 3가지 기준을 도출했고, 여기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5가지 주요원칙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출 작업 역시 불신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선택된 주요 단일국가별 헌법상 내포되어 있는 지방자

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공통된 요건을 선별하고자 한다.

III. 주요 국가별 헌법상 지방자치 규정

본 소절에서는 전형적인 단일국가인 한국·프랑스·이탈리아의 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공통된 지방자치의 요건을 선별하고자

한다.

1. 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규정

한국 헌법의 경우 제8장은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다. 아래에

서는 각 조문별 간추린 내용을 열거하도록 한다. 제117조는 지방자치단

체(본 소절에서는 ‘지자체’로 약칭한다)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

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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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

였다. 제118조는 지자체에서의 의회구성을 명시하였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의원선거와 지자체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프랑스 헌법의 경우, 제1조는 프랑스가 지방분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

어졌음을 명시하였고, 제12장은 지방자치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다.

아래에서는 각 조문별 간추린 내용을 열거하도록 한다. 제72조는 지자체

의 설치 및 통합이 법률에 의해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지방에서

가장 잘 시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원칙적인 결정권을 규정

하였다. 또한 지방의회를 통한 자율적인 행정권의 행사를 명시하고, 권한

행사를 위한 행정입법권의 부여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한정된 경우에 지

자체 또는 지자체연합은 법령에 의해, 실험적으로 법령의 조항을 위반하

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나아가 한 지자체는 다른 한 지자

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72-1조는 지자체 유권자의 청원권 행사를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법률에 의해 지자체는 그 소관의 결정안 및 계획안을 주민

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72-2조는 지자체가 법률

에 의해 재원을 가지고,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 법

률에 의해 그 과세기준 또는 세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72-3

조는 해외령 및 그 주민의 지위를 규정하였으며, 제72-4조는 해외령 지

위의 변경에는 그 지역 유권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제73조는 지자체의 조례제정권을 명시하였고, 중앙입법으로만 규

정할 수 있는 영역을 열거하였다. 그리고 제74조는 지자체가 국가 내에

서 고유한 이익을 감안할 수 있고, 지자체의 권한·조직·제도운영·선거제

도 등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제74-1조는 법률명령을 해외령에

서 적용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5조와 제75-1조는 개인

의 신분과 지역 언어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탈리아 헌법의 경우, 제5조는 이탈리아가 지방자치를 인정하고 촉진

함을 명시하고, 제5편은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규정하였다. 아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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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문별 간추린 내용을 열거하도록 한다. 제114조는 시·도·대도시·레지

옹이 조례와 권한 및 기능을 가진 지자체임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제116

조는 국가가 일부 지역에게 특별 자치의 형태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제117조는 입법권이 헌법에 따라 국가와 레지옹에 귀속됨을 규

정하는 한편 국가의 독점입법영역과 레지옹의 원칙적인 입법영역을 구분

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귀속되지 아니

한 문제는 레지옹에 입법권이 있다. 제118조는 국가와 지자체 사이 행정

기능의 배분을 규정하였고, 지자체는 자체 행정기능뿐만 아니라 국법 또

는 레지옹 법에 의해 할당 기능도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지자체는 공익활동에 관한 주민의 자율적인 발의를 촉진해야 한다고 규

정하였다. 제119조는 지자체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주권을 명시하였고,

독립된 재정자원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120조는 레지옹 간의 협력을 규정하였고 지역보호에 대한 규제

를 명시하였다. 한편 제121조는 레지옹이 의회와 정부 그리고 레지옹의

장으로 구성됨을 규정하였다. 레지옹의 의회는 입법권뿐만 아니라 헌법

과 법률이 수권한 기타 기능을 행사하며, 국가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조문에서는 레지옹의 정부 및 레지옹의 장이 수행하

는 업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제122조는 레지옹 공직자의 선거는 레지옹

의 입법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였고 해당 조문에서 선거 관련 사항을 부

분적으로 열거하였다. 제123조는 레지옹의 조례제정권을 규정하였고, 이

러한 조례제정권은 중앙정부가 합헌성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한편 제125조는 레지옹이 법률에 따라 행정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26조는 대통령이 법률에 의해 레지옹 의회 해산권과 레지옹

의 장에 대한 해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레지옹 의회

의 일정한 의원정족수를 충족할 경우 레지옹 의회는 레지옹의 장에 대한

불신임 동의권을 가진다. 제127조는 중앙정부가 레지옹 입법을 그 합헌

성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131조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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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레지옹을 열거하였다. 제132조는 레지옹의 통합 또는 창설이 법률

에 의해 주민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133조는 레지옹 내에서 도의 경계변경 또는 도의 신설은 법률로 정함을

규정하였고, 레지옹 법에 의해 시를 신설하고 명칭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2. 공통된 지방자치의 요건

전형적인 단일국가인 한국·프랑스·이탈리아의 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공통으로 아래와 같은 4가지 지방자치의 요건을 선별할

수 있다. 이는 ① 헌법상 지방자치의 명시, ② 지방의회의 구성, ③ 지방

입법권의 보장, ④ 지방자치 사무배분과 재원의 보장이고, 구체적으로 정

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한국

한국의 경우 첫째,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있다. 둘째,

헌법 제118조 제1항은 지자체의 의회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자체에게 자치에 관한 규정의 제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 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넷째, 헌법 제117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에 관한 사무배분과 재원이 보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첫째, 헌법 제1조는 프랑스가 지방분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2장은 지자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

로써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있다. 둘째, 헌법 제72조 제3항의 전문에서는

지자체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행정

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구성을 언급하고 있다. 셋째,

헌법 제72조 제3항의 후문에서는 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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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입법권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헌

법 제72조 제2항은 지자체가 가장 잘 행사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제기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였다. 이

러한 지방자치 사무배분의 원칙은 보충성원칙이라고 한다.121) 한편 지방

자치 사무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분권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다.122)

그리고 헌법 제72-2조 제1항에서는 지자체가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지방재원을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재원을 보장하고 있

다.123)

(3)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경우 첫째, 헌법 제5조는 지방자치를 인정하고 촉진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14조는 시·도·대도시·레지옹이 조례와 권한 및 기능

을 가진 자치단체임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헌법 제121조 제1항과 제3항

은 레지옹 의회 및 레지옹 정부의 구성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구성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24) 셋째, 헌법 제121조 제2항은 레지옹 의회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입법권 및 기타 직능을 행사하고, 국회를 상대로

하는 법률의안 제출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넷째, 제118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사이 행정기능의 배분을 규정

하였고, 지자체는 자체 행정기능뿐만 아니라 국법 또는 레지옹 법에 의

해 할당 기능도 이행해야 함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사무배분을 간

121) 프랑스 보충성원칙에 관한 내용은 아래 단행본을 참고할 수 있다. 전훈, 프랑스 지
방분권법(경북대학교출판부, 2013), 59-62쪽.

122) 프랑스 지방자치 사무배분의 관련 법률은 1982년의 지방분권법률, 1983년의 지방분
권법률, 2004년의 분권법이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내용은 아래 단행본을 참고할 수
있다. 전훈, 앞의 책, 63-73쪽.

123) 프랑스 헌법 제72-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자유
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장 사항을
법률에 위임했다.

124) 본 논문에서는 이탈리아 헌법상 Region을 광역지방 또는 레지옹으로 번역한다. 이
탈리아 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 “레지옹은 레지옹 의회, 레지옹 정부 및 레지옹 주석
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레지옹은 의회와 정부 그리고 자치단체의 장으로 구
성됨을 명시하고, 제3항에서 “레지옹 정부는 레지옹의 집행성적인 기구이다”고 규정
함으로써 레지옹 정부가 집행기관임을 명시하였다. 세계법제정보센터 사이트, http://
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IT/law/26834, 2017년 1월 6일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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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 재정자주권에 관하여, 헌법 제

119조는 시·도·대도시·레지옹이 재정수지에 관한 자주권을 가진다고 명

시하고 있다.125)

IV. 지방자치의 평가기준 도출

우선 지방자치 유형의 개념을 검토하여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래

와 같은 지방자치의 3가지 기준을 분석했다. ① 단체자치에 입각해 국가

의 헌법 또는 국가기관구성 관련 기본법률에 지방자치의 원칙을 명시해

야 한다. ② 최소한 지방주민의 선거에 의해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 지방의 사무를 확정하는 사무배분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세계지방자치선언에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5가지 주요원칙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각기 ① 헌법 또는 국가기관구성과 관련된 기본법

률에 지방자치원칙의 승인 ② 지방의회의 구성 ③ 자치사무의 배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장 ⑤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한 사법구제의 보장이

다.

그 다음 전형적인 단일국가 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공통으로 4가지 지방자치의 요건을 선별하였다. 이는 ① 헌법상 지방자

치의 명시 ② 지방의회의 구성 ③ 지방입법권의 보장 ④ 지방자치 사무

배분과 재원의 보장이다.

상기 지방자치의 3가지 기준과 5가지 주요원칙 그리고 지방자치의 4가

지 요건에는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를 열거해보면 우선 지방

자치의 첫 번째 기준 ‘헌법 또는 국가기관구성 관련 기본법률에 지방자

치의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첫 번째 원칙인 ‘헌법 또는 국

가기관구성과 관련된 기본법률에 지방자치원칙의 승인’과 겹치고, 지방자

125) 이탈리아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시, 도, 대도시, 레지옹은 세입세출예산의 균형
을 유지할 의무를 조건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주적 권리를 가지며, 유럽연합 법
률이 부과하는 경제적 및 재정적 제약을 준수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
써 지방자치단체의 수지균형 자주권을 명시하고, 제2항 제1문에서 “시, 도, 대도시, 레
지옹은 독립된 재정 자원을 가진다”고 규정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장하고
있다. 김철수, 이효원 외 2인, 앞의 책, 4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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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첫 번째 요건인 ‘헌법상 지방자치의 명시’와 관련이 있다. 다음 지

방자치의 두 번째 기준인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두

번째 원칙인 ‘지방의회의 구성’과 겹치고, 지방자치의 두 번째 요건인 ‘지

방의회의 구성’과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준인 ‘지방의 사무를

확정하는 사무배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세 번째 원칙인 ‘자치사

무의 배분’과 겹치고, 지방자치의 네 번째 요건인 ‘지방자치 사무배분’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일국의 지방자치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최소한 ① 헌법

또는 국가기관구성과 관련된 기본법률에 지방자치원칙을 승인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③ 자치사무의 배분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오늘날 입헌주의가 보편화 되었고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다수 국가에 의해 수용되었으며,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가 행정기관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에게 입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또한 자치권은 주민에 의해 선거된 대표자 또는 대표기

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표자 또는 대표기관이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지방입법권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국의 지방에

게 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지방을 자치지방으로 받아들이기

는 어렵다. 이는 세계지방자치선언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방재원의 보장

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상기 전형적인 단일국가의 헌법에서도 보편

적으로 지방재원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국의 지방자치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 헌법

또는 국가기관구성과 관련된 기본법률에 지방자치원칙의 승인여부 ② 지

방의회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③ 지방입법권이 보장되었는지 여부 ④ 자

치사무의 배분과 재원보장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정리할 수 있다.

고유권설은 지방자치권을 기본인권으로 보고 또한 민주주의 내재의 요

소로 보고 있으며, 지방이 권리를 이양하여 국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헌법 또는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

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중 ① 지방의회의 구성 ② 주민의 사무를 확정

하는 사무배분만 있으면 족하다. 전래설에 기한 지방자치권은 국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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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부터 오며, 이러한 수권은 국가의 법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이에 법적으로 상기 지방자치의 유무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을 모두 충

족시켜야 한다. 제도보장설은 전래설에 대한 발전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 고유권설과 전래설의 절충된 학설로 볼 수도 있으며, 국가의 법률은

헌법상 명시한 지방자치의 권한만 침해하지 않으면 된다. 이에 상기 지

방자치의 유무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헌

법의 개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헌법상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만 침해하지 아니하면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권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전래설이 현 실정에

더욱 부합하다고 본다.

그리고 단일국가 중 일국의 지방자치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기

4가지 기준 중의 하나만 해당하면 지방자치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아

니라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평가기준

은 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상기 지방지치의 유

무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은 모두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지방의회는 지방입법과 자치사무의 배분 및 재원의

보장을 관장해야 한다.

전래설에 기한 지방자치의 유무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기준인 ① 헌법 또는 국가기관구성과 관련된 기본법률에

지방자치원칙의 승인여부는 헌법 또는 법률에서 지방자치의 원칙이 승인

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헌법해석을 통해 지방

자치의 원칙을 도출할 수도 있다. 두 번째 기준인 ② 지방의회를 구성하

였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주민에 의해 선거된 지방의회 또는 주민이 선거

한 대표자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기준인 ③

지방입법권이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법적으로 지방입법을 명

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해당 지방의 입법이 지방의회의 통제아래에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네 번째 기준인 ④ 자치사무의 배분과 재

원보장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법적으로 사무배분과 재원보

장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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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제3절 일반이론으로 본 중국의 지방자치

서양에서 도래된 정치제도가 중국에서 수용되려면 토착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념상의 문제도 함께 논증되어야 한다. 중국에서 시장경제체제

를 도입함에 있어서, 1978년 개혁개방정책의 제정으로 인해, 그 때부터

사실상 시장경제체제가 이미 작동되었지만, 공식적인 도입은 1993년의

헌법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지방자치제도의 경우도 토착화와 이념상

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공식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서구

지방자치권의 학설에 대한 중국의 수용을 논의하고, 지방자치의 유형에

대한 중국의 현황을 살펴본 후, 앞의 제2절에서 도출한 지방자치의 평가

기준으로 중국 헌법상의 규정을 고찰한다.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분석

을 통해 중국에서 적용 가능한 지방자치권 학설을 검토한다.

I. 지방자치권 학설에 대한 수용논의

중국에서 소개되고 있는 지방자치권 학설은 양적으로 많은 편이다. 예

컨대 쩡센쥔(鄭賢君) 교수는 보호설, 흠정설, 전래설, 고유권설, 제도보장

설, 인민주권설, 인권보장설, 법인설, 지방정부론, 권력분립설을 소개하였

다.126) 장첸판(張千帆) 교수의 경우, 쩡센쥔 교수가 소개한 학설과 유사

하게 보호설, 흠정설, 전래설, 고유권설, 제도보장설, 인권보장설을 소개

하였다. 또한 텐팡(田芳) 교수는 고유권설, 승인설(전래설), 제도보장설,

인민주권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리워이깡(李衛剛) 교수의 경우, 중국에

서 소개된 지방자치권 학설을 종합하여 고유권설, 전래설, 제도보장설,

인민주권설을 선별적으로 소개하였다.127)

126) 鄭賢君, 앞의 논문, 55-58쪽.
127) 田芳, 앞의 책, 155-159쪽. 李衛剛, 憲法學討論教學教程(제２판)(對外經濟貿易大學出
版社, 2014), 337쪽. 張千帆, 앞의 책(2008), 508-510쪽. 왕인선(王崟屾)저자는 고유권
설, 승인설(전래설), 제도보장설, 인민주권설, 신고유권설, 신중앙집권주의설을 열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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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국 여러 저서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기 학설을 종합해보면 주로

보호설, 흠정설, 고유권설, 전래설, 제도보장설, 인민주권설에 집중되었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설에 대한 중국에서의 적용문제는 언급

을 다소나마 자제하고 있다. 이에 본 소절에서는 보호설, 흠정설, 고유권

설, 전래설, 제도보장설, 인민주권설에 대한 중국의 수용을 검토하겠다.

1. 보호설

보호설은 주민자치라고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인민자치라고도 한다.128)

반면 고유권설이 주민자치라는 반론도 있다.129) 보호설은 영미법계 국가

에서 유행하는 학설이라고 본다. 여기서는 자치권이 천부의 권리이고 주

민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국가에 앞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사

람이 나타난 후, 공동체를 구성하여 자치권을 갖게 되고, 국가가 나타난

후에도 이러한 고유의 자치권은 여전히 존재하며, 국가는 이를 간섭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보호주의

라고도 한다. 지방자치기관의 구성인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주

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들은 지방 공직자의 직무를 가지며, 중앙

은 직권으로 이들을 교체시킬 수 없다. 지방자치기관에 대한 중앙의 감

독은 입법감독을 위주로 하며, 통상적으로 지방자치기관에 대한 강제명

령을 회피한다. 만약 지방자치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초월하였을 경우, 중

앙은 사법기관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학설은 고유권설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

이도 있다. 우선 이들은 자연인의 천부적인 자연권을 승인하고 이를 주

민의 고유권한으로 보아 국가에 앞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

나 보호설은 이를 전제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조하고,

국가는 지방자치권에 대해 임의로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

유권설은 지방자치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조하지 않고 있다고 본

다.130)

였다. 王崟屾, 地方立法權之研究(浙江工商大學出版社, 2014), 25-33쪽.
128) 鄭賢君, 앞의 논문, 55쪽.
129) 李衛剛, 앞의 책, 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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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흠정설

흠정설은 단체자치라고도 불린다.131) 이에 대한 반대견해로 전래설이

단체자치라는 반론도 있다.132) 흠정설은 주로 대륙법계 국가의 지방에서

적용되는 이론으로 보고 있다. 주민자치와 달리 단체자치는 자치권이 천

부의 권리도, 주민의 고유권한도 아니라고 본다. 즉 자치권은 국가가 부

여한 것이고 국가가 수시로 해당 권한을 취소시킬 수 있으므로 흠정주의

라고도 한다. 대륙법계 국가의 지방제도를 보건대 그 자치권은 위임의

성질을 갖고 있다. 중앙은 자치사무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지방자치기관의 공직자가 중앙에 의해 임명되든 주민에 의해 선출되든

모두 중앙 공직자와 지방자치기관 공직자라는 이중신분을 가지며, 중앙

은 수시로 이들을 교체시킬 수 있다. 중앙은 주로 행정감독을 위주로 지

방자치기관을 감독한다. 그리고 중앙은 수시로 지방자치기관에게 강제적

인 지시를 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기관은 이를 반드시 집행해야 한

다.133)

위에서 주장하는 흠정설은 지방자치의 학설이 아니라 관치행정의 학설

이 아닌가라는 회의를 품게 한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흠정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오늘날 보기 드물다. 또한 이러한 흠정설에 대한 소개를 보건대

쩡센쥔(鄭賢君) 교수가 발표한 2001년의 지방자치학설 평석(地方自治學

說評析)이라는 논문에 등장하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장첸판(張千帆)

교수가 2008년에 편집한 헌법(憲法)이라는 단행본에서도 상기 쩡센쥔 교

수의 논문내용과 대체로 동일하며 출처를 밝히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

다.

130) 지방자치의 이론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보호설·흠정설·전래설·고유권설·제도보장
설·인권보장설의 경우, 아래 쩡센쥔(鄭賢君) 교수의 논문상 소개한 내용과 아래 장첸
판(張千帆) 교수가 편집한 단행본상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鄭賢君, 앞의 논문, 55쪽.
張千帆, 앞의 책(2008), 508쪽.

131) 鄭賢君, 앞의 논문, 55쪽.
132) 李衛剛, 앞의 책, 337쪽.
133) 鄭賢君, 앞의 논문, 55쪽. 張千帆, 앞의 책(2008), 5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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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권설

중국 학계에서도 고유권설이 소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학설에서는 자

치권이 천부적이고, 인민에 의해 고유한 것이며, 국가에 앞서 존재한다고

본다.134) 다만 그 결함에 있어서 첫째, 지방자치기관의 권리가 국가에 앞

서 존재한다는 견해는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예컨대 지방자치

기관이 국가에 앞서 존재한다는 것은 선험적인 가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주권의 단일성과 불가분성은 공법의 영역에서 지배적

인 견해이고, 이를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권이 국가

에 앞서 존재한다는 것은 주권이론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135) 그러

나 고유권설이 중국 지방에서의 적용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만 볼 수 없

다. 예컨대 왕젠쉐(王建學) 교수는 지방자치를 일종의 기본권으로 간주하

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고유권설을 주장하려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136)

4. 전래설

중국 학계에서도 전래설이 소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학설에서는 자치

권이 천부 또는 고유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수여한 것으로 본다.137) 중

국에서는 이러한 전래설은 승인설(承認設) 또는 인증설로 발전되었다고

본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러한 전래설에 명백한 위험요소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전래설에서는 국가가 가지는 지방자치에 대한 절대적인 우위를

강조하고, 국가는 지방자치의 발동자이며, 그 발동형태는 국가의 법률이

고, 지방자치의 발동형태는 조례라고 보고 있다. 즉 전래설은 지방자치입

법에 대한 국가법률의 절대적인 우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헌법

의 보장을 받는 지방자치라도 전래설의 관점에 따르면, 지방자치 실현의

정도가 약화된다는 것이다.138)

그러고 보면 단일국가에서의 지방자치는 그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으

134) 李衛剛, 앞의 책, 337쪽.
135) 許崇德, 앞의 책(1993), 2쪽. 鄭賢君, 앞의 논문, 56쪽.
136) 王建學, 作為基本權利的地方自治, 박사학위논문, 廈門大學(2008), 36-40쪽.
137) 李衛剛, 앞의 책, 337쪽.
138) 鄭賢君, 앞의 논문,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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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방의 자치권이 무제한 확장될 수 없다는 점을 보았을 때, 헌법상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만 침해하지 않는다면 법률에 의해 자치권을 제

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제도보장설

중국 학계에서도 제도보장설이 소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학설에서는

자치권에 관해 한편으로는 전래설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

로는 법률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본

다.139) 이러한 이유로 제도보장설을 광의의 전래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140) 그러나 중국 학계에서 바라보는 제도보장설의 부족한 점이라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일치한 견해가 없다는 것이

다.141)

6. 인민주권설

인민주권설은 국가설립의 이론기초인 인민주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전개한 학설이다. 이는 고유권설을 본질로 하고, 중앙과 지방의 존재 목

적은 기본권의 보장이라고 본다.142) 여기서 말하는 인민주권은 한국에서

국민주권이라고도 한다.

인민주권설에서는 인민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인민의 참여

가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러한 인민의 참여는 전국적인 사무에 대한

결정과 집행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사무의 결정과 집행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인민주권설은 지방우선 또는 지방우위를 주장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응당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처리해

야 한다는 학설이다. 이러한 학설에 의하면, 자치권은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권보장을 위한 권한이며, 인민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한

으로 보고, 법률의 수권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143) 유일하게 왕카

139) 李衛剛, 앞의 책, 337쪽.
140) 許崇德, 앞의 책(1993), 3쪽.
141) 鄭賢君, 앞의 논문, 56쪽. 張千帆, 앞의 책(2008), 509쪽.
142) 王崟屾, 앞의 책, 28-30쪽



- 68 -

이(王鍇) 교수는 인민주권설이 중국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며, 중

국 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민주권과 인대제도를 근거로 지방자

치가 인민주권을 실현시키는 중요방식으로 보았다.144)

인민주권설의 문제점으로는 루소의 이론을 적용하는 인민주권설에서

주권은 불가양·불가분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지방에 적용하게 되면

국가주권과 지방자치권의 양립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

론으로 인민주권설은 주권이론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주권이론을 전제

로 하는 주권제한이론이라고 보아 국가주권과 지방자치권의 양립가능성

을 주장하였다.145)

위에서 지방자치권 학설에 대한 중국에서의 논의를 검토하였지만, 중

국에 적용 가능한 지방자치권 학설에 관해서는 단순 학계에서의 논의만

으로 선택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상기 중국 학계에서의 논의는 대

체로 소개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저서에서 심층적인 분석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권 학설

에 대한 중국에서의 적용문제는 아래에서 지방자치의 유형에 대한 중국

학계에서의 논의와 헌법규정상 평가기준의 수용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증적으로 중국 현실에 맞는 학설을 채택해야 한다고 본다.

II. 지방자치의 유형과 평가기준 적용

본 소절에서는 지방자치의 유형에 대한 중국에서의 논의를 검토한 후,

앞의 제2절에서 도출한 지방자치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중국 헌법상의

규정을 검토한다.

1. 지방자치 유형에 대한 중국에서의 논의

143) 헌법 제2조의 제1항에서는 중국의 모든 권력이 인민에 속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
에서는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대와 지방인대라고 명시하였다. 田
芳, 앞의 책, 158-159쪽.

144) 王鍇, “論地方立法權”, 東吳法學, 2011春季卷(2011), 56쪽.
145) 鄭賢君, 앞의 논문,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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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지방자치권 관련 학설과 지방자치의 유형인 주민자치와 단

체자치를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지방자치권 관

련 학설을 논의하면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관계를 함께 논의하는 경

향이 있다.

주민자치에 관해 중국에서도 서구와 유사하게 고유권설에 근거하여,

지방의 자치권이 천부적이고 주민 고유의 것이며 국가에 앞서 존재했다

는 주장이 있다.146) 한편 주민자치형 지방자치권의 성질을 보호설에 근

거하여 도출하는 견해도 있다. 이는 지방의 자치권이 천부적인 자연권이

고, 주민의 고유권한으로 보아 국가에 앞서 존재하며, 지방자치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권에 대해 임의로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147)

단체자치에 관해, 중국에서도 전래설에 근거하여, 지방의 자치권이 국

가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보아, 국가의 승인으로 지방자치가 허용되었다

는 주장이 있다. 해당 이론에 의하면, 자치권을 고유한 것이 아니라 국가

의 위임 또는 하사의 결과물로 보았으며 지방자치의 권한은 국가가 지방

에 부여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국가법률이 지방자치조례에 대해 절대적

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148) 한편 단체자치형 지방자치

권의 성질을 흠정설에 근거하여 도출하는 견해도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권한은 국가가 부여한 것이고 국가가 수시로 해당 권한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흠정설에 의하면, 중앙은 자치사무에 대해 최종적

인 결정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가 중앙에 의해 임명되든 주

민에 의해 선출되든 모두 중앙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라는 이중

신분을 가지며, 중앙은 수시로 이들을 교체시킬 수 있게 된다.149)

지방자치의 유형에 관한 중국에서의 논의는 공론화되어 있지 않고, 관

련 저서 또는 논문에서는 모두 일본 지방분권을 소개하면서 일본에서의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앞에서 이미 설명

146) 李衛剛, 앞의 책, 337쪽.
147) 鄭賢君, 앞의 논문, 55쪽.
148) 李衛剛, 앞의 책, 337쪽.
149) 鄭賢君, 앞의 논문, 55쪽. 張千帆, 앞의 책(2008), 5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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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지방자치권의 학설과 지방자치의 유형을 혼동

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지방자치의 유형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방자치 평가기준의 중국적용

중국의 경우, 국가자치 차원에서 중국의 지방을 일반지방·민족자치지

방·특별행정구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헌법 및 국가기관구성 관련 기본법률상 지방자치원칙의 승인여

부는 다음과 같다. 일반지방의 경우, 중국 헌법 제3조 제4항에서는 중앙

과 지방국가기구 직권의 구획이 중앙의 통일된 영도를 준수하고,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고 규정하므로 지방자치라는 용

어를 대신하여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잠

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이 바로 지방자치원칙인지

여부는 아래 장절에서 논증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전

국인대 상무위원회는 헌법해석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

명하지 않고 있는 반면,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다. 예컨대 중국의 지방자

치는 민족자치지방과 특별행정구에서만 한정되고 있다는 견해와 민주집

중제와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을 근거로 일반지방에서도 보편성적인 지방

자치원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우아이밍(吳愛明) 교수는 중국 현행헌법 구조에서 두 가지 의미의 지

방자치가 존재한다고 보며, 각기 민족구역자치와 특별행정구자치라고 본

다. 반면 왕젠쉐(王建學) 교수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중국의 일반지방

에서도 보편적인 지방자치원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다만 중국 헌법

은 중앙을 중시하고 지방을 경시한다는 면에서 자치주의를 실시하는 체

계가 미비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헌법상 중앙권한으로

의 쏠림 현상은 중앙과 지방 관계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원인

으로 보았고, 중앙과 지방 관계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를 분

명히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150) 이러한 학계에서의 논쟁에 대한 구체적

150) 王建學, 앞의 학위논문, 157-158. 吳愛明 외2인, 當代中國政府與政治(제3판)(中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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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분석은 아래의 장절에서 중국 일반지방을 중심으로 지방의 주동성·적

극성을 지방자치원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지방자치원칙으로

볼 수 있다면 어느 계층에 어느 정도 수준의 자치가 보장되어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에 대해서 헌법 제4조 제3항은 각 소수민족이 취거하는

지방은 구역자치를 실행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며, 자치권을 행사하고,

각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한 부분이라고 규정하

면서 구역자치와 민족자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행정구의 경우,

홍콩 기본법 제2조와 마카오 기본법의 제2조는 전국인대가 특별행정구에

게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고도(高度)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입법권·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면서 특

별행정구에서의 고도자치권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일반지방의 경우, 헌법 제95조 제1항은 성·직할시·현·시·시

할구·향·민족향·진에 인대와 인민정부를 설치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인

대와 지방정부의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방인대가 바로 지방의

회의 역할을 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장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전개해

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경우, 헌법 제112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자

치구·자치주·자치현의 인대와 정부라고 규정하면서 민족자치지방에서 지

방인대와 지방정부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행정구의 경우,

홍콩 기본법과 마카오 기본법의 제3조는 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

기관은 특별행정구의 영주민이 기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한다고 규

정하면서 특별행정구의 지방입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지방입법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일반지방의 경우, 헌법 제100조는 성·직할시의 인대와 그들의 상무

위원회가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전제아래에서 지방성

民大學出版社, 2015), 263-265쪽.



- 72 -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

하면서 지방입법권을 명시하고 있다.151) 여기서 지방입법권이 어느 계층

까지 수권되어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아래의 장절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경우, 헌법 제116조는 ① 민족자치지방의 인대는 현지

민족의 정치·경제·문화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한

을 가진다. ②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된다. ③ 자치주·자치현의 자치조례

와 단행조례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

쳐야 효력이 발생되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민족자치지방에서의 지방입법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

별행정구의 경우,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홍콩 기본법과 마카오

기본법의 제2조에서 입법권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 사무배분과 재원의 보장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아래

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일반지방의 경우, 헌법 제99조 제1항은 각급 지

방인대가 본 행정구역 내에서의 헌법·법률·행정법규의 준수와 집행을 보

증하고,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의해 결의를 통과하고 반포하며, 지방의

경제건설·문화건설과 공공사업건설의 계획을 심사하고 결정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지방자치 사무의 배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인대는 지

방예산의 심사·비준 권한을 가지고, 지방정부는 법률에 의해 지방재정에

대한 관리권한을 행사한다(헌법 제99조 제2항, 지방조직법 제107조 제1

항). 여기서 일반지방자치사무의 배분과 재원에 보장이 어떠한 정도인지

에 대해서는 아래의 장절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민족자치지방의 경우, 헌법 제115조는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자치기

관이 헌법 제3장 제5절(지방인대와 지방정부)에 규정된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고, 동시에 헌법·민족구역자치법·기타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며, 해당 지방의 실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관철·집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민족구역자치사무의 배

151) 2015년에 개정된 입법법에 의하면, 구를 설치한 시(設區的市), 즉 지급 지방에 대한
지방성 법규 및 지방정부 규장의 제정권을 점진적으로 부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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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17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지

방재정자치권을 명시하였다.152) 나아가 특별행정구의 경우, 홍콩 기본법

과 마카오 기본법의 제2조는 특별행정구에서의 행정관리권·입법권·사법

권과 종심권한을 규정하면서 고도자치권을 명시하였고, 홍콩 기본법 제

16조와 마카오 기본법 제21조는 특별행정구가 기본법에 따라 스스로 특

별행정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는 행정관리권한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홍콩 기본법 제106조와 마카오 기본법 제104조는 특별행정구의 독립된

재정권을 명시하였다.

III. 소결론

본 절에서는 지방자치권 학설에 대한 중국에서의 수용을 살펴보았고,

앞의 절에서 도출한 지방자치의 평가기준을 통해 중국 헌법상의 규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방자치

권 학설이 전래설임을 아래와 같이 검토할 수 있다.

중국에서 소개되고 있는 자치권 학설은 양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그 중

다수 저서에서 거론되고 있는 학설은 앞에서 논의한 보호설, 흠정설, 고

유권설, 전래설, 제도보장설, 인민주권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자치권의 학설은 주로 중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학

설이고, 중국에서는 대체로 일본학계 또는 대만학계에서 논의한 지방자

치 관련 학설을 퍼오는 식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계에서는 중국

에 적용될 수 있는 학설에 대한 주장을 자제하고 있다. 자치권 학설에

관한 중국 학계에서의 주장을 보건대 왕젠쉐(王建學) 교수는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으로 보아 고유권설을 주장하려고 하며, 왕카이

(王鍇) 교수는 중국 헌법 제2조(인민주권과 인대제도)에 근거하여 자치

권에 관한 인민주권설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152) 중국 헌법 제117조에서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자치권이
있다. 국가재정체제에 의하여 민족자치지방에 속하는 모든 재정수입은 응당 민족자치
지방의 자치기관이 자주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족자치지
방에서의 재정자치권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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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수는 자치권 학설에 관한 중국에서의 적용문제를 거론하지 않았

다.

자치권에 관해 중국에서 논의한 학설을 검토해보면 중국에서는 아직도

자치권의 학설과 지방자치의 유형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예컨대 지방자치의 유형을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분하는 것이

한국 내지 서구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중국에서는 주민자치와 단체자

치를 자치권의 학설로 보아 보호설과 흠정설로 소개하고 있다. 즉 한국

에서 흔히 알려지고 있는 고유권설에 기한 주민자치와 전래설에 기한 단

체자치의 경우, 중국에서는 보호설인 주민자치와 고유권설을 별개의 자

치권 학설로 잘못 이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흠정설

인 단체자치와 전래설을 별개의 자치권 학설로 잘못 이해하였음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지방자치권 학설에 대한 중국에서의 적용문제

는 중국 학계에서의 논의만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이에 중국 헌법

및 법률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써 1차적으로 일국의 지방자치의 유무를 판단하는 평가기준이 중국에서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2차적으로 법규정상 자치권을 어떻게 바

라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 중국 헌법 및 법률을 검토

해본 결과, 민족자치지방과 특별행정구에서는 분명히 지방자치가 존재함

을 규정상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중국 일반지방의 경우, 헌법상 그 지

방자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외관상 지방자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헌법 제3조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원칙이 아래의 장절에서 헌법해석학

적으로 지방자치의 원칙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제외한 기타 판단기

준인 지방의회의 구성문제, 지방입법권의 보장문제, 지방자치 사무배분과

재원보장 문제는 모두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 일

반지방의 자치, 민족자치지방의 자치, 특별행정구에서의 자치는 모두 헌

법 및 법률의 수권으로부터 오며, 이러한 수권은 지방자치원칙의 승인,

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입법권의 보장, 지방자치 사무배분과 재원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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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를 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서의 일반지방자치권은 전래설에 가

깝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일반지방에서는 헌법상 그 지방자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중국 학계의 다수는 중국 일반지방에 지방자치가 없다고 보았

다. 하지만 중국의 현실에서 있어서 일반지방은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범의 외관과 현실의 괴리는 그 제도에 대한 분석을 유

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래의 장절에서는 중국 일반지방에 초점을 맞추

어 ① 헌법 및 국가기관구성 관련 기본법률상 지방자치원칙을 승인하고

있는지 여부 ②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는지 여부 ③ 지방입법권이 보장되

었는지 여부 ④ 지방에 자치사무의 배분과 재원이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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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자치원칙과 자치기관구성 문제

본 장에서는 중국 헌법 및 국가기관구성 관련 기본법률에 일반지방자

치원칙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일반지방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한다.

일반지방에서의 지방정권기관은 지방인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

다. 논의의 편의상 우선 일반지방의 계층을 살펴보아야 하고, 이러한 각

계층은 헌법과 지방조직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아래의

일반지방 행정구역 구성이라는 그림과 함께 일반지방의 계층은 ① 성급

(省級) 지방인 성·직할시 ② 지급(地級) 지방인 구를 설치한 시(지급 시)

③ 현급(縣級) 지방인 현·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현급 시)·시할구(市轄

區) ④ 향급(鄕級) 지방인 향(鄕)·민족향·진(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

방인대의 경우, 성급·지급·현급·향급 지방에 모두 설치되어 있고, 지방인

대 상무위원회는 성급·지급·현급 지방에서만 설치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인대와 마찬가지로 성급·지급·현급·향급 지방에 모두 설치되어

있다(헌법 제95조 제1항, 지방조직법 제1조).

중국의 일반지방에서는 모두 인대와 정부를 설치하고 있다. 해당 일반

지방 인대와 정부의 조직은 법률 즉 지방조직법에 의해 구체화되어 있

다. 지방인대와 지방정부는 지방정권기관에 속한다. 통상적으로 지방정권

기관이라는 것은 중앙정권기관에 대응하는 것이며, 성급·지급·현급·향급

정권기관을 지칭한다.

제1절 지방자치원칙의 승인여부

헌법 또는 국가기관구성과 관련된 기본법률에 지방자치원칙의 승인여

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상 일반지방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헌법에 지방자치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기관구

성과 관련된 기본법률상 일반지방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헌법과 기본법률 모두에 지방자치의 원칙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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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을 통해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림 2]

I. 헌법상 일반지방 관련 규정

본 소절에서는 연혁적인 방법으로 중국 건국 이후에 제정 및 개정된

헌법 중 일반지방 관련 규정의 질서를 살펴본다. 물론 건국 이후 최초의

헌법인 1954년 헌법이 반포되기 전에는 공동강령(共同綱領), 이른바

1949년 9월 29일 정협 제1기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공동강령이 임시헌법

의 역할을 했었다. 그러므로 공동강령 중 일반지방 관련 규정도 함께 참

고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각기 1954년 헌법, 1975년 헌법, 1978년

헌법, 1982년 헌법 순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1. 공동강령의 규정

여기서는 공동강령 중 지방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지방자치원칙의

승인여부를 검토한다. 우선 중앙의 차원에서 볼 때, 원칙상 전국인대가

국가의 최고 정권기관이자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다. 해당 전국인대

의 폐회기간에는 중앙정부가 국가정치권한을 행사했었다. 즉 중앙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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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의 상설기관 작용을 했었다. 다만 보통선거에 의한 전국인대가

구성되기 전에는 정협 전체회의가 전국인대를 대신하여 직권을 행사하도

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정협 전체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주석 1인, 부주

석 6인 및 위원 56인을 선출했었다. 즉 1954년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중앙정부가 오늘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다.153)

다음으로 지방의 차원에서 볼 때 원칙상 지방에 각급 인대와 정부가

설치되어야 했다. 여기서 각급 지방인대는 보통선거로 구성되고 각급 지

방정부는 해당 지방인대에서 선출되며 지방인대의 폐회기간에는 해당 지

방정부가 정치권한을 행사해야 했다(공동강령 제12조 제1항). 하지만 그

당시 아직 내전이 진행 중이었고 완전히 해방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각

지방의 여건에 따라 군사관제시스템 또는 인대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

다. 이럴 경우 초기 해방된 지방에서는 군사관제를 실시하고, 중앙정부

또는 전선의 군정기관이 위임한 인원으로 군사관제위원회와 지방정부를

조직하며, 조건이 허용될 경우에는 보통선거에 의한 인대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군사관제의 기간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군사작전의 종결 및 토지개혁의 실현을 근거로 군사관제의 종결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공동강령 제14조).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법령을 제정하

여 사무를 배분해야 했다. 이러한 사무배분은 국가통일에 유리하게 진행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특징에 따라 그 지역에 적합한 제도의

설립에 유익해야 했다(공동강령 제16조). 경제건설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조속히 전국 경제 복구 및 발전의 계획을 수립해야 했고, 해당 계획에는

경제건설상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합작 범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중앙의 각 경제부문과 지방의 각 경제부문 사이의 상

호관계를 조정해야 했고, 중앙의 각 경제부문과 지방의 각 경제부문은

153) 건국 초기 정협의 역할은 공동강령 제13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해
당 조문 제2항에 의하면, 보통선거에 의해 전국인대가 개최되기 이전에는 정협의 전
체회의가 전국인대의 직권을 집행하도록 하였고, 중앙정부조직법의 제정과 중앙정부
위원회의 선거를 관장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보통선거에 의한 전국
인대가 개최된 후, 정협이 국가건설사업에 대해 근본계획 및 기타 중요조치를 전국인
대 또는 중앙정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수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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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통일된 영도아래에서 각자의 창조성과 적극성을 발휘해야만

했다(공동강령 제33조). 재정에 있어서, 국가는 예산결산제도를 건립하고

중앙과 지방재정의 범위를 구분해야 했다(공동강령 제40조 제1항).

