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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의 국가 농민 관계-

농촌의 공공재 공급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년 시작된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공공재 공급의 변화와 이것이   1978 ·

국가 농민 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개혁 개방이 가져온 탈집단화 분권화 시- . · · ·

장화 과정에서 국가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가 약화되었다 분권화를 통해 지. 

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부담이 증가했으며 탈집단화된 개인들은 시장화를 통해 상, 

품화된 공공재를 스스로 구입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공공재에 동. 

일하게 작동한 것은 아니다 국가가 보건의료 공급에서 후퇴했지만 소득이 증가. , 

하고 시장화를 통해 보건의료가 상품화되면서 이용률이 증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 

상품화가 되기 어렵고 경제발전에 대한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아 지방정부의 투자 

유인이 적었던 교육 서비스는 후퇴했다 이와 달리 즉각적인 경제적 효과를 발휘. 

할 수 있고 향진기업의 발전에 필수적이었던 농촌의 도로는 전체 인프라 투자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향도 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처럼 ( ) . 鄕道
년대 농촌의 공공재 공급은 일관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1980 .

개혁 개방 과정에서 축소된 정부의 재정능력을 복구하기 위해 중국은 년   · 1994

분세제 개혁을 단행했다 재정 연방주의에 따라 재정수입을 집중화하고 재정지출. 

은 분권화하여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을 강화하려고 했다 이로 인한 수직적 재정격. 

차를 정부간 재정이전을 통해 해소하면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균등화를 도모

했다 이는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가 복구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중앙정부. . 

의 재정능력과 균등화는 년대 내내 달성되지 못했다 재정수입이 집중화되면1990 . 

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축소되었음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공

공재 공급의 책임을 전가했다 이러한 비재정지원 위임의 악화에 대응하여 지방정. 

부는 공공재 공급을 축소하거나 농민들로부터의 조세 추출을 증가시켰다 공공재 . 

공급의 악화와 농민부담의 증가는 년대 국가 사회 관계의 불안정을 가중시1990 -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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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부터 분세제의 본래 목표가 충족되기 시작했다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2000 . 

이 복구되고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 간 균등화가 소기의 성, , 

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후진타오 정부는 공공재 공급에 대한 . 

재정투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특히 년 신농촌 건설 운동의 개시와 . 2006

년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제 부양 정책을 통해 농촌으로 대량의 재정2008~2009

이 투입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재 공급도 증가하였다, .

본 논문은 농촌의 재정 투입과 공공재 공급의 증가가 지방 거버넌스에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쓰촨성 구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다 구는 시범촌Q . Q (示
시범향진 과 같은 모델 지역에 재정과 정책 특혜를 집중하), ( / )範村 示範鄕 示範鎭

는 전형적인 신농촌 건설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가 발전한 지역. 

에 재정과 특혜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균등화의 목. 

표가 기층에서 무력화되고 심지어 역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주민, . 

들의 선호에 따라 재정을 분배하고 공공재를 공급하도록 하는 선거 이동의 자유, 

와 같은 민주적 재정기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구 내에서 진 은 가장 많은 재정투입과 정책 특혜를 받은 지역이며 향  Q B ( ) , A鎭
은 가장 적은 재정투입과 정책 특혜를 받은 지역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층정( ) . 鄕

부에 대한 신뢰는 향이 진보다 높다 요인분석을 통해 진의 향진정부에 대한 A B . B

성과 평가가 향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평가는 더 낮았다 또한 조A . 

사지역인 쓰촨성 저장성의 농촌에서 농민들의 보콴 과 커우콴 에 대한 , ( ) ( )撥款 扣款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콴은 상급정부가 하급정부에 내려주는 지정이전을 의. 

미한다 커우콴은 기층간부들이 보콴의 일부를 공제하는 행위이다 대부분의 농민. . 

들은 상급정부가 내려주는 보콴을 지방정부가 커우콴한다고 인식한다 커우콴은 .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정당한 관리비와 투자비인 경우도 많다 또. 

한 농민들의 커우콴 인식은 근거가 부족하며 종종 과장된다 자신들의 선호를 반. 

영할 수 있는 민주적 재정기제가 부재한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농민들은 간부들

에 대한 불신을 통해서만 커우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커우콴 인식에서 . 

드러나는 농민들의 간부들에 대한 불신은 전략적이다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 

의 괴리 농민들의 보편적인 커우콴 인식을 통해 더 많은 재정투입이 오히려 기, 

층정부에 대한 불신과 지방 거버넌스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역설이 드러난다.

년대 중반부터 국가의 재정능력이 복구되면서 중국은 고능력의 현대적 재  2000

정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기층에서 균등화가 무력화되고 공공재 공급이 증가하더. 



iii

라도 기층 거버넌스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 

신뢰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에서 체제의 안정성이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 

민주적 재정기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의도한대로 재정과 공공재 공급

의 개선이 지방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농민들의 커우콴 인식. 

에서 잘 드러나듯이 기층에서 국가 농민 관계는 여전히 불신과 불만이 지속될 것-

이다.

주요어 국가 농민 관계 재정 개혁 공공재 공급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 , , , ,

       지방 거버넌스 중국 농촌, 

학  번 : 2006-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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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장 서 론1

연구주제1. 

중국 농촌의 현지조사에서 농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농민  

들이 공산당과 정부의 하급관리들을 일컫는 간부 에 대한 평가이다 농민“ ( )” . 幹部
들의 간부에 대한 평가는 부정과 냉소로 점철되어 있다 농민들은 현지조사를 진. 

행하는 외부인들에게 간부들의 부패 탐욕 무능을 알리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 . 

서부 내륙 깊숙이 위치한 쓰촨성의 한 농민은 악인들은 전부 한통속이라는 뜻의 

천하의 까마귀는 다 검다 라는 관용구를 사용하면서 간부들이 “ ( )”天下烏鴉一般黑
모두 부패했다고 주장했다.1) 중국 대륙의 정반대편 동부 해안가에 위치한 저장성 , 

의 농민도 간부들이 십중팔구는 나쁜 놈 이라고 단정했다“ ( )” .十有八九是壞人 2) 각 

종 조세와 의무노동에 시달렸던 중국 농민들의 비참한 실태와 이로 인한 불만과 

저항은 널리 알려져 있다.3) 또한 농촌에서 교육 보건의료 등의 사회복지와 도로 , ‧ ‧
수리 등의 인프라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었다 도시를 상대로 비교해 . 

보면 이러한 공공재 공급의 수준은 소득과 함께 도농 격차를 현저하게 드러냈, 

다.4) 농민들의 지방정부와 간부에 대한 적대와 저항은 수긍할 만하다 .