지방자치원칙의 승인여부에 관하여,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각급 정권

기관은 모두 민주집중제 원칙을 적용해야 했다. 이러한 민주집중제의 원

칙은 주로 아래와 같은 5가지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첫째, 인대는 인민에

대해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해야 했다. 둘째, 정부는 인대에 책임지고 업

무를 보고해야 했다. 셋째, 인대와 정부 내부에서는 소수가 다수에 복종

하는 제도를 실행해야 했다. 넷째, 하급 정부는 모두 상급 정부에 의해

위임되고 상급 정부에 복종해야 했다. 다섯째, 전국 각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에 복종해야 했다(공동강령 제15조).

공동강령에서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민주집중제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

었고, 지방인대의 구성에 있어서 주민에 의한 선거인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구성에 있어서도 상급 정부가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지방자치원칙을 부정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무

엇보다 공동강령(1949년 9월∼1954년 9월) 시기에는 아직 건국초기에 머

무른 단계에다가 내전이 계속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지방제도가 완비되

었다고 볼 수 없고 지방자치의 원칙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2. 1954년 헌법의 규정

여기서는 1954년 헌법상 지방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지방자치원칙의

승인여부를 검토한다. 우선 중앙차원에 있어서, 전국인대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고 국가입법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기관이며, 전국인대 상무위

원회는 전국인대의 상설기관이었다. 따라서 전국인대는 법률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었다. 공동강령의 규정에 비해, 1954년

헌법은 전국인대에 상설기관을 설립했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

를 비교해 보면 종전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인대 폐회기간 중, 국가정권의

최고기관으로 작동한 반면, 1954년 헌법에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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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여, 전국인대 폐회기간 중, 국가권력기관으로 작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무원을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으로 보아 중앙정부로서 작

용하게 했었다.

전국인대 대표의 구성에 있어서, 1953년에 공포한 선거법(아래 ‘1953년

선거법’으로 변칭한다) 규정에 의하면 전국인대의 대표와 성·현 및 구를

설립한 시 인대의 대표는 하급 인대에서 선출되었다. 향·진·구와 구를 설

립하지 아니한 시 인대의 대표는 선거인이 직접선거했었다(1953년 선거

법 제3조). 그리고 전국인대는 성의 인대·직할시의 인대·성에서 관할하는

인구가 50만 이상인 공업도시의 인대·중앙이 직할하는 소수민족구역의

인대·군대와 화교에 의해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었다(1953년 선거법 제19

조).

지방의 존폐와 관련된 전국인대의 직권에 있어서, 1954년 헌법의 규정

에 의하면 전국인대는 성·자치구·직할시의 폐치·분합을 비준할 수 있었

다(1954년 헌법 제27조 제1항 제11호). 이러한 성급 지방 폐치·분합의 최

종 결정권을 전국인대에 전속 수권한 것은 지방의 폐치·분합에 대해 해

당 지역주민의 투표를 필요로 하는 타국의 제도와 대조되었다. 물론 전

국인대의 대표가 원래 선거구의 감독을 받고 수시로 소환될 수는 있었다

(1954년 헌법 제38조). 하지만 이러한 주민소환에 의해 지방의 통폐합을

저지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판단된다.154)

지방과 관련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직권에 있어서, 1954년 헌법의

154) 우선 지방의 폐치·분합에 관한 한국의 법제를 보건대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해,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
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필요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프랑스의 규정을 보건대 헌법 제72-1조 제3항 제2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법률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다음 이탈리아의
규정을 보건대 헌법 제132조에 의해, “관계주민의 3분의 1 이상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요구하고 주민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되면, 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헌법률
로써 기존 주를 통합하거나 인구 1백만 명 이상의 새로운 주를 창설할 수 있다. 주에
서 분리되어 다른 주로의 통합을 요청하는 도와 시는 주민투표와 국법에 따라 허용되
며 관련 주민의 과반수 찬성을 얻고 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주
의 통합 및 창설 그리고 구역변경에 있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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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대의 부적절

한 결의를 변경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었다(1954년 헌법 제31조 제1항 제

7호). 그러나 중앙의 일방적인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구제수단이 명시

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지방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직권에 있어

서,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전국 지방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영도하고, 지방국가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결의와 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

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자치주·현·자치현·시의 폐치·분합을

비준할 수 있었다(1954년 헌법 제49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5호). 즉 현

급 지방 폐치·분합의 최종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있었다. 이는 지방의 폐

치·분합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의 투표를 필요로 하는 타국의 제도와 대

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의기관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집행기관이 일급 지방의 폐치·분합을

비준할 수 있다는 것은 주민보다 국가행정이 우선시된다는 것으로 생각

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지방차원에 있어서, 중국은 성·직할시·현·시·시할구·향·민족

향·진에 지방인대와 지방인민위원회를 설립했었다. 여기서 각급 지방인

대는 지방국가권력기관임을 명시했었다(1954년 헌법 제55조). 또한 각급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정부임을 명시하고 이는 각급 지방인대의 집행기

관이며 각급 지방국가행정기관임을 명시했었다(1954년 헌법 제62조). 무

엇보다 지방인민위원회가 해당 지방인대에 책임질 뿐만 아니라 상급 인

민위원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고 국무원의 통일된 영도도 받아야

했었다.

지방인대의 권한과 관련하여 1954년 헌법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인대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해야 했다. ① 법률·법령

의 준수와 집행을 보증해야 했다. ② 지방 경제건설과 문화건의 및 공공

사업을 기획해야 했다. ③ 지방의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고 비준해야 했

다. ④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해야 했다. ⑤ 주민의 권리

를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했다. ⑥ 법률이 규정

한 권한에 의해 결의를 통과시키고 반포해야 했다. 그리고 ⑦ 현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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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대는 하일급 인대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의·해당 정부와 하일급 정

부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의와 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시킬 수 있었다

(1954년 헌법 제58조, 제60조).

한편 지방정부의 권한에 있어서, 1954년 헌법의 규정에 의해 ① 각급

지방정부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행정업무를 관리해

야 했다. ② 각급 지방정부는 해당 지방인대의 결의 그리고 상급 정부의

결의와 명령을 집행해야 했다. ③ 각급 지방정부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

으로 결의와 명령을 반포할 수 있었다. ④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소속

각 업무부문과 하급 정부의 업무를 영도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직

자를 임면했었다. ⑤ 현급 이상 정부는 하일급 인대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의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소속 업무부문과 하급 정부의 적절하

지 아니한 명령과 지시 또는 결의와 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시킬 수 있었

다(1954년 헌법 제64조, 제65조).

경제건설에 있어서, 1954년 헌법은 계획경제를 채택했고, 국가가 경제

계획에 의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개조를 지도한다고 명시했다(1954년 헌

법 제15조).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헌법과의 근

본적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은 중앙의 대리자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원칙의 승인여부에 관하여 보면 1954년 헌법의 규정에 의해,

전국인대·각급 지방인대·기타 국가기관은 일률적으로 민주집중제의 원칙

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었다. 여기서의 민주집중제원칙은 기관구성의 원리

로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지방자치와 같은 기관운영의 원리

로는 볼 수 없었다(1954년 헌법 제2조 제2항). 또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에 있어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대의 상설기관이며, 성·자치구·

직할시 인대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의를 변경 또는 취소시킬 수 있었다

(1954년 헌법 제31조 제1항).155) 그리고 국무원, 즉 중앙정부는 최고 국

155) 1954년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직권을 명시하고 있었으
며, 해당 조항 중 제7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성·자치구·직할
시 국가권력기관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의를 변경 또는 취소한다”고 명시했었다. 즉
이 시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성급 지방인대의 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
독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급 지방인대의 결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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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 최고 국가행정기관이었다. 이는 헌법·법률과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결정하고 결의와 명령을 반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의와 명령의 실시상황을 심사할 수도 있었다. 중

앙정부는 이러한 결의와 명령으로 지방정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영도했

었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지방정부의

결의와 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시킬 수 있었다(1954년 헌법 제49조 제1

항).156)

다음으로 각급 지방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보면, 1954년 헌법의 규정

에 의해 현급 이상의 지방인대는 하일급 지방인대의 부적절한 결의와 하

일급 지방정부의 부적절한 결의와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었

다(1954년 헌법 제60조). 이 시기 현급 이상의 지방인대는 그 바로 아래

의 하급 지방인대의 결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영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급 지방인대의 결의를 취소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감독권도 보유하고 있었다. 즉 이 시기 지방인대의 상하관계

는 오늘날 감독권만 보유한 감독과 피감독의 관계가 아니라, 상급 지방

인대가 하급 지방인대의 결의를 변경시킬 수 있는 영도와 피영도 관계라

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54년 헌법이 지방자치원칙을 승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1975년 헌법의 규정

여기서는 1975년 헌법상 지방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지방자치원칙의

승인여부를 검토한다. 우선 정당의 역할을 보건대 중국은 노동자계급(工

人階級)이 영도하고 무산계급 독재(專政)를 실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이었

다.157) 무산계급은 노동자(工人)와 농민의 연맹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서 직접적인 영도권도 보유하고 있었다. 현행헌법상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감독권만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되고 있다.

156) 1954년 헌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국무원의 직권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해당 조항
제2호에 의하면 국무원은 전국인대 또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를 상대로 의안을 제출
할 수 있었고, 제4호에 의해 전국 지방정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영도했었다.

157) 한국에서는 전정(專政)이라는 표현이 없어, 대신 독재라는 용어로 중국에서 사용되
고 있는 전정(專政)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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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工人階級)의 선봉대는 중국공산당이고, 노동자계급(工人階級)

은 당을 통해 국가를 영도했었다. 당은 전체 중국인민의 영도핵심이므로

결론적으로 당이 중국을 영도함을 1975년 헌법에 명시했었다(1975년 헌

법 제2조 제1항).158)

다음으로 중앙차원에 있어서, 전국인대는 당의 영도아래에 있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었다. 이는 성·자치구·직할시·인민해방군에서 선출한 대표

로 구성되었다. 또한 필요시 부분적인 애국지사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

었다(1975년 헌법 제16조). 그리고 전국인대의 직권을 살펴보면 이는 헌

법을 개정하고 법률을 제정하며, 국민경제계획·국가의 예산과 결산을 비

준했었다(1975년 헌법 제17조). 무엇보다 전국인대가 보기에 그 직권에

속하다고 여겨지는 직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대의 상설기관이고, 그 직권으로는 아래

와 같다. ① 전국인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법률을 해석하고 법령을 제

정한다. ③ 외국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고, 외국사절을 받아들

인다. ④ 외국과 체결한 조약을 비준하거나 폐지한다. ⑤ 전국인대가 수

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1975년 헌법 제18조).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지고 업

무를 보고했었다(1975년 헌법 제19조). 그 직권으로는 아래와 같다. ①

헌법·법률과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결정하고, 결의와 명령을 반포

한다. ② 각 부·위원회와 각급 지방국가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영도

한다. ③ 국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④ 국가행정사

무를 관리한다. ⑤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수여한 기타 직권을 행

사한다(1975년 헌법 제20조).

그 다음으로 지방차원에 있어서, 각급 지방인대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이

고, 그 상설기관은 각급 지방혁명위원회이었다. 이러한 각급 지방혁명위

원회는 동시에 각급 지방정부였다(1975년 헌법 제21조, 제22조). 즉 사실

상 지방인대의 폐회기간에는 지방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합일된다는

158) 1975년 헌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중국공산당은 전(全) 중국인민의 영도핵심이
다. 노동자계급은 그 선봉대인 중국공산당을 통해 국가에 대한 영도를 실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중국공산당의 핵심영도 역할을 명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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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지방이 관장하는 사무에 있어서, 각급 지방인대와 지방정부는

① 해당 지역 내에서 법률·법령의 집행을 보장했었다. ② 지방의 사회주

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영도했었다. ③ 지방의 국민경제계획과 예

산·결산을 심사하고 비준했었다. ④ 혁명의 질서를 수호하고 공민의 권

리를 보장했었다(1975년 헌법 제23조).

지방자치원칙의 승인여부에 관하여 보면, 각급 인대와 기타 국가기관

은 일률적으로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었다. 이에 따라

각급 인대의 대표는 민주적인 협상에 의해 선출되고, 원래의 선거구와

선거인은 감독권을 가지며 법률에 의해 수시로 선출된 대표를 교체할 수

있었다(1975년 헌법 제3조 제2항). 여기서의 민주집중제원칙은 기관구성

의 원리로만 적용될 뿐, 지방자치와 같은 기관운영의 원리로는 볼 수 없

었다. 또한 중앙과 일반지방의 관계를 보건대 ① 각급 지방정부의 구성

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주임·부주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지방정부의

구성원은 해당 인대에서 선출·파면되고, 상급 국가기관의 심사 및 비준

을 거쳐야 했었다. 또한 각급 지방정부는 상일급 국가기관에 대해 책임

지고 업무를 보고해야 했었다(1975년 헌법 제22조 제2항, 제3항). ② 국

가는 중앙과 지방이라는 2개의 적극성(積極性)을 발휘하여 경제의 계획

적인 발전을 촉진시켜야 했었다(1975년 헌법 제10조). 여기서 지방의 적

극성을 지방자치의 원칙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해당 조문에서 제시한

경제의 계획적인 발전의 촉진 및 혁명의 실현 등과 연계하여 볼 때, 상

기 조문에서 말하는 지방의 적극성이란 문화대혁명의 계속과 중앙계획의

실시에 한정된 지방할당의 적극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볼 수밖에 없

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입법권이 부재하고, 지방은 해당 관할구역에서 법

률과 법령의 집행을 보장해야 했다. 무엇보다 1975년 헌법은 지방의결기

관인 지방인대의 설치를 명시하였지만, 해당 지방인대의 상설기관을 별

도로 설치하지 않았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인대의 상설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통상적으로 매 해 지방인대의 회기는 대체로 10일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지방인대의 상설기관이 업무를 관장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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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이 시기 지방에서의 인대 폐회기간에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이 합일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1975년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원칙을 승인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1978년 헌법의 규정

여기서는 1978년 헌법상 지방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지방자치원칙의

승인여부를 검토한다. 우선 정당의 역할을 보면, 1975년 헌법과 마찬가지

로 1978년 헌법의 조문도 중국공산당이 전체 중국인민의 영도핵심이라고

명시했으며, 결론적으로 당이 중국을 영도함을 규정했다(1978년 헌법 제

2조).

다음으로 중앙의 차원에 있어서, 전국인대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고

성·자치구·직할시·인민해방군에서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었다(1978년 헌

법 제20조). 그리고 지방과 관련된 전국인대의 직권을 보면 ① 전국인대

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었고,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으며,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감독했었다. ② 전국인대는 국민경제계획·국가의 예산과 결산을

비준했었다. ③ 전국인대는 성급 지방의 폐치·분합을 비준했었다. 그리고

물론 전국인대가 보기에 그 직권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직권도 행사할 수

있었다(1978년 헌법 제22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대의 상설기관이었다. 그리고 지방과 관

련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직권을 보면 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헌

법·법률을 해석하고 법령을 제정했었다. ②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성·자

치구·직할시 국가권력기관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의를 변경 또는 취소했

었다. ③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역할을 담당하여, 법률과 법령의 반포기능을 수행했었다(1978년 헌법 제

25조). 과거의 헌법과 비교컨대 1978년 헌법은 건국 이래 최초로 전국인

대 상무위원회를 헌법해석기관으로 지정했다.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 최고 국가행

정기관이었다. 지방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직권을 보면 ① 중앙정부는 헌

법·법률과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결정하고, 결의와 명령을 반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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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결의와 명령의 실시상황을 심사했었다. ② 중앙정부는 각급

지방정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영도했었다. ③ 중앙정부는 국민경제계획

과 국가예산을 편제하고 집행했었다. ④ 중앙정부는 자치주·현·자치현·시

의 폐치·분합을 비준했었다(1978년 헌법 제32조). 과거의 헌법과 비교컨

대, 1978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직권은 1954년 헌법에서

규정한 중앙정부의 직권을 부분적으로 회복시켰다는 점을 찾아 볼 수 있

다.

그 다음 지방차원에 있어서, 지방인대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이고 그 직

권으로는 아래와 같다. ① 해당 지역 내에서 헌법·법률·법령의 준수와 집

행을 보장한다. ② 국가계획의 집행을 보장한다. ③ 해당 지방의 경제건

설·문화건의와 공공사업을 기획한다. ④ 해당 지방의 경제계획과 예산·결

산을 심사하고 비준한다. ⑤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하며,

공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⑥ 법률규정에 의해 결의를 통과시키고 반포할

권한이 있다(1978년 헌법 제36조). 1975년 헌법과 비교컨대, 비록 1978년

헌법에서 지방인대의 상설기관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각급 지방인대는

해당 지방정부가 소집했었고, 각급 지방정부가 사실상 지방인대의 상설

기관 역할을 했었다(1978년 헌법 제35조 제4항).

각급 지방혁명위원회는 지방정부이자 지방인대의 집행기관이며, 지방

국가행정기관이었다. 지방정부의 직권으로는 아래와 같다. ① 해당 인대

의 결의를 집행한다. ② 상급 정부의 결의와 명령을 집행한다. ③ 해당

행정구역의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④ 법률의 규정에 의해 결의와 명령을

반포할 권한이 있다(1978년 헌법 제37조).

지방자치원칙의 승인여부에 관하여, 전국인대·각급 지방인대와 기타

국가기관은 일률적으로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적용했다(1978년 헌법 제3

조 제2항). 여기서의 민주집중제원칙은 기관구성의 원리로만 적용될 뿐

지방자치와 같은 기관운영의 원리로는 볼 수 없었다. 또한 중앙과 지방

의 관계를 보면 ① 여전히 계획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은

중앙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했고, 중앙의 결의를 우선 집행해야만 했

었다. 지방에 경제건설·문화건의와 공공사업의 기획권한이 주어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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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예산안 편성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지방정부는 그러한 권한

이 없었다. ② 국가는 국민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앙의 통일된 영

도아래에서 중앙과 지방이라는 ‘두 개의 적극성’ 방침을 충분히 발휘시켜

야 했다(1978년 헌법 제11조 제2항). 여기서 중앙과 지방이라는 두 개의

적극성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으로 볼 수 있었다. 이

러한 지방의 적극성은 지방자치원칙으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1978년 헌

법에서는 지방의 적극성을 국민경제의 발전영역에만 한정했었다. 그러므

로 1978년 헌법에서도 지방자치원칙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본다.

5. 1982년 헌법의 규정

여기서는 현행헌법상 지방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지방자치원칙의 승

인여부를 검토한다. 1982년 헌법은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대 제5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 총 4차례

의 수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우선 중앙차원에 있어

서, 전국인대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고,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대 상무위

원회이며, 이들은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대는 성급 지방과 군대

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다(현행헌법 제57조 내지 제59조). 그리고 국

무원은 중앙정부이고, 전국인대의 집행기관이고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

(현행헌법 제85조).

지방과 관련된 전국인대의 직권에 관해 전국인대는 ① 헌법을 개정하

고,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② 형사·민사·국가기구에 관한 기본법률 및

기타 기본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③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그리

고 계획의 집행상황보고를 심사하고 비준한다. ④ 국가의 예산과 예산집

행상황의 보고를 심사하고 비준한다. ⑤ 성급 지방의 폐치·분합을 비준

한다(현행헌법 제62조).

지방과 관련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직권에 관해 전국인대 상무위원

회는 ①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② 전국인대에 의해

제정되어야 하는 법률 이외의 기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③ 법률

을 해석한다. ④ 전국인대의 폐회기간에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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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과정 중에 발생한 부분적인 조정을 심사하고 비준한다. ⑤

성급 지방인대에 의해 제정된 지방성 법규와 결의 중 헌법·법률·행정법

규와 저촉되는 법규와 결의를 취소시킬 수 있다. ⑥ 성급 지방의 계엄을

결정한다(현행헌법 제67조).

한편 지방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는 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결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

정과 명령을 반포한다. ② 중앙정부 소속 각 부와 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을 규정하고, 통일적으로 각 부와 각 위원회의 업무를 영도하며, 각

부와 각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 하는 전국적인 행정업무도 영도한다. ③

통일적으로 각급 지방정부의 업무를 영도하고 중앙과 성급 지방정부 직

권의 구체구획을 규정한다. ④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⑤ 경제업무와 도농(城鄕)건설을 영도하고 관리한다.

⑥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계획생육 업무를 영도하고 관리한다. ⑦ 민

정·공안·사법행정과 감찰 등 업무를 영도하고 관리한다. ⑧ 지방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한다. ⑨ 성급 지방의 구역구획

을 비준하고, 지급 및 현급 지방의 폐치·분합과 구역구획을 비준한다(현

행헌법 제89조).

다음으로 지방차원에서 현행헌법 제95조 내지 제110조는 일반지방의

조직과 직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지방의 권력기관과 집행기

관은 각기 각급 지방인대와 지방정부이다. 지방인대는 지방국가권력기관

이며, 현급 이상의 인대만이 상무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향급 지방인대에서는 상설된 인대기관이 없다. 성급과 지급 지방인대는

하일급 인대에서 선출되고, 현급과 향급 지방인대는 선거인이 직접선거

한다. 성급 및 지급 지방인대 대표는 그들을 선거한 하일급 인대의 감독

을 받고 파면 당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지방인대 대표는 선거인의 감

독을 받고 파면당할 수 있다(현행헌법 제102조). 지방인대 대표의 수와

선거방식은 선거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급 지방인대의 임

기는 5년이다.

현급 이상 지방인대의 업무는 ①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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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정의 준수와 집행을 보증한다. ②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의해, 지방

인대는 결의를 반포하고, 지방의 경제건설·문화건설·공공사업건설의 계획

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③ 현급 이상 지방인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국

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예산 및 그 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심사하고 비

준한다. ④ 현급 이상 지방인대는 그 상무위원회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

정을 변경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향급 지방인대의 업무는 현급 지방인

대 업무 중의 ①과 ②의 업무만을 관장한다. 다만 민족향의 지방인대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의해, 민족특징에 적합한 구체적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현행헌법 제99조).

지방인대의 권한을 살펴보면 지방의 계층에 따라서 각급 인대의 권한

이 다르다. 첫째, 성급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법률·행정법규

에 저촉되지 않는 전제아래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성 법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현행헌법 제100

조). 둘째, 지방인대는 해당 정부의 정·부 수장을 선거하고 파면할 수 있

다. 이러한 정부의 정·부 수장은 각기 성장(省長)·부(副)성장, 시장(市長)·

부시장, 현장(縣長)·부현장, 구장(區長)·부구장, 향장(鄕長)·부향장, 진장

(鎭長)·부진장이 있다. 셋째, 현급 이상 지방인대는 해당 법원과 검찰원

의 장을 선거하고 파면할 수 있다(현행헌법 제101조).

그리고 현급 이상 지방인대에는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지방인대에서 선거된 주임·부주임 약간명·위원 약간명이 상무위원

회를 구성한다. 이들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심판기관·검찰기관의 직무

를 병행할 수 없다.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업무는 ① 해당 행정구역 내

의 중대한 사항을 토론·결정한다. ②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해당 정부·

법원·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③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해당 정부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정과 명령을 취소한다. ④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하

일급 지방인대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의를 취소한다. ⑤ 지방인대 상무위

원회는 법률에 의해 국가기관 공무원을 임면한다. ⑥ 지방인대 상무위원

회는 해당 인대의 폐회기간에 상일급 인대의 개별 대표를 파면하고 보선

(補選)한다(현행헌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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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인 동시에 지방국가행정기관

이다. 지방정부는 성장·시장·현장·구장·향장·진장의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행정수장책임제라고 한다. 지방정부의 임기는 해당 지방인

대의 임기와 동일하다(현행헌법 제106조).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업무는

지방의 계층에 따라서 관장하는 업무가 다르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의해 해당 행정구역 내의 경제·교육·과학·문화·위

생·체육사업·도농건설사업과 재정·민정·공안·민족사무·사법행정·감찰·계

획생육 등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향급 지방정부의 업무는 ① 해당 인대

의 결의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한다. ② 향급 지방

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행정업무를 관리한다(현행헌법 제107조). 지

방정부의 권한을 보면 ①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결정과 명령을 반포할

수 있다. ②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임면·훈련·심사·상벌을

결정한다. ③ 성·직할시의 정부는 향급 행정구역의 설치와 구획을 결정

한다(현행헌법 제107조).

상하(上下) 지방정부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현급 이상 지방정부

는 소속 업무부서와 하급 정부의 업무를 영도한다. ② 현급 이상 지방정

부는 소속 업무부서와 하급 정부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의를 변경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③ 각급 지방정부는 상일급 국가행정기관에게 책임지

고 업무를 보고한다(현행헌법 제110조). 그리고 지방정부와 해당 지방인

대의 관계를 보면, 각급 지방정부는 해당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에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현행헌법 제110조 제1항).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보면, 전국의 지방정부는 국무원의 통일된 영도아래

에 있는 국가행정기관이고 국무원에 복종한다(현행헌법 제110조 제2항

제2문).

다음으로 지방자치원칙의 승인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현행헌법 제3

조 제1항은 중국의 국가기구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하

였다. 이러한 원칙은 아래와 같이 표현되고 있다. 첫째, 전국인대와 각급

지방인대는 모두 민주적인 선거에서 선출되며 인민에 대해 책임지고 인

민의 감독을 받는다. 둘째, 국가 행정기관·심판기관·검찰기관은 모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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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서 선출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지며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구 직권의 구획은 중앙의 통일적인 영도를 따르며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여기서 지방의

주동성·적극성 원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현행헌법에서 지방자치

의 원칙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헌법해석을 통해, 지방의 주동성·적극성

원칙이 바로 지방자치의 원칙이라는 여지를 남겼다고 본다. 이는 지방의

적극성을 경제영역에만 한정한 1975년 헌법과 1978년 헌법의 규정과 다

르다. 그러나 헌법해석기관인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방의 주동성·적

극성 원칙이 바로 지방자치의 원칙이라고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헌법

해석의 몫으로 되었다.

위와 같이 현행헌법을 검토한 결과, 헌법규정상으로는 지방자치의 원

칙을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기관구성과 관련된 기본법률에서 지

방자치원칙의 승인여부를 검토해야만 한다. 아래에서는 기본법률상 지방

자치의 원칙을 명시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II. 법률상 일반지방의 자치원칙 명시 여부

법률상 일반지방 법제를 보면, 주로 1979년에 반포한 지방조직법, 1979

년에 반포한 선거법, 1992년에 최초로 반포한 대표법이 있다. 상기 3법은

2015년 8월에 일부개정 되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모두 성급

지방에게 세부규정의 제정권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방조직법

제69조는 성급 지방의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본 지방조직법과 실제상

황에 근거하여, 집행 중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명

시하고, 선거법 제59조는 성급 지방의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본 선거

법에 근거하여, 선거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등록(備案)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대표법 제51조는 성급 지방의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본 대표법과 본 행정구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실시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법률을 통해 성급 지방의 세칙규정

권한을 수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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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은 주민이 대표를 선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치생활에 참여하도

록 하는 법률이며, 대표법은 대표직권의 행사를 보증하고 대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지방조직법에서는 각급 지방

사이의 관계, 지방국가권력기관인 지방인대와 지방국가행정기관인 지방

정부의 직권과 구성방식 등을 규율하고 있다.159)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지방조직법을 위주로 논의를 전개한다.

건국초기 제1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에서 1954년 헌법을 반포한 뒤,

다음 날인 1954년 9월 21일에 1954년 지방조직법을 제정한 적이 있다.

1954년 지방조직법에는 지방인대의 상설기관, 즉 현급 이상 지방인대의

상무위원회가 없었다. 현행 지방조직법상 지방인대의 상설기관인 현급

이상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1979년에 도입된 내용이다. 1954년 지방조

직법과 현행 지방조직법을 비교해보면 지방인대의 상설기관이 없을 뿐

1954년 지방조직법의 기본 틀은 현행 지방조직법과 비슷하다.160)

우선 법 구성상 유사한 점을 살펴보면 1954년 지방조직법의 경우,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기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인대, 제3장 지

방인민위원회이다. 2015년에 최종 개정된 현행 지방조직법의 경우, 총 5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기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인대, 제3장 현

급 이상의 지방인대 상무위원회, 제4장 지방정부, 제5장 부칙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법의 구성상 양 지방조직법이 비슷한 면이 많다.

하지만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 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1954년 지방조직법 제23조는 각급 지방인민위원회,

즉 각급 지방정부는 각급 지방인대의 집행기관이고, 지방 각급 국가행정

기관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는 지방에서의 인민위원회가 바로 지방정부

임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27조 지방위원회의 직권에 관한 규정

중 제5호는 현급 이상의 인민위원회는 하일급(下一級) 지방인대의 적절

하지 아니한 결의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159) 周葉中, 田芳, “地方政權建設法治化初探”, 法學評論, 제3기(2004), 8쪽.
160) 저우예중(周葉中)교수는 “1954년에도 지방조직법을 제정한 적 있고, 그 명칭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위원회 조직법이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내용이 없을 뿐, 해당 지방조직법의 기본 틀은 현행지방조직법과 대체로 같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많이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周葉中, 田芳, 앞의 논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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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지방정부가 하급 지방인대의 결의에 대해 집행행위를 정지시킬 수

있었다. 1954년 지방조직법상 지방인민위원회는 단순히 지방정부의 역할

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1979년 지방조직법상 현급 이상 지방인대 상무위

원회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방조직법

상 종전 지방정부가 하급 지방인대의 결의를 법적으로 정지시키는 권한

은 없다.

1956년 이후의 중국에서는 사실상 한동안 헌정이 정지되었고, 1978년

개혁개방정책의 도입으로 국가가 정상화되면서 1979년 제5기 전국인대

제2차 회의에서 1979년 지방조직법을 반포하였다. 이러한 지방조직법은

각기 1982년, 1986년, 1995년, 2004년, 2015년 5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

러고 보면 1979년 지방조직법이 오늘날 일반지방에 통용되는 지방조직법

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지방조직법의 조문이 너무 개괄적이라는 점을 보편적

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조직법을 기초로 하여 관련 주변 법률

제도의 보완필요성을 강조해 왔다.161) 예컨대 1949년 중국 건국초기에는

성·시·현 별로 각계 인민대표회의 조직통칙을 제정·반포하였을 뿐만 아

니라, 구·향 등의 각계 인민대표회의 조직통칙 및 성·시·현·구·향 등의

인민정부조직통칙을 제정·반포한 바가 있었다. 그리고 일부 성, 예컨대

장시성(江西省)과 후베이성(湖北省)에서는 각기 성 인민정부조직 조례를

제정·반포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통칙과 조례는 1954년 지방조

직법의 반포로 폐지되었고, 지방인대에게 조례제정권이 아닌 결의의 반

포권한만 수권했다. 이를 통해 1979년 지방조직법이 반포되기 이전, 지방

은 스스로 지방조직법을 구체화시킬 수 없으며, 지방의 상황에 따른 지

방조직법의 세분이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1979년 지방조직법의 반포로 성급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지방

성 법규제정권을 갖게 되었다(1979년 지방조직법 제6조, 제27조).162) 이

161) 周葉中, 田芳, 앞의 논문, 8쪽.
162) 1979년 지방조직법 제6조에 의하면, 성·자치구·직할시의 지방인대는 해당 행정구역
의 구체상황과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국가헌법·법률·정책·법령·정령(政令)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전제아래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반포할 수 있으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와 국무원에 등록해야 했다. 그리고 동법 제27조에서는 상기 성급 지방인대의 폐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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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 성급 지방에서의 지방입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163) 1986년 12

월 2일 제6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1979년 지방조직법

에 대한 제2차 개정이 추진되었고, 종전 성급 지방에게만 주어졌던 지방

성 법규제정권을 성급 지방정부의 소재지 시와 국무원에서 비준한 비교

적 큰 시에게도 수권하였다. 또한 성급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지

방조직법과 실제상황에 따라 집행과정 중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했었다(1986년 지방조직법 제60조). 이에 장시성

(江西省)에서는 1988년 9월 15일에 ‘지방조직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장시

성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관련 문제의 임시규정’(江西省各級人民

代表大會執行中華人民共和國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和地方各級人民政府組

織法有關問題的暫行規定)을 반포했었다. 물론 해당 임시규정은 2001년에

폐지되었지만, 해당 폐지된 지방성 법규는 유일하게 지방에서 제정한 지

방조직법의 시행세칙에 준한 규범이었다. 이밖에 1998년 10월 12일에 안

후이성(安徽省) 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방조직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안후

이성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약간규정’(安徽省各

級人民代表大會及其常務委員會執行地方組織法的若幹規定)을 통과시켰다.

물론 안후이성 인대가 반포한 해당 지방성 법규는 지방조직법 전체를 구

체화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장시성에서 반포한 지방성 법규와 구별

된다.

지방조직법상 지방자치원칙의 승인여부에 관해서는 제1장 총칙의 내용

을 보면 일반지방에서는 성급·지급·현급·향급 지방인대와 지방정부를 설

치하고(지방조직법 제1조), 현급 이상 지방인대는 상무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조직법 제2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명시하였을 뿐이었다(지방

조직법 제3조). 또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관해 구체적인 조문을 검색

간에 해당 지방인대의 상무위원회가 지방성 법규제정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했다.
163)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 중국 각 성에서는 성 내에서 적용되는 지방성 법규를 대폭
제정하였다. 예컨대 1984년 산시성(山西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산
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절차(시행)’(山西省人民代表
大會常務委員會制定地方性法規的程序試行), 1985년 허베이성(河北省) 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에서 제정한 ‘허베이성 지방성 법규 제정절차에 관한 임시규정’(河北省地方性
法規制定程序的暫行規定)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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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전국의 각급 지방정부는 모두 국무원의 통일된 영도아래에 있는

국가행정기관이며 국무원에 복종한다고 규정한 지방조직법 제55조가 유

일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기관구성과 관련된 기본법률 즉 지방조직

법에서는 지방자치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득이하

게 다시 헌법으로 돌아가서 지방자치의 원칙의 승인여부를 검토해야만

한다.

III. 소결론

본 소절에서는 일반지방자치원칙에 관한 학계에서의 논의를 살펴본

후, 중국 헌법에 지방자치의 원칙을 승인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일반지방에 지방자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국학계에서는

중국의 일반지방에 지방자치가 존재하지 않다는 주장과 중국의 일반지방

에 지방자치가 존재한다는 주장의 대립이 있는가 하면 중국의 일반지방

에도 어느 정도수준 지방자치가 보장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1. 일반지방자치에 대한 부정

일반지방에 지방자치가 존재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우아이밍(吳愛

明) 교수는 중국 현행헌정구도에 민족구역자치와 특별행정구자치라는 두

가지 종료의 지방자치가 있다고 본다. 즉 일반지방의 경우는 지방자치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이다.164) 꾸어샹홍(郭相宏) 교수는 중국의 지방자치제

도를 민족구역자치제도·특별행정구자치제도·기층군중자치제도로 보고 있

지만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보편성이 없어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

며 일반지방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봄과 동시에 민족구역자치

제도·특별행정구자치제도는 주로 중앙과 성급 지방 사이의 관계를 다루

고 있다는 점에서 성급 지방 이하의 지방에 대한 규율이 부족하므로 중

국에서 그 지방자치의 보장수준이 높지 않다는 견해를 내세웠다.165)

164) 吳愛明 외2인, 앞의 책, 264쪽.
165) 張千帆, 앞의 책(2008), 5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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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슝원짜오(熊文釗) 교수는 우선 단일국가를 유형화하여, 중앙과 지

방의 관계를 중앙집권형 관계와 지방분권형 관계로 구분하였다. 다음 지

방분권형 관계의 경우 이는 입법의 형식으로 지방정부에 일정한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하고 법률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

부의 권력범위 내 사무를 자의로 간섭할 수 없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

았다.166) 다만 중국은 중앙집권형 단일국가이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중앙

정부의 수권으로부터 오며 연방국가 중 연방구성원이 갖고 있는 고유권

한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일반지방에는 지방자치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167) 이러한 점에서 슝원짜오 교수는 권력기관인 인대와 집행

기관인 정부의 관계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를 정부의 자치

로만 보았다. 또한 그는 지방분권형 단일국가를 연방국가로 보려는 경향

이 있다. 이는 중앙집권형 단일국가에는 지방에게 고유권한이 없기에 지

방자치가 없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단일국가는 중앙집권을 그 기본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형

단일국가이든 지방분권형 단일국가이든 모두 단일국가라는 측면에서 중

앙집권적인 성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일국가에서의 지방

자치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지방에게의 수권이라는 형태일 수밖에 없

다. 아래에서는 지방분권형 단일국가를 연방국가로 보려는 경향의 논란

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집권형 단일국가와 지방분권형 단일국가의 구분기

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은 단일국가이며 중앙집권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임이 더할

나위 없이 통설이다. 한국의 경우, 단일국가임에는 이의가 없지만 중앙집

권적인 성향인지 아니면 지방분권적인 성향인지는 검토해야 할 문제이

다. 물론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라는 전제하에서 국가통치의 조직원

리를 단순히 중앙집권주의와 지방분권주의로 이분하는 것은 현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168) 여기서 말하는 중앙집권주의

166) 熊文釗, 大國地方-中國中央與地方關系憲政研究(北京大學出版社, 2005), 5-6쪽.
167) 熊文釗, 앞의 책(2005), 130쪽.
168) 김철수, 앞의 책, 1017쪽.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논의함에 있어서, “국가통치의 조
직원리는 중앙집권주의(centralization)와 지방분권주의(decentralization)의 둘로 구별
할 수 있다”는 견해는 다소나마 무리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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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가능한 한 많은 권력을 중앙에 집중하여 행사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지방분권주의란 가능한 한 많은 권력을 지방에 분산하여 행사시키려는

것이다.169)

단일국가는 그 특성상 중앙집권적인 성질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게다

가 세계화와 지방화라고 하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집권

과 지방분권은 조화로운 실현이 요망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170) 결과

적으로 볼 때, 중앙집권주의와 지방분권주의를 구분함에 있어서 국가통

치의 조직원리라는 하나의 잣대로 이원화할 것이 아니라 지방권한의 크

고 작음에 따라 중앙집권형의 단일국가과 지방분권형의 단일국가로 이원

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기서 지방권한의 크고 작음에 대한 판단이 난해할 수 있다.