그러나 최근의 변화를 고려하면 농민들의 지방정부와 간부에 대한 불신이 지  , 

1) 쓰촨성 구 농민 인터뷰 년 월 Q , 2014 4 .
2) 저장성 시 농민 인터뷰 년 월 Y , 2013 8 .
3) Thomas P. Bernstein and Xiaobo Lü,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in 

Contemporary Rural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Kevin 
O’Brien and Lianjiang Li, Rightful Resistance in Rural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 陳桂棣 春桃 中國農民調查《 》 ( , 2004); 人民文學出版社 于

, : 建嶸 抗爭性政治 中國政治社會學基本問題《 》 ( , 2010).人民大學出版社
4) Tony Saich, Providing Public Goods in Transitional China (Palgrave 

Macmillan, 2008), pp. 43-70; Martin King Whyte(ed.), One Country, Two 
Societies: Rural-Urban Inequality in Contemporary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 “ ”嚴小龍 兩個反哺 與社會主義新農村建設《 》 (社會科學文

, 2008), pp. 142-193.獻出版社



2

속된다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후진타오 정부 년 는 지속적으로 . (2002-2012 )

농촌 농업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삼농 정책을 강조했다 후진타, , , ' ( )' . 三農
오 정부의 삼농 정책은 구호에 불과했던 이전과 달리 실제 재정적으로 뒷받침되

었다 후진타오 정부는 농업세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농민에 대한 무차별한 조세. ·

준조세 징수를 축소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투입을 늘려 축소된 재정을 보충해 주

었다 마침내 년 농업세가 폐지되어 농민의 조세부담이 크게 줄었다 같은 . 2006 . 

해 시작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이하 신농촌 건설 운동' ( )'( ' ') 建設社會主義新農村
과 년 금융위기에 대한 경기부양책을 통해 대규모의 재정이 농촌에 투2008-2009

입되었으며 농촌에 대한 재정투입 수준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농민은 국가재, . 

정을 위한 수탈의 대상에서 국가재정의 수혜자가 되었다 중국은 농민을 위해 기. 

꺼이 국가의 재정수입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대량의 재정을 농촌에 투입하는 시

혜적 국가로 변모한 것처럼 보인다 농촌에 투입된 재정이 쓸모없이 낭비되어 농. 

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많은 농촌 지역에서 거주지가 개선되. 

고 도로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전히 문제점이 많기는 하지만 의료보, . , 

험과 최저생활보장 제도에 투입되는 재정과 수혜 대상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상식적으로 재정투입의 증가와 공공재 공급의 개선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간부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

다는 점은 의문이다 년대 중반부터 관찰된 하급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1990

이 개선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 현재 농민들이 드러내는 불신의 절대치만으로 농. 

촌의 거버넌스가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년대 중. 2000

반 이후에도 농촌의 지방 거버넌스가 현격하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하나의 역설이 발견되었다 재정투입과 공공재 공급의 측면  . 

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혜를 받은 지역의 농민들이 수혜를 덜 받은 지역의 농민

들과 비교해 지방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개선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우선 . 

기존연구들에서 서술된 대로 현재 농촌의 재정과 공공재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

는다 신농촌 건설의 개시 이후에 농촌의 재정투입과 공공재 공급이 보편적으로 . 

개선되었지만 수혜의 정도는 지역별로 불균등하다, .5) 쓰촨성에서 실시된 현지조사 

에서 수혜 규모의 격차가 뚜렷한 두 지역을 비교할 수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가. 

5) Anna L. Ahlers and Gunter Schubert, "Strategic Modelling: “Building a New 
Socialist Countryside” in Three Chinese Counties," The China Quarterly 216
(2013), pp. 83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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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과 도로의 상태만으로도 지역 간의 차이가 확연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현. 

격하게 공공재 공급의 상태가 좋은 한 지역의 간부는 이러한 발전이 년 개2006

시된 신농촌 건설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6) 비록 공공재 공급의 수준을 일일 

이 평가하거나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수

치를 제시할 수는 없었지만 현지조사를 통해 두 지역의 수혜 규모가 현격하게 , 

다르다는 점은 확신할 수 있었다 두 지역의 수혜 규모는 쓰촨성 구라는 동일한 . Q

행정구역 내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지역과 가장 수혜를 덜 받은 지역을 대

표할 만큼 확연히 달랐다 또한 이 지역 간부의 설명대로 재정투입과 공공재 공. 

급의 격차와 여기서 비롯된 소득의 격차 확대가 년 이후부터 발생한 최근의 2006

현상이라는 점도 밝혀낼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증가가 지방정부와 간부에 대한 신  

뢰와 만족도를 높여 농촌의 거버넌스를 개선할 것이라는 상식적인 추정이 완전히 

어긋났다는 점이다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 주거지가 개선되고 도로가 넓어지고 . 

소득이 증가한 지역이 훨씬 적은 혜택을 받은 지역보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낮았다 지방정부에 대한 질적 평가도 더 부정적이었다 지방정부가 상급정부. . 

의 정책 수행 주민들의 요구 처리 주민갈등의 조정 등의 역할을 잘하고 있으며, , , 

투명도가 높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혜택이 작은 지역보다 더 낮았다 이 지역의 . 

농민들이 자신들이 재정과 정책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 혜택. 

을 덜 받은 지역보다 확연히 높은 비중으로 농민들은 자신들의 지방정부가 지역

의 경제발전에 공헌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정책적 재정적 수. , 

혜를 받은 지역에 거주하며 자신들이 수혜자임을 잘 알고 있는 농민들이 수혜를 , 

덜 받은 지역의 농민들보다 지방정부를 더 불신하고 더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지조사에서 관찰된 이 역설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역설의 근원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분석대상이 확대되고 새로운 질문들이 추  

가되었다 일반적으로 공공재 공급과 국가 사회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라고 인식. -

된다 공공재 공급이 증가할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향상되어 체제에 . 

대한 저항이 줄고 국가 사회 관계가 안정된다 또한 공공재는 말 그대로 정부가 - .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하며 대부분 국가재정을 통해 공급된다, .7) 공공재  

6) 쓰촨성 구 진 진장 인터뷰 년 월 Q B ( ) , 2014 4 .鎮長
7) 사실 공공재는 관습적인 개념에 가깝다 정의상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 

서비스를 말하지만 정부가 공급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재라는 습관적인 지칭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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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국가의 재정능력과 국가가 공공재에 투입하는 재정

투입의 양이다 결국 국가의 재정능력과 공공재에 대한 재정투입이 국가 사회 관. -

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혁 개방의 시작과 함께 확대된 분권화는 지방정부  . ‧
들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을 지속적으로 축소시켰다 공공재를 공급할 재정이 부족했던 . 

중앙정부는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공급하지도 않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가 약화되면서 개별 공공재의 공급 수준은 개혁 개방이 ‧
가져온 탈집단화 분권화 시장화와 지방정부의 인센티브에 따라 결정되었다. 1994‧ ‧
년 국가의 재정능력을 복구하기 위해 분세제 개혁이 단행되었다 분세제 ( ) . 分稅制
개혁은 지방정부의 재정을 중앙으로 집중시켜 국가의 재정능력과 거시경제적 조

정능력을 복구하려는 시도였다 공공재 공급의 측면에서는 다시 재정과 공공재 공. 

급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재정능력을 빼앗긴 지방정부들. 

은 공공재 공급을 축소하거나 주민들에 대한 준조세를 늘려 대응했다 분세제 개. 

혁을 통해 필요한 공공재를 충분히 공급할 만큼 당장 중앙정부의 재정이 확보된 

것도 아니었다 공공재 공급이 축소되고 조세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 . 