특히 단일국가에서 개헌 또는 중앙의 입법을 통해 지방자치를 취소 또는

극히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단은 그 나라의 헌법개정 절차

를 파악해야 한다. 즉 일국의 헌법개정이 국민투표를 요한다면 최소한

지방자치가 보장된다고 보아, 지방분권형 단일국가라고 볼 수 있다. 그렇

지 아니할 경우, 이는 중앙집권형 단일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을 예

로 들면, 한국에서 헌법의 개정은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만

약 헌법의 개정에 있어서 헌법 중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할 때, 최종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국민 또는 주민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

에 이를 중앙에 대한 지방주민의 견제장치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앙집권형 단일국가라고 해서 지방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도 아니고 지방분권형 단일국가라고 해서 중앙집권이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경우, 지방분권형 단일국가로 분류할 수 있

다. 중국의 경우, 헌법개정 절차에 국민투표가 없어 이를 중앙집권형 단

일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2. 일반지방자치에 대한 긍정

169) 김철수, 앞의 책, 1017쪽.
170) 성낙인, 앞의 책, 6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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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방에 지방자치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 왕젠쉐(王建學) 교수

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논거를 들어 헌법상 일반지방자치의 승인을 논했

다. ① 중국 헌법의 개념과 용어에서 볼 때, 일반지방에서의 지방자치라

는 용례가 없다. ② 헌법상 구체적인 구성을 볼 때 헌법 제3장(국가기구)

제5절(지방인대와 지방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일반지방제도를 규정했고,

헌법 및 지방조직법 그리고 민족구역자치법상의 제도설계를 검토할 경

우, 중국 일반지방은 헌법에 의해 해당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할 수 있

다. 여기서 현행헌법의 설계에는 지방자치의 원리가 함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헌법의 기본원칙을 볼 때, 헌법 제3조에 의해 국가기구는 민주

집중제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 중앙과 지방 국가기구 사이의 직권분할

은 중앙의 통일된 영도아래에서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

히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보면, 중앙과 지방 사이의 관계는 민주집중제

의 원칙에 의해 처리된다고 볼 수 있다. ④ 입법배경에서 볼 때, 사회주

의이론과 구소련 헌법의 경험이 중국 현대 헌정사에 준 영향을 검토해보

면, 사회주의 이론체계 중에는 지방자치의 전통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 현행헌법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승인하고 이를 주장하고

있다고 본다.171)

이어 왕젠쉐(王建學) 교수는 국가구성형식에 있어서 민주집중제와 중

앙집권제를 구분하였다. 양자의 구별을 보면 민주집중제의 경우 지방의

회의 의원과 지방행정장관은 지방에서 선출된다는 것이다. 중앙집권제의

경우, 지방행정장관은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하도록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집중제가 지방자치제와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중앙집권제와 다르다고 보며, 중국 지방정치제도의 구조는 이러한 측면

에서 극히 지방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172) 종합하건대 왕젠쉐(王建學)

교수는 헌법 및 지방조직법상의 구체적인 조문을 분석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인 구성·헌법의 기본원칙·헌법의 입법배경을 근거로 중국 일반지

방에 지방자치가 존재함을 증명했다.

171) 王建學, 앞의 학위논문, 154-159쪽.
172) 王建學, 앞의 학위논문, 156쪽.여기서의 지방화라는 것은 분권화라는 용어를 변용한
용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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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반지방에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보는 주장에 대해, 왕썽숭(王聖誦) 교수는 성급 지방 및 성급 정부 소재

지 시의 지방제도를 일반지방자치로 보았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특

징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견해를 제시했다. 첫째, 각급 지방, 특히 각급

지방정부는 모두 중앙 아래의 각급 지방공공조직이다(헌법 제110조 제2

항). 둘째, 각급 지방과 상일급(上一級) 지방은 명확한 분권이 있다. 셋

째, 각급 지방은 헌법이 규정한 권한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행사한다(헌

법 제3조 제4항).173) 그러고 보면 왕썽숭(王聖誦) 교수는 지방의 기관구

성·명확한 분권·헌법상의 자치권을 기준으로 지방입법권이 보장된 성급

지방과 성급 정부 소재지 시의 지방에 자치가 이루지고 있다고 보았다.

작고하신 쉬충더(許崇德) 교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각 나라별 그 정

도상의 차이가 있고, 중앙집권이라고 해서 모든 권한을 중앙에만 집중하

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지방에도 다소나마 일정한 자주권을 갖게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형태의 지방제도라고 하더라도 자치의 성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중국 지방제도의 경우, 행정지도자는 각급 지방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선거로 선출된 것이지, 중앙에 의해 위임되는 것이 아

니다. 또한 지방국가기관은 지방사무를 결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권

력을 비교적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일종의 지방자치제이

다. 다만 중국의 관습상 지방자치제로 지칭하지 않고, 중국의 이론에 의

해 민주집중제로 통칭(統稱)하였다.174) 그러고 보면 쉬충더(許崇德) 교수

는 지방의 자주권, 지방 주요공직자의 인사권, 지방사무에 대한 지방의

결정 및 관리권에서 중국 일반지방에도 어느 정도 수준의 자치가 보장되

어 있다고 보았다.

종합해보면 중국 헌법상 일반지방에서의 자치원칙을 승인하고 있다고

보는 학자는 주로 왕젠쉐(王建學) 교수 및 왕썽숭(王聖誦) 교수와 쉬충

더(許崇德) 교수이다. 왕젠쉐(王建學) 교수는 헌법상 중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적용하고(헌법 제3조 제1항), 국가는 지방의 주동성

및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헌법 제3조 제4항)는

173) 王聖誦, 中國自治法研究(中國法制出版社, 2003), 185쪽.
174) 許崇德, 中國憲法(제4판)(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0),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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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근거로 중국에서 각급 국가기관 사이의 관계 및 중앙과 지방 사이

의 관계를 처리하는 원칙은 민주집중제원칙이라고 보았다.175) 여기서 왕

젠쉐(王建學) 교수는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의 원칙을 각급 국가기관 사

이의 관계 및 중앙과 지방 사이의 관계를 처리하는 하나의 원칙으로 보

았지만,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의 원칙이 바로 지방자치의 원칙인지 여부

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있다.

왕썽숭(王聖誦) 교수는 ① 헌법상 국민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사

무를 관리하고 사회사무의 관리에 참여하며(헌법 제2조 제3항), ② 국가

는 지방의 주동성 및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헌

법 제3조 제4항)는 점을 지방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보았다.176) 여기서

왕썽숭(王聖誦) 교수는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의 원칙을 지방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보았고,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의 원칙이 바로 지방자치의 원

칙이라고 분명히 주장하지는 않았다.

쉬충더(許崇德) 교수는 ① 헌법상 지방인대의 직권 중 지방인대를 제

외한 기타 지방국가기관의 영도인원이 지방인대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

(헌법 제101조), ② 지방인대와 지방정부가 지방사무를 결정하고 관리한

다는 점(헌법 제104조, 제107조)을 감안하여 중국에 실질적으로 지방자

치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쉬충더(許崇德) 교수는 지방의 주동성·

적극성 원칙이 지방자치의 원칙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중국 헌법에서는 일반지방의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계에

서의 논쟁을 유발했다. 또한 헌법해석권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인대 상무

위원회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아 상기 논쟁에 일조했다. 현재

까지 중국 학계에서 지방의 주동성·적극성 원칙을 지방자치의 원칙으로

보는 견해는 없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지방의 주동성·적극성 원칙을 지

방자치의 원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75) 王建學, 앞의 학위논문, 157쪽.
176) 王聖誦, 앞의 책,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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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지방자치원칙의 도출

헌법상의 민주집중제에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첫째, 다양한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 원칙으로 완전한 국

가기구체계를 구성한다(헌법 제3조 제1항). 즉 민주집중제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칙이다. 둘째, 국가기관의 작동은 민주집중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

다. 즉 민주집중제는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원칙이다. 여기서 민주집중제

의 원칙에는 3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① 인대와 공민 사이의 관계

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헌법 제3조 제2항). ② 권력기관

인 인대와 기타 국가기관 사이의 관계도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헌법 제3조 제3항). ③ 중앙과 지방 사이의 관계도 민주집중제의 원

칙을 준수해야 한다(헌법 제3조 제4항).177) 그러고 보면 중국의 민주집중

제원칙에는 국가기관 구성의 원칙뿐만 아니라 지방에서의 정치제도를 규

율하는 지방자치의 원칙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

집중제를 바로 지방자치제로 보는 관점은 타당하지 않다.

계속해서 보건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헌법 제3조를 해석함에 있어

서, 위에서 이미 열거한 바와 같이 제1항을 총론으로 보고, 제2항·제3항·

제4항을 각론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총론에서 민주집중제 원칙을 거론

하고, 각론에서 인대와 공민의 관계, 인대와 기타 국가기관의 관계, 중앙

과 지방의 관계를 거론하였다. 또한 헌법 제3조 제4항은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구 직권의 구획은 중앙의 통일된 영도를 따르며, 지방의 주동성

(主動性)·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헌법 제3조 제4항의 내용도 총론인 제3조 제1항의 민주집

중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헌법 제3조 제4항에서 명시

하고 있는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의 원칙은 지방자치의 원칙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의 원칙은 민주집중제 원칙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 헌

법에서도 지방자치원칙을 승인하고 있다고 도출할 수 있다.

쉬충더(許崇德) 교수는 중앙집권이라고 해서 모든 권한을 중앙에만 집

177) 許安標, 劉松山, 앞의 책,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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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지방에도 다소나마 일정한 자주권을 갖게 되

며, 이러한 의미에서 일국이 어떠한 형태의 지방제도를 채택하더라도 자

치의 성분이 없다고만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쉬충더 교수는 중국

지방제도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일종의 지방자치제이다고 견해를 제시하

였다. 다만 중국의 관습상 지방자치제로 지칭하지 않고, 중국의 이론에

의해 민주집중제로 통칭하였다고 지적하였다.178)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

치제를 민주집중제로 통칭하였다는 것은 바로 민주집중제 내에 지방자치

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이지, 민주집중제가 바로 지방자치제라

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3조 제4호에서 언급한 지방의 주동

성·적극성의 원칙을 지방자치원칙의 승인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자치기관구성 문제

본 절에서는 일반지방의 인대 및 그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 그리고 정

부의 구성을 살펴본 후, 일반지방에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I. 일반지방 인대의 구성문제

1. 일반지방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

(1) 일반지방 인대

1) 각급 지방인대의 성질과 상하관계

중국은 인대제도를 통해 중국식 의회제도를 실행한다. 인대제도는 중

국의 근본 정치제도이며, 중국 사회주의민주정치의 중요한 기초이다.

1954년 9월 제1기 전국인대 개최로부터 시작하여, 1965년 1월에 선거된

제3기 전국인대는 법률상 4년 임기임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연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줄곧 선거에 의한 인대가 개최되어 왔다.

인대제도는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선거권을 보유한 공민이 직접 또

178) 許崇德, 앞의 책(2010),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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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접으로 대표를 선거하여 국가권력기관인 인대를 구성함으로써 국가

사무를 관리하는 정치제도이다. 인대는 전국인대와 지방 각급 인대로 구

분될 수 있다. 중국 현행헌법에 의해 전국인대는 중국의 주권기관이고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이다. 그리고 각급 지방인대는 각급 지방의 권력기

관이다(헌법 제2조, 제57조, 제96조). 일반적인 형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전국인대는 의회지상의 원칙을 준수하는 영국의 국회와 유사한 점이 있

다. 예컨대 이들 모두 최고 입법권을 행사하고, 실질적인 행정부의 구성

에 참여하며,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인대는 중국공산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행정부의

국회해산권이 없다는 점 등에서 다르다.

중국의 공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대와 지방인대이다

(헌법 제2조). 즉 전국인대와 지방인대는 함께 중국 국가권력기관체계를

구성한다. 하지만 전국인대와 지방인대 사이, 그리고 각급 지방인대 사이

는 예속관계가 아니다. 다만 상급 인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하급 인대

의 업무를 감독·지도할 수 있다. 주민은 해당 지방인대를 통해 그 지역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지방인대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의해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중대사항을 결정함과 동시에 헌법·법률·행정법규를 해당 지방

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중국 헌법과 지방조직법 규정에 의해 지방에서는 성급·지급·현급·향급

지방인대를 설립한다. 지방인대는 그 지방의 권력기관이기에 해당 지방

행정기관·심판기관·검찰기관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는 첫째, 지

방행정기관 영도인원의 선거·심판기관의 장 선거·검찰기관의 장 선거로

나타난다. 둘째, 지방행정기관·심판기관·검찰기관은 지방인대를 상대로

업무를 보고해야 하고 지방인대에 책임져야 한다. 그러고 보면 법적으로

지방인대는 해당 기타 국가기관 중에서 지배적이고 핵심적인 지위에 있

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인대는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현

급 이상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향급 인대로 구분되고 있다. 현급

이상의 인대는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를 두고 있다.179)

179) 현급 이상 인대에만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를 두는 것은 1979년 중국공산당 중앙위
원회의 회의에서 행한 결정이며, 장차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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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국인대와 지방 각급 인대는 법률상의 감독관계·업무상의 연락과 지

도관계에 있다. (1) 법률상의 감독관계라는 것은 아래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즉 성급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전국인대

의 상무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헌법 제100조). 지급 인대 및 그 상무위

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성급 인대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

고, 성급 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입법법 제72조 제2항).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대 상무

위원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자치주·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급 인대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헌법 제116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헌법·법률·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성 법규를

취소(撤銷)할 수 있다(헌법 제67조 제1항 제8호). 동시에 성급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대 대표의 선거기관이므로 그들이 선출한 전국인

대 대표를 감독하고 파면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이밖에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및 통과된

결의·결정이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의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헌법 제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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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의 연락관계라는 것은 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할 때, 각 성급 인대 상무위원회의 책임자로 하여금 참석하도록 하

고, 전국인대 대표가 지방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이다(전국인대 조직법 제30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제8조). 또

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법률초안을 심의할 때, 지방인대 상무위원회

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책임자는 지

방인대 상무위원회의 책임자와 좌담회 등을 통해 인대업무를 공동으로

연구토론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사무기구와 지방인대 상무위원회

의 사무기구 사이에 통상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문건·자료·간행물 등의

편집·인쇄를 통해 교류를 진행할 수 있다.

(3) 업무상의 지도관계에는 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방인대의

선거사무를 지도하고,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법집행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 등이 있다(선거법 제8조).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방성 법

규의 제정에 대해, 전국인대의 관련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

고 지도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간행

물의 출판 또는 내부 자료의 발행 또는 지방인대의 업무상 경험과 방법

을 전달함으로써 지방인대의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인대 상

무위원회는 인대 간부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180)

2) 지방인대의 구성

지방인대는 계층에 따라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와 간접선거의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예컨대 현급 및 향급 지방인대의 선거는 주민이 직접적

으로 투표하고, 지급 지방인대의 선거는 현급 지방인대의 대표가 투표하

므로 주민의 간접선거로 볼 수 있다. 또한 성급 지방인대의 선거는 지급

지방인대의 대표가 투표함으로써 선출된다.

한국에 소개된 단행본의 경우, 현급과 향급의 인대 대표는 유권자의

직접선거, 그 이상의 행정구역인 성급과 지급은 1차 간접선거, 전국인대

180) 전국인대와 지방인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전국인대의 구체 공식적인 입장은 아래
사이트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중국인대망, http://www.npc.gov.cn/npc/rdgl/rdzd/2
000-12/03/content_8635.htm, 2017년 1월 6일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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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차 간접선거, 전국인대 상임위원회는 3차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셈이

라고 하였지만,181) 사실 현급 지방인대 대표가 성급과 지급 지방인대의

대표는 일괄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일급 지방인대의 대표가 상

일급 지방인대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즉 성급 지방인대의 대표는

지급 지방인대에서 선출된다.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각급 지방인대 대표

의 선거는 지방 3급 선거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현급과 향급의

인대 대표는 유권자의 직접선거, 그 이상의 계층인 지급 지방인대는 1차

간접선거, 성급 지방인대는 2차 간접선거, 전국인대는 3차 간접선거로 선

출된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인대의 정원을 보면, 해당 지방인대 대표의 정원은 선거법에서 별

도로 규정하도록 했다(지방조직법 제5조 제2항 제1문). 선거법상 규정을

보면, 성급 지방인대 대표의 최소정원(基數)은 350명이고, 지급 지방인대

대표의 최소정원은 240명이며, 현급 지방인대 대표의 최소정원은 120명

이고, 향급 지방인대 대표의 최소정원은 40명이다(선거법 제11조).

지방인대 대표의 구성은 아래의 원칙에 준해야 한다. 첫째, 대표는 광

범위한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즉 적당한 수의 기층대표, 특히 노동자·농

민과 지식인 대표가 있어야 한다. 둘째, 각 지역·각 민족·각 계층의 대표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적당한 수의 여성대표가 있어야 하고,

차츰 여성대표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넷째, 귀국한 화교가 많은 지역에

서는 적당한 수의 귀국한 화교대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인대 대표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선거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각 성급 지방에서 선거실시세칙을 제정하여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각 성급 지방에서는 선거실시세칙을 제정하였는데, 예를 들면

‘광둥성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실시세칙’·‘안후이성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실시세칙’ 등이 있다. 더 나아가 일부 성급 지방인대가 제정한 선거

실시세칙에서는 각 선거기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선거조치(選擧辦法)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182)

181) 최경식, 김대환, 현대중국정치제도(한올출판사, 2009), 76쪽.
182) 여기서의 선거기관이란 하일급 인대의 상무위원회를 지칭한다. 이럴 경우 지급 지
방인대 상무위원회와 현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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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대의 임기를 보면, 오늘날 지방인대의 임기는 통일적으로 5년이

다. 2003년 이전까지만 하여도 각급 지방인대의 임기는 계층에 따라 차

이가 있었다. 예컨대 1982년 헌법에 의하면 성급·지급 지방인대의 임기

는 5년이고, 현급·향급 지방인대의 임기는 3년이었다.183) 1993년에 통과

된 헌법개정안은 성급·지급·현급 지방인대의 임기를 5년, 향급 지방인대

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 통과된 헌법개정안은

각급 지방인대의 임기를 5년으로 통일시켰다. 지방조직법에서도 헌법개

정을 수반하여 법을 개정해왔다.184) 그러고 보면 중국은 1982년 헌법을

반포한 이래 헌법개정을 통해 현급 이하 지방인대의 임기를 확대 보장해

왔다.

(2) 일반지방 인대의 상설기관

1)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성질과 지위

통상적으로 향급 지방인대의 회기는 1∼2일이고, 현급 지방인대의 회

기는 3∼5일이며, 지급 내지 성급 지방인대의 회기는 7∼10일이다. 반면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최소한 2개월에 1회 개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인대 상무위원회가 실무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195

4년 헌법에서는 각급 지방인민위원회가 인대의 상설기관 역할을 겸하도

록 규정하였다. 즉 지방정부가 인대의 상설기관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구도는 지방인대의 폐회기간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했었다. 첫째,

지방의 중대사항 결정권이 행정기관인 지방정부에게 이전되었다. 둘째,

지방인대에서 임면하는 법원의 판사를 포함한 공직자가 지방정부에서 인

면하게 되었다. 셋째, 정부에 대한 감독기관이 부재하게 되었다.

상기 문제점은 1979년 지방조직법의 반포로 현급 이상 지방인대에 상

설기관인 상무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해결되었다.185) 1979년 지방조직법

183) 1982년 헌법 제97조에서 “성·직할시·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임기는 5년이
다. 현·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시할구·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 임기는 3년이
다”고 규정함으로써 각급 지방인대의 임기를 명시했었다.

184) 최경식, 김대환, 앞의 책, 77쪽.
185) 1978년 헌법은 전국인대에서만 상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1978년
헌법상 지방에는 지방인대와 지방정부만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1979년 지방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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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초로 현급 이상 지방인대에 상무위원회를 설치한 후 ① 현급 이상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었다. ② 주민이 국가사무에 참

여·관리하는데 유익했다. ③ 인대제도의 보완에 유익했다. ④ 민주와 법

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186) 이는 또한 지방발전의 적극성을 발휘시켰고

경제체제개혁의 수요를 충족시켰다.187)

북한의 헌법에서는 중앙의 경우, 최고인민회의와 그 상설기관인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다만 지방에는 지방인민회의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상설기관은 행정적 집행기관인 지방인민위원회로 하

여금 겸하도록 되어 있다.188) 이럴 경우 지방인민회의의 휴회기간에는

지방주권기관과 집행기관이 합일되어 지방정부인 지방인민위원회에 대한

감독이 부재하게 된다. 주민이 선거한 지방주권기관이 상시적으로 지방

정부를 감독할 수 없다는 점, 지방인민회의의 휴회기간에 정책결정기관

과 집행기관이 합일된다는 점에서 집행기관의 자의로 인해, 주민의 권리

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즉 북한에서는 이미 중국에서 시행착오를 거

쳐 폐기한 의행합일(議行合一)체제를 아직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

민주주의의 발전이 우려스럽다.

중국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헌법상 현급 이상의 지방에서만 설치된다

(헌법 제96조). 향급 지방인대에서는 상설기관이 없다. 지방인대 상무위

원회는 해당 지방인대의 상설기관이고 지방국가권력기관의 성질을 갖는

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인대의 폐회기간에 해당 상무위원회가 지방인대

의 모든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지는 않는다. 현급 이상 지방인대의 폐

은 1978년 헌법상의 규정을 초월하여 창의적으로 현급 이상 지방에 지방인대 상무위
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186) 許安標, 劉松山, 앞의 책, 208쪽.
187) 橋曉陽, 張春生, 中華人民共和國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和地方各級人民政府組織法釋義

及問題解答(中國民主法制出版社, 2006), 63쪽.
188) 북한 헌법 제88조 제2항에서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도 립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최고인민회의의 상설기관인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동 헌법 제137조
에서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고 규정하고, 제145조에
서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 중의 지방주권기관이
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인민회의의 휴회 중,
지방정부가 지방주권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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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간에 해당 지방인대의 부분적인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방인대의 폐회기간에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해당 지방정부와

법원 및 검찰원의 부분적인 간부인사만 교체할 수 있고, 지방예산의 부

분적인 조정만 가능하다는 것이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

에서 검토하게 될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직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지위를 보면,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해당 지

역 지방인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상무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해당 지방인대에 의해 파면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해당 지방인대(지방국가권력기관)의 구성부분으

로도 볼 수 있다.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지방인대 회의에서 업무를 보고한다. 이러한 업무에는 전(前)년도 업무상

황에 대한 보고와 새로운 1년의 업무계획 관련 보고가 포함된다. 지방인

대 대표는 보고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상무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각자의 의견과 건의를 제기한다. 최종 지방인대는 회의에서 상무위원회

의 업무보고에 대해 결의를 도출하여, 새로운 1년의 업무 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한다. 결의를 통해, 비준된 업무보고는 해당 상무위원회 업무전개

의 근거가 된다.189)

2)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구성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보면, 헌법 및 지방조직법의 규정

에 의해, 비서장의 유무에 따라 2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성

급 및 지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주임·부주임 약간명·비서장·위원 약

간명으로 구성된다. 둘째, 현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주임·부주임 약간

명·위원 약간명으로 구성되고, 비서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의 조건을 보면,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은 ① 해

당 지방인대의 대표이어야 한다. ② 부분적인 겸임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즉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은 정부·법원·검찰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

다. 이는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이 아닌 지방인대 대표가 정부·법원·검찰원

189) 許安標, 劉松山, 앞의 책,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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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는 것과 대조된다(헌법 제103조, 지방조직법

제41조).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의 정원수를 보면 ① 성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35명 내지 65명, 최대 85명을 초과할 수 없고, ② 지급 지방인대 상무위

원회는 19명 내지 41명, 최대 51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③ 현급 지방인

대 상무위원회는 15명 내지 27명, 최대 3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명심해야

할 점은 이러한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의 구체적인 정원수는 성급 지방인

대(성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의 정원) 및 성급 지방인대 상무

위원회(성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의 정원을 제외한 기타 상무

위원회 구성인원의 정원)에서 확정한다는 것이다.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임기를 보면 현행헌법에서는 지방인대 상무위

원회의 임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조직법에서는 지방인대 상무

위원회의 임기와 해당 인대의 임기는 모두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인대와 상무위원회의 임기 개시일과 종료일은 다르다(지방조직법 제

42조).

2. 인대와 당의 관계

중국의 현실을 보면 매년 인대회의를 개최하지만, 전국인대 내에서 그

권력의 핵심은 전국인대의 상무위원회에 있다. 한편 현급 이상 지방인대

내에서 그 권력의 핵심은 해당 지방인대의 상무위원회에 있고, 향급 인

대의 경우, 그 권력의 핵심은 주석과 부주석들로 구성된 주석단에 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1

인·부위원장 약간명·비서장 1인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된다.190) 현급 이

상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성급과 지급 지방인대의 상무위

원회는 주임 1인·부주임 약간명·비서장 1인·위원 약간명으로 구성되고,

현급 인대 상무위원회는 주임 1인·부주임 약간명·위원 약간명으로 구성

된다.191) 한편 향급 인대는 주석·부주석 약간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190) 吳愛明 외2인, 앞의 책, 64쪽.
191) 吳愛明 외2인, 앞의 책, 70쪽.



- 112 -

석과 부주석들로 구성된 주석단이 사실상 상설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당과 인대의 관계를 보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의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 중 1인의 위원이 겸하고 있다. 또한 현급 이상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주임은 해당 당의 지방위원회 서기가 겸하고 있

으며, 향급 인대의 주석은 당의 향급 위원회 서기가 겸하고 있다.

당과 인대의 관계, 즉 제도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

는 건국 이래 줄곧 고민해 온 문제이다. 한편으로는 인대에 대한 당의

영도를 견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이 인대 상무위원회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모순되고 있었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 푸싱주(浦興祖) 교수는 당의 영도를 경성 영도와 연

성 영도로 구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경성 영도의 경우, 각급 당

의 지방위원회가 인대 상무위원회에 파견한 당조(黨組)를 상대로 복종과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성 영도의 경우, 각급 당의

지방위원회와 인대 상무위원회는 해당 지역조직체계 내의 상하관계가 아

니므로 각급 당의 지방위원회가 인대 상무위원회에 파견한 당조를 통해,

당의 주장과 추천된 후보자를 인대 상무위원회에게 해석하고 소개함으로

써 더욱 많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동의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푸싱주(浦

興祖) 교수는 무엇보다 연성 영도가 당의 영도제도와 인대제도의 관계를

정당화시키는데 타당하다고 본다.192)

당과 인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중국 정치제도개혁에서의 핵심과

제 중의 하나이다. 지방에서 당위원회와 인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란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로 하여금 진정한 국가권력기관의 행사기관으

로 되게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당 위원회의 잘못된 정책결정을 예방하

고 제어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상적인 관계정립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견해가 있다.193)

192) 다만 개별 당의 지방위원회 영도인원은 인식의 편파 또는 개인의 동기로 인해, 당
의 영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에 인대 상무위원회의 독립된 업무추진을 방해
하고 헌법·법률에 위배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浦興祖, “人大‘一
院雙層’結構的有效拓展—紀念縣級以上地方各級人大常委會設立30周年”, 探索與爭鳴, 제
12기(2009), 13쪽.

193) 蔣勁松, “論黨委與人大關系之理順”, 法學, 제8기(2013),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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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당과 인대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

증적인 분석을 참조하는 것이 더욱 직관적일 수 있다. 예컨대 중국 동부

에 소재하는 모(某) 연해 지급 지방인대 대표 중 당원의 비례를 아래의

표와 같이 찾아 볼 수 있다.(아래에서 동부에 소재하는 모 연해 지급 지

방을 ‘A시’로 표기한다)194)

A시 제4기 내지 제7기 인대는 각기 1998년, 2003년, 2008년, 2012년에 선거되

었다. 본 표의 출처는 何俊誌, 中國地方人大代表構成的變化趨勢—對東部沿海Y市

的考察, 南京社會科學 제2기, 2015년, 79쪽.

전국인대 중 공산당 당원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상기 표에

서 찾아 볼 수 있다시피 A시 지방인대는 공산당 당원의 비중이 더욱 크

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중국정치를 연구하는 학자의 견해

에 의하면 각급 지방인대에서 공산당 당원의 비례가 줄곧 50%이상을 초

과하였다고 한다.195) 중국공산당은 여당이기에 인대에서 다수 의석을 차

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의 중앙 또는 지방 위원회가 인대를 대신하

는 경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고 보면, 당의 중앙과 지방 위원회가 인

대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영

향은 어디까지나 정책의 제안에 불과하며, 인대의 절차적인 동의 없이는

인민 내지 국가 또는 지방의 의지로 전환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의 당서기 겸임 논쟁

지방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이 해당 당위원회의 서기를 겸하는 현상은

1997년 9월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나타난 정치현상이다.

194) 何俊誌, “中國地方人大代表構成的變化趨勢—對東部沿海Y市的考察”, 南京社會科學,
제2기(2015), 78-79쪽.

195) 呂增奎, 民主的長征(中央編譯出版社, 2011), 104쪽.

[표 1] A시 인대 대표 중 공산당 당원의 비례
제4기 제5기 제6기 제7기

중국공산당 74.76% 77.10% 85.13% 84.70%
기타 25.24% 22.90% 14.8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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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정분리(黨政分離)정책을 추진해 온 원로당원인 덩샤오핑(鄧小平,

1997년 2월) 사망 이후에 나타난 정치현상이라는 점에서 과거 급진적인

개혁에 대한 타협으로 볼 수도 있다.

학계에서는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주임이 해당 당위원회 서기를 겸하

는 것은 정치제도개혁의 새로운 조치로 보아, 지방인대의 지위를 제고하

는데 유익하다는 논리로 찬성론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예컨대 천천

(陳琛) 교수는 찬성론자이며, 지방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이 해당 당위원회

의 서기를 겸하는 현상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① 당의 업무와 인대의 업

무는 정확히 구분될 수 있다. ② 지방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의 후보자는

당내선거를 통해 우수한 인재로 선출될 수 있다. ③ 지방인대의 제도를

보완한다면, 상기 겸임현상은 긍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96)

반면 상기 겸임현상은 당정분리(黨政分離)정책에 대한 역습이라는 점

에서 반대론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왕구이슈(王貴秀) 교수는

반대론자이며, ① 1인의 당의 지방위원회 서기로 하여금 해당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주임을 겸하도록 했다고 해서 해당 지방인대의 지위가 제

고되는 것은 아니다. ② 당위원회 서기의 업무와 지방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의 업무는 양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에 몰두할 수 없을 것

이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지방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이 해당 당위원회의

서기를 겸하는 현상은 당정분리정책에 대한 배반이라고 보았다.197)

찬성론의 견해에 의하면, 상기 겸임현상이 ① 지방인대의 업무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데 유리하다고 보았다. ② 지방 정부·법원·검찰원에

대한 지방인대의 감독을 강화하는데 유리하다고 보았다. ③ 당이 영도하

는 다당합작제를 보완하는데 유리하다고 보았다. ④ 인대 내의 기구설

치·경비보장·교류·사무실 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198)

반면 반대론의 견해에 의하면, 상기 겸임현상이 ① 과거 지방정부의

장이 해당 당위원회 서기를 겸하는 현상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며, 과

196) 陳琛, “黨委書記兼任人大主任政治模式探析”, 前沿, 제6기(2010년), 8쪽.
197) 王貴秀, “黨委書記與人大常委會主任‘普遍兼職’現象探析”, 人大研究, 제3기(2005년), 40
쪽.

198) 陳琛, 앞의 논문, 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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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당에 의해 정부를 대체하는 현상의 변형형태라고 보았다. ② 헌법상

의법치국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겸임현상은 법이론 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예컨대 당의 지방위원회와 지방인대 상무위원

회, 그리고 당의 지방위원회 서기와 지방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은 서로

다른 성질과 직능을 가진 조직 또는 인원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③ 당의

지방위원회 서기가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에 몸담고 있다고 하여, 지방인

대가 다르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보며, 오히려 법치가 아닌 인치사상의

대두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겸임현상이 특별한 경우에

만 나타나는 개별현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늘날과 같이 보편현

상으로 자리 잡고 고정모델 또는 고정제도로 변모된다면, 당정분리정책

의 실패를 의미할 수 있고, 역사의 후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199)

정협을 예로 들자면, 중국의 정당제도는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

합작과 정치협상제도이다.200) 정협제도는 중국 정당제도의 일부분이며

정협을 통해 중국은 스스로 사회주의민주를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인대가 정치·경제·문화·사회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때, 정

협을 통해 사회 각 계층과 결정의 내용을 협상한다.201) 정협에 참석하는

대표는 주로 공산당의 대표, 인대 상무위원회의 구성원, 각 민주당파의

대표, 사회단체의 대표 그리고 각 소수민족의 대표와 사회 각 계층의 대

표가 있다. 물론 정협도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받아야 하며, 정협에서 중

국공산당 당원은 약 40%의 의석을 차지한다. 사견으로 인대의 대표를

지역별 대표로 볼 수 있다면, 정협에 참석하는 대표들은 직능별 대표라

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인대가 권력기관인 반면 정협은 첨정기관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정협은 주로 3가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기 정치협상·민주적

199) 王貴秀, 앞의 논문, 41쪽.
200) 다당합작 중에서 다당이라는 것은 중국에 현존하는 공산당을 제외한 8개의 정당을
지칭한다. 이를 또한 민주당파라고도 한다. 즉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중국 민주동
맹, 중국 민주 건국회, 중국 민주 촉진회, 중국 농공(農工)민주당, 중국 치공당(致公
黨), 구삼학사(九三學社), 대만 민주자치동맹이 포함된다. 吳愛明 외2인, 앞의 책,
42-45쪽.

201) 浦興祖저, 정귀화 역, 현대중국정치제도(대명, 2002), 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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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독·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논의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협상이란

인대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의 경우, 각기 중앙과 지방의 방침정책 및 정

치·경제·문화와 사회생활 중의 중요문제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고, 정책을

결정한 후의 경우에는 집행과정 중의 중요문제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

다.202) 또한 민주적인 감독이란 헌법·법률·법규의 실시, 중대 방침정책의

집행, 국가기관 및 기타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 건의와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논의한다(參政議政)라는 것은 정

치협상과 민주적인 감독의 보완이며, 주로 국가기관의 주요 공직자로 선

임되고 국가사무의 관리에 참여하며 국가 방침·정책·법률·법규집행 상황

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등이 있다.203)

정협과 당의 위원회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에 관해, 중앙차원에서 볼

때, 현재 당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의 위원 중 1인이 정협 전국위

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2013년부터 각급 당의 지

방위원회 상무위원이 해당 정협 지방위원회의 주석을 겸하지 않고 있다.

물론 공산당 당원이 각급 정협 지방위원회의 주석으로 당선되는 것은 여

전한 관례이다. 각급 당의 지방위원회 상무위원이 더 이상 지방 정협 주

석을 겸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정협 주석의 정치적 지위가 약화되었

다는 견해와 정협의 독립성이 강화되었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상기 정협 지방위원회의 주석이 더 이상 당의 지방위원회 상무위원을

겸하지 아니한 현상을 감안하여, 지방인대 상무원회 주임의 당서기 겸임

문제는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헌법상 당은 인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둘째, 지방인대 대표의 구성에 있어서 공산당 당원의 수가

약 70%를 초과한다. 셋째, 지방인대 상무위원회 내에 당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보면 굳이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주임으로

하여금 해당 당의 지방위원회 서기를 겸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II. 일반지방 정부의 구성문제

202) 吳愛明 외2인, 앞의 책, 51쪽.
203) 吳愛明 외2인, 앞의 책, 52쪽.



- 117 -

1. 일반지방 정부

(1) 각급 정부의 상하관계 및 인대와 정부의 관계에서 본 정부의

성질

지방정부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인 지방인대의 집행기관이자 지방의 국가

행정기관이다(헌법 제105조 제1항).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정부는 이중성

을 갖게 된다.

우선 지방정부와 지방인대의 관계를 살펴보면, 법률상 지방정부의 주

요공직자는 해당 지방인대에서 선출된다. 중국 현실에서의 문제점이라면

그 지역 당의 지방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가 거의 지방인대에서 순조롭

게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극히 드물게 당의 지방위원회가 추천

한 후보자에 대해 지방인대가 거부한 사례가 있지만, 이럴 경우 당의 지

방위원회는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당선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

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정부와 당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한편 지방정부는 해당 지방인대에 종속되고 있다. 이러한 종속관계는

지방정부가 지방인대의 집행기관이라는 점과 지방정부는 해당 지방인대

에게 정기적으로 업무를 보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인대에 책임을 져

야 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또한 해당 지방인대 폐회기간의 경우, 지방

정부는 해당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에게 정기적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책임

을 져야 한다(헌법 제110조). 향급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인대

에 상무위원회가 없으므로 해당 지방인대 대표가 적극 감독을 전개해야

만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중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인대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과 대조되는 면이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대의 지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

부보다 우위에 있다. 다만 퉁즈웨이(童之偉) 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비록

인대제도가 도입된 후, 인대에 대한 공민의 인식이 개선되어 왔지만, 여

전히 인대제도를 인대 대표들의 제도로만 생각하고, 인대에 대한 공산당

의 영도와 인대의 법에 의한 직무이행을 모순된 문제점으로만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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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퉁즈웨이(童之偉)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사회에서는 인대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관 또는 정부

보다 하위의 기관으로 잘못 인식하는 면이 있다.204) 또한 저우예중(周葉

中) 교수는 인대가 헌법과 지방조직법상 정부에 비해 우위에 있지만, 인

대 대표가 권한을 행사하는 시행세칙 등 부수적인 입법이 부족하다는 점

에서 헌법 및 지방조직법에서 인대에게 부여한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비록 인대가 정부를 감독하는 관련 법률이 제

정되어 있지만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인대의 권한과 공민의 기대 사이에

여전히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205)

그리고 실무에 있어서 비록 ‘인대 상무위원회 감독법’상 지방정부가 제

정한 지방성 규장(規章)은 해당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러한 지방성 규장에 대한 인대의 심사가 선택사항이라는 점에서 지방

인대가 정부입법에 대해 그 심사를 게을리 하는 현상도 있다. 이러한 문

제점에 대해 쨔오홍창(焦洪昌) 교수는 정부입법에 대한 인대의 심사를

의무화하자고 주장하였다.206) 인대는 결정권을 가지고 정부는 집행권을

가지며, 인대는 감독기관이고 정부는 피감독기관이라는 점, 비록 정부에

대한 인대의 감독사항에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인대가 정부에 비해 우

위에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와 해당 지방인대의 관

계를 볼 때, 지방정부는 해당 지방인대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중국에서의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 즉

국무원은 최고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 이는

또한 각급 지방정부의 최고 영도기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영도와 피영도 관계에 있다.207) 중앙정부는 국가사무

204) 童之偉, 憲法(高等教育出版社, 2004), 241-242쪽.
205) 周葉中, 앞의 책, 230쪽.
206) 이 뿐만 아니라 쨔오홍창(焦洪昌) 교수는 인대에게 위헌심사권을 부여하므로 법제
의 통일을 수호하도록 하는 것, 중대사항에 대한 인대의 결정권을 법적으로 의무화시
키는 것,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감찰권과 회계감사권을 인대에게 이전하자는 것
을 주장하였다. 焦洪昌，憲法學(北京大學出版社, 2012), 233쪽.