국가 사회 관계가 악화되었다 년 천 백 건에 불과했던 집단소요 사건- . 1993 8 7 (群
이 년 만 천 건 년 만 천 건 년 만 천 건 비공식 ) 1997 1 5 , 2004 7 4 , 2005 8 7 , 體性案件

통계이지만 년에는 만 천여 건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2011 18 2 .8) 집단소요 

사건과 함께 신방 이 중국 사회의 갈등을 드러내는 주요한 지표로 자주 인( )信訪
용된다 신방은 시민 법인 등이 서신 전화 방문을 통해 각급 정부나 기관에 민. , , , 

원이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지칭한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방은 개혁 개방 이후 . ·

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재라고 불리는 재화와 서비스를 전부 정부가 공급하는 것도 . 
아니다 본 연구도 이론적 엄밀함보다는 관습적이고 일반적인 용법을 따른다 보건의. . 
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의 영역과 도로 수리 등 인프라를 포괄하여 정부의 재정이 공‧ ‧
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공공재 개념의 모호함. ‘ ’ 
에 대한 비판은 Gordon Tullock, Public Goods, Redistribution and Rent 
Seeking(Edward Elgar, 2005), pp. 1-17.

8) Jae Ho Chung, “Assessing the Odds against the Mandate of Heaven: Do the 
Numbers (on Instability) really Matter?”, Jae Ho Chung(ed.), Charting 
China’s Future: Political, Social, and International Dimensions(Lanham : 

조영남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Rowman & Littlefield, 2006), pp. 111-112; , : 『
중국의 미래 민음사( , 2013), pp. 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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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다가 년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년에는 만 천 건에 다다랐다 현1994 2005 60 3 . 

급 이상 정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신방도 년 만 건에서 ( : ) 1995 479縣級 縣‧市‧區
년에는 만 건으로 급속히 증가했다2004 1,373 .9)

년대 후진타오 정부의 정책 전환은 중국의 발전 추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  2000

이자 악화된 국가 사회 관계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후진타오 정부는 전면적 , - . '

소강사회 건설 을 목표로 삼아 과학적 발전관 과 조화사회 라는 새로운 지도이념' ' ' ' '

을 수립하고 이전의 경제성장 일변도의 발전전략을 사회발전 분배 공평을 함께 , , , 

추구하는 총체적 발전전략으로 전환했다.10)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 

이는 공공재 공급을 위한 재정투입의 확대를 의미했다 신농촌 건설의 개시로 증. 

가된 농촌에 대한 재정투입의 증가는 이러한 과정의 일부이다 쓰촨성의 현지조사. 

에서 발견된 역설도 좁은 농촌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 개방 이후의 중국의 , ‧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변동 과정의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혁 개방 이후의 공공재 공급과 국가 사회 관계를 대상으로   -‧
한다 시기적으로는 개혁 개방부터 년 분세제 개혁 이전 년부터 후진타. 1994 , 1994‧
오 정부 이전 후진타오 정부 이후로 구분될 수 있다 이는 우선 앞서 설명했듯이 , . 

개혁 개방의 과정을 통해 년대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가 약화되었기 때1980‧
문이다 이 시기 공공재 공급의 변수는 국가의 재정보다 개별 공공재에 대한 탈. 

집단화 분권화 시장화 및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등이었다 년 분세제 개혁을 . 1994‧ ‧
통해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가 복구되면서 공공재 공급은 다시 재정의 문제

가 되었으나 국가의 재정능력이 복구되지 않은 시기였다 후진타오 정부는 국가, . 

가 재정투입을 통해 진정한 공공재 공급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

르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현지조사에서 발견된 역설의 함의가   

드러난다 재정투입과 공공재 공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가 사회 관계. -

는 개선되지 않는 것인가 중국 농촌에서 공공재 공급의 증가가 국가 사회 관계? -

의 안정으로 귀결된다는 일반적인 논리는 작동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원인은 ? 

무엇인가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공공재 공급과 국가 사회 관계 특히 국가 농? - , -‧

9) Yongshun Cai, Collective Resistance in China: Why Popular Protests 
Succeed or Fail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22-25.

10) 이희옥 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탐색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 , 2014), pp. 46-79; 『 』
조영남 세기 중국이 가는 길 나남 조영남, 21 ( , 2009), pp. 101-171; (2013), pp. 『 』
24-27, 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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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은 공공재 공급의 증가를 통한 국가  

사회 관계의 개선에는 민주적 기제라는 변수가 개입되며 민주적 기제가 없는 - , 

공공재 공급 체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민주적 기제는 공공재 공급 과. 

정에서 시민의 선호가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여 재정투입이 공평하

고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장한다 중국은 후진타오 정부 시. 

기부터 공공재 공급에 대한 재정투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으나 권위주의적 당 국, -

가 체제로서 민주적 기제를 확대할 수는 없었다 이로 인해 재정과 공공재가 효. 

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배 공급되지 못하면서 불만과 불신이 축적되고 지방 거버넌, 

스가 악화되는 것이다 재정과 공공재 공급이 증가하는 만큼 국가 농민 관계 나. - , 

아가 국가 사회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다 지방 거버넌스의 악화가 전체적- . 

인 국가 사회 관계의 붕괴나 당 국가 체제에 대한 위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 . 

러나 지방 거버넌스의 악화는 공공재 공급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가 사회 관계-

의 안정을 동요시킬 것이다 결국 중국의 공공재 공급 체제는 민주적 기제 없는 . 

공공재 공급 체제가 갖는 비효율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의의2. 

본 연구는 중국의 국가 사회 관계 연구와 연결된다 국가 사회 관계라는 단어   - . -

자체가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구체적인 범주와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분석단위나 수준을 기준으로 간부 농민 관계 간부 노동자 관계 등 개체를 . - , -

중심으로 분석하는 개인중심적인 미시적 분석과 농민 노동자 사영기업가 등 집단 , ‧ ‧
또는 조직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거시적 분석으로 분류할 수 있다.11) 최근에는 국 

가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 구체적인 행태를 분석하는 이른바 항의의 정치'

도 중국의 국가 사회 관계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contentious politics)' -

게 되었다.12)

11) 전성흥 중국의 국가 사회관계 연구 정재호 편 중국정치연구론 영역 쟁점 방 , " - ," ( ), : , , 『
법 및 교류 나남( , 2000), pp. 69-120.』

12) 대표적으로  Kevin O’Brien and Lianjiang Li, Rightful Resistance in Rural 
China(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Kevin J. O’Brien(ed.), Popular 
Protest in China(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 : 于建嶸 抗爭性政治 中國政《



7

태로우 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의의 정치 연구를 평가하면서   (Sidney Tarrow)

경제발전 불평등 증가라는 구조적 변동과 항의의 정치 간의 인과적 설명이 부족, 

하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의 부재를 지적했다.13) 거시적인 구조적 변동과 미시적 

인 행위자들의 행태 간의 인과관계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연구에서 항의의 정치 연구의 기반이 된 오브라이언과 리(Kevin J. O'Brien and 

의 연구는 중국 농민의 저항이 지방정부의 착취에 맞서 중앙정부가 Lianjiang Li)

옹호하는 가치 정책 법률 등을 근거로 수행되는 정당한 저항 의 ' (rightful resistance)'‧ ‧
형태라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형태가 연원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한 , 

분석은 부족하다.14)

이러한 평가는 다른 국가 사회 관계 연구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거시적 국가  - . -

사회 관계를 종합한 라이트 는 년대 초반 개혁의 내용이 변(Teresa Wright) 1990 , 

경되면서 사영기업가 전문가 농민 등 개별 집단들의 체제에 대한 지지 정치적 인, ‧ ‧
식과 행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개혁의 내용이 집단에 미. 