207) 여기서의 영도관계는 중국공산당의 영도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당의 상하관계, 즉
당내 영도관계와는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정치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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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회전반 공공사무의 관리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208) 각

급 지방정부는 해당 지방인대의 집행기관이고, 행정구획에 의해 건립된

지방행정기관이며,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법률법규 및 중앙정부와 상급

정부의 정책 및 해당 지방인대의 결의를 실행한다.209)

[그림 4]

전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일된 영도아래에 있는 국가행정기관

이고, 모두 중앙정부에 복종한다(헌법 제110조 제2항 제2문). 중앙정부는

통일적으로 전국의 행정업무를 영도하고, 지방정부는 반드시 중앙정부의

영도를 받아들여야 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반포한 행정법규·각종 지

시·명령·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수직적인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상일급 국가행정기관에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하며

(헌법 제110조 제2항 제1문), 단일국가 체제로 인해 하급정부는 상급정부

조직영도·사상영도임에 비해, 중앙과 지방 각급 정부 사이의 상하관계는 복종과 피복
종 관계를 의미하는 영도관계이다. 또한 당내 영도관계도 정부의 상하관계와 유사하
게 복종과 피복종의 관계에 있다.

208) 吳愛明 외2인, 앞의 책, 97쪽.
209) 吳愛明 외2인, 앞의 책,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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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복종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중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방 대리

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실무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이익의 관련성과 정책

의 충돌로 인해, 무조건 중앙에 복종해야 하는 구도로만 이해할 수는 없

다. 중앙정부의 지시·명령·결정이 지방정부의 정책과 충돌될 경우, 쌍방

의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예컨대 2009년 이래 중국의 부동산과열

로 인해, 중앙정부는 부동산가격 인하를 위한 정책을 내세웠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관망 또는 저해하는 정책을 제시한 적이 있었으며, 2011년에

는 중앙정부 부처와 일부 지방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책임각

서를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210)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

를 볼 때, 지방정부는 또한 중앙정부의 집행기관이기도 하다.

(2) 일반지방 정부의 구성

일반지방 정부의 구성을 보면, 헌법에서는 지방정부의 구성인원을 명

시하지 않았다. 해당 지방정부의 구성인원 관련 내용은 지방조직법에서

규정되고 있다(지방조직법 제56조). 현재 산둥성(山東省) 정부의 구성인

원은 성장 1명·부성장 7명·비서장 1명·청장(廳長) 20명·각 위원회 및 각

판공실 주임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211) 성급 지방정부인 베이징시(北京

市) 정부의 구성인원은 시장 1명·부시장 9명·비서장 1명·국장(局長) 10

명·각 위원회 및 각 판공실 주임 14명으로 구성되었다.212) 통상적으로

성급 및 지급 지방정부의 구성인원은 해당 지방정부의 영도인원·비서장·

청장(또는 국장)·위원회 및 판공실 주임으로 구성된다. 현급 지방정부의

경우, 펑제현(奉節縣) 정부의 구성인원은 현장 1명·부현장 6명·국장 16

명·각 위원회 및 판공실 주임 10명으로 구성되었다.213) 통상적으로 현급

210) 부동산 정책의 변천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이익충돌과 정책충돌에 관
한 내용은 아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艾明江, 位鳴玉, “中央政府與地方政府的利益
相關性與政策沖突—基於房地產調控政策變遷的分析”, 重慶工商大學學報(社會科學版),
제30권 제1기(2013), 80-81쪽.

211) 산둥성 정부 사이트, http://www.shandong.gov.cn/col/col120/, 2017년 1월 6일 최종
방문.

212) 베이징시 정부 사이트, http://shilingdao.beijing.gov.cn/, 2017년 1월 6일 최종방문.
213) 펑제현 정부 사이트, http://fj.cq.gov.cn/zwgk/18/, 2017년 1월 6일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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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구성인원은 해당 지방정부의 영도인원·국장·주임 등으로 구

성된다. 마지막으로 향급 지방정부의 경우, 황챠우향(橫橋鄕) 정부의 구

성인원은 향장 1명·부향장 2명으로만 구성되었다.214) 통상적으로 향급

지방정부의 구성인원은 해당 향급 지방정부 영도인원으로만 구성된다.

일반지방 정부의 임기를 살펴보면, 헌법에서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해

당 지방인대의 임기와 같다고 규정하였다(헌법 제106조). 지방조직법에

서는 상기 헌법에서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정부의 임기가 5년임을

명시하였다(지방조직법 제58조). 여기서 임기란 매기 정부의 존속기간을

지칭한다.215) 1993년 헌법개정안에 의해, 종전 3년이었던 현급 지방인대

의 임기는 5년으로 되었고, 2004년 헌법개정안에 의해, 종전 3년이었던

향급 지방인대의 임기도 5년으로 되었다. 이에 각급 지방인대 및 지방정

부의 임기는 모두 5년으로 통일되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임기 내에 구

성인원의 보궐선거 또는 임면이 발생될 경우, 해당 당선된 구성인원의

임기는 해당 정부의 잔여임기로 한다. 지방정부 영도인원은 연임될 수

있고, 연임의 횟수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216)

일반지방 정부는 행정수장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헌법 제105조 제2

항), 각기 성장·시장·현장·구장·향장·진장 책임제를 실행하고 있다. 상기

행정수장들은 해당 지방정부의 업무를 영도하고, 해당 부직(副職) 영도인

원은 행정수장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지방정부가 행한 결정·반

포한 명령·제정한 행정조치 또는 규장·해당 인대를 상대로 제출한 의안

등에는 모두 상기 행정수장들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물론 행정수장이

지방정부의 전체회의 또는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최하여 중대문제를 토

론하지만, 회의 중 다수 구성인원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분석과

판단에 의해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다.217) 소속 부서는 행정수장에 의해

214) 황챠우향 사이트, http://www.ycsnlw.com/xz/html/14080709/news_2015828115658.ht
ml, 2017년 1월 6일 최종방문.

215) 橋曉陽, 張春生, 앞의 책, 95쪽.
216) 橋曉陽, 張春生, 앞의 책, 95쪽.
217) 전체회의는 해당 지방정부의 전체 구성인원으로 구성된다. 상무회의의 경우, 성급
및 지급 지방정부는 해당 정부의 정·부직(正·副職) 영도인원·비서장으로 구성되고, 현
급 및 향급 지방정부는 해당 정부의 정·부직 영도인원(예컨대 향 정부의 경우, 향장·
부향장을 지칭한다)으로만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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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하며, 그 책임은 행정수장에게 있다.218)

2. 정부와 당의 관계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총리 1인·부총리 약간명·국무위원 약간명·각 부

의 부장 약간명·각 위원회의 주임 약간명·감사원 원장 1인·비서장 1인

(비서장은 국무위원이 겸직한다)·중국인민은행 총재 1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무원 총리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 중의 1인이 겸하고 있

다. 통상적으로 매년 당의 중앙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후, 정협 전국위원

회 회의와 전국인대가 선후로 시작되고 끝난 후, 국무원의 상기 전체구

성원이 참석하는 국무원 전체회의를 통해, 중앙 정책·방침의 집행업무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지방정부의 구성을 살펴보면, 행정수장책임제에 의해 각급 지방정부의

행정수장을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성급 정부에서의 성·직할

시의 행정수장은 각기 성장·시장이다. 둘째, 지급 정부에서의 지급시의

행정수장은 시장이다. 셋째, 현급 정부에서의 현·현급시·시할구의 행정수

장은 각기 현장·시장·구장이다. 넷째, 향급 정부에서의 향·진의 행정수장

은 각기 향장·진장이다. 각급 지방정부의 행정수장은 해당 당의 지방위

원회 부서기를 겸하고 있다.

해당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성급 정부인 성·직할시의

구성을 아래와 같이 열거할 수 있다. ① 성 정부는 성장·부성장, 비서장,

청장, 국장, 위원회 주임 등으로 구성된다. ② 직할시 정부는 시장·부시

장, 비서장, 국장, 위원회 주임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지급 정부인 지급

시는 시장·부시장, 비서장, 국장, 위원회 주임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현급 정부인 현·현급시·시할구의 구성을 아래와 같이 열거할

수 있다. ① 현의 정부는 현장·부현장, 국장, 과장 등으로 구성된다. ②

현급시의 정부는 시장·부시장, 국장, 과장 등으로 구성된다. ③ 시할구의

정부는 구장·부구장, 과장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향급 정부인 향·

진의 구성을 아래와 같이 열거할 수 있다. ① 향 정부는 향장·부향장으

218) 許安標, 劉松山, 앞의 책,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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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다. ② 진 정부는 진장·부진장으로 구성된다(지방조직법 제56

조). 국무원과 유사하게 매년 각급 당의 지방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후,

각급 정협 지방위원회 회의와 각급 지방인대가 선후로 시작되고 끝난

후, 각급 지방정부의 전체구성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각급 지방

정책·방침의 집행업무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당조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현급 이상 정부 및 그 업무부문에는 통

상적으로 당조를 설립해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통 3∼7인으로 구성

된 당조가 설립되며, 성급 이상의 기관에서는 9인을 초과하지 아니한 당

조가 설립된다. 당조는 그를 설립한 당조직의 영도를 받아야 하므로 해

당 당위원회의 영도를 받게 된다.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정당과 정부의 분리를 정치제도개혁의

목표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1989년 천안문사태로 인해 해당 정치제도개

혁이 정지되었다는 평가가 있다.219) 이후 당과 정부의 분리, 즉 당정분리

(黨政分離)에 관한 논의가 줄어들었다. 학계에서는 당과 정부의 관계가

밀착형 당정관계(嵌入型黨政關系)라는 견해와 격리형 당정관계(藕合型黨

政關系)라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220) 밀착형 당정관계라는 것은 당이

직접 정부의 행정직책을 대체하지 않고 주로 제도적인 편입, 기능적인

편입, 주체적인 편입, 과정상의 편입 등 방식을 통해 정부과정에 개입한

다는 것이다.221) 이러한 견해는 정부에 대한 당의 권한을 명문으로 규정

하고, 정부 내에서의 당조직을 보완함과 동시에 해당 당조직에 의해 정

부의 업무를 감시하자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격리형 당정관계라는 주장은 당과 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당과 정부 사이에 업무내용이 적당히 분담되었지만 정

부가 더욱 많은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업무과정에 대

한 당의 감독과 평가가 수반되었다는 점에서 당정관계는 합일 또는 분리

혹은 밀착의 관계가 아니라 물리상의 격리된 관계라는 것이다.222) 그러

219) 中國二十世紀通鑒編輯委員會, 中國二十世紀通鑒 1901∼2000 第五冊(線裝書局, 2002),
5972쪽.

220) 黃紅華, “縣級黨政關系的藕合模式—基於D縣‘四套班子’運行過程的實證研究”, 中共浙江
省委黨校學報, 제1기(2015), 74-75쪽.

221) 劉杰, “黨政關系的歷史變遷與國家治理邏輯的變革”, 社會科學, 제12기(2011),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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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면 인대가 헌법이 부여한 유일한 권력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

로 완수할 수 있다면, 당의 위원회와 정부가 합일하더라도 무방할 것이

다.

앞에서 이미 지방인대와 당의 관계를 논의하였고, 여기에서는 지방정

부의 장이 해당 당의 지방위원회 부서기를 겸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

다. 그렇다면 당이 지방정권기관에 대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지를 아

래와 같이 검토할 수 있다.

3. 지방정권기관 구성에 대한 당의 역할

여기서는 주로 중국공산당의 주요 권력구조문제, 당내 선거제도에서의

직접선거와 간접선거의 문제, 당내 후보자 선정문제, 당내 민주적 정책결

정의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지방정권기관의 구성에 대한 당의 역할을 검

토한다.

(1) 당의 주요 권력구조문제

지방정권기관 구성에 대한 당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의

권력구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공산당 당장은 한국 정당의 당헌 또는

북한 노동당 규약과 같이 해당 정당 내의 최고 강령이다. 중국공산당의

주요 권력구조는 당장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당장·중국공산당 지방조직 선거업무 조례(中國共產黨地方

組織選舉工作條例)(아래 ‘지방조직 선거조례’라고 약칭한다)·중국공산당

기층조직 선거업무 임시조례(中國共產黨基層組織選舉工作暫行條例)(아래

‘기층조직 선거조례’라고 약칭한다)의 규정을 근거로 도출한 당의 주요

권력구조 관련 내용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의 조직은 중앙

조직·지방조직·기층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당내규정 차원에서 시급한

문제점이라면 중앙조직 선거조례의 부재이다. 당장 제18조 제2항은 전국

대표대회 대표의 정원과 선거방법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고만 규정하

고 구체적인 선거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당내민주주의에 존재

222) 黃紅華, 앞의 논문,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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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불투명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그림: 기층조직인 당의 대표대회 또는 당원대회는 그 상급인 당의 현급 대표

대회의 대표와 해당 당의 위원회를 선거한다. 또한 당의 현급 대표대회는 첫째,

그 상급인 당의 지급 대표대회의 대표를 선거한다. 둘째, 해당 당의 위원회를

선거한다. 셋째, 해당 당의 기율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그리고 당의 지급 대표

대회는 첫째, 그 상급인 당의 성급 대표대회의 대표를 선거한다. 둘째, 해당 당

의 위원회를 선거한다. 셋째, 해당 당의 기율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한편 당의

성급 대표대회는 첫째, 그 상급인 당의 전국대표대회의 대표를 선거한다. 둘째,

해당 당의 위원회를 선거한다. 셋째, 해당 당의 기율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마

지막으로 당의 전국대표대회는 첫째, 해당 당의 위원회를 선거한다. 둘째, 해당

당의 기율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1) 당의 향급 기층위원회는 당원 대표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당의 향급 기층위원회와 당원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당의 향급

기층위원회가 있다. 여기서 구분의 기준은 향급 행정구역 중, 당원의 총 수가



- 126 -

500인 이상 또는 관할구역 당조직의 분포가 분산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향급 행정구역의 당원 총 수가 500인 이상 또는 관할구역 당조직의 분포가 분

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원 대표대회를 통해 당의 기층위원회를 선출하고,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 당원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향급 행정구

역에서는 당의 향급 기층위원회(이를 당의 기층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가 조직

된다. 향급 행정구역보다 작은 농촌 또는 도시에서의 가도(街道) 및 학교·공장

등에서는 당의 총 지부위원회 또는 당의 지부위원회가 조직될 수 있다.

당의 중앙조직은 먼저 아래로부터 위로의 선거를 통해 당의 전국대표

대회를 선출하고, 당의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선출한다. 이에

당의 최고 영도기관은 당의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이다(당장 제10조

제3항). 당의 전국대표대회 폐회기간에는 중앙위원회가 전국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당장 제21조 제3항),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폐회기간에

는 중앙정치국과 그의 상무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한다(당장

제22조 제2항). 그러고 보면 당의 중앙조직에 있어서 그 권력의 행사부

문은 어디까지나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에 있다. 현실적으로는 중

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중국공산당 권력의 핵심이다.

당의 지방조직에 있어서, 당의 지방 각급 영도기관은 지방 각급 대표

대회와 그 상응한 위원회이다(당장 제10조 제3항). 중앙조직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방조직에서 지방 각급 대표대회의 폐회기간에는 지방

각급 위원회가 상급 당조직의 지시와 해당 당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한

다(당장 제26조 제6항). 지방 각급 위원회 전체회의의 폐회기간에는 지

방 각급 위원회의 상무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한다(당장 제

27조 제1항). 그러고 보면 당의 지방조직에 있어서 그 권력의 핵심은 지

방 각급 위원회의 상무위원회에 있다.

당의 기층조직에 있어서 이는 업무의 수요와 당원의 인원수에 따라 상

급 당조직의 비준을 거쳐, 당의 기층위원회·당의 총지부위원회(總支部委

員會)·당의 지부위원회(支部委員會)가 설립된다. 중앙조직 및 지방조직과

달리, 기층조직은 원칙상 당원에 의해 직접 선출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

의 인원수가 적으므로 별도로 상무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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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면 당의 기층조직에 있어서 그 권력의 핵심은 당의 기층위원회

또는 당의 (총)지부위원회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의 지방조직에 있어서, 그 권력의 핵심은 지방 각급

위원회의 상무위원회(아래 당의 지방상무위원회로 변칭한다)에 있다. 지

방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은 당의 지방위원회 서기를 겸하므로 당의 지방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장은 당의 지방위원회 부

서기를 겸하므로 이 또한 당의 지방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이다.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와 당의 지방상무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집체적으로 결정을 내

리는 것에 반해, 지방정부는 행정수장책임제에 의해, 지방정부의 장의 결

단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한 후, 당내의 민주적 건설

을 중요시하여 당내민주주의 또한 이러한 시점에서 부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당은 민주집중제원칙에 따라 구성된 통일체이다. 이러한 민주

집중제란 민주에 기한 집중과 집중적인 지도아래에서의 민주를 결합한다

는 것이다. 이론상 당원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선거를 통해, 당원 대표대

회·당의 현급 대표대회·당의 지급 대표대회·당의 성급 대표대회·당의 전

국대표대회를 구성함으로써 당내권력을 민주의 방식으로 위로 이양한다.

그리고 각급 당의 대표대회를 통해, 해당 당의 각급 위원회를 선출한다.

하지만 문제점은 중국 내의 다수 지역에서 당대표는 5년에 1회의 기회로

본인 내지 해당 선거구 내 보통당원의 의견과 건의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당의 대표대회가 5년에 1회 개최하므로 당대표 또

는 어떠한 측면에서 보통당원의 권리행사가 회기를 제외한 거의 5년이라

는 공백 기간이 생기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공산

당은 일부 지역에서 당 대표대회의 상임제 개혁을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224) 다만 이러한 상임제 개혁이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223) 기층조직 선거조례 제4조에서 “당원의 총 인원수 및 당조직의 분산적인 분포를 감
안하여, 당원의 총 인원수가 500인 이상 또는 관할구역 당조직의 분포가 분산되어 있
을 경우, 당원 대표대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당의 기층위원회를 선출하고, 그렇지 아니
할 경우에는 당원에 의해 직접 선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의 기층조직 선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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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과가 미미하다.

당 대표대회의 상임제 개혁을 별론으로 하고, 상기 당의 지방상무위원

회 구성원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선거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당내선거제도에서의 직접선거와 간접선거의 문제점

당내 민주선거제도는 당장에서의 선거관련 규정·지방조직 선거조례·기

층조직 선거조례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

의 중앙조직에 관한 선거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25)

당내의 직접선거는 주로 당의 기층조직에서 적용되고 있다. 해당 지역

에서 당원대회를 개최하여 당원이 직접 당의 기층위원회 또는 당의 상급

대표대회의 대표·당의 총 지부위원회·지부위원회를 선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226) 다만 당의 기층조직의 경우, 해당 지역 당원의 총수가

500인 이상 또는 해당 지역 당조직의 분포가 분산되어 있을 경우 당원

대표대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당의 기층조직이 선출되고, 그렇지 않을 경

우에는 당원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반면 당의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및 일부 기층조직에서는 간접선거를

적용하게 된다. 예컨대 당의 전국 또는 지방 각급 대표대회를 개최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 또는 당의 상급 대표대회의 대표 등을 선거할 경우에

는 당원이 직접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이 선거한 대표가 선거하므로

간접선거에 해당된다.

한편 여기에는 직접선거가 주로 당의 기층조직에서 머물러 있다는 한

계가 있다. 또한 당의 기층조직을 선거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 당원의 총

수가 500인 이상 또는 해당 지역 당조직의 분포가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

는 당원에 의해 직접선거되는 것이 아니라 당원 대표대회를 통해 간접선

224) 당 대표대회의 상임제라는 것은 종전 당 대표대회가 5년에 1회 개최하는 것을 보완
하여, 매년 당의 대표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다.

225) 중국공산당 당조직의 선거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中共
中央組織部組織壹局, 黨組織選舉工作手冊(제2차 개정본)(黨建讀物出版社, 2011).

226) 여기서 당의 대표대회 대표는 한국에서 말하는 정당의 대표가 아닌, 대의원과 유사
한 개념이다. 다만 한국에서 말하는 정당의 대의원은 중국 정당의 전국대표대회 대표
에 해당하며, 중국에서 말하는 당의 대표대회 대표는 전국대표대회 대표만을 지칭하
는 것이 아니라, 당의 지방조직과 기층조직 중의 당 대표도 함께 포함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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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된다. 현실적으로 당원은 2014년 말까지 약 8779만 명이며, 기층 지역

에 당원이 500인 미만 또는 당조직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드물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전역에서 당원이 직접 선거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다.227)

이러한 한계에 대해, 중국 일부 기층지역에서는 공추직선(公推直選)을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

며, 계속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여기서 공추직선이란

종전 상급 당의 위원회가 직접 당의 기층위원회 서기·부서기·위원의 후

보자를 추천하고 임명하는 체제를 개혁하여, 상급 당조직의 영도아래에

서 당원 개인이 스스로 자천 또는 당원과 군중의 연서로 추천 혹은 당조

직의 추천이라는 3가지 절차를 거쳐 해당 후보자를 선출하고, 전체 당원

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여 상기 당의 영도인원을 선거하는 것이다.228) 공

추직선은 사실상, 당내의 규정과 모순되는 점이 많다.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기층지역 당원이 500인 이상의 지역에서는 당원 대표대회를 개

최하여 간접선거를 진행해야 하지만, 지역 당원이 500인 이상을 초과한

스촨성 청두시 신두구 무우란진(木蘭鎮)에서 실험적으로 시행한 공추직

선은 사실상 당내규정과 충돌된다.229) 또한 공추직선에 대한 실험적 시

행이 중앙의 지지가 있어서 지방에서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에서

스스로 진행한 개혁인지에 대한 학자 간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230)

227) 물론 당의 (총)지부위원회의 선거는 당원이 직접선거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이러
한 당내의 말단조직은 상급 당조직의 명령에만 복종할 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업
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228) 黃麗萍, 趙宬斐, “黨內‘公推直選’-技術路線的沿革及其協商效能”, 中共天津市委黨校學
報, 제16권 제5기(2014), 3-5쪽. 陳元中, 高佳, “鄉鎮公推直選制度創新與鄉村權力關系變
遷”, 理論探討, 제1기(2014), 120쪽.

229) 2013년 11월 스촨성 청두시 신다우구 무우란진(木蘭鎮)에서 실험적으로 공추직선을
실시하였지만, 이러한 실험적인 시행이 당내규정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
의 스촨성 위원회 또는 당의 성도시 위원회 혹은 당의 신도구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진행하였는지는 알 바가 없다. 스촨성 청두시 신다우구 무우란진에서 실험적으로 진
행한 공추직선에 관한 내용은 아래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祖金玉, 張政, “城市社區
黨委公推直選的調查與思考—以天津市河西區秀峰裏社區為中心的考察”, 中州學刊, 제11
기(2015), 27-28쪽.

230) 예컨대 공추직선의 실험적 시행이 해당 지방 스스로가 정치적 업적의 압박으로 추
진되었다는 주장과 중앙의 지지로 인한 개혁이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馬得勇,
“制度創新如何生成和演進?對鄉鎮公推直選試驗的進化論分析”, 學海, 제1기(2015), 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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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당내의 직접선거는 당의 기층조직에서

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당내의 최고영도기관은 당의 전국대표대회와 중

앙위원회이다. 중앙의 방침·정책이 약 9000만 명에 육박하는 모든 당원

이 함께 검토하고 의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최소한 보통당원이

직접선거한 당대표로 하여금 당의 전국대표대회에 직접 참여시켜 정책을

논의하게 하는 것은 실천 가능한 방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 기층에

서 선출된 당원 대표대회가 당의 현급 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하고, 다시

당의 현급 대표대회가 당의 지급 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하며, 또 다시 당

의 지급 대표대회가 당의 성급 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한 후, 마지막으로

당의 성급 대표대회가 당의 전국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하는 것은 보통당

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조직 선거조례 제21조에 의해 각급 당의 지방상무위원회와

해당 당의 지방위원회 서기 및 부서기는 해당 당의 지방위원회에 의해

선거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5년에 1회 개최되는 당의 대표대회 개최

를 간과하고,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주임인 당의 서기와 지방정부의 장

인 당의 부서기가 매년 잦은 인사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

면 지방에서의 당의 지방위원회 서기와 부서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선

거되었는지를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3) 당내 후보자 선정문제

당내 선거에는 입후보자의 수를 조절하기 위한 예선제도, 정식 후보자

와 당선정원을 일정한 비례로 정하여 선거를 진행하는 차액선거제도, 정

식 후보자와 당선정원의 수를 동일하게 정하여 선거를 진행하는 등액선

거제도가 있다.

차액선거(差額選舉)라는 것은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자의 정

원보다 많게 정하여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다. 지방조직 선거조례와 기층

조직 선거조례에 의해, 아래의 경우에는 차액선거를 시행한다. 첫째, 당

의 지방 각급 대표대회 대표·당의 기층 대표대회 대표·당의 지방 각급

대표회의의 개최로 선출해야 하는 대표가 있다. 둘째, 당의 지방 각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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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당의 지방 각급 기율검사위원회 위원이 있다. 셋

째, 당의 기층위원회·(총)지부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 위원이 있다. 넷

째, 각급 당의 지방상무위원·각급 당의 지방기율검사상무위원이 있다. 여

기서 각급 당의 지방위원회의 서기와 부서기 및 당의 기층위원회의 서기

와 부서기에 대한 선거는 차액선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사실 상기 서기와 부서기는 결과적으로 각기 동급 인대의 장과 정부의

장으로 선출되기에 당내민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액선거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조직 선거조례 제12조에 의해 당의 지방 각급 대표대회 대표후보

자의 차액비례는 20%이상 이어야 하고, 상기 조례 제17조에 의해 당의

지방 각급 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그리고 기율검사위원회 위원의 후보

자 차액비례는 10%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입후보의 문제에 있어서 당장 제11조 제1항은 후보자의 명단이

당조직과 선거인에 의해 충분히 선별하고 토론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이런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현실에 있어서 당조직의 영

도인원이 후보자 추천에 우세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231)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당조직의 영도인원이 후보자 추천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후보자의 공개와 후보자 추천절차를 간소화하므로

당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형해화시켰다는 주장도 있다.232)

당내 민주선거에 있어서, 당장 및 당규에 의해, 반드시 차액선거를 해

야 하는 당내직무가 있는가 하면, 지방 또는 기층 당 위원회의 서기와

부서기의 경우 등액선거(等額選擧)를 적용하고 있다. 즉 당 위원회 서기

와 부서기의 선거는 후보자의 수와 선출하고자 하는 정원의 수가 같아야

한다. 물론 공추직선을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층지역에서는 차액

선거를 진행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지역을 제외한 중국의 대부분 지역에

서는 아직 등액선거를 시행하고 있다.

요약컨대 주민이 지방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으로 당선되고자 할 경우에

231) 靳曉光, “健全黨內民主制度體系的路徑論析”, 遼寧師範大學學報, 제2기(2014), 164-16
5쪽.

232) 靳曉光, 앞의 논문,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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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선 당내에서 공천에 대한 경쟁을 통해 서기로 공천을 받아야 한다.

다음 공천을 받은 1인의 서기는 해당 당의 지방위원회에서 과반수 통과

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 다음 선출된 당의 지방위원회 서기는 당의 지방

위원회 추천을 받아 해당 지방인대에서 과반수 통과로 당선여부가 확정

된다. 만약 지방인대가 이를 거부할 경우, 당내 경쟁절차를 거친 또 다른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최종 지방인대에서 통과될 때까지 당내 경쟁절

차를 반복한다. 주민이 지방정부의 장으로 당선되고자 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출된 당선자는 어떠한

측면에서 볼 때, 해당 당의 지방위원회와 지방인대의 이중검증을 받고

있다.

(4) 당내 민주적 정책결정의 문제

여기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당내의 정책이 결정되는지를 검토한

다. 당장 제10조 제1항 제5호는 ① 당의 각급 위원회는 집체영도를 실행

하는 것과 개인이 분공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결합한 제도를 실행한다.

② 중대한 문제의 경우, 모두 집체영도, 민주집중, 개별검토, 회의결정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당의 위원회가 집체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회 구성원은 집체적인 결정과 분공에 근거하여 자신의 직책을 이행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내 민주적 정책결정은 집체영도와 개인이

분공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민주적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중앙 및 지방 그리고 기층 당의 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대다수 정책

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집체영도와 개인이 분담하여 책임을 지는 체제는 개인 또는 소수인원

에 의한 결정을 부정하고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당장 제21조 제2항

제2문은 중앙정치국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상대로 업무를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 들인다고 규정하고, 당장 제22조 제2항은 중앙정치국과 그

의 상무위원회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폐회기간에 중앙위원회의 직권

을 행사한다고 명시하며, 또한 당장 제27조 제2항은 각급 당의 지방위원

회의 상무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위원회 전체회의를 상대로 업무를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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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독을 받아 들인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중앙의 중앙정치국과

지방의 상무위원회가 민주적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장인 당의 지방위원회 서기

와 지방정부의 장인 당의 지방위원회 부서기가 해당 당의 지방상무위원

회 구성원으로서 당내 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III. 향급 지방의 존폐에 관한 문제

향급 정권은 향급 지방인대와 향급 지방정부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현급 이상 정권기관의 경우,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와 지방

정부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비교할 때 향급 지방에서는 지방인대의 상설

기관인 상무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향급 지방인대의 회기는 1∼2일이고, 향급 지

방인대 상무위원회의 부재로 인해 사실상 향급 지방인대의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 실무계의 일부 전문가는 향급 지방의 폐지를 주

장해왔다. 예컨대 국가계획위원회 발전연구소 소장인 마샤오허(馬曉河)

는 향급 지방체제개혁에 있어서 향급 정부의 재정을 취소하고 정원을 감

소함과 동시에 재정권한과 사무권한을 현급 지방에 회수한 후, 향급 지

방정부를 현급 지방의 파출기구로 설치하자는 건의를 제시하였다.233) 학

계에서도 일부 학자는 헌법상 향급 지방에는 입법권과 결정권이 없기에

사무권한은 향급 지방과 관련이 없으며, 향급 지방의 존재합리성이 부족

하다고 보아 폐지를 주장하였다.234) 실무에 있어서 2001년 후베이성(湖

北省) 샹판시(襄樊市)에서는 해당 지역의 일부 향급 지방을 폐지해왔

다.235) 이에 학계에서는 향급 지방의 폐지 또는 향급 지방의 합병 또는

향급 지방 직능을 약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2004년 민정부 소

233) 連玉明, 中國決策白皮書(中國時代經濟出版社, 2003), 417쪽.
234) 陳旺俊, “縣域政治體制改革應從撤銷鄉鎮建制開始”, 大慶師範學院學報, 제2기(2013),
34쪽.

235) 張建動, “鄉鎮撤並怎麽辦-襄樊市積極探索撤銷鄉鎮建制後的集鎮發展路子”, 咨詢與決
策, 제7기(2001),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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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공무원의 보고에 의하면 ① 당분간 원칙적으로 향급 정권체제의 유지

를 주로 한다. ② 장기목표로 향급 지방자치를 추구한다는 견해를 보아

서는 향급 지방의 폐지는 중앙의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236)

상기 향급 지방 폐지론에 대한 반론에서는 향급 지방의 폐지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경제지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철학적 요구·정

치적 요구·경제적 요구·사회적 요구·법률적 요구에 대한 형량을 통해 향

급 지방의 존폐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의하면

첫째, 생산관계에 대한 생산력의 요구가 철학적인 문제이며, 향급 지방의

존재가 농촌 노동력의 발전·농업생산요소의 개선·농업생산관리의 현대

화·농업과학기술의 진보에 저해되지 않았다는 보았다. 둘째, 정치적으로

중국의 향급 지방은 수 천년 동안의 역사를 승계한 것이고, 중국 현대사

회의 안정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에

서는 소수의 농민기업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소농경제에 처해 있으

며, 이러한 소농경제는 현지 향급 정권이 주도로 전문화 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사회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도시화는 아직 길고 먼 길을

걸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농촌은 촌민자치로만 농업 산업화를 실현

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다섯째,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행헌법은 향

급 지방의 설치와 직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기에 향급 지방을 폐

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37)

그리고 장첸판(張千帆) 교수는 2004년 통계에 의해 중국 향급 지방은

36,952개 이고, 9.4억 명의 인구가 향급 지방에서 거주한다고 추정할 경

우, 1개 향급 지방에는 평균 25,507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인구규모를 보

면 중국 1개 향급 지방의 인구규모가 미국 또는 독일의 1개 향급 지방

인구규모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간접으로 중국 향급 지방 인구규모가 합

리적임을 설명하였다.238)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향급 지방의 폐지라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236) 首都科學決策研究會, “中國鄉鎮發展報告出爐-撤銷鄉鎮建制未得認可”, 領導決策信息,
제44기(2004), 22쪽.

237) 陳盛偉, 史建民, “撤銷鄉鎮政府諸觀點述評”, 理論前沿, 제11기(2006), 48쪽.
238) 張千帆, 國家主權與地方自治-中央與地方關係的法治化(中國民主法制出版社, 2012), 28
2-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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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측면에서 향급 지방의 존폐문제를 아래와 같이 검토할 수 있

다. 헌법 규정상 성급 지방정부가 향급 지방의 설치(建置)와 구획(區域劃

分)을 결정한다(헌법 제107조 제3항). 여기서의 설치에는 설립과 폐지 및

변경이 포함되어 있다.239) 본 헌법 규정 자체의 문제점을 보건대 행정기

관인 성급 지방정부가 향급 지방의 설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중국 인대제

도에 어긋난다고 본다. 향급 지방의 존폐는 그 지역 주민의 권리와 직결

된 문제이며, 당분간 주민투표를 통한 전체 주민에게 그 의사를 묻는 것

은 기대하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향급 지방의 권력기관인 인대의

동의여부를 표결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또한 성급 지방인

대도 아닌 성급 지방정부가 향급 지방의 존폐를 결정한다는 것은 논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

상기 헌법 내용 자체의 문제를 간과하고, 향급 지방의 존폐를 재검토

해보면 중국 행정구역의 구분에 있어서 현급 지방은 향·민족향·진으로

나뉜다(헌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즉 중국 현급 지방에서는 반드시 향

급 지방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향급 지방에는 인대와 정부를 설립한다

(헌법 제95조 제1항). 즉 중국 향급 지방에서는 반드시 인대와 정부라는

정권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종합해보면 헌법조화적인 해석을 통해 성

급 지방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 향급 지방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지만,

해당 현급 행정구역 내에는 최소한 1개의 향급 정권기관이 존재해야 한

다. 무엇보다 각 지방의 사정에 따라 향급 지방의 통합은 법적으로 가능

하나 중국 전역에서 향급 지방을 폐지하거나 향급 지방의 인대와 정부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국가계획위원회

발전연구소 소장인 마샤오허(馬曉河) 소장의 향급 지방정부를 현급 지방

의 파출기구로 설치하자는 건의는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

239) 전국인대는 성급 지방의 설치를 비준하고(헌법 제62조), 국무원은 성급 지방의 구획
을 결정하고, 지급 및 현급 지방의 설치와 구획을 비준한다(헌법 제89조). 그러고 보
면 전국인대가 성급 지방의 설치를 비준하는 것은 문제되는 바가 없지만, 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지급 및 현급 지방의 설치를 비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무에서는 성
급 지방정부의 건의에 의해, 국무원이 지급 및 현급 지방의 설치에 대해 비준하고 있
지만, 행정구역의 존폐는 주민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이며, 주민투표가 아니더라도 최
소한 해당 지급 또는 현급 지방의 권력기관인 인대의 동의여부를 묻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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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인대 대표의 선거를 보면, 현급 지방과 향급 지방 인대 대

표는 모두 유권자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된다(헌법 제97조 제1항). 사

실 중국 각급 지방인대의 선거를 볼 때, 현급 지방과 향급 지방의 인대

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민주성이 강하다. 비록 현재

지급·성급·전국 인대의 대표가 간접으로 선출되고 있지만, 장차 이들 인

대 대표도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향급 지방의 존

폐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민주적 성격을 가진 향급 지방인대를

폐지한다는 주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큰 차질을 줄 것이 분명하

다.

IV. 소결론

여기서는 지방인대를 지방의회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했다. 국

회의 이념적인 바탕은 대의원리와 의회주의이다.240) 대의민주주의를 지

배하는 대의원리의 개념구조를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즉 국민과

국민대표자의 분리, 국가의사결정권과 통치기관구성권의 분리, 선거에 의

한 국민대표자의 선출, 전체국민의 대표로서의 국가의사결정권자, 명령적

위임의 배제, 국민의 전체이익과 추정적 의사의 우선, 국가의사결정에 대

한 법적 책임의 면제를 그 구성요소로 할 수 있다.241)

한편 의회주의는 국가의 운영이 국민대표기관인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42) 의회주의란 주권적 정당성의 원천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합의기관인 의회가 국가의사결정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이다.243) 의회는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

원이 모두 참가하는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는 합의기관으로서,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숙의·의사표시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결정을 도출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240) 정종섭, 헌법과 정치제도(박영사, 2010), 415쪽.
241) 정종섭, 앞의 책, 285쪽.
242) 정종섭, 앞의 책, 415쪽.
243) 성낙인, 앞의 책, 4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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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4)

국회는 국가적 관점에서 국민을 위하여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장인

데 비하여, 지방의회는 지역의 관점에서 주민을 위하여 당해 지방의 의

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장이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차이점이라면, 지방의

회는 주민의 직접적인 이해(利害)라는 면에서는 국회와 본질적으로 차이

가 있다.245)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는 그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

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합의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대의제의 하나이다. 대의제는 국가권력의 합법성

과 정당성을 보장하는 제도설계이다.246) 대의제는 근대시민혁명 이후 의

회주의의 성립과 인민주권 사상을 통해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실현하는 핵심적인 정치제도로서 정립되었다.247) 이러한 대의제는 서양

으로부터 도래된 제도이다.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는 4가지 측면에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

다. 첫째, 국가의 일체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둘째, 인민은 보통선거를

통해 인대 대표를 선거하며, 전국인대와 각급 지방인대를 구성하므로 인

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작용한다. 셋째, 기타 국가기관은 인

대로부터 파생되고 인대의 감독을 받고 인대에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인대 상무위원회는 인대에게 책임지고, 인대는 인민에게 책임진다.248)

중국에서의 향급과 현급 지방인대는 선거권을 보유한 주민의 직접선거

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다. 그리고 지급과 성급 지방인대의 대표는 하

일급 지방인대에서 선출된다(헌법 제97조, 지방조직법 제5조). 이러한 의

미에서 지급과 성급 지방인대의 민주적 정당성은 현급 이하 지방인대의

민주적 정당성에 비해 약하다. 그리고 각급 지방인대는 해당 지방에서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의해 결의를 통과하고 반포하며, 지방의 경제건

설·문화건설과 공공사업건설의 계획을 심사하고 결정한다(헌법 제99조).