친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변동이 가져온 인식과 행태의 변화를 서술

하고 있지만 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양분하여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한 분석, 1990

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15) 최근 많은 연구들이 년 분세제 개혁으로 인한 지 1994

방정부의 재정 압박 공공재 공급의 축소가 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국가 사회 , 1990 -

관계의 악화에 정치경제적 동력을 제공했다고 분석한다 이들 연구들은 세입 감소. 

로 지방정부의 준조세 징수가 증가하고 농토에 대한 징발과 판매가 빈번해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농민과 농촌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 사회경제적 구조의 , 

근간을 형성한 거시적 동력으로 재정과 공공재 공급 체제의 변동에 주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16)

( , 2010).治社會學基本問題 人民大學出版社》
13) Sidney Tarrow, “Prologue: The New Contentious Politics in China: Poor 

and Blank or Rich and Complex,” in Kevin J. O’Brien(ed.)(2008), pp. 6-7.
14) Kevin O’Brien and Lianjiang Li(2006).
15) Teresa Wright, Accepting authoritarianism: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s reform era(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16) Thomas P. Bernstein and Xiaobo Lü,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in 

contemporary rural China(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Cai 
Yongshun, "Collective Ownership or Cadres' Ownership? The 
Non-agricultural Use of Farmland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175(September 2003), pp. 662-680; Jean C. Oi et al.(2012); Ethan Michelson, 
"Public Goods and State-Society Relations: An Impact Study of Ch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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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학의 영역인 분세제 개혁을 비롯한 재정체제에 대한 분석과 정치  

학 사회학의 영역인 국가 사회 관계의 연구가 분할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 - . 

해 국가 사회 관계에 대한 일부 연구들은 심지어 재정 체제의 기본 구조를 잘못 -

이해하고 있다 대부분은 재정체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결여된 채로 기존의 연. 

구결과를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재정체제가 급속히 변화. ‧
했다는 점에서 분석상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연구들이 분석했던 재정체제. 

는 어느새 과거가 되어버린다 년대에 대한 분석이면서도 년대 이후의 . 2000 2000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의 재정과 공공. 

재 공급 체제는 분세제 개혁 이후에 년대를 거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2000

으며 후진타오 정부 시기에도 전기와 후기가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점, . 

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거시적 구조적 변동과 국가 사회 관계 간의 인과관계가 불-‧
분명해질 수밖에 없고 정책 변화의 원인과 의도를 제대로 밝혀내기도 어렵다 본 , . 

연구가 장에서 중국의 재정체제를 상세히 서술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3 .

중앙정부의 목표와 방침이 중앙정부 성급 지급 현급 향급 촌에 이르는 기다  - - - - -

란 수직적 정부체계를 관통하면서 왜곡된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구조적인 요인 지방정부와 간부들의 지대추구 등 갖가지 이유로 지방정부들은 중, 

앙정부의 정책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수행하고 싶어도 그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하급 신사 들이 중앙정부의 권력이 지방에. ( )紳士
서 행사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면서도 동시에 중앙의 권력으로부터 지방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중앙의 정책을 지방에서 왜곡시켰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에서 . 

유래된 것은 아니지만 광대한 영토와 상대적으로 작은 행정조직 자본주의적 유, , 

통에 대한 제약 등으로 인해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에 공산당의 하급간부들도 

비슷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지방에서 폭정을 행사하는 주체였지만 동시에 중앙. , 

의 권력으로부터 지방을 보호했다.17) 또한 국가 사회 관계의 동학으로 지방에서  -

중앙정부의 목표와 방침이 그대로 실현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본 논. 

문에서 보듯이 농민의 지방정부와 간부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의도

가 그대로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체제는 이러한 경향이 . 

Rural Stimulus," in Dali L. Yang(ed.),The Global Recession and China's 
Political Economy(Palgrave Macmillan, 2012), pp. 131-157.

17) Vivienne Shue, The Reach of the State: Sketches of the Chinese Body 
Politic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pp. 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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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하다 거시적인 재정체제를 중심으로 한 분석들은 종종 이러한 하급정부에. 

서 발생하는 정책의 왜곡과 국가 사회 관계의 동학을 간과한다 경제학을 기반으- . 

로 거시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재정과 공공재 공급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제공하

는 웡 의 연구가 대표적이다(Christine Wong) .18)

반대로 미시적 분석들은 급변하는 중국의 거시적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거나 분석결과가 얼마나 보편적인 사례인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향급. (鄉
이하를 일컫는 기층 에 대한 분석도 마찬가지다 어느 지점에서 : ) ( ) . 級 鄉‧鎮 基層

어떠한 내용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결여될 경우에 기층에 대한 

미시적 분석만으로는 분석사례가 얼마나 보편적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일례로 . 

릴리 차이 는 농촌의 공공재 공급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의 경(Lily L. Tsai)

제발전 수준이 아니라 혈족 종교 집단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의 발달 여부라는 점, ‧
을 실증했다 정치적 책임 을 담보하는 공식적인 민주적 관료적 기. (accountability) , 

제가 부재한 중국에서 비공식적 조직들이 도덕적 권위를 통해 지방정부는 물론 

주민들에게 공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함으로써 공공재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

이다 비공식적 조직들의 영향력이 클수록 도로가 확장되고 음용수 공급이 개선되. 

며 학교시설이 잘 관리된다.19) 릴리 차이의 연구는 인과관계가 분명한 정치경제 

학적 연구의 모범을 보여주지만 가장 하층인 촌을 분석단위로 삼고 있다 이로 , . 

인해 실제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격차가 발생하는 전체 메커니즘이 간과된다.20) 

본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년대 이후의 정책적 변화를 통해 현급 아래의 향급 2000

간에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격차가 체계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또한 재정과 공공. 

재 간의 연계가 회복되고 실제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확보되면서 

비공식적인 공공재 공급의 메커니즘보다 공식적인 재정 및 공공재 공급이 중요해

졌다.

결국 중앙정부에서 기층에 이르는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기층에서 정책이 실제 

18) Christine Wong, "Rebuilding Government for the 21st Century: Can China 
Incrementally Reform the Public Sector," The China Quarterly 200(2009), 
pp. 929-952; Christine Wong, "Paying for the harmonious society," China 
Economic Quarterly 14:2(2010), pp. 20-25.

19) Lily L. Tsai, Accountability without Democracy: Solidary Groups and 
Public Goods Provision in Rural China(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20)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는 다른 사례로는  Ethan Michelson(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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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논문은 중국의 거시적. 

인 재정체제에 대한 서술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실행을 거쳐 향급에 대한 사례조사

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거시적인 재정과 공공재 공급 체제에 . 

대한 이해와 미시적인 기층의 정책 실행 및 농민의 의식구조에 대한 분석을 결합

하여 중국 농촌의 국가 농민 관계에 대한 정치경제학을 제시하려고 한다- .