244) 전종익, “정치과정과 헌법재판”, 저스티스, 통권151호(2015), 13쪽.
245) 정세욱, 지방자치학(법문사, 2000), 499쪽.
246) 童之偉, 앞의 책, 222쪽.
247) 이우영,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소수자 보호의 헌법적 의의와 구조”,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3호(2007), 167쪽.

248) 許崇德, 앞의 책(2010), 111-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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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급 지방인대는 해당 지방에서의 권력기관이다.

무엇보다 중국에서는 삼권분립이론을 비롯한 권력분립이론을 배제하고

자 하며, 인대제도를 통한 권력의 집중을 주장하므로 인대의 성질을 볼

때, 전국인대는 최고 권력기관이고, 각급 지방인대는 해당 행정구역에서

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그러므로 기타 국가기관은 모두 해당 인대로부터

파생되고, 인대에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해야 하며, 인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지방인대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겸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에서 직접적인 민주적인 성격을 갖은 유일한

지방기관임을 찾아 볼 수 있다.

앞에서 각기 일반지방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 그리고 정부의 구성을

살펴보았으며, 일반지방에서는 헌법·지방조직법·선거법 및 각급 지방의

세부규정에 의해, 지방인대를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각급 지방인대는 지

방민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 일반지방

에서도 소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 4급 일반지방에 모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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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입법권 및 사무배분과 재원보장 문제

본 장에서는 중국 일반지방 입법권의 문제 그리고 일반지방자치사무의

배분과 재원보장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지방에서 입법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 자치사무의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재원이 보

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 지방입법권의 문제

본 절에서는 우선 규범분석 방법에 의해 일반지방 인대 및 그 상무위

원회의 지방성 법규제정권과 일반지방 정부의 지방성 규장(規章)제정권

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지방입법권에 대한 학계에서의 논의를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지방입법에서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을 검토한다. 마지

막으로 중국 일반지방에 입법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I. 지방입법권

1. 지방성 법규제정권

(1) 지방성 법규에 대한 실증분석

지방입법권에 관한 법 규정을 보건대 헌법과 지방조직법 그리고 입법

법에서는 지방입법권의 주체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2004년

에 최종 개정되었고, 입법법은 2015년 3월에 최종 개정되었으며, 지방조

직법은 2015년 8월에 최종 개정되었다.

우선 헌법·지방조직법·입법법 순으로 지방입법권 관련 규정을 살펴본

다. 헌법의 경우 성급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법률·행정법규

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전제아래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성

급 지방성 법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여기서 지방성

법규란 지방인대가 법률이 정한(法定) 직권과 절차에 의해 제정하고 반

포한 규정·실시세칙·조치(辦法) 등 규범성 문건의 총칭이다.249) 이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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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조례와 비슷한 법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조직법의 경우 ① 성급 지방인대는 해당 지방의 구체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저촉되지 아니한 전제아래에서 지방

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성급 지방성 법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② 지급 지방인대(즉 구를 설치한 시의

인대)는 해당 지방의 구체상황과 실제수요에 따라 헌법·법률·행정법규

및 해당 성급 지방성 법규와 저촉되지 아니한 전제아래에서 지방성 법규

를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급 지방성 법규는 성급 지방인대 상무위원

회의 비준을 얻어야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성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

가 해당 지급 지방성 법규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등록한다

(지방조직법 제7조).250)

입법법의 경우 ① 성급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해당 지방의 구

체상황과 실제수요에 따라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저촉되지 아니한 전제

아래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② 지급 지방(즉 구를

설치한 시)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해당 지방의 구체상황과 실제수요에

따라 헌법·법률·행정법규 및 해당 성급 지방성 법규와 저촉되지 아니한

전제아래에서 도농건설과 관리·환경보호·역사문화보호 등 방면의 사항과

법률의 별도 수권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급 지방성 법규는 성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합법성 심사를

거친 후, 비준을 얻어야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성급 지방인대 상무위원

회가 해당 지급 지방성 법규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등록한

다(입법법 제72조).

249) 한국에서 지방성 법규(地方性 法規)를 지방적 법규라고 번역한 단행본도 있다. 예컨
대 아래 단행본에서는 “소위 지방적 법규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지방입법권한이 수
여된 지방권력기관이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 상황과 실질적 필요에 근거하여 헌법·법
률·행정법규와 서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 선포하는 규범적 문건이다.
이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고 지방적 법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浦興祖저, 정귀화 역, 앞의 책, 70쪽.

250) 지방조직법 제43조에 의해, 지방인대의 폐회기간에는 지방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방
인대의 지방성 법규제정권을 보유하게 된다. 해당 조문의 내용은 본 논문의 부록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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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기 헌법·지방조직법·입법법상 지방입법권의 주체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은 도표로 설명할 수 있다. 2004년에 최종적으로 개정된 헌법

에서는 성급 지방인대에 지방성 법규제정권을 부여했고, 2015년에 최종

적으로 개정된 입법법과 지방조직법에서는 지급 지방인대에게도 지방성

법규제정권을 부여했다.

[표 2] 지방입법권 주체 관련 표

헌법과 법률 사이의 충돌문제는 후술하겠지만, 여기서 단순 시간 순서

로 볼 때 종전 성급 지방인대에만 부여된 지방성 법규제정권이 현재 지

급 지방인대에게도 부여되었다는 점을 볼 때, 중국에서 지방자치 입법권

의 주체가 차츰 확대되어 왔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아쉬운 점이라면 현

재 지방성 법규제정권이 성급 지방과 지급 지방에만 한정되었다는 것이

다.

(2) 선의의 위헌(良性違憲)에 관한 논쟁

헌법상 명시되고 있는 성급 지방인대의 지방성 법규제정권은 1982년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중국 최초의 헌법인 1954년 헌법에 의하면

그 당시 지방인대는 법률에 의해 결의를 반포할 수 있었다.251) 여기서의

결의라는 용어는 회의에서 심의 또는 토론을 거쳐, 통과된 중요사항에

251) 1954년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의해, 결의를 통과·반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지방인대에 결의반포권을 수권했다.

헌법(2004년 최종 개정) �성·직할시의 지방성 법규제정권

지방조직법(2015년 8월 최종 개정)

�성·자치구·직할시의 지방성 법규

제정권

‚구를 설치한 시의 지방성 법규제

정권

입법법(2015년 3월 최종 개정)

�성·자치구·직할시의 지방성 법규

제정권

‚원칙상 구를 설치한 시의 지방성

법규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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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문구이다.252) 1975년 헌법에서는 지방인대의 결의 반포권마저

삭제하였다. 1978년 헌법에서는 다시 지방인대에게 결의 반포권을 수권

하였다.253) 이는 1954년 헌법상 관련 규정의 환원으로 볼 수 있다. 1982

년 헌법에서는 결의 반포권과 함께 성급 지방인대의 지방성 법규제정권

을 새로이 수권하였다(헌법 제100조). 이러한 규정은 현행헌법상 지방인

대 입법권의 헌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점이라면 1979년 지방조직법 제6조와 제27조는 1982년 헌

법에 앞서 지방성 법규제정권을 규정했었다는 것이다. 즉 1978년 헌법상

명시하지 않은 지방입법권을 법률로써 지방에 수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선의의 위헌설로 헌법과 현실의 괴리 및 헌

법과 법률의 충돌, 헌법과 지방성 법규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중국학계에서 선의의 위헌에 관한 논쟁은 20세기 말에 이루어졌으며, 오

늘날 다수 학자는 선의의 위헌이 존재한다는데 수긍하고 있다. 이에 관

한 최초의 논쟁은 선의의 위헌설을 제시한 하오톄촨(郝鐵川) 교수와 이

를 반박한 퉁즈웨이(童之偉) 교수 사이의 논전에서 시작되었다.254)

선의의 위헌설 찬성론의 경우, 선의의 위헌이란 국가기관의 일부 조치

가 비록 그 당시의 헌법상 개별조문에 위배되지만 사회생산력의 발전에

유익하고 국가와 민족 근본이익의 수호에 유익하다면 사회에 유익한 행

위라는 것이다. 여기서 악의의 위헌(惡性違憲)과의 구별에 대해, 그 기준

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였다. 즉 사회생산력의 발전에 유익한지 여부와

국가와 민족 근본이익의 수호에 유익한지 여부이다. 선의의 위헌이 나타

나게 된 이유는 첫째, 사회현실에 비해 법률의 발전이 정체되어지는 현

252) 2000년에 개정되고,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대기관 공문처리조치(人大機關公
文處理辦法)’ 제6조의 규정을 참조하건대, 인대기관의 공문 종류는 주로 공고, 결의,
결정, 법규·조례·규칙·실시조치, 의안, 건의, 의견, 문의(請示), 보고, 통보, 의견, 회의
기요 등이 있다. 朱忠裕, “淺議現代‘人大機關公文處理辦法’的不足”, 秘書, 제8기(2003),
36쪽.

253) 1978년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결의를 통과시키고 반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각급 지방인대의 결의 반포
권을 수권했다.

254) 선의의 위헌설을 최초로 제시한 논문은 郝鐵川, “論良性違憲”, 法學研究, 제4기
(1996). 선의의 위헌설에 대해 반박했었던 논문은 童之偉, “‘良性違憲’不宜肯定—對郝
鐵川同誌有關主張的不同看法”, 法學研究, 제6기(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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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변혁과 위기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며, 이

에 선의의 위헌을 초래하였다고 본다. 둘째, 중국의 입헌제도에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이 선진국과 구별되는 특수한 원인이라고 보았다.255)

선의의 위헌설 반대론의 경우 첫째, 선의의 위헌도 위헌이므로 악의의

위헌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에 반드시 위헌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둘째,

선의의 위헌이 악의의 위헌보다 더욱 위험하기에 선의의 위헌이라는 핑

계로 헌정질서를 문란시킬 수 있다. 셋째, 개혁과정 중의 새로운 문제는

적법절차에 따라 헌법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법을 떠나서 해결하려

고 하는 것은 아니 된다고 보았다.256)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선의의 위

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중국의

위헌적인 헌정현실을 질타하고, 헌법의 권위와 존엄에 도전하는 현실괴

리를 부득이하게 받아들이면서 부분 위헌적인 개혁모델에 대한 긍정을

통해 바른 헌정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견해도 있다.257)

(3) 선의의 위헌 논쟁에 대한 평가

중국 현행헌법 중 헌법 및 법률 개정 관련 조문을 보면, 헌법개정은

전국인대 전체대표의 3분의 2 이상 다수로 통과되어야 한다. 반면 법률

의 개정은 전국인대 전체대표의 과반수 통과되면 족하다(헌법 제64조).

이에 헌법개정의 난이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구분할 경우,258)

중국의 헌법개정은 경성헌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현

실을 살펴보면 중국헌법은 상대적인 연성헌법이다. 왜냐하면 그 개정절

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절대다수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모두 헌법개정에

서 요구되고 있는 전국인대 3분의 2 다수동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

다.259)

상기 선의의 위헌에 관한 논쟁은 헌법변천의 문제와 근접하다. 헌법변

천의 인정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헌법의 변천은 사회변화에 헌법이 적응

255) 郝鐵川, 앞의 논문, 89-91쪽.
256) 童之偉, 앞의 논문, 22쪽.
257) 張千帆, “憲法變通與地方試驗”, 法學研究, 제1기(2007), 63쪽.
258) 성낙인, 앞의 책, 52쪽.
259) 張千帆, 앞의 논문,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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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헌법의 의미를 보완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인정되어야 한

다는 견해를 참고로 하면, 1979년 지방조직법상 지방입법권을 1978년 헌

법에 대한 보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60) 하지만 현행헌법은 1978년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1982년 헌법이라는 점, 그리고 현행헌법은 사

실상 연성헌법이라는 점을 볼 때, 선의의 위헌설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지탄해야 할 부분은 헌법해석기관인 전국인대 상무

위원회의 태도이다. 중국 현행헌법과 지방조직법 및 입법법을 비교해보

면 비록 그들 사이에는 부조화적인 면이 있지만, 헌법해석기관인 전국인

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조화적인 지방입법권 주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① 1979년에 개정된 지방조직법은 지방권력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이라는 두 개의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상에

근거하여, 중국의 현실과 개혁의 경험에 따라 성급 지방인대에게 지방성

법규제정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1982년 헌법은 상기 지방조직법상의 규

정을 긍정하여 헌법에서 성급 지방인대의 지방성 법규제정권을 신설하였

다고 본다. ② 1986년에 개정된 지방조직법은 상기 규정을 발전시켜, 성

급 정부 소재지의 시·비교적 큰 시에게 지방성 법규제정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2000년 3월에 통과된 입법법은 상기 규정을 더욱 구체화시켜, 성

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로 하여금 4개월 내에 하급 지방인대에서 제청한

지방성 법규를 비준하도록 명시하였고 보았다. 상기 설명을 보면 전국인

대 상무위원회는 헌법해석기관임에도 불구하고, 1978년 헌법상 지방에

부여하지 아니한 지방입법권을 법률인 1979년 지방조직법에 의해 수권하

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261)

중국의 법체계를 보면, 지방조직법 및 입법법은 비록 헌법성 법률(憲

法性 法律)이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법률에 불과하다.262) 비록 전국인

260) 성낙인, 앞의 책, 66쪽.
261) 許安標, 劉松山, 앞의 책, 213쪽.
262) 헌법성 법률은 헌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며, 헌법규범에 의해 형성된 헌법관계
와 구분된다. 헌법성 법률은 국가의 정치권력관계를 조정한다는 면에서 헌법과 유사
하지만, 기타 법률과는 구분된다. 劉作翔, 馬嶺, “憲法關系和憲法性法律關系”, 西北大
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제4기(2005),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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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무위원회의 입장은 합헌적인 해석을 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어디까지나 위헌일 수밖에 없다. 위헌여부의 논의를 별론으로 하고, 1976

년 문화대혁명의 종결과 함께 국가생활이 정상화되면서, 중국에서 지방

입법권을 확대해왔음에는 이의가 없다. 비록 이러한 지방입법권의 확대

가 지방주민의 권익보장에 유익하고 지방자주권의 보장에 유익하지만,

올바른 헌법절차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점만은 간과할 수 없다.

2. 지방정부의 규장제정권

(1) 지방정부 규장의 개념

규장은 중앙정부 부처의 규장과 지방정부의 규장으로 나누어져 있지

만, 본 논문에서의 규장이란 지방정부 규장만을 지칭한다. 지방정부의 규

장은 행정입법에 속한다.263) 행정입법의 개념에 관해서 학설상 논쟁이

있다. 마화이더(馬懷德) 교수의 경우 행정입법을 행정기관이 법률상 규정

된(法定) 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는 규범성 문건을 제정·반

포하는 행위로 보았다.264) 반면 잉숭녠(應松年) 교수의 경우 행정입법의

주체를 행정기관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된 법규범의 성질에 따

라, 행정적인 규범의 제정행위를 모두 행정입법이라고 보았다.265)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마화이더 교수의 견해가 통설이다.

무엇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시한 개념정의를 보건대 지방정

부의 규장이란 성급 및 지급 지방정부가 법률·행정법규·지방성 법규에

근거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한 해당 지방 행정관리업무에 보

편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조치·규칙 등 규범성 문건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았다.266) 지방정부의 규장제정권은 어떠한 개념으로 정립하든지를 불

문하고 모두 행정입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63) 중국 지방정부의 규장이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과 유사하다.
중국에서 규장의 명칭은 ‘규장 제정절차 조례(規章制定程序條例)’ 제6조의 규정에 의
해, 통상적으로 규정·조치(辦法)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조례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

264) 馬懷德, 行政法與行政訴訟法(제5판)(中國法制出版社, 2015), 148쪽.
265) 應松年, 朱維究, 行政法學總論(工人出版社, 1985), 266쪽.
266) 全國人大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 中華人民共和國立法法釋義(電子版)(法律出版社, 201
5), 9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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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 규장에 대한 실증분석

현행헌법에는 지방정부의 규장제정권 관련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아

래에서는 지방조직법과 입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규장제정

권을 살펴본다.

지방조직법의 경우 ① 성급 지방정부는 법률·행정법규·해당 지방의 지

방성 법규를 근거로 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규장은 상급

정부의 비준동의 없이, 국무원과 해당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에 등록만 하

면 된다. 그리고 ② 지급 지방정부(즉 구를 설치한 시의 정부)는 법률·행

정법규·해당 지방의 지방성 법규를 근거로 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

한 규장은 국무원과 성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상급 지방정부·해당 지방

인대 상무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지방조직법 제60조).

입법법의 경우 성급 및 지급 지방정부는 법률·행정법규와 해당 지방의

지방성 법규에 근거하여 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입법법 제82조 제1항).

그리고 입법법에서는 지방정부가 제정할 수 있는 규장의 범위를 제시하

였다. 즉 지방정부는 ① 법률·행정법규·지방성 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해당 지방의 구체적인 행정관리사항을

상대로 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응당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하나

조건이 미숙한 경우, 행정관리의 절박한 수요가 있을 때에는 먼저 지방

정부 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장은 2년 동안만 시행할 수 있다

(입법법 제82조 제2항, 제5항). 예외로 지급 지방정부가 제정할 수 있는

규장의 내용은 해당 지방의 도농건설과 관리·환경보호·역사문화보호 등

방면의 사항에 한정되어야 한다(입법법 제82조 제3항).

지방정부 규장의 한계에 있어서 법률·행정법규·지방성 법규의 근거 없

이 지방정부 규장은 공민·법인·기타 조직의 권리를 감소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제정할 수 없다(입법법 제82조 제6항). 상기 법조문

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성급 및 지급 지방정부에 규장제정권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학계에서의 논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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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정부 규장에 대한 평가

규장의 권한범위에 대해 학설상 직권설과 의거설(依據說)이 있다. 직권

설에 의하면 법률이 금지하지 않은 영역에는 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거설에 의하면 지방정부가 규장을 제정할 때, 법률·행정법규

상의 구체적인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67) 앞에서 제시한 입법법

제82조 제6항의 규정을 참조해보면 중국에서는 주로 절충설을 채택하고

있다. 즉 법률·행정법규·지방성 법규의 근거가 없을 경우, 지방정부의 규

장은 공민·법인·기타 조직의 권리를 감소시키는 규범 또는 그들의 의무

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지급 지방정부가 제정할 수

있는 지방성 규장의 범위는 도농건설과 관리·환경보호·역사문화보호 등

방면의 사항에 한정되어 있다. 반면 성급 지방정부는 입법법에서 명시하

고 있는 원칙에 의하면 사실상 직권설에 가까운 규장제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위에서 검토한 선의의 위헌 논쟁과 유사하게 지방정부의 규장제정권도

헌법상 수권이 없지만 지방조직법과 입법법에서 성급 및 지급 지방정부

에게 지방입법권을 수권하고 있다. 법률이 헌법을 초월하는 이러한 현상

은 입헌주의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개헌을 통해 위헌현상을 조속히 해소

해야 하고 이러한 현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조문에 대한 기술적

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볼 때 현재 현급 이하 지방정부

는 규장제정권이 없고, 종전 성급 및 일부 지급 지방정부에게 보장된 규

장제정권이 2015년 입법법의 개정으로 전체 지급 지방정부에게 보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종합해보면 성급 지방과 지급 지방은 2015년 입법법의

제정으로 각기 지방인대의 지방성 법규제정권과 지방정부의 지방성 규장

제정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반면 현급 지방과 향급 지방에는 지방입법권

이 없음을 찾아 볼 수 있다.

267) 橋曉陽, 張春生, 앞의 책,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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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반지방 입법권의 문제점

본 소절에서는 주로 입법의 충돌문제, 지급 지방인대로의 입법권 확장

문제,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례 및 규칙 제정권을 중국에 도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1. 입법의 충돌문제

중국에서는 입법의 양적 증가로 인해, 헌법·법률·행정법규·지방성 법

규·규장 사이의 충돌 또는 저촉 현상이 불가피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충

돌 또는 저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은 이미 2000년에 입법법을 반

포하였고, 2015년에는 개정된 입법법을 반포하였다. 해당 법률은 입법충

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1) 법적용의 원칙

첫째, 동일한 위계의 법규범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각자 제정기관의

권한범위 내에서 시행된다(입법법 제91조). 둘째, 신법 우선의 원칙(입법

법 제92조). 셋째,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법법 제92조). 넷째, 법률 불소

급의 원칙(입법법 제93조). 다섯째,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법법 제96조

제1항, 제2호).

상기 원칙과 아래에서 논의하게 될 입법충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는 우선 중국 일반지방 국내법의 위계를 아래와 같이 파악해야 한다. 아

래 그림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건대 ① 헌법은 최고의 법률이며 전국

인대만이 이를 개정할 수 있다. ② 법률은 그 효력에 있어서 행정법규

및 지방성 법규 또는 규장보다 우위에 있다. 전국인대는 형법·민법 등

기본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반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대

가 제정하는 법률이외의 기타 법률을 제정한다. 전국인대의 폐회기간에

는 그 상무위원회가 해당 법률의 기본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기본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충 또는 개정할 수 있다(입법법 제7조).

이러한 위계질서로 인해, 전국인대는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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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또는 폐지시키거나,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폐지시킬 수 있다. 또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헌법·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를 폐지할 수 있고, 헌법·법률·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

방성 법규를 폐지할 수 있으며, 성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민

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폐지할 수 있다.

[그림 6]

그리고 ③ 행정법규는 법적 효력에 있어서 지방성 법규 또는 규장보다

우위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고 국가집행기관, 즉 중앙정부인 국무원

에 의해 제정된 행정법규는 지방인대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 또는 지방정

부가 제정한 규장 혹은 국무원 소속 기구가 제정한 부문 규장보다 법적

효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 이러한 위계질서로 인해, 중앙정부인 국무원

은 적절하지 아니한 부문규장과 지방정부 규장을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268) ④ 성급 지방성 법규는 법적 효력에 있어서 해당 성급 지방정

부 규장 또는 지급 지방성 법규 혹은 해당 지방정부 규장보다 우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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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급 지방인대는 그 지방의 권력기관이며, 이에 의해 제정된 지방성

법규는 법적 효력에 있어서 해당 집행기관인 성급 지방정부가 제정한 규

장보다 우위에 있고, 하급 지방인대 및 그 정부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

또는 규장보다 우위에 있다. 이러한 위계질서로 인해, 성급 지방인대는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 또는 비준한 적절하지 아니한 지방성 법규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해당 지방정부가 제

정한 적절하지 아니한 규장을 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성급 지방정부는

하일급(下一级) 지방정부가 제정한 적절하지 아니한 규장을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269)

(2) 충돌되는 법규범에 대한 재결

법률과 지방입법 사이의 충돌문제는 후술한다. 아래에서의 논의는 부

문 규장과 지방성 법규 또는 지방정부 규장 사이의 위계 및 충돌에 초점

을 맞출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부문 규장과 성급 지방성 법규의 충

돌문제·부문 규장과 지급 지방성 법규의 충돌문제 그리고 부문 규장과

성급 지방정부 규장의 충돌문제·부문 규장과 지급 지방정부 규장의 충돌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부문 규장과 성급 지방성 법규의 충돌문제·부문 규장과 지급 지

방성 법규의 충돌문제를 보건대 입법법에서는 부문규장과 지방성 법규

사이의 위계를 규정하지 않았다.270) 2000년의 입법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서 상기 내용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차이딩젠(蔡定劍) 교수

의 견해에 의하면, 지방성 법규는 권력기관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정

한 것이고, 부문규장은 그러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법원이

판결함에 있어서 법률·행정법규·지방성 법규를 적용할 수 있지만, 규장은

268) 부문 규장(部門規章)은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인 국무원 소속의 구성부문 및 행정관리 직능을 보유하고 있는 직속기구가 그 부문의
권한범위 내에서 제정한 규장이다(입법법 제80조).

269) 顧建亞, “法律位階劃分標準探新”, 浙江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제6기(2006), 45-46
쪽.

270) 물론 2015년 새로이 개정된 입법법에서도 부문규장과 지방성 법규 사이의 위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중앙 부문과 지방이 서로 개별 영역임을 설명하고 있으
며, 해당 법규범은 각자의 영역에서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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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에서 지방성 법규가 법적 효력에 있어서 부문

규장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271) 이에 반대하는 리부윈(李步雲)

교수의 견해를 보건대 중앙이 지방보다 우위에 있고, 부문규장은 행정법

규를 실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전국에 효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문

규장이 법적 효력에 있어서 지방성 법규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쩬야(顧建亞) 교수는 절충적인 견해를 내세워 양자는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각자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272)

실무에 있어서 부문규장과 지방성 법규가 충돌되는 경우에는 국무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국무원의 판단에 따라 지방성 법규의 적

용이 타당하다고 볼 경우에는 해당 지방성 법규를 적용한다. 다만 국무

원이 보기에 부문규장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충돌

내용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제청해야 한다(입법법 제95

조 제1항 제2호). 최고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인 국무원이 지방권력기관인

지방인대에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를 재결할 수 없다는 것은 중국 인대제

도의 논리에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급 지방성 법규는 성

급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입법법 제72조 제2항). 이러한

의미에서 성급 지방성 법규는 법적 효력에 있어서 지급 지방성 법규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문 규장과 성급 지방정부 규장의 충돌문제·부문 규장과 지급

지방정부 규장의 충돌문제를 보건대 입법법상 동일한 사항에 대해 부문

규장 사이 또는 부문규장과 지방정부 규장 사이 규정을 달리할 경우, 국

무원이 재결한다(입법법 제95조 제3항)고 되어 있다. 원칙상 부문규장

사이·부문규장과 지방정부 규장 사이는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각자의

권한범위 내에서 시행된다(입법법 제91조). 하지만 충돌될 경우에는 국

무원이 재결한다. 그리고 부문규장과 지방정부 규장은 동등한 효력을 가

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부문규장과 성급 지방정부 규장 사이의 충돌뿐

만 아니라, 부문규장과 지급 지방정부 규장 사이의 충돌도 국무원에서

재결하게 된다. 반면 성급 지방정부 규장은 법적 효력에 있어서 지급 지

271) 蔡定劍, “法律沖突及其解決的途徑”, 中國法學, 제3기(1999), 9쪽.
272) 顧建亞, 앞의 논문,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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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 규장보다 우위에 있다(입법법 제89조 제2항).

또한 성급 지방성 법규는 성급 및 지급 지방정부 규장보다 법적효력에

서 우위에 있다(입법법 제89조). 다만 입법법에서는 성급 지방정부 규장

과 지급 지방성 법규 사이의 충돌에 대한 재결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천궈깡(陳國剛) 박사의 견해에 의하면, 입법법 제72조 제3항상 성급 지방

인대 상무위원회가 지급 지방인대의 지방성 법규를 비준할 때, 해당 지

방성 법규와 성급 지방정부의 규장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응당 처리결정

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였기에, 여기서의 처리결정이라는 것은 지급 지

방인대의 지방성 법규가 성급 지방정부의 규장과 저촉될 수 없다고 보았

다.273) 다만 천궈깡 박사가 제시한 견해는 사전심사문제와 사후의 충돌

문제를 구분하지 않았다. 사견으로는 상기 법 규정은 사전심사에서의 처

리결정권만을 성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에 위임하였고, 사후 충돌문제에

까지 확대적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입법법의 개정을 통해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

입법법은 성급 지방정부 규장과 지급 지방성 법규 사이의 충돌에 대한

재결기관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분쟁기관은 상기 충돌문제를 어

느 기관에 제청해야 할 것인지를 모르게 된다. 예컨대 이론상 분쟁기관

은 상기 충돌문제를 성급 지방정부 또는 성급 지방인대 혹은 국무원에

반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재결기관을 명시하지 아니할 경우, 중국의

국가기관 현실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타 기관에 미루려고 할

것이다. 이에 차기 입법법의 개정에서는 성급 지방정부 규장과 지급 지

방성 법규 사이의 충돌재결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3) 등록 및 심사제도

2000년의 입법법에서는 이미 지방입법의 등록제도를 명시하였다. 지방

성 법규는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최종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와 국무

원에 등록해야 한다. 반면 지방성 규장은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최

종 국무원에 등록함과 동시에 상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와 해당 지방인

273) 陳國剛, “論設區的市地方立法權限—基於立法法的梳理與解讀”, 學習與探索, 제7기(201
6),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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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무위원회에도 등록해야 한다(입법법 제98조).

현재 지방정부의 규정에 대한 심사를 보건대 중앙차원에서 국무원은

적절하지 아니한 부문규장과 지방정부의 규장을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

다. 지방차원에서 ① 성급 지방정부는 지급 지방정부가 제정한 적절하지

아니한 규장을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그리고 ② 지방인대 상무위원

회는 해당 지방정부가 제정한 적절하지 아니한 규장을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반면 지방성 법규에 대해서는 오직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만이

폐지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지방정부 규장에 대한 심사의

주체는 다원화 되어 있고, 규장의 위헌 및 위법 통제가 어느 정도 완비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성 법규에 대한 심사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실무상 지방성 법규의 위헌 및 위법 통

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한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이에 아래에서는

지방성 법규의 심사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전국인대의 각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업무기구는 상기 지방성 법

규에 대해 심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지방성 법규에 대한 직권심

사가 가능하지만, 신청에 의해 심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274) 예컨대

중앙국가기관과 각 성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지방성 법

규가 헌법 또는 법률과 저촉된다고 볼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국인대 상무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기타 국가기관과 사회단체·기

업 및 사업 조직·공민은 지방성 법규가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되었다는

이유로 서면에 의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사를 건의할 수 있다. 이

럴 경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업무기구는 필요시에 관련 전문위원회에

송달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입법법 제99조).

지방성 법규에 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입법을 변경·폐지할 수 있다. 첫째, 입법권한을 초과

하여 입법한 경우가 있다. 둘째, 하위법이 상위법 규정에 위배하는 경우

274) 입법법에서는 전국인대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송달된 지방입법을 상
대로 직권에 의해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전국인대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
회 업무기구는 반드시 지방성 법규를 상대로 위헌심사 및 위법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직권에 의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입법법 제9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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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셋째, 동일한 사항에 대해 규장 사이의 규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에 의해 일방이 응당 변경 또는 폐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넷째, 규장의 규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응당 변경 또는 폐지되어

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다섯째, 적법절차에 위배된 경우가 있다(입법법 제

96조).

전국인대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구(아래 ‘심사기구’로 통

칭한다)는 상기 심사기준에 의해 관련 지방성 법규가 헌법 또는 법률과

저촉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우선 심사기구의 판단에 의해 해당 지방

성 법규가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된다고 볼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방성

법규 제정기관에 통보한다. 다음으로 지방성 법규 제정기관은 2개월 내

에 해당 지방성 법규의 개정여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정기관

이 해당 지방성 법규를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의 심의·결정으로 해당 지방성 법규를 폐지할 수 있다(입법법 제100조

제3항).

상기 절차로 심사를 추진할 경우 지방성 법규 중의 일부 조항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되더라도 제정기관이 스스로 이를 개정하지 아니하는

한 통째로 폐지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지방성 법규에 대한 심사권한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만

일원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아래에서

검토한다.

(4) 지방성 법규에 대한 심사제도 보완문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헌법·법률에 저촉되는 지방성 법규를 폐지할

수 있다(입법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지급 지방인대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성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성

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해당 지방성 법규의 합법성에 대해 심사하고,

헌법·법률·행정법규·성급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면 4개월 내에 비

준해야 한다(입법법 제72조 제2항). 다시 말하면 이미 비준된 지급 지방

성 법규가 헌법·법률에 저촉된다는 점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성급 지방



- 155 -

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사관할권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헌법상 규정을 보건대 현급 이상 지방인대 상무

위원회는 하일급 인대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의를 폐지할 수 있다(헌법

제104조 제4항). 여기서 지방성 법규의 제정을 지방인대의 결의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지방성 법규의 제정을 지방인대의 결의로 본다면, 성

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가 당연히 지급 지방성 법규를 폐지할 수 있다.

반면 지방성 법규의 제정을 지방인대의 결의로 볼 수 없다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만이 지급 지방성 법규를 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의 논의를 보건대 2016년 9월에 개최된 제22차 전국

지방입법연구토론회의에서는 성급 지방인대 및 지급 지방인대 소속의 법

제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지방에서의 지방입법을 일괄적으로 사전에 심사

해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러고 보면 현재 성급 지방인대 상무

위원회가 지급 지방성 법규를 심사할 수 없다는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실무계의 입장은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 심사권한을 부여하

고자 한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별도 제3의 심사기구 설립에 관심을 가져

실무계의 견해와 달리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1999년에 이미 사법심사 또는 헌법감독체제의 구축필요성

을 논의해왔다. 다만 사법심사기구 또는 헌법감독기구를 전국인대 상무

위원회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최고인민법원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다. 차이딩젠(蔡定劍) 교수는 전국인대 비서국(祕書局)에 몸담

은 동안 법률충돌을 재결하는 전문기구(사법심사기구 또는 헌법감독기

구)의 설치를 주장한 적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를 보건대 ① 중국

의 헌정제도는 선진국과 다르며, 법원은 지방성 법규 또는 규장을 포함

한 법률충돌문제에 대해 사법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② 무엇보다 2개월에 1회 개최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매년 대량으

로 배출되는 지방성 법규 또는 규장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이다. ③ 법률충돌문제의 해결은 법률에 대한 해석에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전문적인 기술문제이지 민주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국인대 상

무위원회에 헌법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하였다.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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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딩젠 교수는 법률충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국인대에 헌법감

독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했었다. 이러한 헌법감독위원회의 설치는 법규와

규장 심사과정 중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문제점이라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매년 수천 개의

법규·규장을 심사할 수 없다는 점, 충돌문제는 실무에서 나타난 것이기

에 사무실에서 심사한다고 하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

이 있다는 점, 또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사가 반드시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볼 때, 응당 조속히 헌법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76)

반면 친첸훙(秦前紅) 교수 등은 민주과정이 완벽하지 아니한 중국에서

지방입법은 주민의 이익과 공공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심각한 지방보호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제의 통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277) 사견으로는 이미 성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친

지급 지방성 법규가 사후 헌법·법률에 저촉됨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전국

인대 상무위원회에 그 위헌·위법 심사를 맡기거나 최고인민법원에 그 판

단권한을 수권하는 것도 모두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법기

관을 활용하는 위헌심사 또는 위법심사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당분간 전국 법제의 통일을 위해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독

립된 전문 심사기구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지급 지방인대로의 입법권 확장문제

(1) 지급 지방인대 입법권의 일괄적 허용문제

지급 지방인대의 입법권에 관하여, 2000년에 제정된 입법법에서는 성

급 지방정부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비교적 큰 시(아래

‘비교적 큰 시’로 약칭한다)에만 지방성 법규제정권을 부여하였다. 즉

2015년 입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총 49개의 지급 지방인대가 지방입법

275) 蔡定劍, 앞의 논문, 10쪽.
276) 蔡定劍, 앞의 논문, 10-11쪽.
277) 秦前紅, 李少文, “地方立法權擴張的因應之策”, 法學, 제7기(2015),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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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보유하고 있었다.278) 2015년의 입법법은 구를 설치한 시(아래 ‘지급

시’로 약칭한다)에 지방입법권을 확대 부여했다. 다만 지급시가 지방입법

권을 실시하는 절차와 시기는 성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수권하였다. 현재 새로이 지급인대 지방입법권을 보유하게 된 271개의

지급시 중 2016년 9월까지 총 263개의 지급시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다.279)

정레이(鄭磊) 교수는 지급시의 지방입법권 실시절차와 시기에 대한 성

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다고 비판하였

다. 즉 입법법상 기존 지방입법권을 보유한 지급시를 제외한 기타 지급

시가 지방입법권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성급 지방인대 상

무위원회가 해당 지급시의 인구규모·지역면적·경제사회 발전상황·입법수

요·입법능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해야 한다(입법법 제72

조 제4항)고 명시하지만, 여기서 성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응당 단계

적으로 지급시의 입법권을 비준해야지 일괄적으로 비준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를 보건대 정레이 교수는 성

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가 기존 지방입법권을 보유한 지급시를 제외한

기타 지급시에게 지방입법권의 실시를 비준함에 있어서 해당 지급시 지

방인대에 법제위원회가 설립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비준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성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가 입법법상 지

급시의 인구규모·지역면적·경제사회 발전상황·입법수요·입법능력 등 요

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280)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입법법에 의하면 단기간에 성급 지방

인대 상무위원회가 거의 90%이상의 지급시에 지방입법권 실시를 비준한

278) 2015년 이전 지방입법권을 보유한 49개의 지급 지방은 27개의 성급 지방정부 소재
지 시, 4개의 경제특구 소재지 시, 18개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비교적 큰 시가 포함되
었다. 陳國剛, 앞의 논문, 82쪽.

279) 鄭磊, “設區的市開始立法的確定與籌備壹-以立法法第72條第4款為中心的分析”, 學習與
探索, 제7기(2016), 72쪽. 263개 새로이 지방입법권을 부여받은 구를 설치한 시는 이미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확정 받았다. 이에 대한 통계는 아래 전국인대 사이
트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전국인대 사이트, http://www.npc.gov.cn/npc/lfzt/rlyw/
2016-09/18/content_1997690.htm, 2017년 1월 6일 최종방문.

280) 鄭磊, 앞의 논문, 7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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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뜻밖이라고 보며, 한편으로는 그동안 입법권에 대한 지급시의 절박

함을 반영하였다고 본다. 물론 정레이 교수가 우려한 지방입법의 질적

저하문제가 현존 법규범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객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어떠한 측면에서는 지방입법의 양적 축적으로 인해 야기된 법적 충돌 또

는 저촉으로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를 촉발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속히 대다수 지급시에게 성

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방입법권의 실시를 허용한 것은 긍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2) 지급 지방인대 입법권 범위의 축소여부 문제

새로이 개정된 입법법에 의해, 성급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해

당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수요에 따라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저촉되지 아니한 전제아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입법법 제72

조 제1항). 반면 지급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해당 행정구역의 구

체적인 상황과 실제수요에 따라 헌법·법률·행정법규·본 성급 지방성 법

규에 저촉되지 아니한 전제아래에 도농건설과 관리·환경보호·역사문화보

호 등의 사항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입법법 제72조 제2

항).281)

문제점은 종전 2000년의 입법법 제63조에 의해 49개의 비교적 큰 시의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해당 시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수요에 따라

헌법·법률·행정법규·해당 성급 지방성 법규와 저촉되지 아니한 전제아래

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었다. 즉 2000년의 입법법 중 비교적 큰

시의 지방성 법규제정권은 도농건설과 관리·환경보호·역사문화보호 등

사항의 구속을 받지 않고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는 전제아래에 해당 지방

의 모든 사항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학계에서는 지급 지방의 지방성 법규제정권이 종전에 비해 권한이 축소

되었다는 축소설과 문구상 지급 지방의 지방성 법규제정권에 제한을 둔

281) 이밖에 지급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별도로 수권한 사항에 대해
지방성 법규제정권을 가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농건설과 관리·환경보호·역사문화보
호 등 방면의 사항에 구속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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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종전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유지설의 견해

차이가 있다.

축소설의 견해를 보면 2015년의 입법법상 지급 지방은 단지 도농건설

과 관리·환경보호·역사문화보호 등 방면의 사항에 대해 지방입법권을 보

유한다고 명시하였기에 종전 비교적 큰 시에게 부여한 광범위한 지방입

법권이 축소되어다는 것이 현저하다고 보았다.282) 반면 유지설에 의하면

종전 49개 비교적 큰 시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들을 보건대, 기본적으로

도농건설과 관리·환경보호·역사문화보호 등 방면의 사항에만 한정되었다

는 점, 법률의 별도 수권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사항의 범주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 입법법은

문구상 지급 지방에서의 지방성 법규제정권에 제한을 둔 것처럼 보이지

만 사실상 종전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고 한다.283) 그리고 친첸훙(秦前紅)

교수는 개정 입법법에서 지방입법권의 주체를 확장시키고 입법권한을 축

소시키는 것은 입법법이 지방자치를 추진하는 개혁의 성질을 가지고 있

다고 보았다. 즉 입법법은 지방입법권을 자치적인 사무에만 집중하도록

하였고, 지방정권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사무와 주민이익과 관련된 사무에

집중하도록 하였다고 본다.284)

지급 지방인대가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항이 도농건설과

관리·환경보호·역사문화보호 등의 사항인지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성

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 내지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볼 때, 종전 비교적 큰 시의 입법권에 비해 오늘날 지급 지방

의 입법권이 축소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급 지방의 지방입법

권을 도농건설과 관리·환경보호·역사문화보호 등의 사항과 법률의 별도

수권이 있는 사항에 한정하는 것은 지방고유사무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컨대 종전 2000년의 입법법에 의해 성급 지방과 비교적 큰 시에

서는 상위법과 저촉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대해 지방입법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이 어려웠다. 2015년 입

282) 鄭磊, 앞의 논문, 80쪽.
283) 陳國剛, 앞의 논문, 82-83쪽.
284) 秦前紅, 李少文, 앞의 논문,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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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은 어떠한 측면에서 지급 지방의 자치사무를 명시해주고 있다는 것

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한국 지방의 조례·규칙 제정권 도입 가능성 검토

현재 중국 성급 및 지급 지방만이 지방입법권을 보유하고 있다. 현급

및 향급 지방에 지방권력기관인 지방인대와 집행기관인 지방정부가 설치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논리상 현급 및 향급 지방에도 지방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아래의 도표에서 찾아 볼 수 있다시피 중국은 34

개의 성급 지방과 333개의 지급 지방이 있는 반면, 현급 지방은 2862개

가 있고 향급 지방은 41,636개가 있다.

[표 3] 중국의 행정구역285)

도표상 현급 지방과 향급 지방의 개수를 놓고 볼 때, 그리고 지방입법

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사후감독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는 중국의 현황을 볼 때, 현급 지방과 향급 지방에 지방입법권을 부여한

다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해서 현급 지방과 향급

지방의 입법권한 부여일정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지방입법은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권기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규범적인 근거이기도 하다. 지방정권기관이 정책을 추

285) 최경식, 김대환, 앞의 책, 70쪽.

성급 지방 지급 지방 현급 지방 향급 지방

직할시: 4

성: 22

자치구: 5

특별행정구: 2

대만

지급시: 283

자치주: 30

지구(地區): 17

맹(盟): 3

현: 1464

자치현: 117

현급시: 374

시할구: 852

기(旗): 49

자치기: 3

특구: 2

임구(林區): 1

향: 14677

민족향: 1092

진: 19522

가도(街道):6152

구공소(區公所):

11

소목(蘇木): 181

민족 소목: 1
합계: 34 합계: 333 합계: 2862 합계: 4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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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규범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

어야 한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 현급 및 향급 지방에서는 붉은 글씨로

된 문건(紅頭文件)이라는 지시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예컨

대 푸젠성(福建省) 허핑현(和平縣)에서 발부한 붉은 글씨로 된 문건에

의하면 중학교 졸업장이 없을 경우, 혼인증명 내지 면허증 등 다수 증서

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주민의 행동자유를 제한하였다.286) 물론 상기 규

정은 시행한지 1개월도 안되어 폐지되었지만, 지방에 정령 난발현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입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현급 및 향급 지방의 양적인 방대한 규모와 지방입법에 대

한 심사 및 감독제도의 불건전 문제가 현존하므로 당분간 입법법의 개정

을 통해 현급 및 향급 지방의 입법권 부여를 기대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에서의 조례·규칙 제정권을 참조해볼 필요성

이 있다. 한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써 제정하는 자주법으로 볼 수 있고, 규칙의 개념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

여 제정하는 자주법으로 볼 수 있다.287)

이러한 한국의 조례와 규칙 제정권에 대한 중국적용을 살펴보면, 현급

및 향급 지방인대에 한국과 같은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지방정부에 규

칙제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규칙은 중국에서 말하는 지방

입법으로 보지 않고 자치입법을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우선 중국 헌법

상 성급 지방에만 부여한 지방입법권의 한계를 벋어나지 않음으로 위헌

286) 秦前紅, 李少文, 앞의 논문, 13쪽. 이밖에 2009년 3월 4일 후베이성(湖北省) 꿍안현
(公安縣)에서 발부한 붉은 글씨로 된 문건에 의하면, “전체 현의 행정기관과 사업단위
가 소모하는 공무용 담배의 경우, 통일로 정부의 조달에 의해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이 있다. 그해 공안현에서 소비한 담배는 2.3만 보로였다. 그리고 2014년 1월 14일 산
둥성 웨이팡시(濰坊市) 한팅구(寒亭區) 정부는 “전체 구(區)내의 정부 소속 부과장급
이상 현직간부는 매 사람마다 아파트를 1채 구매야 하며, 이를 실적에 반영한다”의
내용을 담긴 붉은 글씨로 된 문건을 발부했었다. 鄒淵, 鄒淵法學文選(中央民族大學出
版社, 2014), 173-174쪽.

287) 성낙인, 앞의 책, 664-667쪽. 정세욱, 앞의 책, 145-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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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급 및 향급 지방국가기관의 행위를 효과

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 현급 및 향급 지방에서 제

정한 모든 조례·규칙은 최소한 성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현급 및 향급 지방국가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및

공고가 원활하게 이루지지 않다는 점에서 최소한 성급 지방인대 상무위

원회에 등록해야만 법령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본

다.

중국 제도개혁의 추진방식을 보건대 각급 정부는 우선 기간을 정하여

실험적으로 여러 지방에서 관련 제도개혁을 추진하도록 한다. 다음 성공

적인 개혁모델이 나타날 때까지 제도개혁을 추진한 후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에 한국 지방에서 도입되고 있는 조례·규

칙 제정권을 중국 제도개혁의 한 모델로 건의하고자 한다.

III. 소결론

아래에서는 중국 일반지방에 입법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

기 위해 법률상 중앙과 지방 입법권의 구분을 검토하고, 향후 지방입법

권 확대의 과제를 살펴본다.

1. 법률상 중앙과 지방의 입법권 구분

중앙과 지방의 입법권 구분에 관해, 2000년의 입법법을 제정하면서 중

앙과 지방의 입법범위를 열거하여 구분하자고 하는 견해가 있었지만, 중

국이 단일국가라는 점, 지방의 권한은 중앙이 부여한다는 점, 중앙의 입

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지방에만 전속되는 입법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실무에서도 중앙과 지방 입법권의 열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법에서는 중앙에 존속하는 입법권을 열거함과 동시에 지방입법권에

는 원칙적인 규정만 두게 되었다.288)

이러한 이유에서 입법법 규정에 의해 중앙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을 아

288) 陳國剛, 앞의 논문,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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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첫째, 법률로만 규율될 수 있는 사항으로는

① 국가주권 사항 ② 각급 인대·정부·법원·검찰원의 설립과 조직 및 직

권에 관한 사항 ③ 민족구역자치제도·특별행정구제도·기층군중자치제도

에 관한 사항 ④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 ⑤ 공민에 대한 정치권리의

박탈·인신자유제한의 강제적 조치와 처벌에 관한 사항 ⑥ 세금종류의 설

정·세율의 확정·세수관리 등 세수의 기본제도에 관한 사항 ⑦ 비국유재

산에 대한 징수·징용(徵用)에 관한 사항 ⑧ 민사 기본제도에 관한 사항

⑨ 기본 경제제도 및 재정세수·세관·금융 및 대외무역의 기본제도에 관

한 사항 ⑩ 소송과 중재 제도에 관한 사항 ⑪ 반드시 전국인대 및 그 상

무위원회가 법률로 제정하여야 할 기타 사항이 포함된다(입법법 제8항).

그리고 둘째,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법규

를 제정할 수 있으며 행정법규로 규율될 수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①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② 헌법규

정상 국무원의 행정관리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입법법 제65조).

성급 지방 입법권의 경우에는 첫째, 성급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

는 아래 사항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① 법률·행정법규

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해당 행정구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구체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사항 ② 지방성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③ 중앙입법이 없을 경우 해당 지방의 구체상황과

실제수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입법법 제73조). 이에 원칙적으로 성급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

법·법률·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입법법 제72조 제1항). 둘째, 성급 지방정부는 아래 사항에 대해 지방정

부 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① 법률·행정법규·지방성 법규의 규정을 집행

하기 위해 규장을 제정해야 하는 사항 ② 해당 행정구역에 속하는 구체

적인 행정관리사항이 포함된다(입법법 제82조).

지급 지방 입법권의 경우 첫째, 지급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아

래 사항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① 법률·행정법규의 규

정을 집행하기 위해 해당 행정구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구체규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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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사항 ② 지방성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

해야 하는 사항 ③ 중앙입법이 없을 경우 해당 지방의 구체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입법법 제73

조) ④ 상기 사항들은 도농건설과 관리·환경보호·역사문화보호 등 방면

의 사항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법률의 별도수권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이 수권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이에 원칙적으로 지급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법률·행정법규·성급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도농건설과 관리·환경보호·역사문화보호 등 사항의 지방성 법

규를 제정할 수 있다(입법법 제72조 제2항). 둘째, 지급 지방정부는 아래

사항에 대해 지방정부 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① 법률·행정법규·지방성

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규장을 제정해야 하는 사항 ② 해당 행정

구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행정관리사항이 포함된다(입법법 제82조).

상기 입법법의 내용을 보면 현재 중국 일반지방에서는 성급 지방과 지

급 지방에 지방입법권이 명백히 부여되고 있다. 지방자치권의 전래설에

근거할 경우 지방에 입법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어디까지

나 법적으로 이를 보장했을 경우에 지방입법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중국 일반지방 중 현급 지방과 향급 지방에서는 입법권이 보

장되어 있지 않다는 안타까운 점도 있다.

본 절에서의 논의를 통해 중국 일반지방의 입법권에는 이런저런 문제

점이 있지만 성급 및 지급 지방에 입법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는 이

의가 없다. 다만 성급 및 지급 지방에 입법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바로 자치지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국 지방에 자치가 있는지 여

부는 아래의 장절에서 논의하게 될 자치사무의 배분여부 문제와 지방재

원의 보장여부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2. 향후 지방입법권 확대의 과제

한국 행정구역 분류 중 시도별 현황을 보면 도·특별자치도·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가 17개이고, 시·군·구가 226개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보유하고 있다.289) 반면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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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성급 일반지방이 26개이고, 지방입법권을 보유한 지급 일반지방이

271개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총 297개의 지방에 지방입법권을 보유하고

있다. 남한의 국토면적과 중국의 국토면적을 비교하면 약 96배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볼 때 중국 지방입법이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중국 지방입법권 확대의 향후 과제는 현급 지방과 향급 지방에 대한

입법권 보장이다. 현재 현급 지방과 향급 지방은 그 개수가 방대하고 지

방입법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와 감독제도가 불건전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급 지방과 향급 지방에서는 아직도 정령이 난발하고 있

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참여에 해

를 주고 있다. 상기 현급 지방과 향급 지방의 혼란스러운 법치질서를 바

로잡기 위해서는 조속히 1차적으로 조례·규칙제정권을 도입하고, 2차적

으로 등록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제2절 일반지방의 자치사무 배분문제

본 절에서는 중국 일반지방정권기관의 직권을 살펴봄으로써 법적으로

사무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배분된 지방정권기관의 사무권한이 지방의회의

감독아래에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일반지방의 사무배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에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를 보건대, 우

선 만약 지방인대가 그 지방의 사무를 지방입법으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입법충돌문제로 전환되어, 본 장 제1절에서 논의한 입법충돌의 해결을

참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제는 사무배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사이 그리고 상하 계층의 지방정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이다. 여기서 상하 계층의 지방정부 사이의 분쟁은

행정법상의 이론에 의해, 분쟁이 있는 지방정부들의 공통된 상급 정부가

289) 한국 통계청 사이트 자료,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om
monBoardList.do?gubun=1&strCategoryNameCode=019&strBbsId=kascrr&categoryMe
nu=014, 2017년 1월 6일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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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분

쟁해결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아직 중앙정부과 지방정부 사이의 분쟁해결체계가 구

축되어 있지 않다.290) 학계에서의 논의도 이론적인 탐구단계에 있다. 중

국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분쟁해결방식은

주로 협상모델과 소송모델이 있다. 슝원짜오(熊文釗) 교수의 고찰에 의하

면, 중국 학계에서는 소송모델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291) 본 논문의 제

2장 제2절에서 논의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현재 사법기관이 정부 사이의 분쟁을 관여할 수 없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분쟁은 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는 과연 평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속히 소송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정립 문제는 본 논문의 관심사항이 아니므로

본 절 중 중국 일반지방 사무배분의 논의는 법적으로 사무가 배분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방인대의 통제 아래에 있는지 여부만 고찰한다.

논의에 앞서 중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무권한(事權)의 개념을 살펴보

아야 한다. 학계상의 통설은 사무권한이란 사무를 관리하는 권력이라고

본다. 다만 본 개념의 외연과 해석에 대해서는 사무권한을 지출책임으로

보는 견해(지출설)와 직권으로 보는 견해(직권설)의 대립이 있다. 쉬충더

(許崇德) 교수는 지방의 사무권한을 직권으로 보고 있는 반면, 다수 학자

는 사무권한을 재정권한과 연계시켜 지방정부의 지출책임으로 보고 있

다.292)

지방사무는 지방인대의 사무와 지방정부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지방재정문제는 지방인대의 정책 결정과 지방정부의 집행이 수반되

어 있다는 점에서 직권설을 주장하고자 하며 아래의 논의에서는 지방인

대와 지방정부의 직권을 검토하고 자치사무의 배분에 대해 분석하고자

290) 熊文釗, 앞의 책(2012), 439-451쪽.
291) 熊文釗, 大國地方-中央與地方關系法治化研究(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2), 446쪽.
292) 직권설의 경우에는 許崇德, 앞의 책(2010), 192쪽. 지출설의 경우에는 鄭毅, 앞의 논
문, 48쪽. 熊文釗, 앞의 책(2012), 195-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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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I. 일반지방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직권

일반지방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직권에 대한 분류에 관해 학자에

따라 달리 표현하고 있다. 예컨대 쭈궈삔(朱國斌) 교수는 집행권·결정권·

임면권·감독권·지방입법권으로 분류하였다.293) 또한 씨에칭꿰이(謝慶奎)

교수는 입법권·중대사항의 심의 및 결정권·선거와 임면권·감독권으로 분

류하였다.294) 그리고 한국에서 소개되고 있는 저서 중 최경식 교수 등의

경우에는 지방입법권·헌법 및 법률 그리고 행정법규와 관련 결의의 준수

와 집행보장·결정권·임면권·감독권으로 분류하였다.295)

다만 다양한 분류방식으로 인해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직권이

다르게 변질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

시켜 중대사항의 심의 및 결정권·보장(保障)의무·임면권·영도 및 감독권

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지방조직법 제8조, 제9조, 제44조).

1. 중대사항의 심사 및 결정권

헌법상 규정을 살펴보건대, 지방인대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의해 결

의를 반포하고, 지방의 경제건설·문화건설과 공공사업건설의 계획을 심

사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현급 이상의 지방인대는 해당 지방의 국민경제

와 사회발전계획·예산·결산을 심사하고 비준한다(헌법 제99조).296) 현급

이상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해당 지방 각항 업무의 중대사항을 토론·결

정 할 수 있다(헌법 제104조 제1항).

지방조직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인대는 해당 지방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예산·결산을 심사하고 비준하며, 해당 지방의 정치·경제·교

293) 朱國斌, 中國憲法與政治制度(法律出版社, 1997), 129-130쪽.
294) 謝慶奎, 當代中國政府與政治(高等教育出版社, 2003), 121-122쪽.
295) 최경식, 김대환, 앞의 책, 77-78쪽.
296) 인대기관 공문처리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결의는 회의에서 심의 또는 토론을
거친 중요사항에 적용된다. 결정은 중대사항에 대하여, 정책을 결정하거나 업무를 배
분할 때 사용된다.



- 168 -

육·과학·문화·위생·환경과 자원보호·민정(民政)·민족 등 업무의 중대사항

을 토론·결정한다(지방조직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지방인대 상무

위원회는 지방인대의 폐회기간에 해당 지방정부의 건의에 의해 그 지방

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예산에 대한 부분적인 변경을 결정한다. 그

리고 해당 지방의 정치·경제·교육·과학·문화·위생·환경과 자원보호·민정·

민족 등 업무의 중대사항을 토론·결정한다(지방조직법 제44조 제1항 제4

호, 제5호).

상기 규범을 종합해보면 우선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방인대의 상설

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인대와 그 상무위원회는 해당 지방에서 모두 중

대사항의 심사 및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차이점이라면 지방인대는 매

해 회기에서 그해 지방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예산과 결산을 심

사하고 비준하는 반면에,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방인대의 폐회기간에

부분적인 내용에 대한 변경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한다.297) 이외에 지방

인대와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모두 해당 지방의 중대사항에 대해 토론

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 중대사항의 심사 및 결정권에 관한 지방조직법상의 규정

은 헌법상의 규정을 구체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점이라면 헌법

에서는 현급 이상 지방인대에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예산·결산에 대

한 심사·비준 권한을 부여했지만, 지방조직법은 향급 지방인대를 포함한

각급 지방인대에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예산·결산에 대한 심사·비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에서 논의한 선의의 위헌 논쟁

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 더 이상 논의를 전개하지 않는다.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중대사항 심의·결정권 중 중대사항을 어

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학계의 논쟁이 있다. 씨에칭꿰이(謝慶奎)

교수는 실무 중 현급 이상 지방인대는 주로 해당 당위원회가 제기한 건

의안에 의해 어떠한 사항이 중대한 사항에 속하는지를 확정한다고 보았

다.298) 즉 씨에칭꿰이(謝慶奎) 교수는 해당 지방 당위원회의 역할에 중점

297) 지방인대의 회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뒤의 소절에서 후술하겠지만, 성급 및 지
급 지방인대의 회기가 7∼10일이고, 현급 지방인대의 회기가 3∼5일이며, 향급 지방인
대의 회기가 1∼2일이다.



- 169 -

을 두었다. 후술하겠지만 창춘시 인대 상무위원회가 토론·결정하는 중대

사항의 관련 지방성 법규를 참조해 보면 총 19개의 응당 인대 상무위원

회에 의해 토론·결정해야 할 중대사항 중 1개 항이 해당 지방 당위원회

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고 보면 어떠한 사항이 중대사항인지 여부의 판

단을 해당 지방 당위원회에 맡기는 식의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반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실무 중 어떠한 사항을 중대사항으로 볼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해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원칙상 해당

지역 다수 주민의 이익과 연계되는 사항 또는 다수 주민이 관심을 가지

는 사항일 경우, 모두 중대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고 설명하였다.299) 즉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입장은 무엇보다 주민의

관심사항에 중점을 두어 원칙상 해당 지방 다수 주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을 중대사항으로 보려고 한다.

상기 견해 차이를 별론으로 하고 아래 중국 지린성과 창춘시를 예로

하여 중대사항이 어떠한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2001년에

통과된 지린성 지방성 법규인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토론·

결정하는 중대사항의 규정’(아래 ‘지린성 규정’으로 약칭한다)과 2004년에

통과된 창춘시 지방성 법규인 ‘창춘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토론·

결정하는 중대사항의 규정’(아래 ‘창춘시 규정’으로 약칭한다)을 참조해

보면, 중대사항에 대하여 열거를 위주로 하고 원칙적인 개괄을 부수로

하였다.

해당 지린성 규정에서는 10개의 응당 인대 상무위원회에 의해 토론·결

정해야 할 중대사항을 열거하였다. 첫째,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상급 인

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의·결정의 집행사항이 있다. 둘째, 성 국민경제

와 사회발전 연도계획 중, 부분적으로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다. 셋째,

성 연도예산의 조정사항이 있다. 넷째, 성 결산의 비준사항이 있다. 다섯

째, 인구발전·환경과 자원보호 관련 사항이 있다. 여섯째, 교육·과학기술·

문화·위생·민족·종교·민정 관련 사항이 있다. 일곱째, 하일급 인대 및 그

298) 謝慶奎, 앞의 책, 121쪽.
299) 許安標, 劉松山, 앞의 책,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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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원회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의에 대한 취소사항이 있다. 여덟째, 성

정부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의와 명령에 대한 취소사항이 있다. 아홉째,

성 인대가 교부한 심의·결의 사항이 있다. 열 번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 인대 상무위원회가 토론·결정해야 하는 기타 중대사항이 있다.300)

해당 창춘시 규정에서는 19개의 응당 인대 상무위원회에 의해 토론·결

정해야 할 중대사항을 열거하였다. 첫째,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상급 인

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의·결정의 집행사항이 있다. 둘째, 해당 당위원

회의 건의에 의해, 응당 시(市) 인대 상무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셋째, 법제도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이 있다. 넷째, 정치·경제

체제 개혁의 사항이 있다. 다섯째, 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부분적

인 변경·예산의 조정방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이 있다. 여섯째, 도시구획

방안 및 그 구획의 중대조정사항이 있다. 일곱째, 정치·경제·교육·과학기

술·문화·위생·체육·인구와 계획생육·환경과 자원보호·생태와 녹지화 건

설·토지이용·농업과 농촌·민정·민족 등의 사항이 있다. 여덟째, 시 검찰

원 파출기구의 설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이 있다.

그리고 아홉째, 특정문제 조사위원회의 조직, 특정문제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상응한 결의를 내릴 사항이 있다. 열 번째, 시 검찰원

검찰장이 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을 의뢰한 사항이 있다. 열한

번째, 시의 기념일을 확정하는 사항이 있다. 열두 번째, 국내외 도시와

우호관계를 맺는 사항이 있다. 열세 번째, 지방 영예칭호의 수여에 관한

사항이 있다. 열네 번째, 도시 중요표지물을 확정하고 변경하는 사항이

있다. 열다섯 번째, 시 인대의 폐회기간에 시 인대 대표를 상대로 체포·

형사심판 또는 법률이 규정한 기타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의 결정사

항이 있다. 열여섯 번째, 하일급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적절하지 아니

한 결의·결정에 대한 취소사항이 있다. 열일곱 번째, 시 정부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의와 명령에 대한 취소사항이 있다. 열여덟 번째, 시 인대가 교

부한 심의·결의 사항이 있다. 열아홉 번째,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해, 응

당 시 인대 상무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기타 중대사항이 있다.301)

300) 지린성 규정의 원문은 아래 지린성 인대의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http://ww
w.jlrd.gov.cn/zwgk/gzzd/201005/t20100514_717800.html, 2017년 1월 6일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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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지린성 규정과 창춘시 규정을 요약해보면 지방의 중대사항은 대

체로 해당 지역 다수 주민의 생활과 연계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지방성 법규를 통해 규율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방성 법규는 헌법 및 지방조직법상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세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방에서의 중대사항 또는 자치사무는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린성 규정 및 창춘시 규정과 유사하게 기타 각 성급 지방과 지

급 지방에서도 그 지방주민의 생활과 연계된 중대사항을 지방성 법규로

규정하고 있다.

2. 보장의무

헌법상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인대는 헌법·법률·행정법규의 준수와 집

행을 보장한다(헌법 제99조 제1항). 상기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조직

법에서는 구체적인 보장의무를 규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건대 지방인대

는 첫째,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상급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 결의의 준수

와 집행을 보증하고, 국가계획과 국가예산의 집행을 보증한다. 둘째, 국

유재산과 집체재산(集體財産)을 보호하고 공민의 개인재산을 보호하며

공민의 인신권리·민주권리와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셋째, 각종 경제조직

의 권익(權益)을 보호한다. 넷째,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다섯째,

남녀평등·동일노동 동일보수(同工同酬)와 혼인자유 등 각항 권리를 보장

한다(지방조직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12호·제13호·제14호·제15호 및 제9

조 제1항 제1호·제10호·제11호·제12호·제13호).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상급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 결의의 준수와 집행

을 보증한다(지방조직법 제44조 제1호).

301) 창춘시 규정의 원문은 아래 중국법률법규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http:
//law.npc.gov.cn/FLFG/flfgByID.action?flfgID=182657&keyword=%E9%95%BF%E6%
98%A5%E5%B8%82%E4%BA%BA%E6%B0%91%E4%BB%A3%E8%A1%A8%E5%A
4%A7%E4%BC%9A%E5%B8%B8%E5%8A%A1%E5%A7%94%E5%91%98%E4%B
C%9A%E8%AE%A8%E8%AE%BA%E5%86%B3%E5%AE%9A%E9%87%8D%E5%A
4%A7%E4%BA%8B%E9%A1%B9%E7%9A%84%E8%A7%84%E5%AE%9A&zlsxid=
03, 2017년 1월 6일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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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규범을 종합해보면 우선 지방인대의 헌법·법률·행정법규 등 준수

및 집행 보장의무는 헌법과 지방조직법에서 각기 명시하였지만, 지방인

대 상무위원회의 관련 보장의무는 지방조직법에서만 명시하고 있다. 다

음 지방조직법에서는 지방인대의 구체적인 보장의무를 열거하였지만 지

방인대 상무위원회의 구체적인 보장의무를 열거하지 않고 있다. 사실 지

방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방인대의 상설기관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방인

대의 폐회기간에 지방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방조직법상 규정하고 있는 지

방인대의 보장의무를 수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임면권

지방인대는 해당 지방의 최고 권력기관이다(헌법 제96조). 여기서 권력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인대가 해당 지방국가사무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임을 의미하고 해당 기타 지방국가기관은 지방인대로부터 선출된다

고 볼 수 있다.302)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민주국가의 경험을 살펴보면, 여러 정당에

서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해 의회 또는 국민이 선거하는 것이 마땅하나,

중국의 경우 간접민주주의에 충실하고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多黨)

합작제(合作制)를 채택하고 있어서 당의 지방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의 절대 다수는 지방인대에서 받아들여진다. 이는 2014년 1월 14일 당의

중앙위원회에서 발간한 ‘당·정 영도간부 선발·임용 업무조례’(黨政領導幹

部選拔任用工作條例)(아래 ‘간부임용조례’로 약칭한다) 제2조를 근거로 한

다. 제2조는 당·정 영도간부의 선발·임용에서 반드시 당이 간부를 관리하

는 원칙(黨管幹部原則)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간부임용조례

제4조 제1항과 같이 참조해 볼 경우, 본 조례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국무원·정협·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업무

부문 또는 기관 내에 설치한 기구의 영도인원,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

찰원 영도인원[정직(正職)을 포함하지 않음]과 내부에 설치된 기구의 영

도인원, 현급 이상 지방 각급 당위원회·인대 상무위원회·정부·정협·중국공

302) 許安標, 劉松山, 앞의 책,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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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당 기율검사위원회·인민법원·인민검찰원 및 그 업무부문 또는 기관 내

에 설치한 기구의 영도인원, 상기 업무부문 내에 설치한 기구의 영도인원

선발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지방인대를 제외한 기타 지방국

가기관의 간부임용은 해당 지방 당위원회의 관여를 받고 있다. 문제점이

라면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黨管幹部原則)이 법률이 아닌 정당의 내

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인대의 임명권을 보건대 현급 이상 지방인대는 해당 지방인대 상

무위원회의 구성인원, 성장·부성장, 자치구 주석·부주석, 시장·부시장, 주

장(州長)·부주장, 현장·부현장, 구장·부구장, 해당 법원 원장과 검찰원 검

찰장을 선출한다. 또한 상일급 인대의 대표를 선출한다(헌법 제101조, 지

방조직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향급 지방인대는 해당 지방인

대 주석·부주석, 향장·부향장, 진장·부진장을 선출한다(지방조직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그리고 지방인대의 파면권을 보건대 지방인대는 해

당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 정부의 구성인원, 해당 지방인대에

의해 선출된 인민법원 원장·인민검찰원 검찰장을 파면할 수 있다(지방조

직법 제10조).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임명권을 보건대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법률

에 의해 해당 지방국가기관 공직자를 임명하고, 해당 지방인대 폐회기간

에 상일급 인대의 개별대표를 상대로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헌법 제104

조 제4항, 제5항). 상기 헌법조문에서 말하는 해당 지방국가기관 공직자

는 지방조직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 즉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해당 지방인대 폐회기간에 부성장·자치구의 부주석·부시장·부주장·부현

장·부구장을 개별적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해당 지방정부의 장이 지명한

비서장·청장(廳長)·국장·위원회 주임·과장을 임명한다. 또한 해당 지방의

법원 부원장·정장(庭長)·부정장(副庭長)·심판위원회 위원·심판원을 임명

하고, 검찰원 부검찰장·검찰위원회 위원·검찰원(檢察員)을 임명하며, 하

일급 검찰원의 검찰장을 임명한다(지방조직법 제44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1호). 그리고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파면권을 보건대 지방인대 상무

위원회는 해당 지방인대 폐회기간에 개별 부성장·자치구의 부주석·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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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주장·부현장·부구장을 파면한다. 또한 해당 지방인대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공직자를 파면한다. 나아가 해당 지방인대 폐회기간에 상일급 인

대의 개별대표를 파면한다(지방조직법 제44조 제1항 제12호, 제13호).

요약해보면 지방인대는 해당 지방행정기관, 지방재판기관, 지방검사기

관 책임자를 임면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① 개별 임

면권을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원칙적으로 기타 지방국가기관의 영도인

원은 지방인대가 임면해야 하나, 지방인대의 폐회기간에는 지방인대 상

무위원회가 개별 부직(副職) 영도인원의 임면권을 갖게 된다. 또한 해당

정직(正職) 영도인원이 궐위할 때에는 해당 부직 영도인원 중에서 대리

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지방인대가 임면할 수 없고 단지 지방인대 상

무위원회에 의해 보유한 임면권을 가진다. 예컨대 성장의 지명으로 해당

정부 청장·국장 등의 임면을 동의하고, 해당 지방인대 상무위원회가 임

명한 공직자를 면직시킬 수 있다. ③ 개별 상급 인대 대표 선출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해당 지방인대에서 선출한 개별 상일급 인대 대

표를 상대로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개별적인 인원이라는

것은 원칙상 지방인대 폐회기간에 1명 내지 2명의 공직자에 대한 교체를

말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2개월마다 개최되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빈

번히 개별인원을 교체하므로 예외의 경우가 많다.303)

종합하건대 지방인대와 그 상무위원회는 지방의 권력기관으로서 사실

상 해당 지방 행정기관·재판기관·검찰기관 주요공직자의 임면권을 나누

어 가졌다. 예컨대 지방인대는 해당 기타 지방국가기관 영도인원에 대한

임면권을 직접 행사하는 반면,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해당 기타 지방국

가기관의 개별 영도인원과 영도인원을 제외한 주요공직자에 대해 임면권

을 행사하게 된다.

4. 영도 및 감독권

지방인대의 영도 및 감독권을 보건대 헌법상 규정에 의하면 현급 이상

지방인대는 해당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정을 변경하

303) 橋曉陽, 張春生, 앞의 책,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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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취소할 수 있다(헌법 제99조 제2항).

헌법상 간략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조직법에서는 구체적인 영도 및

감독권을 열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법률유보조항

이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인대와 지방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이다(헌법 제95조 제2항). 지방조직법상 구체적인 영도 및 감독권의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대는 해당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정부·법원·검찰원

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사한다. 그리고 해당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의를 변경 또는 취소한다. 또한 해당 지방정부의 적

절하지 아니한 결정과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지방조직법 제8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

여기서의 변경권한과 취소권한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변경권한의

경우 지방인대가 감독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영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고 보면 지방인대는 해당 지방정부의

결정과 명령에 대해 취소의 권한만 갖고 있다. 즉 지방인대는 해당 지방

정부를 감독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영도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향급 지방인대의 영도 및 감독권을 보건대 향급 지방인대는 향급

지방정부의 업무보고를 청취·심사한다. 그리고 향급 지방정부의 적절하

지 아니한 결의와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지방조직법 제9조 제1항 제8

호, 제9호).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감독권을 보건대 헌법상 규정에 의하면, 지방

인대 상무위원회는 해당 지방정부·법원·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헌법

제104조 제2항, 제3항). 이러한 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는 지

방인대 상무위원회에게 해당 지방정부의 결정과 명령에 대한 취소권을

부여하였다.

이밖에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특이하게 지방인대보다 큰 감독권을 행

사하고 있다. 즉 지방인대의 상하관계를 보건대, 상급 상무위원회는 하일

급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헌법 제104조 제4

항). 지방조직법상 지방인대는 하일급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

의를 취소할 수 없지만,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하일급 지방인대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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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원회의 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지

방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방인대의 상설기관으로서 해당 지방인대보다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지방조직법상의 규정을 보건대,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해당 지방정

부·법원·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방국가기관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신고와 의견을 접수·처리한다. 그리고 하일급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

회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의를 취소한다. 또한 해당 지방정부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정과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지방조직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지방조직법에서는 상기 헌법상 규정을 대체로 옮겨서 규정

하고 있다.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감독권 행사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의법치국

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헌법에 근거하여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아래 ‘감독법’으로 약칭한다)을 제정하

였다. 해당 감독법에 의하면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하일급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의·결정과 해당 지방정부의 결

정·명령을 취소시킬 수 있다. 즉 첫째, 월권하여 주민·법인·기타 조직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한 경우가 있다. 둘째, 주민·법인·기타 조직의 의

무를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법률·법규의 규정과 저촉될 경우가 있

다. 넷째, 기타 적절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감독법 제30조).

감독권은 지방인대의 가장 핵심적인 직권 중 하나이다. 지방인대 상무

위원회는 지방인대의 상설기관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상시

로 기타 지방국가기관을 감독해야만 한다. 이는 지방정부·법원·검찰원이

헌법·법률에 의해 직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국가의 정책을 여실히 실행

하였는지 여부, 주민의 복리를 위해 직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해당 공직

자가 법률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304)

304) 橋曉陽, 張春生, 앞의 책,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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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반지방 정부의 직권

일반지방 정부의 직권에 대한 분류에 관해서도 학자에 따라 다르게 분

류되고 있다. 예컨대 씨에칭꿰이(謝慶奎) 교수는 지방조직법상 열거한 직

권을 근거로 일반지방 정부의 직권을 ① 행정집행권 ② 행정영도와 관리

권 ③ 지방행정입법과 명령제정권 ④ 행정감독권 ⑤ 인사행정권 ⑥ 행정

보호권으로 분류하였다.305) 또한 한국에 변역 소개된 저서 중 푸싱주(浦

興祖) 교수는 일반지방 정부의 직권을 ① 집행권 ② 관리권 ③ 지방행정

입법권과 명령제정권 ④ 영도와 감독권 ⑤ 보호권 등으로 분류하였

다.306)

다만 다양한 분류방식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직권이 다르게 변질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시켜 ① 집행권 ②

관리권 ③ 보호 및 보장의무 ④ 인사권 ⑤ 영도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

개한다(지방조직법 제59조, 제61조).

1. 집행권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집행권을 보건대 첫째, 지방정부는 해당 지방인

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의를 집행해야 하고, 상급 정부의 결정과 명령

을 집행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는 상기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행

정조치·결정·명령을 반포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는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의 계획을 집행하고, 해당 예산을 집행한다(지방조직법 제59조 제1

항 제1호, 제5호 제1문, 제10호).

향급 지방정부의 집행권을 보건대 첫째, 지방정부는 해당 지방인대의

결의를 집행해야 하고, 상급 지방정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는 상기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결정·명령을 반포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는 그 지역 경제 및 사회발전의 계획을 집행하

고, 해당 예산을 집행한다(지방조직법 제61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문·

305) 謝慶奎, 앞의 책, 159-160쪽.
306) 浦興祖저, 정귀화 역, 앞의 책, 203-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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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종합해보면 현급 이상 지방정부와 향급 지방정부의 집행권은 미세한

차이를 갖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행정조치를 반포할 수 있고, 향

급 지방정부는 행정조치를 반포할 수 없다. 이러한 차이점은 향급 지방

에 지방인대의 상설기관인 지방인대 상무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만약 향

급 지방정부에게 행정조치 반포권한을 부여한다면 상응한 통제기관이 있

어야 한다. 대신에 향급 지방정부는 결정과 명령의 반포권한을 보유하고

있기에 집행업무의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향급 지방정부는 중국의 말단 행정기관이고 관할하는 범위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적다. 또한 향급 지방정부의 행정관리 업무가

단순하고 구체적이므로 지방조직법에서는 향급 지방정부와 현급 이상 지

방정부 사이의 직권을 달리 규정하였다.307)

2. 관리권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관리권을 보건대 지방정부는 그 지방의 경제·교

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환경과 자원보호·도시 및 농촌의 건설사업과

재정·민정·경찰·민족사무·사법행정·감찰·계획생육 등 행정업무를 관리한

다(지방조직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2문). 향급 지방정부의 관리권을

보건대 지방정부는 그 지방의 경제·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재정·

민정·경찰·사법행정·계획생육 등 행정업무를 관리한다(지방조직법 제61

조 제1항 제2호 제2문).

종합하건대 현급 이상 지방정부와 향급 지방정부의 관리권에서도 미세

한 차이를 갖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환경과 자원보호·도시 및

농촌의 건설사업을 관리할 수 있고, 향급 지방정부는 상기 영역에 대한

관리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점은 지방정부 내 부처의 설치

와 연계된다. 예컨대 지방정부에 부설된 환경보호부문의 경우, 현급 지방

정부에만 설치하고 향급 지방정부에는 환경보호부문이 없다.