이론적 배경 기능주의적 조직이론과 재정 연방주의3. : 

국가 사회 관계의 안정과 불안정  (1) -

본 연구의 기본적인 가정은 기능주의적 조직이론  (functionalist organization 

이다 조직은 조직과 그 구성원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며 조직과 구성원의 theory) . , 

행동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21) 하나의 조직으 

로서 국가도 마찬가지다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은 조직의 생존과 안정의 조건으로. 

서 구성원의 물리적 필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조직이론과 구분된다 이를 . 

국가라는 조직에 적용하면 공공재 공급이 국가의 생존과 안정을 결정한다는 것이, 

다.

국가가 존속하는 이유에 대한 미그달 의 세 가지 설명을 통해   (Joel S. Migdal)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의 관점을 좀 더 명확하게 서술해 보겠다 이는 국가를 단위. 

로 삼는 국제적 환경 기능주의적 조직이론 후견 피후견 관계 등이다, , - .22) 미그달 

의 논의를 중심으로 각각의 설명을 검토해 보자.

먼저 국제적 환경이 국가를 단위로 삼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할 수 있다 냉전  . 

기에는 국제정치의 구조가 국가들을 존속시켰다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으로 약한 . 

국가들조차 생존할 수 있었다.23) 탈냉전과 세계화로 인해 일부는 주권국가의 쇠 

퇴에 주목했지만 오히려 국가 기능이 형편없는 국가들조차 생존하는 경우가 많, 

21) James G. March, Herbert A. Simon, Organizations(Second 
Edition)(Blackwell, 1993), p. 2.

22) Joel S. Migdal, State in Society: Studying How States and Societies 
Transform and Constitute One Another(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 135-150.

23)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Addison-Wesley,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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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그달은 국가의 쇠퇴보다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허약한 국가들에 오히려 주. 

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약한 국가들조차 생존을 유지하는 이유는 국제기구와 . 

국제규범들이 국가를 당연시하고 국가를 규범화했기 때문이다 강대국들의 힘의 . 

동학 국제기구의 규범과 관행 등이 국가와 사회 모두에게 국가의 존속을 당연한 , 

것으로 내면화시킨 것이다(internalized) .24) 이는 국제정치에 종속되기보다는 국제 

정치의 주요한 행위자인 강대국들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문화대혁명 시기의 중국, 

처럼 다른 국가들의 무관심이든 스스로 선택한 전략이든 국제정치에서 절연된 국

가들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또한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국가의 존속 근거를 찾기 . 

때문에 국가 내부를 설명할 수 없다 일례로 거대한 국제정치적 변동을 가져온 . 

구소련 붕괴와 동유럽의 탈사회주의는 국제적 환경이 이들 국가를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련 내부의 문제가 더 컸다. .

두 번째는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으로 어떤 조직이 존재하고 지속되는 이유는 인  

간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논지이다 국가도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 

존재한다 국가는 구성원에게 공공재를 공급하고 구성원은 국가에게 충성으로 보. 

답하는 교환 관계가 국가의 존립 근거가 된다 공공재 공급이 조직의 구심력으로 . 

작용해야만 국가의 존속이 가능하다 국가의 공공재 공급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 . 

지 않는다면 구성원들이 충성을 철회하고 해체의 원심력이 커져 국가가 약화되, 

고 결국 붕괴될 수도 있다 또한 국가는 구심력을 유지하기 위해 충성과 의무에 , .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공급하고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불충과 의무 위, 

반을 처벌한다 구성원과 비구성원의 접근권도 구분한다 국민과 비국민에 대한 . .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충성과 구심력이 유지될 수 없다 선택적 공급의 인센, . 

티브와 구성원에 대한 특혜의 구조를 통해 국가를 해체하는 원심력이 제어되고 

국가의 통합과 응집성이 유지된다 그러나 북한이나 사하라 남부의 다수 국가들처. 

럼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분열 상태에 직면한 국가들도 현

실에서는 존속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이 대안적 설명을 제공한다 조직이론은 효용극대  . 

화를 목표로 국가에 대한 의무이행과 충성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얻는 개인의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이와 달리 제한된 합리성. (bounded 

을 가진 개인들이 효용극대화가 아니라 만족을 추구하면서 국가라는 rationality)

24) Joel S. Migdal(2001), pp. 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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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일상화하는 것이 국가 존속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25) 이미 제도화된 국가 

가 사라지기란 쉽지 않다 공공재 공급과 충성의 교환을 핵심으로 하는 기능주의. 

적 조직이론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무능한 국가들의 생존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제도주의는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을 보충한다.26)

세 번째는 후견 피후견 관계다 구성원 전체에게 공공재를 공급하지 못하더라  - . 

도 후견 피후견 관계가 있다면 사유재의 형태로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되어 국가- , 

의 존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공식적 제도 안팎에서 후견인과 피후견인들 . 

사이에 공모가 유지된다면 공공재를 공급할 수 없는 무능한 국가도 생존할 수 , 

있다 후견 피후견 관계는 역사적 제도주의에 기대지 않고 국가의 생존 논리를 . -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부에노 데 메스키타 등. (Bruce Bueno de 

은 전체 시민에 대한 공공재 공급과 상관없이 소수의 승리연합Mesquita et al.)

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 공급만 유지된다면 국가의 생존이 가(winning coalition) , 

능하다고 주장하여 이러한 논리의 전형을 보여준다.27) 후견 피후견 관계에 포함 -

된 구성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되더라도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후견 피후견 관계의 논리는 조직의 존재 이유를 추상적-

이고 총체적인 구성원들의 필요성에서 찾는 기능주의의 합리성에서 벗어난다 또. 

한 조직은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일반적인 조직이론의 가정과도 다르다 후. 

견 피후견 관계는 쉽게 부패와 지대추구 행위로 귀결되어 국가라는 조직 전체로 -

보면 이익보다는 손실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그달은 후견 피후견 . -

관계를 기능주의 조직이론에 대립하는 것으로 본다.28)

하지만 후견 피후견 관계는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의 논리에 포함될 수도 있다  - . 

후견 피후견 관계는 국가가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할 능력이 없는 기능을 수행하-

기 때문에 존재할 수도 있다.29) 낮은 경제발전 단계에서 구성원 전체에 대한 공 

25) James G. March and Johan P. Olsen, Rediscovering Institutions: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Free Press, 1989).

26) Joel S. Migdal(2001), pp. 137-142.
27) Bruce Bueno de Mesquita, Alastair Smith, Randolph M. Siverson, and 

James D. Morrow,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The MIT Press, 2003).
28) Joel S. Migdal(2001), pp. 147-150.
29) Javier Auyero, “The Logic of Clientelism in Argentina: An Ethnographic 

Account,”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에서 , Vol. 35, No. 3(2000), p. 60
재인용. Robert K.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enlarged 
edition) (The Free Press,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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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재 공급이 불가능할 때 후견 피후견 관계에 기반한 지대추구가 국가의 생존을 , -

보장하고 심지어 전체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중국이 가, . 

장 좋은 예이다 중국은 개혁 개방 초기에 지방의 정부관리들 향진기업의 운영자. · , 

들 사영기업가들이 후견 피후견 관계에 기반하여 개별 지방의 경제성장을 추구, -

하는 발전연합을 구성했다.30) 이들은 지대추구를 위해 시장지향적인 기업들을 경 

쟁적으로 설립했으며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중앙정부의 독점적인 지대추구를 견, 

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였다 약탈적이고 단기적인 지대추구는 . 

다른 지방으로의 자본유출을 가져왔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장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이들이 개혁의 지지 기반이 되어 반개혁세력이 위로부터 개혁을 . 

동결하려는 시도를 막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개혁을 사후 승인할 수밖에 없. 

었다 이것이 국가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시장개혁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이와 . . 

달리 지대추구를 막기 위해 경제이행 과정에서 국가능력을 신속하게 축소한 동유

럽 및 구소련은 후견 피후견 관계와 지대추구가 경제발전과 역행하는 것을 막을 -

수 없었다.31) 

본 논문의 기본적인 가정은 국가 존속에 대한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의 관점을   

따른다 국제적 환경 후견 피후견 관계에 관한 논의는 국가의 생존에 중점을 둔 . , -

설명이기 때문이다 곧 붕괴할 것 같은 형편없는 국가조차 생존할 수 있는 이유. 

를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한 국가의 안정과 불안정 번영과 쇠퇴에 대한 세, , 

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은 공공재와 충성의 교환이라. 

는 가정을 통해 단순히 생존뿐 아니라 국가의 공공재 공급에 따라 체제의 안정, 

과 불안정 수준이 결정된다는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공공재 공급의 기능을 . 

하는 국가와 충성을 제공하는 사회라는 국가 사회 관계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

이러한 관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냉전 시기 억압적인 공산주의 체제의 존속  . 

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시민들이 감히 저항을 떠올리지도 못할 . 

만큼 억압적이기 때문이라는 당위적이고 손쉬운 설명도 있었지만 합리적인 설명, 

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연구들이 국가의 공공재 공급과 시민의 충성 간의 교환을 

강조했다 쿡 은 공산주의 체제가 완전고용 사회복지 상대적으로 . (Linda J. Cook) , , 

30) Jean C. Oi, Rural China Takes Off: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Economic 
Refor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31) Andrew H. Wedeman,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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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불평등 등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대가로 사회가 체제에 대한 동의와 순응을 

제공하는 교환관계가 암묵적인 사회계약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소련이 유지되었으

며 이 교환관계의 약화가 소련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32) 동일한 논리를  

헝가리에 적용한 스웨인 은 사회주의적 사회계약 소비자 협약(Nigel Swain) ' ',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공재 공급과 소비 수준의 축소가 (consumerist pact)'

체제의 불안정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33)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탈냉전 이후 탈 ,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에서도 국가와 시민 사이의 새로운 사회계약 즉 국가가 , '

어떤 공공재를 공급해야 하는가 와 누가 공공재 공급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것인' '

가 가 핵심적인 문제였다' .34) 이들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은  

국가의 공공재 공급 수준을 독립변수로 하는 일종의 사회계약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재 공급에 대한 분석  (2) 

본 논문이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에 근거한다는 설명은 국가의 공공재 공급이 국  

가 사회 관계의 안정을 결정한다는 가설이 이론적 근거와 학술적 전통을 가지고 -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이다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이 적절한 연구방법이나 분석. 

의 도구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본 논문은 분석과 평가의 도구로 재정 연방주의. 

이론을 활용한다(fiscal federalism) .

재정 연방주의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다층적인 연방제 국  

가의 재정에 관한 이론이다 국가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활용.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느냐가 핵심적인 

논의 대상이다 순수한 경제학의 영역에 가까운 재정학과 달리 상급정부와 하급정. 

부 간의 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에 상하 정부간의 권력 구조 행위자들의 인센티브 , 

등과 같은 정치학의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최근 신제도주의의 영향으로 , 

32) Linda J. Cook, The Soviet Social Contract and Why It Failed(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33) Nigel Swain, Hungary: The Rise and Fall of Feasible Socialism(Verso, 
1992), pp. 13-14.

34) János Kornai, Stephan Haggard, Robert P. Kaufman(eds.), Reforming 
State: Fiscal and Welfare Reform in Post-Socialist Countries(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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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정치경제학에 가까워지고 있다.35)

현대 재정 연방주의 이론의 기본 개념을 정립한 오츠 의 논  (Wallace E. Oates)

의를 중심으로 재정 연방주의가 가정하는 정부의 역할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 역할 분담을 간략하게 정리하겠다 이를 통해 중국의 공공재 공급 체제에 대. 

한 분석과 평가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오츠는 근대 후생경제학이 경제체제를 .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인 소득의 공평한 분배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수용하면

서 후생의 최적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분배 안정화 자(distribution), (stabilization), 

원할당 등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배는 소득(allocation) . 

의 공평한 분배 즉 불평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화는 통화 금융 가, . , , 

격 고용률 등에 대한 거시경제적 관리이다 자원할당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 . 

될 수 있도록 배치해야 된다는 의미로 공공재 공급을 의미한다.36)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재정 연방주의는 단순히 재정에 관련된 논의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시민들, 

에게 공평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문제는 집중화된 정부와 분권화된 정부 중 누가 더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하느  

냐이다 오츠는 안정화의 경우 통화를 예로 들어 분권화된 정부들이 통화 정책을 . , 

담당하게 되면 서로 발권 경쟁을 벌여 통화 팽창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화된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분배의 경우는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이 필수적인데 분권화된 정부(negative income tax) , 

가 이를 시행할 경우에 해당 지역에서 부유층의 이탈과 빈곤층의 유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배는 이탈과 유입을 통제할 수 있는 국경선을 가진 중앙. 

정부가 통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공공재 공급은 조금 복잡하다 국방처럼 거의 . . 

완전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순수한 공공재의 경우에는 분권화된 정부들

이 집단행동의 논리에 따라 서로 공급을 회피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맡아야 한

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재는 완벽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 

분권화된 정부가 해당 공공재를 공급해야 더 효율적으로 선호를 반영하고 적절한 

35) Wallace E. Oates, "Toward A Second-Generation Theory of Fiscal 
Federalism,"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2:4(2005), pp. 349-373; 
Barry R. Weingast,  "Second Generation Fiscal Federalism: Political Aspects 
of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53(2014), pp. 14-25.

36) Wallace E. Oates, Fiscal Federalism(Harcourt Brace Jovanovich, 1972; 
reprinted in 1993 by Gregg Revivals), pp. - .ⅹⅲ ⅹ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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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량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분권화된 정부들이 상호 경쟁하면서 혁신을 촉진. 

할 수 있으며 근거리에서 실제 비용과 혜택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 

에 공적인 의사결정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최선의 방법은 안정화와 분배. 

를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자원할당을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 

하면 공공재의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부터 최하급 정부들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공

공재 공급을 분담하는 것이다.37) 

이처럼 세 가지 역할이 집중화와 분권화 어느 한쪽만으로는 제대로 수행될 수   

없기 때문에 재정 연방주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담하는 연방제가 

최선의 정부 운영체계라고 본다 또한 정치학의 권력분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학. 

의 분배 안정화 자원할당 등의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게 되면 사, , , 

실상 이는 특정한 정치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문제가 된다 이런 . 

점에서 재정 연방주의는 보편적인 정부 역할 분담에 관한 이론이다 연방제 국가. 