307) 橋曉陽, 張春生, 앞의 책,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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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 및 보장의무

지방정부의 보호 및 보장의무를 보건대 우선 보호권에 관해 첫째, 지

방정부는 국유재산과 집체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

호하며,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주민의 인신권리·민주권리와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둘째, 기타 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다음 보장의무를 보건대 소수민족에 대한 보장과 여성에 대한 보장이

있다. 첫째, 지방정부는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풍속관

습을 존중한다. 둘째, 지방정부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 예컨대 남녀

평등·동일노동 동일보수와 혼인자유 등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지방조직

법 제59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지방조직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내

지 제6호). 앞에서 살펴본 지방정부의 집행권과 관리권은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와 향급 지방정부에 미세한 차이를 두었지만 여기서의 보호 및

보장의무는 각급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직권이다.

4. 인사권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인사권을 보건대 지방정부는 법률(공무원법을

지칭하고 있다)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지방조직법 제59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향급 지방정부의 구성

인원은 오직 향의 장·부향장과 진의 장·부진장만 있고, 사법·교육 등 사

무는 주로 보조인원이 진행하기에 지방조직법에서는 향급 지방정부의 인

사권을 규정하지 않았다.308)

5. 영도권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영도권을 보건대 첫째, 지방정부는 그 소속의

업무부문을 영도한다. 둘째, 상급 지방정부는 하급 지방정부의 업무를 영

도한다. 셋째, 상급 지방정부는 그 소속 업무부문의 적절하지 아니한 명

령·지시 또는 하급 지방정부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정·명령을 변경시키거

나 취소할 수 있다(지방조직법 제59조 제1항 제2호·제3호). 그리고 현급

308) 橋曉陽, 張春生, 앞의 책, 106-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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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방정부의 영도권은 그 소속 업무부문과 하급 지방정부의 업무에

대해 영도를 실시하는 권한이다.309) 이럴 경우 향급 지방정부에는 부속

된 업무기구가 없기 때문에 향급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영도권을 규정하

지 않았다.310)

III. 자치사무 배분의 문제점과 해결책

1. 자치사무 배분의 문제점

위에서는 사무권한을 직권으로 보는 직권설에 기해, 헌법 및 지방조직

법에 근거하여 각기 중국 일반지방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직권과 일

반지방 정부의 직권을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중국 일반지방 사무배분

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검토한다.

첫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사무권한에 비해 지방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사무권한이 더욱 구체적으로 확대되었다. 예컨대 헌

법에서는 현급 이상의 지방인대에만 지방예산 및 그 집행상황의 심사·비

준권(헌법 제99조)을 부여했지만, 지방조직법에서는 향급 지방인대에도

지방예산 및 그 집행상황의 심사·비준권(지방조직법 제9조 제5호)을 부

여하였다. 비록 지방조직법이 헌법을 초월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일반지

방의 사무배분을 명시하여, 자치사무의 배분이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음

을 증명하고 있지만, 법률이 헌법규정을 초월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앞에서 논의한 선의의 위헌론 문

제로 귀결될 수 있으며, 헌법해석기관인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전국인

대에서 제정한 지방조직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에

서는 아직 독립된 제3의 기관에 의한 위헌심사제도가 구축되지 않았으

며,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현상이 실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학

계에서는 이미 그 심각성을 피력하였지만 당국의 개혁추진에는 일정한

숙성의 기간이 필요로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위헌심사의 문제는 본 논

309) 橋曉陽, 張春生, 앞의 책, 97쪽.
310) 橋曉陽, 張春生, 앞의 책,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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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

둘째, 각급 지방 사이의 사무가 너무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

이다. 텐팡(田芳) 교수는 중국에서 여러 계층의 지방이 있고 이들 지방정

부는 국가정치생활 중의 지위와 작용이 서로 다르지만, 법률에서는 너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311) 예컨

대 앞에서 논의한 ① 각급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직권 중 중대사

항의 심사 및 결정권의 경우, 헌법 및 지방조직법상 각급 지방인대는 모

두 그 지방의 경제건설·문화건설과 공공사업건설의 계획을 심사하고 결

정할 수 있다. ②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직권 중 관리권과 보호 및 보장

의무의 경우, 지방조직법상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지방의 경제·교육·과학·문화·보건위생·체육사업·도시건설사업·

농촌건설사업·재정·민정 ·공안·민족사무·사법행정·감찰·계획출산 등 행정

업무를 관리한다. 그리고 국유재산과 집체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재산

을 보호하며, 소수민족 및 여성을 보호한다.

룽차우쐉(龍朝雙) 교수 등은 현행 헌법 및 지방조직법상 각급 지방 사

이의 사무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치행위에 있어서 각급

지방 사이의 지위와 작용이 서로 다르기에 각급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직책에 따라 각급 지방의 구체적인 사무를 열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312)

상기 문제점은 어떠한 측면에서 볼 때, 각급 지방이 그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막강한 자치사무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지

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각급 지방 사이의 사무배분이 과도하게 유

사하여 어떠한 사무가 순수 지방사무이고, 어떠한 사무가 중앙 또는 상

급 지방과의 공동사무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

결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2.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311) 田芳, 앞의 책, 326쪽.
312) 龍朝雙, 謝昕, 地方政府學(中國地質大學出版社, 2001), 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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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규범을 이탈한 법학계의 논의

중국 중앙과 지방 사무의 배분에 있어서, 학계의 다수는 중앙사무·지

방사무·중앙과 지방 공동사무로 구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규범

상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중앙의 직권과

지방의 직권을 명시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사무를 구분하고 있다.313)

중국 학계에서 중앙과 지방 사무의 배분을 검토함에 있어서, 중앙사무·

지방사무·중앙과 지방 공동사무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1994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분세제 재정관리체제의 적용에서 유

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1993년 12월 국무원이 반포한 ‘분세제 재정관리체

제를 실행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於實行分稅制財政管理

體制的決定)’(아래 ‘결정’으로 약칭한다)에서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사무

권한 및 재정지출을 구분하였다. 해당 결정 제3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권한 구분에 의해, 중앙재정은 주로 국가안

전·외교·중앙 국가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국민경제구조 조정에 필요한

경비·지역발전의 조정에 필요한 경비·거시적 조절정책을 실시하는데 필

요한 경비의 지출 및 중앙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발전의 지출을 관장해야

했다. 지방재정은 주로 해당 지역 정권기관 운영에 필요하는 지출 및 해

당 지역 경제·사업발전에 필요한 지출을 관장해야 했다. 그리고 결정 제

4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성급 지방정부 및 성급 지방정부와 같은 경제

관리 권한을 갖는 5개의 지급 지방정부는 응당 본 결정에 따라 소속 지

급 및 현급 지방정부와의 재정관리체제를 제정해야 했다.314) 어떠한 각

도에서 보면 본 결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성급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지출

사무를 배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사이의 사무를 배분하

313) 중국 헌법과 법률에서는 전국인대·전국인대 상무위원회·국무원의 순으로 해당 기관
의 직권을 명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중앙기관의 직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
지는 않고 있다. 중앙기관의 직권에 관한 내용은 중국 헌법과 지방조직법을 참조할
수 있다.

314) 성급 지방정부와 같은 경제관리 권한을 갖는 5개의 지급 지방정부는 국가사회와 경
제발전계획 단렬시(國家社會與經濟發展計劃單列市)라고도 하며, 다롄시(大連市)·칭다
우시(青島市)·닝보시(寧波市)·샤먼시(廈門市)·선전시(深圳市)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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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중국 학계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초점을

중앙과 성급 지방의 관계에만 두는 관행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중국에서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을 논의함에 있어서 중앙

사무·지방사무·중앙과 지방 공동사무로 분류하여 그 논의의 초점을 중앙

과 성급 지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성급 지방 이하의 지방사무에

대해 그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국 일부 원로학자들은 중앙과 지방 사무배

분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대권집중(大權集中)과

소권분산(小權分散)의 원칙이 있다.315) 이에 의하면 상대적인 대권(大權)

과 소권(小權)의 구분에 의해, 전국적인 사무 또는 여러 성급 지방과 관

련된 사무는 중앙이 결정하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부적이고

지방적인 사무는 지방에서 결정하고 관리한다는 것이다.316) 이러한 원칙

에 근거하여 중앙의 사무는 전국인대 및 상무위원회의 직권과 국무원의

직권 등이 있고, 반면 지방의 사무는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직권

과 지방정부의 직권 등으로 구성된다.

상기 원칙에 따라, 중국에는 중앙사무와 지방사무로만 이분되어야 한

다. 첫째, 지방인대는 해당 지방에서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상급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 결의의 준수와 집행을 보증하고, 국가계획과 국가예산의

집행을 보증해야 한다(지방조직법 제8조 제1항 제1호). 둘째, 지방정부는

상급 정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지방조직법 제59조 제1항 제1

호). 그러고 보면, 지방에서는 지방의 자기사무뿐만 중앙 내지 상급 지방

의 위임사무도 처리해야 한다. 이럴 경우 위임사무가 중앙사무인지 아니

면 지방사무인지가 문제된다. 또한 국가의 사무를 중앙사무와 지방사무

315) 許崇德, 앞의 책(2010), 192쪽.
31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사무의 경우, 국방·외교를 포함한 국가주권·통일·민족의
안전·국가의 영예·전체 사회발전과 사회주의 건설 중 국가전체 이익과 관련된 사항·
국가전체 민족의 단결·문명·진보와 발전에 관한 사항·국가정치·경제·문화·사회의 안
정·번영·발전에 관한 사항은 중앙의 결정과 관리를 수반해야 한다. 지방사무의 경우,
해당 행정구역 내의 지방성 국가사무, 즉 지방의 경제·문화·교육·공공사업 등 방면의
건설과 발전에 대해 지방이 결정하고 관리한다. 許崇德, 앞의 책(2010), 192쪽. 周葉中,
앞의 책, 315-336쪽. 焦洪昌，앞의 책, 465-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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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칼로 자르는 것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중국 지

방사무에는 자치사무뿐만 아니라 위임사무도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사실

을 반영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중앙사무와 지방사무를 분류한 후, 중앙과

지방의 공동사무를 추가하여 연구를 전개하게 되었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대표로 슝원짜오(熊文釗) 교수의 중

앙사무·지방사무·중앙과 지방 공동사무의 구분을 참조하건대, 중앙에 전

속하는 사무권한인 중앙사무의 경우, 국가기구 조직권·인사임면권·중대사

항 결정권·국가감독권·최고 행정관리권이 포함된다. 중앙사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첫째, 국가기구 조직권의 경우, 중앙 국가기구인 주석과 부주

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국무원 구성인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 인민법

원과 최고 인민검찰원의 조직권이 포함된다. 둘째, 인사임면권의 경우,

중앙기구의 구성인원 및 외교인원의 임면이 포함된다. 셋째, 중대사항 결

정권의 경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구획의 편성·심사·비준, 국가예산의

편성·심사·비준, 전쟁과 평화문제에 대한 결정, 국가의 훈장·영예칭호의

수여, 성급 지방의 설립·폐지에 대한 결정·비준권, 국가공무원 정원의 결

정 및 승진·평가에 대한 결정이 포함된다. 넷째, 국가감독권의 경우, 헌

법과 법률의 실시에 대한 감독, 지방입법에 대한 감독이 포함된다. 다섯

째, 최고 행정관리권의 경우, 중앙부서 임무와 직책에 대한 규정·전국적

인 행정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영도, 전국과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통일된 영도·중앙과 성급 지방국가행정기관 사이 직권의 구

체적인 구분·중앙과 지방 국가행정기관 사이 업무절차에 대한 규정, 대

외사무에 대한 관리 등 헌법상 국무원의 직권과 영도·관리 업무가 포함

된다.

지방사무의 경우, 지방재정 조세권·지방사무 관리권이 포함된다. 지방

사무에 있어서, 첫째, 지방재정 조세권의 경우, 지방세 조세권·지방수수

료 징수권·지방재정 관리권이 포함된다. 둘째, 지방사무 관리권의 경우,

지방 발전구획의 제정과 계획권, 지방경제사무 관리권, 자주적으로 해당

지방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 사업에 대한 관리, 해당 지방의 사회공공

사무에 대한 관리·사회생활영역에 대한 인도와 관리, 민족자치지방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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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권, 특별행정구의 고도자치권이 포함된다.

중앙과 지방 공동사무에 관해, 어떠한 사무가 중앙과 지방 공동사무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2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

았다. 첫째, 사무의 영향도와 실시범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예컨대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제정권일 경우, 중앙은 전국의 계획을 제정하고, 성

급 지방은 본 성급 구역의 발전계획을 제정하며, 지급 또는 현급 지방도

해당 구역의 발전계획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제정권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사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무의

내부구조와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교육관리권의 경우, 고

등교육의 관리권은 중앙에 있어야 하고, 직업교육권은 성급 지방에 귀속

해야 하며, 초등 및 중등 교육은 향급 지방에 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 2가지 기준에 의해 중앙과 지방의 공동사무에는 주로 교육관리권·

기초시설건설·경제관리권·공공위생·문화·체육·노동·농업·임업·계획생육

등이 포함된다고 본다.317)

사실 슝원짜오(熊文釗) 교수를 대표로 하는 중앙사무·지방사무·중앙과

지방 공동사무의 구분방식은 여전히 지방사무와 중앙과의 공동사무를 구

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

무구분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2) 지방사무 배분의 새로운 시도

한국에 논의되고 있는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에 관한 내

용을 보면, 자치사무는 법령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영역으로부

터 나오는 사무로 정의하였고, 단체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그 처리가 위임된 사무로서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보았으며, 기관위임사무는 전국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무

로서 중앙부처 혹은 그 소속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사무 처리의 경제

성 또는 주민편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

는 국가사무로 이해하였다.318)

317) 熊文釗, 앞의 책(2012), 209-239쪽.
318) 임승빈, 앞의 책, 11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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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앞에서 논의한 중국 일반지방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와 정부의

직권에서 찾아 볼 수 있다시피, 중국의 일반지방 인대 직권을 보면 자치

사무인 예산안 심사·비준권을 포함한 중대사항의 심의 및 결정권과 임면

권 그리고 영도 및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 및 상급

지방의 법령이 해당 지방에서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보장의무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인대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일반지방 정부는 해당 지방인대의 집행기

관일 뿐만 아니라, 상급 정부의 영도를 받아야 하므로 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재편성 논의를 종합

해보면 기관위임사무 폐지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

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어 이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자치사무

와 단체위임사무로 구분하여 이들 모두 지방의회에서 관여하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다. 또한 단체위임사무 폐지설의 경우, 단체위임사무가 결과적

으로 지방의회의 관여를 받고 있기에 이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

를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하자는 견해이다. 그리고 전면재편설

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자치사무와 공동소관사무로 구분하여 공동

소관사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력하고 양자의 합

의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되도록 하자는 견해이다.319)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방식과 그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여, 중

국의 지방현실을 감안하여 본다면 첫째,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직권은 자치사무이든 단체위임사무이든 모두 그 지방권력기관인 지방인

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입법·결의·경정되기에 자치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는 그 지방권력기관의 집행기관

일 뿐만 아니라, 중앙 내지 상급 정부의 결정·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점

에서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럴 경우

지방정부는 기관위임사무인 상급 정부의 결정과 명령에 대한 집행권(지

방조직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을 제외한 나머지 직권을 모두 자치사무로

319) 최창호, 앞의 책, 260-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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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IV. 소결론

자치권의 전래설에 기한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말하는 지방자치사무의

배분은 어디까지나 헌법 또는 법률상 지방사무의 배분이 이루어져 있어

야 하고, 또한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에 중국 일

반지방에서 자치사무의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할 수 있다.

우선 1차적으로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 일반지방에서의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배분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은 건국초기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건국초기부

터 지방자치사무가 존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2차적으로 배

분된 일반지방에서의 사무권한이 대의기관인 지방인대의 감독을 받고 있

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제3장 제2절에서 이미 중국 일반지방자치기관을 검토하였고, 거기에서

지방인대 상무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다. 건국초기

제1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에서 1954년 헌법을 반포하였다. 해당 헌법에

서는 전국인대에만 그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지

방인대에는 상설기관을 설치하지 않았다. 1954년 지방조직법에도 지방인

대의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의 설치 관련 규정이 없었다. 무엇보다 성급

및 지급 지방인대의 회기가 7∼10일이고, 현급 지방인대의 회기가 3∼5

일이며, 향급 지방인대의 회기가 1∼2일이라는 점에서 지방인대가 지방

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더군다나 이

러한 시기에 지방정부가 오늘날 지방인대의 상무위원회 역할을 하였기에

지방의 사무는 사실상 중앙의 명령과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

한 구도는 관치행정에 가까운 계획경제에 적합한 구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79년 지방조직법의 반포로 호전되었다. 해당 지방조직

법 제25조에 의하면, 현급 이상 지방인대에 그 상무위원회를 설립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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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중국에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공식적으로 분

리되었고, 지방사무에 대한 감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주민

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

관치행정에 가까운 시대의 경우, 사무배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한

사무배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정명령과 지시로 사무배분이 이루어졌고,

의결기관의 상설기관이 집행기관과 합쳐져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주민의

대변인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대변인으로 되었다. 오늘날 중국 일반지방

에서의 사무배분은 물론 그 문제점도 있겠지만, 다소나마 헌법 또는 법

률에 의해 구분되었고, 대의기관에 의해 감독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사

무의 배분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이중성으로

인해, 지방에서는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치사무 뿐만 아닌 위임사무

도 공존하고 있다.

제3절 일반지방 재원보장 문제

본 절에서는 우선 중국 지방재정의 형성을 검토함으로써 법적으로 지

방의 재원이 어떠한 형태로 보장되는지를 살펴본다. 다음 분세제 재정관

리체제 도입 후 지방재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고

안한다. 그리고 지방재정이 지방의회의 통제아래에 있는지를 검토함으로

써 일반지방 재원의 보장여부를 분석한다.

I. 중국 지방재정의 형성

1949년 10월 중국 건국 이래 국가재정제도는 대체로 3개의 단계를 거

쳐 정립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제1단계 재정집권시기인

1949년부터 1979년까지, 제2단계 과도시기인 1980년부터 1993년까지, 제3

단계 재정분권시기인 1994년부터 현재까지를 구분하여 검토한다.

1. 제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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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1979년에는 중앙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배분하는 방식의 재정관리체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통일수입·

통일지출(統收統支)이라고 정의되었으며, 일종의 재정집권형 재정관리체

제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계획경제체제와 고도로 집중된 재정관

리체제를 채택하였고, 오늘날과 같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기구가 이분

화 되어 있지 않았고, 중앙세수기구에 의해 단일화되어 있으며, 지방재정

은 중앙의 집중적인 재정분배에 의해 마련되었고, 지방의 재원이 법에

의한 보장이 아닌 중앙의 결정에 의해 확보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비록 도시 부동산세·도축세·농업세 등 일부 지방세의 특칭을 갖춘 세금

종류가 있었지만 지방세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

다.320)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면 1979년 이전 지방에서의 재정수입이 1959년

이후 줄곧 60%이상을 차지하였고 중앙의 재정수입은 33%를 초과하지

않았다. 반면 해당 기간 지방의 재정지출은 60%를 초과하지 않았고, 중

앙의 재정지출은 줄곧 45%이상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중앙이 수입에 비

해 지출이 많은 것은 국가의 재정이 중앙에 의해 통일적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320) 王希巖, “從地方材政到地方公共材政”, 地方材政研究, 제7기(2013), 31쪽. 劉佐, 中國
地方稅制概覽(中國稅務出版社, 2012), 4-5쪽.

321)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수입 비례는 중국 통계국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한

[표 4] 중앙과 지방의 재정수입 비례321)
연도(년) 중앙수입(%) 지방수입(%)

1953 83 17
1959 24.4 75.6
1969 32.5 67.5
1979 20.2 79.8
1980 24.5 75.5
1993 22 78
1994 55.7 44.3
2004 54.9 45.1
2011 49.4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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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단계

1980년∼1993년에는 수지구분에 의한 도급형식의 재정관리체제를 채택

하였다. 이러한 재정관리체제의 채택은 1980년 2월 국무원에서 반포한

행정법규인 ‘수지구분에 의한 도급형식의 재정관리체제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규정(關於實行劃分收支·分級包幹的財政管理體制的規定)’에 그 근거

를 두고 있다. 설명컨대, 수지구분(劃分收支)이란 각종 재정수입의 성질

과 기업·사업단위의 예속관계에 근거하여,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수입·

지출범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재정수입을 중앙고정수입·지방고정수

입·중앙과 지방의 조정에 의한 수입으로 구분하여 재정을 확보한다는 것

이다.323) 학계에서는 수지구분을 ‘부엌을 나누어 취사하고 밥을 먹는다

(分灶吃飯)’라는 형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소개된 보

고서에서도 유사하게 ‘서로 다른 솥밥을 먹게 된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

이 있다.324) 그리고 계층별 도급(分級包幹)이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수입과 지출범위를 명확히 한 후, 지방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바탕이 되

표이다. 중국 통계국 연도수치 사이트,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C01,
2017년 1월 6일 최종방문.

322)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지출 비례도 중국 통계국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한
표이다. 중국 통계국 연도수치 사이트, http://data.stats.gov.cn/easyquery.htm?cn=C01,
2017년 1월 6일 최종방문.

323) 이러한 개념의 정의는 1980년 2월 국무원에서 반포한 행정법규인 ‘수지구분에 의한
도급형식의 재정관리체제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규정’ 제1조에 근거하였다. 그리고 본
행정법규는 5년이라는 실효기간을 규정하였기에 1986년 7월에 폐지되었다.

324) 임성일, “중국의 지방재정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1998), 89쪽.

[표 5]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 비례322)
연도(년) 중앙지출(%) 지방지출(%)

1953 73.9 26.1
1959 45.9 54.1
1969 60.7 39.3
1979 51.1 48.9
1980 54.3 45.7
1993 28.3 71.7
1994 30.3 69.7
2004 27.7 72.3
2011 15.1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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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정기준치를 1979년 재정수지의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확정하고, 지

방재정지출의 기준치는 우선 지방고정수입으로 지출하며, 지방고정수입

이 부족할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의 조정에 의한 수입을 지방으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한다. 만약 지방재정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경우, 비례에 따라

중앙재정에 교부하고, 만약 지방재정수입이 지출보다 적을 경우 중앙재

정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조한다. 이 시기의 재정제도를 재정도급제라고

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를 재정책임제로 번역하고 있다.325)

상기의 표를 살펴보면 1980년 이후 1993년까지 지방에서의 재정수입이

75% 내외이고, 재정지출이 45.7%에서 71.7%로 증가되었다. 즉 지방에서

지출을 많이 하면 중앙에 납부하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해, 이시기 중국의 GDP는 증가되고 있지만, 중앙의 재정은 바닥나고 있

었다. 반면 1980년 이후 1993년까지 중앙에서의 재정수입이 24.5%에서

22%로 감소되고, 재정지출이 54.3%에서 28.3%로 감소되었다. 이는 중국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과도기에 종전 중앙에서 집중적으

로 관리하던 사무를 지방에 이양한 이유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시기

중앙의 재정수입이 감소되었기에 재정지출과 연계된 사무권한을 부득이

하게 지방으로 이양하였다는 추측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1978년 개혁

개방이래 1993년 이전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중앙의 거시적 조절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중앙수입의 증가 필요성

이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분세제 재정관리체제 도입의 이유이기도 하

다.326)

3. 제3단계

325) 임성일, 앞의 연구보고서, 89쪽. 계층별 도급의 개념정의는 1980년 2월 국무원에서
반포한 행정법규인 ‘수지구분에 의한 도급형식의 재정관리체제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326) 분세제 재정관리체제의 도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진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앙과 지방 사이에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 협상과 계약을 통
해 결정하는 재정도급제의 도입으로 인해, 중앙재정수입 비중이 날로 약화되는 반면,
지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정수입이 날로 강화되는 현상을 감지하여, 중앙재정의 파
탄을 우려하여 1994년 1월 1월부터 분세제 재정관리체제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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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현재까지는 분세제 재정관리체제를 채택하였다. 1994년 분

세제 재정관리체제는 오늘날 지방에서의 세수수입구성을 확정시켰다. 이

러한 분세제 재정관리체제를 중국 학계에서는 재정분권 또는 재정연방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993년 12월 국무원은 중앙의 거시적 조절능력을 강화·원활한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배 관계정립·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립을 촉진하기 위

해, 분세제 재정관리체제를 새로이 도입하기로 하였다. 국무원에서 반포

한 ‘분세제 재정관리체제를 실행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의해,

중앙과 지방은 사무권한과 재정권한이 결합하는 원칙(事權與財權相結合

原則)을 준수해야 했다. 또한 분세제 재정관리체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과 지방 정부의 사무권한 구분을 통해, 합리적으로 각급

재정의 지출범위를 확정한다. 둘째, 사무권한과 재정권한이 결합하는 원

칙을 통해, 세금의 종류를 중앙세·지방세·중앙과 지방의 공유세(共享稅)

로 구분하고, 중앙세수와 지방세수 체계를 건립하여 중앙과 지방 2가지

세무기구를 각기 설립함으로써 징수업무를 실행하도록 한다.327) 셋째, 지

방재정수지의 액수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차츰 지방을 상대로 하는 세

수반환제도와 이전지불제도를 실행한다. 넷째, 계층별 예산제도를 건립

및 보완하며, 각급 예산에 대한 구속을 경화시킨다.

상기 원칙과 내용을 근거로 현재 중앙과 지방의 세수수입구분과 중앙

과 지방의 지출책임구분은 아래의 표를 참조할 수 있다.328) 해당 표에서

찾아 볼 수 있다시피, 중앙과 지방의 수입과 지출이 구분되어 있으며, 행

정법규의 형식으로 고착화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 현행 지방재

정관리체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327)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현재 지방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기구와 지방세기구가
각기 조세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328) 현행 중앙과 지방의 세수수입구분과 중앙과 지방의 지출책임구분 관련 내용은 중화
인민공화국 재정부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중국 재정부 사이트, http://www.mof.gov.
cn/zhuantihuigu/zhongguocaizhengjibenqingkuang/caizhengtizhi/200905/t20090505_139
526.html, 2017년 1월 6일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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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6년 중앙과 지방의 세수수입구분

[표 7] 2016년 중앙과 지방의 지출책임구분

중앙의 고정 세입 지방세 수입 공유세 수입

관세, 세관이 대행하

는 소비세와 부가가

치세, 소비세, 철도부

문·각 은행 본부·각

보험회사 본부 등이

집중적으로 납부하는

수입(영업세·이윤·도

시 유지보호건설세가

포함된다), 공유범위

에 산입하지 아니한

중앙기업 소득세·중앙

기업이 상납하는 이

윤 등.

영업세(철도부문·각

은행 본부·각 보험회

사 본부가 집중적으

로 납부하는 영업세

제외), 지방기업 상납

이윤, 도농 토지사용

세, 도시유지건설세,

소득세(철도부문·각

은행 본부·각 보험회

사 본부가 집중적으

로 납부하는 부분 제

외), 부동산세, 차량

및 선박세, 인지세(증

권거래 인지세 제외),

경작지 점용세, 계약

세, 담뱃잎세, 토지 부

가가치세, 국유토지

유상사용수입 등.

부 가 가 치 세 ( 중 앙

75%, 지방 25%), 공

유범위에 산입하는

기업소득세와 개인소

득세(중앙 60%, 지방

40%), 자원세의 경우

에는 자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며, 해양

석유 자원세는 중앙

의 수입이고, 기타 자

원세는 지방의 수입

이다. 증권거래 인지

세(중앙 97%, 상해

및 심천 각기 3%)

중앙지출 지방지출
국방비, 무장경찰 경비, 외교, 중

앙급 행정관리비, 중앙이 통일적

으로 관리하는 기본건설투자, 중

앙 직속기업의 기술개조 및 신제

품개발비, 지질 탐사비, 중앙의 재

정으로 분배하는 농업지출, 중앙

이 부담하는 국내외 채무의 상환,

지방 행정관리비, 경찰·검찰원·법

원의 지출, 민방위 사업비, 지방에

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기본건설투자, 지방기업의 개조와

신제품개발 경비, 농업지출, 도시

유지와 건설경비, 지방 문화·교육·

위생 등 각항 사업비, 기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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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정 제4조 제1항 제7호는 각 성급 지방정부 및 성급 지방정부

와 같은 경제관리권한을 갖는 5개의 지급 지방정부는 응당 본 결정에 따

라 소속 지급 및 현급 지방정부의 재정관리체제를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에 중앙은 성급 지방과 수지구분 및 이전지불 등을 실시하

고, 성급 이하 지방재정체제는 각 성급 지방이 중앙의 지도아래에서 해

당 지방의 실제상황을 결합하여 확정하였다. 현재 대부분 지방에서 분세

제 재정관리체제에 따라 성급 이하 각급 지방의 수지범위를 구분하였고,

비교적 규범화된 성급 이하 이전지불체제를 건립하였다. 또한 부분 성급

지방에서는 재정관리에 있어서 성이 직접 현을 관리한다는 조치와 향의

재정을 현에서 관리한다는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재정

관리방식의 탐구를 추진하고 있다.329)

제1단계인 재정집권시기에는 통일적으로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배분

하는 방식의 재정관리체제를 채택하였고, 이는 고도로 집권된 계획경제

체제 내에서 특유한 사회자원분배방식으로 평가되었으며, 비록 건국초기

에 재원을 집중시켜 전국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효율적이었지만, 장

기화된 재정집권은 그 폐해가 현저하였다. 예컨대 행정계획과 명령에 의

한 사회경제의 관리방식은 공민이 사회의 부를 창조하는 적극성과 주동

성을 말살시켰다는 평가가 있다.330) 무엇보다 이시기 지방재원이 보장되

었다기보다 중앙에 의해 자의적으로 분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법적인

절차가 아닌 중앙의 행정계획과 명령에 의해 조정되고, 지방재원이 안정

적이지 않았다는 면이 강하다. 이러한 면에서 관치행정에 의하여 지방의

재원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29)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자료, http://www.mof.gov.cn/zhuantihuigu/zhongguocaizhe
ngjibenqingkuang/caizhengtizhi/200905/t20090505_139526.html, 2017년 1월 6일 최종
방문.

330) 冉富強, 憲法視野下中央與地方舉債權限劃分研究(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4), 22쪽.

중앙이 부담하는 경찰·검찰원·법

원의 지출, 문화·교육·위생·과학

등 각항 사업비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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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인 과도시기에는 1980년 2월 국무원이 반포한 행정법규인 ‘수

지구분에 의한 도급형식의 재정관리체제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수지구분에 의한 도급형식의 재정관리체제를 채택하였다.

1988년 7월에는 국무원이 반포한 행정법규인 ‘지방에서 재정책임제조치

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결정(關於地方實行財政包幹辦法的決定)’을 통해,

지방에서 다양한 재정책임제 재정관리체제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시기

지방의 재원은 종전 재정집권시기의 구속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조

정하고 있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재정분권시기로 볼

수 있다.

제3단계인 재정분권시기에는 1993년 12월에 반포된 행정법규인 ‘분세

제 재정관리체제를 실행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를 둔 분

세제 재정관리체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분세제 재정관리체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에서 각기 세무기구를 설치하여 중앙과 지방 재정의 규범화

에 일조하였고, 중앙재정의 지위를 확립하였으며, 지방재정이 독립된 주

체지위를 확인받았다고 평가되었다.331)

II. 분세제 재정관리체제 도입 후 나타난 문제점

1. 사무권한 및 세금종류 구분의 문제

(1) 문제점

사무권한 배분 불분명으로 인한 재원보장상의 문제점은 분세제 재정관

리체제의 전제가 사무권한배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기관인

지방정부의 직능이 여전히 불명확 하다는 점, 사무권한의 구분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이 학계에서 지적되고 있다.332) 슝원짜오(熊文釗) 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중국 경제체제의 개혁이 심화되면서 과거 정부와 기업의

유착관계가 점차적으로 분리되어 왔지만 정부의 직능에는 여전히 불명확

한 점이 존재하고 책임의 소지가 불분명한 점이 존재하며, 정부와 기업

331) 冉富強, 앞의 책, 24쪽.
332) 冉富強, 앞의 책, 25쪽. 熊文釗, 앞의 책(2012), 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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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리가 여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고 본다. 이에 정부가 기

업의 미시적인 경영에 간섭한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해당 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지 않고 있다. 우한시

(武漢市)를 상대로 실증분석한 저서를 참고하건대, 우한시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하고 있다는 문

제점을 비판하며, 이러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개입

현상은 정부가 기업의 미시적인 경영에 주는 간섭현상이라고 보았다.333)

무엇보다 정부의 직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사무배분의 불분명을 초래하였다고 보며, 최종 지출책임의 구분을 애매

하게 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한다. 예컨대 국방비용은 중

앙이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지방이 해당 지역 군의 양식가격

보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334) 란푸챵(冉富強) 교수도

유사하게 정부직능의 불분명으로 인해, 상급 정부가 지출책임을 하급 지

방정부로 전가하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였다.335)

세금종류의 구분이 행정법규로 규율되었다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재정

권한 구분이 규범적이지 않고, 세금종류의 구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

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권 구분이 법률에 의해

서가 아니라, 행정법규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는 점에서 1994년 이래, 중

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관계가 줄곧 변동하는 문제를 갖게 되었다. 예컨

대 1997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의 인지세는 종전 중앙과 지방이 각각

50%씩 공유하는 것에서 80:20으로, 88:22로, 93:7로 최종 97:3으로 변경

되어 왔다.

이밖에 세금종류의 구분에 있어서, 경제와 효율의 원칙에 의해, 이론상

전국적이고 거시적 조절에 유익한 세금종류는 중앙에 귀속하고, 지방의

특색을 가진 세금종류는 지방에 귀속해야 하나,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차량세를 중앙에게 귀속하고 있었다고 비판하였다.336) 상기 차량세는 현

333) 周海春, 武漢市資源節約型、環境友好型社會建設研究(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09), 97
쪽.

334) 熊文釗, 앞의 책(2012), 250쪽.
335) 冉富強, 앞의 책, 25쪽.
336) 熊文釗, 앞의 책(2012),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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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지방세로 분류되고 있지만, 슝원짜오(熊文釗) 교수가 지적한 세금종류

의 구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재정의 구분이 법률로 규정되

어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2) 사무권한배분 및 세금종류구분의 불분명문제에 대한 보완

슝원짜오(熊文釗) 교수는 중앙과 지방 관계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으

며, 해당 법률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사무권한을 규범화시켜 법률의 형

식으로 중앙과 각급 지방의 사무권한을 구분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

금종류의 구분에 있어서 현재 산재된 조세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세수기

본법을 제정하자고 하였다.337)

2016년 8월 국무원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 사무권한과 지출책임의 구분

을 추진하는 지도의견을 반포하였다. 해당 의견에 의하면, 적당하게 중앙

의 재정사무권한을 강화하고, 지방 재정사무권한의 이행을 보장하며, 중

앙과 지방의 공동사무권한을 감소하고, 재정사무권한의 동태적인 조절체

계를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2019년∼2020년에는 중앙과 지

방 재정사무권한과 지출책임의 구분에 관한 명확한 구도를 마련하고, 개

혁의 성과를 정리하여 법률 또는 법규의 내용으로 규범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화는 최종적으로 정부간 재정관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338)

현재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권 그리고 세금종류의 구분은 행정법규를

통해 규율되고 있으며, 2016년 8월 국무원에 제시한 재정사무권한의 일

정표를 참조해보면 멀지않은 기간에 정부간 재정관계법이 제정될 것이

며, 그 진도는 각 지방에서의 효과적인 개혁성과에 달려있다고 본다.

2. 이전지불제도의 보완문제

(1) 문제점

337) 熊文釗, 앞의 책(2012), 252쪽.
338) 국무원 사이트,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 사무권한과 지출책임 구분을 추진하는 것
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xinwen/2
01608/t20160824_2401310.htm, 2017년 1월 6일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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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불제도가 아직은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는 재정상 분배

의 균등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분세제

재정관리체제 개혁은 중앙이 추구한 바와 같이 재정의 집중을 초래하였

고, 지역 간 재정의 이전과 재분배를 현실화시켰다. 그 중 지역 간 재정

의 이전과 재분배를 실현하는 제도가 이전지불제도이다. 이러한 이전지

불제도는 각 지역의 재정수입 차이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해야 하나, 통

계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지방에 대한 중앙의 세수반환과 일

반적인 이전지불은 2,389억 위안에서 18,113억 위안으로 매년 16.9%로

증가되고 있었지만 지역 간 재정에는 여전히 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

이다.339) 2008년 지방이 중앙에 교부한 세수수입은 946억 위안이고, 지방

에 대한 중앙의 세수반환과 일반적인 이전지불은 22,991억 위안이며, 중

앙재정 수입의 68.4%에 해당하고, 지방 재정지출의 46.7%에 해당한다.

2007년 지방 재정지출의 36.7%는 중앙재정의 이전지불에 의존하고 있었

다.340)

사실 각급 지방은 응당 그 고정된 재정수입이 보장되어야 해당 지방에

서의 직권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2007년의 경

우, 비록 지방 재정지출의 63.3%가 스스로 해결되고 있지만, 여전히

36.7%가 중앙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2011년의 통계자

료에 의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이라는 점에 볼

때, 중앙에 대한 지방의 의존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341)

(2) 이전지불제도의 보완

이전지불은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다. 다만 부분 지방에서는 이를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2007년의 경

우, 비록 지방 재정지출의 63.3%가 스스로 해결되고 있지만, 여전히

36.7%가 중앙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동부지역에 비해, 중부

339) 熊文釗, 앞의 책(2012), 251쪽.
340) 劉志廣, “我國地方政府材政收入來源及其規模”, 地方材政研究, 제4기(2010), 16-17쪽.
341) 한국 201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통계자료는 아래 단행본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임승빈, 앞의 책, 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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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서부지역에서는 36.7%라는 평균치보다 높은 54.1%를 기록하고

있다.342)

이에 슝원짜오(熊文釗) 교수는 ① 이전지불제도의 내부구조조정에 초

점을 맞추었으며, 예산법의 개정을 통해, 이전지불제도의 내용·근거 등을

추가하도록 하고, ② 현재 수직적인 이전지불을 위주로 하고 있는 중국

의 현황을 비판하면서, 중앙재정에 여유가 없는 점에서 지방 사이의 수

평적인 이전지불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보며, ③ 현재 사용목적을 명시

한 이전지불항목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비판하고, 정책의

도가 불분명하거나 중복된 항목을 통합시켜, 돌발적이고 특수한 그리고

비고정적인 항목만 보류하고자 하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미국

의 경험을 본받아 여러 사용목적을 명시한 이전지불항목을 통합하여 일

괄적인 이전지불항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343)

2016년 8월 국무원이 반포한 지도의견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이전지불

제도를 보완하고, 재정사무권한의 구분과 매칭되지 아니한 중앙 대 지방

의 이전지불을 통합하며, 재정능력이 약한 빈곤지방에 대한 재정능력을

강화하고, 유도유형·구제유형·응급유형의 사용목적을 명시한 이전지불을

엄격히 통제하며, 해당 항목 중 지방 재정 사무권한에 속하는 항목을 일

반적인 이전지불항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344)

1994년에 최초로 제정된 예산법은 2014년 8월에 개정되었고, 개정된

예산법에서는 제38조(이전지불의 편제)를 신설하여 이전지불문제를 규정

하고 있다.345) 이러한 조문의 신설이유를 살펴보면 1994년 분세제 재정

342) 劉志廣, 앞의 논문, 17쪽.
343) 熊文釗, 앞의 책(2012), 254쪽.
344) 국무원 사이트,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 사무권한과 지출책임 구분을 추진하는 것
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xinwen/2
01608/t20160824_2401310.htm, 2017년 1월 6일 최종방문.