뿐 아니라 비연방제 국가들에서도 활용 가능한 것이다 재정 연방주의는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의 다층적인 정부 구조에 대한 분석이며 모든 국가들은 최소한 두 , 

개 이상의 중층적 정부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38)

중국의 공공재 공급에 대한 분석에 재정 연방주의를 활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전된 현대국가에서 공공재 공급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 , 

국가의 재정이다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공공재 공급에 사. 

용하겠다는 암묵적 합의 하에 조세를 징수하며 유지된다.39) 신자유주의의 공공부 

문 축소 정책처럼 현대 국가에서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를 축소하려는 시도

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발전된 국가일수록 대다수 공공재 공급의 수준을 결정하, 

는 핵심 변수는 해당 공공재에 투입되는 재정이다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가 . 

반드시 민주주의 체제만의 논리는 아니다 기능주의 조직이론에서 봤듯이 공공재. 

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국가는 사회로부터 존재 이유 를 의심받(raison d' tre)ê
을 수밖에 없으며 불안정에 시달리게 된다 오히려 정치적 정당성이 없는 비민주, . 

주의 체제가 안정을 유지하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발전과 

37) Wallace E. Oates(1972), pp. 3-20.
38) Wallace E. Oates(1972), pp. 3-20; Robin Boadway and Anwar Shah, Fiscal 

Federalism: Principles and Practices of Multiorder Governance(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 306.

39) Carolyn Webber and Aaron Wildavsky, A History of Taxation and 
Expenditure in the Western World(Simon & Schuster, 1986), pp. 29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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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공급에 매진할 수도 있다 왕샤오광 마쥔 과 같은 중국학자. , ( , )王紹光 馬駿
들도 개혁 개방 이후의 발전과정을 현대적 예산국가 즉 정부의 재정' ( )', ‧ 預算國家
수입과 재정지출로 구성된 예산을 통해 국민에게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로 발전

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40) 얼마나 성공적인지에 대한 평가를 떠나 중국 정부도  

재정을 통해 공공재를 공급하는 현대화된 재정국가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다.

둘째 앞서 언급했듯이 재정 연방주의가 모든 국가 특히 다층적 정부구조를 가  , , 

진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일체의 지방정부가 없이 단일한 . 

중앙정부로만 구성된 정부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농촌의 정부. 

등급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중앙 성급 지급 향급 촌에 이르는 기다란 수직적 정, - - - -

부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정 연방주의가 복잡한 다층적 정부구조를 관통하며 진행. 

되는 중국의 재정 분배와 공공재 공급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오늘날 중국의 재정과 공공재 공급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년 분세제   , 1994

개혁이 재정 연방주의에 따른 개혁이기 때문이다 개혁 개방 이후 분권화가 심화. ‧
되고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이 감소하면서 국가가 공공재 공급으로부터 후퇴했다.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가 약화된 것이다 지역과 부문에 따라 공공재 공급의 .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개혁 개방에 대한 초기 연구들이 후견 피후. -‧
견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배경에도 이러한 년대 거시적인 재정과 공공재 1980

간의 연계 붕괴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분세제 개혁은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 

연계가 복구되어 중국이 현대적인 재정국가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는

다 따라서 분세제 개혁 이후의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체제를 중국이 스스로 선. 

택한 재정 연방주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재정 연방주의는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체제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 

기준을 제공한다 안정화 분배 자원할당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중앙정부의 재. , , 

정능력이 확보되었는가 재정이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가 재정이 주민의 선호에 , , 

따라 효율적으로 공공재로 전환되는가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중국의 재정과 공공

재 공급의 체제를 평가할 수 있다.

40) · , " “ ”: ," 2008 1王紹光 馬駿 走向 預算國家 財政轉型與國家建設 公共行政評論 年 第《 》 
, pp. 1-37.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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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틀4. 

본 논문의 분석틀과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도해하겠다 우선 본 논문은 국가   . 

재정이 공공재 공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현대적 재정국가의 기본적인 형태와 공공

재 공급이 국가의 존속과 안정을 결정한다는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에 따라 아래 

그림 과 같이 재정 공공재 공급 국가 사회 관계 간의 인과관계를 가정한< 1-1> , , -

다.

그림 재정 공공재 공급 국가 사회 관계 간의 기본적인 인과관계< 1-1> , , -

표 시기별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 국가 및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1-1> , 

본 논문이 개혁 개방 개시부터 분세제 개혁을 거쳐 후진타오 정부까지 세 시기  ‧
를 구분하는 이유도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도출된다 년 개혁 개방 개시부터 . 1978 ‧

년 분세제 개혁 이전까지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가 붕괴되고 공공재 공1994

급에 필요한 국가 및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이 축소되었다 년 분세제 개혁을 . 1994

통해 재정과 공공재 공급이 다시 연계되었으나 국가 및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이 

복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국가의 공공재 공급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 

기 위한 재정능력이 본격적으로 복구되기 시작한 것은 년 후진타오 정부의 2002

출범 이후이다 이런 이유로 본 논문은 표 과 같이 세 시기를 나누어 분석. < 1-1>

한다 또한 개혁 개방 개시부터 년 분세제 개혁까지의 시기는 재정과 공공재 . 1994‧
공급의 연계가 붕괴된 시기이기 때문에 재정이 아닌 공공재 공급을 직접 분석해

야 한다.

재정 ⇨ 공공재 공급 ⇨ 국가 사회 관계-

년1978
개혁 개방‧

년1994
분세제 개혁

년2002
후진타오 정부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 X ○ ○
국가 및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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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개혁 개방 이후부터 분세제 이전까지의 공공재 공급과 국가 사회 관< 1-2> -‧
계

이러한 분석틀을 상세히 서술하자면 먼저 중국의 개혁 개방의 시작과 함께 일  , ‧
반적인 현대 재정국가와 달리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가 약화되었다 지방정부. 

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분권화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재정이 공공재 공급에서 후퇴

하면서 공공재 공급에서 시장의 비중이 높아지고 지방정부의 책임이 커지게 되었

다.41) 물론 년대 공공재 공급이 재정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 1980

다 현대적이고 통일적인 재정관계가 수립되지 않았더라도 상하 정부간의 재정 관. 

계가 부재할 수는 없다 성급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들은 자신들의 조건과 . ( : ) 省級 ‧ ‧
처지에 따라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반응을 보였으며 중앙정부와의 협, ‧
상을 통해 재량권을 확대하려고 노력했다 정부간 재정관계도 마찬가지여서 . 1980

년대 중앙 지방 간의 재정관계는 성급별로 상이했고 시기별로도 수많은 변화를 -

겪었다.42) 이로 인해 재정에 따라 공공재 공급의 수준이 통일적으로 결정되지 않 

았고 그림 에서 보듯이 개혁 개방이 가져온 탈집단화 분권화 시장화와 이것< 1-2> ‧ ‧ ‧
이 지방정부에 미치는 인센티브에 따라 달라졌다 지역별 시기별 차이와 변화가 . ‧
극심해 이 시기 재정과 공공재 공급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도 어렵다.