345) 예산법 제38조에서 “제1항, 일반적인 이전지불은 응당 국무원이 규정한 기본기준과
계산방법으로 편제되어야 한다. 사용목적을 명시한 이전지불은 응당 지역과 항목을
구분하여 편제해야 한다. 제2항, 현급 이상 각급 정부는 응당 하급 정부에 대한 이전
지불의 예상액을 사전에 하급 정부에게 하달해야 한다. 제3항, 지방 각급 정부는 응당
상급 정부가 하달한 이전지불의 예상액을 해당 지방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1994년 예산법에 명시하지 아니한 이전지불의 규정을 2014년 예산법에서
명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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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제 개혁이래, 비록 줄곧 이전지불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전지

불에 관한 명확한 조치와 분배의 기준이 부재함과 이전지불이 연초에 이

루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루어져 지방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럴 경우 지방에서는 해당

지방의 경제발전상황에 따른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 예산법에서 제38조를 신설하게 되었다.346)

슝원짜오(熊文釗) 교수가 지적한 일부 이전지불에 관한 문제가 예산법

을 통해 보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비록 현재 중국에서는 여전히 수직

적인 이전지불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지방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중

국 현실을 볼 때, 중앙의 권위가 없는 한 동부지방과 중부지방 또는 서

부지방 사이의 수평적인 이전지불이 이루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

다. 이전지불의 유형에는 일반적인 이전지불·사용목적을 명시한 이전지

불 외에 세수반환이라는 이전지불도 있다. 이러한 세수반환은 주지한 바

와 같이 지방의 기득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항목이며, 비록 중앙의 국세

국이 징수하여 지방에게 반환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의 세수는 사실상 지방의 전속 재원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

러한 의미에서 동부지방의 재정흑자를 중부 또는 서부지방에 이전지불한

다는 것은 법률에 의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전지불제도의 역할은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중국의 동부지방과 중부지방 그리고 서부지방에는 재정상 큰 차이가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중앙에서 전국 통일된 중앙세

와 지방세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공유세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에 적합하

지 않다. 각 지방의 차이를 감안하여 동부·중부·서부 지방에 각기 적용되

는 분세제 재정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고안해 볼 만하다.

3. 지방채발행의 문제

(1) 문제점

세계 다수 국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있지

346) 朱大旗, 中華人民共和國預算法釋義(中國法制出版社, 2015), 155-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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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중국에서는 예산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성급 예산중 필수적인 건

설투자의 부분자금은 국무원이 확정한 한도 내에서 지방채의 발행으로

마련할 수 있다. 지방채는 해당 지방의 예산에 산입해야 하고 해당 지방

인대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이외에 지방정부 및

그 소속 부문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채무를 발행할 수 없다. 이러한 예산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 지방정부는 다양하게 변형된 방식으로 채

무를 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347) 예컨대 토지를 이용하여 투자회

사에 출자한 후, 토지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은행의 융자를 받는 방식이

있다. 닝샤후이족자치구 스쭈이산시의 2008년 사용가능한 재정수입이

19.98억 위안이지만, 2009년 110개 중점사업계획의 총 투자액은 466억 위

안에 달하였고, 장쑤성 화이안시의 2008년 사용가능한 재정수입이 15억

위안이지만, 2009년과 2010년의 기초시설건설 총 투자액은 243억 위안으

로 계획하였다.348)

(2) 지방채발행의 허용여부

현재 중국에서 지방채의 발행은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중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론상 중앙에 의한 지방채발행의 감독에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까다로운 신청절차를 회피하고 편법의 수단으로 변태적인 지

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규모가 막강하다는 것을 앞에서

논의하였다.

사실 중국에서는 한동안 지방채의 발행을 허용한 적이 있다. 다만

1980년대 말에 들어서 지방채 규모가 급속으로 확대되었고 지방채에 대

한 상환능력이 급감하는 현상을 대비하여, 국무원에는 1993년에 지방채

의 발행을 금지하였다. 1994년에 제정된 예산법에서는 법률과 국무원이

규정한 지방을 제외한 기타 지방에서는 지방채의 발행을 금지하였다. 하

지만 현실에 있어서 지방은 편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었다.

지방채의 발행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중국 학계에서의 다수 학자는

347) 劉志廣, 앞의 논문, 18쪽.
348) 劉志廣, 앞의 논문,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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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지방채 발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란푸챵

(冉富強) 교수는 성급 지방·성급 정부 소재지의 시·비교적 큰 시에 세수

입법권과 함께 공채발행권을 부여해야 하고, 현급 지방에는 법률이 정한

재정능력에 따라 담보에 의한 특정용도의 공채발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49) 또한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 소속 연구원

인 웨이쟈닝(魏加宁)은 지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하는 것은 이론상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경제학의 측면에서 볼 때, 첫째,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 기초시설의 건설과 사용에 있어서 수직적인 불공평과 인구이동으로

인한 수평적인 불공평을 극복할 수 있기에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이 있다. 둘째, 지방이 중앙에 비해 더욱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에 지

방채를 통해, 현지 주민의 수요에 따라 공공서비스와 기초시설의 건설에

일조함으로써 효율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있다.

물론 지방채의 발행에 반대론자도 있었다. 예컨대 쉬양광(徐陽光) 교수

는 첫째, 지방에서의 채무규모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이미 공개한 채무도

방대하므로 지방의 채무상환능력이 미지수이다. 둘째, 지방채 발행의 관

리모델과 채무에 대한 감독능력 등 방면의 내용이 실천을 통해 검증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350) 이러한 학계의 논쟁으로 인해, 2014년에 개정된 예

산법에서는 제한적으로 지방채의 발행을 허용하게 되었다.

지방재원의 보장 차원에서 볼 때, 법률이 지방채의 발행에 제한을 둔

다고 하여, 지방에서 변형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방

재정의 부실이 지방으로 하여금 부득이하게 편법수단을 적용하게 만들었

다고 판단된다.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한

계이지만, 장기간 법의 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채발행 현상은 심각한

문제이며, 주민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지방에서의 실험적인 교정을 기대하고 법률에 반영하는 식의 입법을 하

기 보다는 지방채 발행 및 상환능력이 있는 지방과 그렇지 아니한 지방

을 구분하여, 지방채 발행 및 상환능력이 있는 지방에 지방채 발행권을

부여하고, 그렇지 아니한 지방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349) 冉富強, 앞의 책, 11쪽.
350) 朱大旗, 앞의 책,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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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소결론

자치권의 전래설에 기한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말하는 지방재원의 보장

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지방의 재원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대

의기관인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에 중국 일반지방에 재원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할 수 있다.

우선 중국 지방재정의 연혁을 통해 검토를 시도할 수 있다. 제1단계

재정집권시기인 1949년부터 1979년까지는 통일적으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을 배분하는 방식의 재정관리체제를 채택하였고, 고도로 집권된 계

획경제체제 내에서 일반지방에서의 재원은 중앙에 의해 자의적으로 분배

되었고 법적인 절차가 아닌 중앙의 행정계획과 명령에 의해 조정되었다

는 점을 볼 때, 지방자치에서 말하는 지방재원의 보장은 아니다.

제2단계 과도시기인 1980년부터 1993년까지는 1980년 2월 국무원이

반포한 행정법규에 의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도

급형식의 재정관리체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시기의 지방에서는 다양한

재정도급형식의 재정관리체제가 지역특성별로 실험적으로 시행되었고,

종전 재정집권시기의 구속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조정하고 있는 과

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재정분권시기로 볼 수 있으며, 어

느 정도 지방재원이 보장되어 있지만 잦은 조정으로 인해 안정된 재원이

보장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제3단계 재정분권시기인 1994년부터 현재까지는 1993년 12월에 반포

된 행정법규에 의해 분세제 재정관리체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분세제

재정관리체제는 오늘날까지 그 주요 골격을 보존한 채 세부적인 보조된

행정법규의 제정으로 변모된 체계를 형성하였다. 더욱이 파격적인 모습

이라면 중앙과 지방에서 각기 국세국과 지방세무국이라는 세수기구를 설

치하여 중국의 재정분권을 확정시켰다는 것이다. 다만 분세제 재정관리

체제는 행정법규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2016년 8월 국무원이 제시한 일정표를 참조해보면, 2019년∼2020년

에는 중앙과 지방 재정사무권한과 지출책임의 구분에 관한 명확한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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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하고, 개혁의 성과를 정리하여 법률 또는 법규의 내용으로 규범

화시키며, 이러한 규범화는 최종적으로 정부간 재정관계법의 제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분세제 재정관리체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시간문제임을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중국 일반지방에서의 재원이 행정법규에 의해 규

율되고 있지만 최소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방의 재원이 어느 정도 보

장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반지방 재원의 보장이 구체적

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아래의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1994년 분세제 재정관리체제 개혁 이후의 중국 재정상황을

보면, 수입에 있어서 2008년 전국재정 수입 중, 중앙차원의 수입이 전국

재정수입의 53.3%를 차지하여, 1994년보다 31.3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지방차원의 수입은 전국 재정수입의 46.7%를 차지하여, 1994년보다 31.3

포인트 낮아졌다.351) 또한 지출에 있어서, 중앙차원의 지출이 전국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이고, 2008년 중앙차원의 지출

은 전국 재정지출의 21.3%를 차지하므로 1994년보다 11.1포인트 낮아졌

다. 반면 지방차원의 지출은 전국 재정지출의 78.7%를 차지하였고, 1994

년에 비해 11.1포인트가 높아 졌다.352) 즉 지방의 경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고, 중앙지출에 비해 지방지출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1994년 분세제 재정관리체제의 도입 후, 연도 지방재정지출과

지방재정수입의 비례는 줄곧 160%이상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러한 의미

에서 중앙의 이전지불이 지방재정 수지균형의 중요한 재정자원이라는 견

해도 있다.353) 반면, 2007년의 경우, 비록 지방 재정지출의 63.3%가 스스

로 해결되고 있지만, 여전히 36.7%가 중앙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재정의존문제는 한국에서도 그다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

다. 다만 중국에서 지방의 재원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음을 찾아 볼

351) 앞에서 제시한 중앙과 지방의 재정수입 비례에 관한 표 중, 2011년의 수치를 보면,
중앙의 수입은 49.4%이고, 지방의 수입은 50.6%이며, 2011년은 1994년 분세제 재정관
리체제 도입 후, 최초로 지방수입이 중앙수입을 초과한 한 해 이었다.

352)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자료, http://www.mof.gov.cn/zhuantihuigu/zhongguocaizhe
ngjibenqingkuang/caizhengtizhi/200905/t20090505_139526.html, 2017년 1월 6일 최종
방문.

353) 徐鍵, “分權改革背景下的地方材政自主權”, 法學研究, 제3기(2012),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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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범적으로 중국 일반지방 재원의 보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헌법에 의하면,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지방의 재정 등 행정업무를 관리한다고 명시하였다

(헌법 제107조 제1항).

지방조직법상 일반지방 재정관련 조문을 분석하건대, 지방인대는 해당

지방의 재정예산 및 그 집행상황의 보고를 심사하고 비준한다(지방조직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지방조직법 제9조 제1항 제4호). 또한 지방인대

상무위원회는 해당 지방정부의 건의에 근거하여, 그 지방 예산의 부분적

인 변경을 결정한다(제44조 제1항 제5호). 지방정부는 예산을 집행하고,

해당 지방재정 관련 행정업무를 관리한다(지방조직법 제59조 제1항 제5

호, 제61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중국은 일급 정부 일급 예산(壹級政府

壹級預算)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예산법 제3조). 그러고 보면,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해당 지방의 재정예산을 심사하고 비준하며, 지방정

부는 해당 재정예산의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중앙과 지방은 모

두 스스로의 예산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초안이 중앙정

부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하급 정부의 예산도 상급 정부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독립

된 예산편성 및 집행 자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354)

그리고 예산법에 의해,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의

예산·결산에 대해 감독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해

당 지방과 하급 지방의 예산·결산을 감독하며, 향급 지방인대는 해당 지

방의 예산·결산에 대해 감독을 진행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의 예산

집행이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통제아래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자치권의 전래설에 기한 지방자치의 관점에 말하는 지방재원의 보장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지방의 재원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고,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 중국 일반지방에서의 재원은 법적으

로 보장되어 있고, 대의기관의 통제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354) 徐鍵, 地方財政自主權研究, 박사학위논문, 上海交通大學(2010),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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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한국 및 중국에서 중국 지방자치

제도에 관한 연구가 미미하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에는 인

간을 위한 대의(大儀)가 내포되어 있으며, ① 전시 침략에 대한 방어 작

용 ② 평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유익하다.

중국에서 지방자치라고 하면, 먼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층군중조직

의 자치·특별행정구의 자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공민에게 알려져 있

다. 다만 일반지방의 경우 헌법에 일반지방의 자치를 명시하지 않았고,

헌법해석기관인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도 해석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학계에서는 지방자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지방자치가 존재한다

는 주장의 대립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지방자치가 보장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일반지방에 지방자치가 이루어

져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제1과제). 그리고 일반지방에 지방자

치가 존재한다면 어떠한 면에서 부족한지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

해,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를 부가적으로 논의하였다(제2과제).

일국의 지방자치 존재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서구와 한국 그리고 중국의 지방자치의 연혁을 살펴보고,

서구 지방자치의 일반이론을 통해, 지방자치권의 학설·지방자치의 유형

및 그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기준·세계지방자치선언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원칙·선택된 주요 단일국가의 헌법상 지방관

련 조문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지방자치의 요건을 종합하여 본 논문에서

적용하게 된 4가지 판단기준을 추출하였다. 이는 ① 헌법 및 국가기관구

성 관련 기본법률상 지방자치를 승인하였는지 여부, ② 지방의회가 구성

되었는지 여부, ③ 지방입법권이 보장되었는지 여부, ④ 지방에 자치사무

의 배분과 재원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이다.

서구 지방자치이론의 중국에서의 적용은 아래와 같이 구상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일반지방자치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 국가로부터의 수권이며,

일반지방의 권한은 중앙입법에 의해 확장되거나 축소된다. 단일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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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이 중앙집권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단일국가에서의 지방자치는 그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으며 지방의 자치권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 없

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만 침해하지 않는다

면 법률에 의해 자치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헌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의 일반지방자치권은 전형적으로 전래설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찾

아볼 수 있다.

전래설에 기한 중국에서의 중앙과 일반지방의 입법권 관계는 헌법과

지방조직법 그리고 입법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헌법에서는 일반지방

의 고유한 입법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가는 지방조직법·입법법 등과 같

은 중앙입법을 통해 일반지방에게 헌법상 명시한 일반지방 고유의 입법

권보다 확대된 지방입법권을 수권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과 일반지방의

사무배분은 헌법과 지방조직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에서는 일

반지방의 고유한 사무를 보장하고, 국가는 지방조직법을 통해 일반지방

에게 구체적인 사무권한을 수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재원은 헌

법을 통해 보장되고 있으며, 현재 중앙과 지방의 재원배분은 행정법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의 헌법에서 지방자치원칙을 승인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민주집중

제원칙을 지방자치원칙으로 보자는 견해와 민주집중제원칙이 지방자치원

칙을 대체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사실 중국 헌법 제3조의 규정을 검토해

보면, 민주집중제원칙 내에 지방자치원칙이 내포되어 있다. 헌법 제3조

제1항은 민주집중제원칙을 규정하고, 제4항은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의

원칙을 발휘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는 지방에 적용되는 원칙을 규정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의 원칙은 헌법해석을 통해

지방자치원칙으로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민주집중제는 대원칙이고, 그

안에 지방자치의 원칙이 내포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 헌법에서도 지방자치의 원칙이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지방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해서, 국회의 이념적인

바탕은 대의원리와 의회주의이다. 국회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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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합의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의 관점에서 주민을 위하여 당해

지방의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장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적인 이

해와 관련이 있다는 면에서 국회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

에서 지방의회는 그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

립된 합의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대의제의 하나이다. 중국에서 현급과 향급 지방인

대는 선거권을 보유한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다. 그리

고 지급과 성급 지방인대는 해당 하일급 지방인대의 선거로 선출된 대표

로 구성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급과 성급 지방인대의 민주적 정당성은

현급 이하 지방인대의 민주적 정당성에 비해 약하다. 각급 지방인대는

해당 지방에서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의해 결의를 통과시키고 반포하며,

지방의 경제건설·문화건설과 공공사업건설의 계획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또한 각급 지방인대는 해당 지방에서의 권력기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지방인대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

방에서 직접적인 민주적인 성격을 가진 유일한 지방기관이다. 중국의 일

반지방 인대는 지방의 권력기관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 민의기관 및 의

결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며, 중국의

4급 일반지방(성급·지급·현급·향급)에는 모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일반지방에 입법권이 보장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헌법에서는 성급 지

방에게만 지방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법에서는 구를 설치

한 시(즉 지급 지방)에게도 지방입법권을 부여했다. 이에 학계에서는 선

의의 위헌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사회에 유익하면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

다는 견해와 선의의 위헌도 위헌이며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견해 사이

의 대립이 있다. 사견으로는 선의의 위헌도 위헌일 수밖에 없고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행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성 법규와 헌법·법률·행정법규와의 충돌문제에 대해, 중국의 사법

기관은 지방성 법규 및 법률을 심사하는 권한이 없다. 중국에서는 전국

인대 상무위원회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심사하고 있다. 다만 심사제

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2016년 9월에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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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전국 지방입법연구토론회의에서는 성급 지방인대 및 지급 지방인

대 소속의 법제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지방에서의 지방입법을 일괄적으로

사전에 심사해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럴 경우 현재 유일하게

지방입법을 심사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외에 성급 지방인대와 지급

지방인대에서도 자체입법을 심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효과

는 상기 제도가 시행된 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1999년에

이미 사법심사 또는 헌법감독체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다만 사

법심사기구 또는 헌법감독기구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최고인민법원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그리고 입법법에서는 지급 지방에게 입법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입법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지급 지방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도농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문화보호 등에 관한 입법만을 할 수 있다. 종전의 경우,

비교적 큰 시는 상급 입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을 할 수 있었

다. 이에 관해 학계에서는 축소설과 유지설이 대립하였다. 사견으로 종전

에 비해, 지급 지방의 입법권한은 분명히 축소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입법범위를 명시하였다는 점은 지방에게 고유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추론에서 볼 때, 축소설이 타당해 보인다.

나아가 현급 지방과 향급 지방에 지방입법권이 없다는 점, 이러한 지

방에 정령(政令)이 남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

정권과 규칙제정권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라고 본다. 이러한 조

례제정권과 규칙제정권은 법률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없고,

기층지방 정령의 남발현상을 해당 지방인대의 통제 아래에 포섭할 수 있

다는 면에서 실용적이다. 그러고 보면 현재 중국에서는 성급 지방과 지

급 지방에만 지방입법권이 부여되고 있다.

중국 일반지방에 사무배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지방에 재원이 보장

되었는지 여부에 관해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전면적으로 개정한 1982

년 헌법을 반포하였지만, 해당 헌법에서는 여전히 계획경제를 명시하고

있었다. 비록 헌법상 지방정부에게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부여하고, 지

방인대에게 예산안 심사·비준권을 부여했지만, 실무에 있어서 국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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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전국인대의 심사·비준을 거쳐, 국무원이 예

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에게 나누어 주는 형식이었다. 1993년 헌법

일부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헌법에 명시하고, 1994년에는 예

산법을 반포했다. 해당 예산법에서는 ‘일급 지방 일급 예산’원칙을 채택

하였고,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방에서는 예산편성권과 집행권

그리고 예산안 심사·비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또한 1993년 12월 국무원에서는 결정을 반포하여, 분세제 재정관리체

제(일명 재정분권)를 도입하였으며, 해당 결정에는 2가지 원칙을 명시하

였다. 이는 ① 사무권한과 재정권한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원칙 ② 중앙

과 지방의 사무권한배분에 근거하여 재정지출책임을 분배해야 한다는 원

칙이다. 이러한 원칙들에 근거하여, 해당 결정은 중앙정부의 지출책임과

지방정부의 지출책임을 구분하였다. 이에 학계에서는 재정분권에 기해,

중앙과 지방의 사무를 중앙사무·지방사무·중앙과 지방의 공동사무로 구

분하였다. 하지만 지방사무와 중앙과 지방의 공동사무를 실무에서 구분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논의된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 해결

책일 것이다. 이럴 경우 상급 정부의 결정과 명령에 대한 지방정부의 집

행사항은 기관위임사무로 보고, 기타 지방인대 및 지방정부의 직권사항

은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기관위임사무는 중앙 또는 상

급 지방이 재원을 마련하고,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스스로 재원

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자치권의 전래설에 기한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말하는 지방자치사무 배

분의 유무는 어디까지 헌법 또는 법률상 지방사무의 배분이 이루어져 있

어야 하고,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중국 일반지방에

서의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배분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중앙과 지

방의 사무배분은 건국초기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건국초기부터 지방자치사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중국의 1954년 헌법은 전국인대에만 그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를 설치

하였고, 지방인대에는 상설기관을 설치하지 않았다. 1954년 지방조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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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지방인대의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무엇

보다 성급 및 지급 지방인대의 회기가 7∼10일이고, 현급 지방인대의 회

기가 3∼5일이며, 향급 지방인대의 회기가 1∼2일이라는 점에서 지방인

대가 지방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이러한 시기에 지방정부가 오늘날 지방인대의 상무위원회 역할을 하였기

에 지방의 사무는 사실상 중앙의 명령과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러한 구도는 관치행정에 가까운 계획경제에 적합한 구도라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현상은 1979년 지방조직법의 반포로 호전되었다. 해당 지방조

직법 제25조에 의하면, 현급 이상 지방인대에 그 상무위원회를 설치하도

록 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중국에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공식적으로

분리되었고, 지방사무의 집행에 대한 감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중국 일반지방에서의 사무배분은 물론 그 문제점도 있겠지만,

다소나마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구분되었고, 대의기관에 의해 감독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사무의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

방정부의 이중성으로 인해, 지방에서는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치사

무뿐이 아닌 위임사무도 공존하고 있다.

자치권의 전래설에 기한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말하는 지방재원의 보장

은 어디까지 법적으로 지방의 재원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고,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상기 분세제 재정관리체제를 규율하고

있는 국무원의 결정은 행정법규이며, 해당 결정은 세금의 징수를 중앙

세·지방세·중앙과 지방의 공유세로 구분하였다. 이에 지방에서는 국세국

과 지방세무국이라는 두 가지 기구를 설치하게 되었고, 국세국에서는 중

앙세·중앙과 지방의 공유세를 징수한 후, 공유세 중의 지방의 비율을 지

방에 넘겨주는 시스템을 채택하였으며, 지방세무국은 지방세를 징수하게

되었다.

중국의 2007년의 경우를 보면, 지방 재정지출의 63.3%는 스스로 해결

하고, 36.7%는 중앙재정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법률상 지방인대는 예산

안 심사비준권을 보유해 있고, 지방정부는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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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재정은 대의기관인 지방인대의 통제를 받고 있

음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일반지방에서의 재원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대의기관의 통제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중국 일반지방 중 성급 지방과 지급 지방에서는 지방

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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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한국어로 번역한 조문)

본 부록에서는 중국 현행법만 열거하였고 현행법이 아닌 경우에는 본

문의 내용 또는 각주에서 인용하였다.

헌법

제3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행한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적인 선거에

서 선출되고 인민에 대하여 책임지며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③ 국가 행정기관·심판기관·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서 파생되고

인민에 대하여 책임지며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④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 직권의 구획은 중앙의 통일적인 영도를 따르

며 지방의 주동성·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64조 ① 헌법의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분의 1 이

상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제의에 의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체대

표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된다.

② 법률과 기타 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체대표의 과반수로 통과

된다.

제95조 ① 성·직할시·현·시·시할구·향·민족향·진에 인민대표대회와 인민

정부를 설립한다.

②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

한다.

제100조 성·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들의 상무위원회는 헌법·법률·행

정법규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전제아래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

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104조 ①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

구역 내 각 방면 업무의 중대사항을 토론·결정한다.

② 본급 인민정부·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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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급 인민정부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정과 명령을 취소한다.

④ 하일급 인민대표대회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의를 취소한다.

⑤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국가기관 공무원의 임면을 결정한다.

⑥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에 상일급 인민대표대회의 개별대표에

대한 파면과 보궐선거를 한다.

지방조직법

제1조 성·직할시·자치주·현·자치현·시·시할구·향·민족향·진에 인민대표대

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한다.

제7조 ①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행정구역의 구체상황과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저촉되지 아니한 전제아래에

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반포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와 국무원에 등록해야 한다.

②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시의 구체상황과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헌법·법률·행정법규 및 해당 성·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와 저촉

되지 아니한 전제아래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반포할 수 있으며 이는

성·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얻은 후 실행하고, 성·자

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

원에 등록해야 한다.

제8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결의의 준수와 집행을 보증하고, 국가계획과 국가예산의 집

행을 보증한다.

2. 해당 행정구역 내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예산 및 그 집행상황의

보고를 심사하고 비준한다.

3. 해당 행정구역 내의 정치·경제·교육·과학·문화·위생·환경과 자원보호·

민정·민족 등 업무의 중대사항을 토론·결정한다.

4.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선거한다.

5. 성장·부성장, 자치구 주석·부주석, 시장·부시장, 주장·부주장, 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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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구장·부구장을 선거한다.

6. 해당 인민법원 원장과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한다. 해당 인민대표

대회는 선출된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상일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에게 통보

하고 해당 검찰장이 그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비준을 제청해

야 한다.

7. 상일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한다.

8.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사한다.

9. 해당 인민정부와 인민법원·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사한

다.

10.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의를 변경 또는

취소한다.

11. 해당 인민정부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정과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12. 사회주의 전체 공민소유의 재산과 노동군중의 집체소유의 재산을 보

호하고, 공민의 개인소유의 합법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공민의 인신권리·민주권리와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13. 각종 경제조직의 합법권익을 보호한다.

14.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15. 헌법과 법률이 부녀에게 부여한 남녀평등·동일노동 동일보수와 혼인

자유 등 각항 권리를 보장한다.

제9조 ① 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결의의 준수와 집행을 보증한다.

2. 직권범위 내에서 결의를 통과·반포한다.

3. 국가계획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의 경제·문화사업과 공공사업

건설의 계획을 결정한다.

4. 해당 행정구역 내의 재정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의 보고를 심사·비준한

다.

5. 해당 행정구역 내 민정업무의 실시계획을 결정한다.

6. 해당 인민대표대회 주석·부주석을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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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장·부향장, 진장·부진장을 선거한다.

8. 향·민족향·진 인민정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사한다.

9. 향·민족향·진 인민정부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의와 명령을 취소한다.

10. 사회주의 전체 공민소유의 재산과 노동군중의 집체소유의 재산을 보

호하고, 공민의 개인소유의 합법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공민의 인신권리·민주권리와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11. 각종 경제조직의 합법권익을 보호한다.

12.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13. 헌법과 법률이 부녀에게 부여한 남녀평등·동일노동 동일보수와 혼인

자유 등 각항 권리를 보장한다.

② 소수민족이 취거(聚居)하는 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가 그 직권

을 행사할 때, 민족특징에 적합한 구체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제43조 ①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인민대표

대회의 폐회기간에 해당 행정구역 내의 구체상황과 실제수요에 근거하

여,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저촉되지 아니한 전제아래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반포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등록

해야 한다.

②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에 해당 시의 구체상황과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헌법·법률·행정

법규 및 해당 성·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와 저촉되지 아니한 전제아래에

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반포할 수 있으며, 이는 성·자치구의 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얻은 후 실행하고, 성·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등록해야 한다.

제44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아래의 직권

을 행사한다.

1.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결의의 준수와 집행을 보증한다.

2. 해당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를 영도하거나 주관한다.

3. 해당 인민대표대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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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행정구역 내의 정치·경제·교육·과학·문화·위생·환경과 자원보호·

민정·민족 등 업무의 중대사항을 토론·결정한다.

5. 해당 인민정부의 건의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 내의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계획·예산의 부분적인 변경을 결정한다.

6. 해당 인민정부·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해당 인민

대표대회 대표를 연계하며, 상기 기관과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민군중의

신소(申訴)와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7. 하일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의를 취

소한다.

8. 해당 인민정부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정과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9. 해당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부성장·자치구의 부주석·부시장·부주

장·부현장·부구장의 개별적인 임면을 결정하고, 성장·자치구의 주석·시

장·주장·현장·구장과 인민법원 원장·인민검찰원 검찰장이 유고로 직무를

담임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인민정부·인민법원·인민검찰원 부직(副職) 영

도인원 중에서 대리자를 결정하며, 대리 검찰장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상일급 인민검찰원과 그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해

야 한다.

10. 성장·자치구의 주석·시장·주장·현장·구장의 지명에 근거하여 해당 인

민정부 비서장·청장·국장·위원회 주임·과장의 임면을 결정하고, 상일급

인민정부에 등록한다.

11. 인민법원 조직법과 인민검찰원 조직법의 규정에 의해 인민법원 부원

장·정장(庭長)·부정장(副庭長)·심판위원회 위원·심판원을 임면하고, 인민

검찰원 부검찰장·검찰위원회 위원·검찰원(檢察員)을 임면하며, 하일급 인

민검찰원 검찰장의 임면을 비준하고,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회의의 지명으로 성·자치구 내의 지역에 따라 설립하

거나 직할시 내에 설립한 중급인민법원 원장의 임면을 결정하며, 성·자

치구·직할시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지명으로 인민검찰원 분원 검찰장의

임면을 결정한다.

12. 해당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개별 부성장·자치구의 부주석·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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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장·부현장·부구장 직무의 철회를 결정하고,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임명된 해당 인민정부 기타 구성인원과 인민법원 부원장·정장·부정

장·심판위원회 위원·심판원, 인민검찰원 부검찰장·검찰위원회 위원·검찰

원, 중급 인민법원 원장, 인민검찰원 분원 검찰장 직무의 철회를 결정한

다.

13. 해당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상일급 인민대표대회의 궐위된 대표

를 보충선거하고, 개별 대표를 파면한다.

14. 지방 영예칭호의 수여를 결정한다.

제59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아래 직권을 행사한다.

1. 해당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의 및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고, 행정조치를 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반포한다.

2. 소속 각 업무부문과 하급 인민정부의 업무를 영도한다.

3. 소속 각 업무부문의 적절하지 아니한 명령·지시와 하급 인민정부의

적절하지 아니한 결정·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한다.

4.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행정기관 공직자를 임면·교육·검정 및 상벌한

다.

5.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예산을 집행하고, 본 행정구역 내의 경제·교

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환경과 자원보호·도농건설사업과 재정·민정·

공안·민족사무·사법행정·감찰·계획생육 등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6. 사회주의 전체 공민소유의 재산과 노동군중 집체소유의 재산을 보호

하고, 공민 개인이 소유하는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수호

하고, 공민의 인신권리·민주권리와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7. 각종 경제조직의 합법권익을 보호한다.

8.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풍속습관을 존중하며, 해당

행정구역 내 각 소수민족취거지방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구역자치를 실

시하도록 도와주고, 각 소수민족이 정치·경제 및 문화 건설사업을 발전

시키도록 도와준다.

9. 헌법과 법률이 부녀에게 부여한 남녀평등·동일노동 동일보수와 혼인

자유 등 각항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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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급 국가행정기관이 교부한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제60조 ①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는 법률·행정법규와 본 성·자치

구·직할시의 지방성 법규에 근거하여 규장을 제정할 수 있고, 국무원과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

정부는 법률·행정법규와 본 성·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근거하여 규장

(規章)을 제정할 수 있고, 국무원과 성·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인민정부 및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전 항 규정에 의해 규장을 제정할 때, 해당 정부 상무회의 또는 전체

회의를 거쳐 토론하는 방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제61조 향·민족향·진의 인민정부는 아래 직권을 행사한다.

1. 해당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고,

결정과 명령을 반포한다.

2. 본 행정구역 내의 경제와 사회발전계획·예산을 집행하고, 본 행정구역 내의

경제·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과 재정·민정·공안·사법행정·계획생육 등 행정

업무를 관리한다.

3. 사회주의 전체 공민소유의 재산과 노동군중 집체소유의 재산 및 공민 개인이

소유하는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공민의 인신권리·민

주권리와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4. 각종 경제조직의 합법권익을 보호한다.

5.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풍속습관을 존중한다.

6. 헌법과 법률이 부녀에게 부여한 남녀평등·동일노동 동일보수와 혼인자유 등

각항 권리를 보장한다.

7. 상급 인민정부가 교부한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입법법

제72조 ①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해당 행

정구역의 구체상황과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저촉되

지 아니한 전제아래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②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해당 시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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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헌법·법률·행정법규 및 해당 성·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와 저촉되지 아니한 전제아래에서, 도농건설과 관리·환경보

호·역사문화보호 등 방면의 사항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구를 설치한 시가 제정할 수 있는 지방성 법규의 사항에 대해, 법률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구를 설치한 시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성·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얻

은 후 실행할 수 있다. 비준의 청구가 있는 지방성 법규에 대해 성·자치

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응당 그 지방성 법규의 합법성에 대해

심사하고, 헌법·법률·행정법규 및 해당 성·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와 저촉

되지 아니한 경우, 4개월 내에 비준해야 한다.

③ 성·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의 청구가 있는 구를 설

치한 시의 지방성 법규를 심사할 때, 해당 지방성 법규가 해당 성·자치

구 정부의 규장에 저촉될 경우 반드시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④ 성 및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경제특구 소재지의 시·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비교적 큰 시 이외에 기타 구를 설치한 시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시기와 구체절차는 성·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당

성·자치구 소재의 구를 설치한 시의 인구수·지역면적·경제 및 사회의 발

전상황 그리고 입법의 수요·입법능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

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등록해야 한다.

⑤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본 조문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구를 설치한 시와 같은 지방성 법규의 제정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성 및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경제특구 소재지의 시·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비교적 큰 시에서 이미 제정한 지방성 법규가 본 조문 제2

항에서 규정한 사항범위를 벗어난 경우, 계속 유효하다.

제82조 ① 성·자치구·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자치주의 인민정부는 법

률·행정법규와 본 성·자치구·직할시의 지방성 법규에 근거하여 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정부 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 법률·행정법규·지방성 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규장의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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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사항

2.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행정관리에 속하는 사항

③ 구를 설치한 시·자치주의 인민정부는 상기 제1항·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규장을 제정하고, 해당 규장은 도농건설과 관리·환경보호·역사

문화보호 등 방면의 사항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미 제정된 지방정부 규

장 중, 상기 사항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계속 유효하다.

④ 성·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경제특구 소재지의 시·국무원의 비

준을 거친 비교적 큰 시 이외에, 기타 구를 설치한 시·자치주의 인민정

부가 규장을 제정하는 시기는 본 성·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확정한 본 시·자치주의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시기와 동일하다.

⑤ 응당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하나 조건이 미숙한 경우, 행정관리의

절박한 수요가 있을 때에는 먼저 지방정부 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 규장

이 2년 동안 실시한 후, 계속하여 규장에서 규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자 할 경우, 응당 해당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

의 제정을 제청해야 한다.

⑥ 법률·행정법규·지방성 법규의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정부 규장은 공

민·법인·기타 조직의 권리를 감소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포함

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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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關於中國壹般地方自治制度的憲法

學研究

PIAO DAXIAN

School of Law, Constitutional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中國的地方可以分為壹般地方、民族自治地方、特別行政區。中國的多

數學者認為地方自治僅存在於民族自治地方與特別行政區。他們僅以法律上

沒有規定，壹般地方實施地方自治為由，而不認為壹般地方存在地方自治。

然而，本人認為不能僅以法律上沒有規定壹般地方實施地方自治，而歪曲現

實中，已經存在的地方自治現象。

本文中，根據韓國與西歐的地方自治理論，推導出判斷壹國是否存在地

方自治的四個標準。該標準依次為，在憲法或有關國家機關組織的基本法律

中，是否承認地方自治的原則；是否組織地方議會；是否保障地方立法權；

是否具有地方自治事務的分配、以及是否保障地方財政的收入。

中國是單壹制國家，單壹制國家中的地方自治，其本身就具有限制。亦

即，地方的自治權不能無限擴張，因此可以認為只要不侵害憲法上有關地方

自治的本質內容，就可以用法律來限制自治權。同時，憲法上有關地方自治

的內容，完全有可能以修憲的形式予以刪除。因此，可以認為自治權的傳來

說，是適合中國壹般地方的自治權學說。以下根據四個標準，來判斷中國壹

般地方是否存在地方自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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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壹，在憲法或有關國家機關組織的基本法律中，是否承認地方自治的

原則，中國憲法第三條第四款明示了適用於地方的原則，亦即“地方的主動

性、積極性原則”。這裏指出的主動性、積極性原則，可以通過憲法解釋，視

為是地方自治原則。那麽，可以認為在中國憲法中，已經承認了地方自治原

則。

第二，是否組織地方議會，中國的壹般地方人大，不僅是地方的權力機

關，同時也是地方的民意機關、決議機關，因此可以認為地方人大保有地方

議會的作用。那麽，可以認為中國的四級地方都組織地方議會。

第三，是否保障地方立法權，根據中國的憲法與立法法相關規定，省級

地方根據該地方的具體情況和實際需要，在不同憲法、法律、行政法規相抵

觸的前提下，可以制定地方性法規。同時，地級地方根據該地方的具體情況

和實際需要，在不同憲法、法律、行政法規和本省級地方性法規相抵觸的前

提下，對城鄉建設與管理、環境保護、歷史文化保護等方面的事項，可以制

定地方性法規。然而，縣級地方與鄉級地方不具有地方立法權。由此可知，

在中國的四級地方中，僅省級與地級地方才享有地方立法權。

第四，壹般地方是否存在地方自治事務的分配、以及是否保障地方財政

的收入，雖然中國壹般地方的事務分配具有諸多問題，然而根據憲法與地方

組織法的相關規定，可知中國已經對各級地方的事務進行了區分。同時，各

級地方事務的實施，又受到同級代議機關，即地方人大的監督。因此，可以

認為在中國的壹般地方，已經對地方自治事務進行了分配。接下來，在中國

的預算法中，已經明確國家實行中央和地方分稅制。然而，中央與地方的財

政分配存在着不是以人大立法來規範，而是以行政法規來規範的問題。但

是，行政法規也是成文法，加之根據預算法，地方人大具有對預算案的審查

批準權，而地方政府則具有預算編制權與執行權，因此可以認為地方財政已

經受到了成文法的保障，並且地方財政的收支受到地方人大的監督。由此，

可以認為中國壹般地方的財政已經受到了保障。

根據上述四個標準，分析中國壹般地方的現狀，可以得知目前中國的壹

般地方中，省級地方與地級地方已經存在着地方自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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