본 논문은 개혁 개방 개시부터 분세제 개혁 이전까지 상이한 지역별 시기별 차  ‧ ‧
이와 변화보다는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탈집단화 분권화‧ ‧

41) Barry Naughton(2007), pp. 243-246; Tony Saich(2008), pp. 43-70.
42) 년대 성급 정부들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지방 관계는  1980 - Linda Chelan 

Li, Centre and Provinces: China 1978-1993: Power as 
Non-Zero-Sum(Oxford University Press, 1998); Jae Ho Chung, Central 
Control and Local Discretion in China: Leadership and Implementation 
during Post-Mao Decollectivizatioin 년대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980
성급 정부들과 중앙정부와의 다양한 재정관계에 대한 요약은 ( ), 李萍 主編 財政體制《

( , 2010), pp. 12-23.簡明圖解 中國財經經濟出版社》

탈집단화
분권화
시장화

⇨ 공공재 공급 ⇨ 국가 사회 관계-
국가 농민 관계( - )

⇧
⇨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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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화와 지방정부의 인센티브가 보건의료 도로 교육 등의 개별 공공재에 어떻, , 

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 붕괴가 개별 공공재.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분세제 개혁 이후와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이 시기 , 

공공재 공급과 국가 사회 관계의 인과관계를 평가한다- .

그림 분세제 개혁 이후의 재정 및 공공재 공급과 국가 사회 관계< 1-3> -

개혁 개방 이후 급감한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을 복구할 목적으로 시행된 년   1994‧
분세제 개혁은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를 복구시켰다 분세제 개혁이 가져온 . 

변화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양적 측면은 국가와 중앙정. 

부의 재정능력 회복이다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축소하고 중앙정부로 재정을 모. 

으면서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재정이 증가했다 질적 측면은 재정과 공공재 . 

공급의 기반이 되는 제도이다 분세제는 재정 연방주의에 따른 개혁이었다 재정 . . 

연방주의는 안정화 분배 자원할당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상하 정부간에 어떻게 , , 

분담하느냐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그림 에서 보듯이 상하 정부간 . < 1-3>

재정관계가 분세제의 재정과 공공재 공급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본 논문은 재정 연방주의의 상하 정부간 재정관계와 더불어 민주적 기제를 중  

요한 변수로 본다 재정 연방주의 이론은 주로 서구 연방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의 차이점에는 민감하지만 민주주의는 일종의 . , 

숨은 전제가 되어 민주적 기제 자체의 부재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많지 않다 본 . 

논문은 분세제 개혁 이후 중국의 재정과 공공재 공급 체제가 다른 재정 연방주의

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민주적 기제의 부재에 있다고 본다 권위주의적 당. -

국가 체제로서 중국은 재정 연방주의가 가정하는 민주적 기제를 적용할 수 없었

재정 연방주의
정부간 재정관계

⇩
재정 ⇨ 공공재 공급 ⇨ 국가 사회 관계-

국가 농민 관계( - )

⇧
민주적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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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것이 분세제 개혁 이후의 재정과 공공재 공급 나아가 국가 사회 관계, , - 

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재정 연방주의의 핵심 내용인 정부간 재. 

정관계와 함께 민주적 기제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연구방법과 자료5. 

문헌자료와 통계자료  (1) 

본 논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방법은 문헌자료와 통계자료에 대  

한 분석이다 특히 재정과 공공재 공급에 대한 연구인 만큼 통계자료를 최대한 . , 

활용하여 객관적인 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주로 중국 교육경비 통계연감. 『

중국 위생 및 가족계획 통계연감( ) , (』 『中國教育經費統計年鑒 中國衛生和計劃
등과 같이 관련 정부 부서가 출판하는 연감류를 활용했다 신) . 』 『生育統計年鑒

중국 년 통계자료 모음집 등과 같이 특정한 연60 ( )』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彙編
도를 기념하여 출판되며 장기간에 걸친 통계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통계 모, 

음집도 활용했다 특히 문헌자료와 통계자료 수집 과정에서 일부 비공개된 내용이. 

나 통계를 중국내 학술잡지를 통해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당정 기관과 연계. 

가 있는 저자들 중에 이른바 내부문건 이나 비공개된 내용을 단편적으' ( )'內部文件
로나마 공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논문을 최대. 

한 많이 확보하고 일일이 내용을 검토해야만 한다 자료 검색이 용이하지 않았던 , . 

과거와 달리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량의 자료를 검색' '(cnki.net) 中國知網
할 수 있다는 이점을 활용했다 상당수의 통계자료도 이 사이트를 활용하여 입수.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 활용되지 못한 년대 보건의료 통계 등을 논. 1980

거로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발간된 서적은 아직 등재되지 않은 경우가 . 

많고 내용이 민감한 자료는 온라인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중국 내, . 

의 도서관을 활용하거나 중국의 지인들을 통해 입수하고 일부는 직접 구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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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의 방법과 전략  (2) 

문헌자료와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례연구를 병행했다 사례연구는 문  . 

헌분석과 공식 통계자료 분석 면접조사 현지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분석 등 가용, , 

한 모든 방법이 활용되었다 현지조사 지역에 관한 문헌자료와 공식 통계자료 분. 

석은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는 년 월 저장성, 2013 8 , 2013

년 월과 년 월 쓰촨성에서 톈진 난카이 대학교 마더용 교수10 2014 4 ( ) ( ) 南開 馬得勇
와 함께 실시했다.43) 실제 분석 대상은 개 현급 지역의 개 향진에 걸친  3 5 1035

명의 설문조사와 현지에서 수행된 면접조사이다 이러한 혼합적 방법. (hybrid 

을 통해 구조적 요인과 함께 행위자 특히 농민들의 인식과 행태를 분석methods) , 

하려고 시도했다.44) 이는 사례연구의 분석단위인 향진 촌 등 이른바 기층 농촌 , ' ' 

의 경우 공식적인 자료와 통계가 부재하거나 있다고 해도 이를 완전히 신뢰하기, 

가 어렵고 모집단의 규모 자체가 작아 확보할 수 있는 사례수도 적을 수밖에 없, 

어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논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현지조사 지역 중에서 쓰촨성의 두 개 향급 지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 

이는 현지조사의 한계와 연구 전략이 모두 반영된 결과다 현급 정부까지는 전국. 

적인 재정과 통계 자료가 존재하나 본 연구의 분석단위인 현급 아래의 향급 정, 

부부터는 공개된 재정과 통계 자료가 거의 없다 외부인이 이들의 상세한 재정과 . 

통계 자료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층간부들도 일반적으로 재정과 통계자. 

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면접조사로도 해결하기 어렵다 재정. 

이 아니라 공공재 공급 수준을 일일이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지만 이는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하며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도 , 

쉽지 않다.45)

43) 이외에 필자는 마더용 교수가 주도한 년 월 쓰촨성 개 향진에 대한 조사에 2010 1 4
도 참여하였다 연구의 주제가 구체화되면서 이 조사는 제외되었으나 일종의 파일럿 . , 
조사로서 농촌조사의 기본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년 월과 월 톈진. 2014 5 6
에서 농민 출신 도시 이주 노동자인 농민공 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조사를 ' ( )'農民工
진행하였다 개 공장에서 약 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일부 면접조사를 수행하였으. 4 150
나 샘플의 성별 연령 출신지역 등의 분포가 지나치게 편향되고 농민공들의 면접조사, , ‧ ‧
와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태도도 불성실한 경우가 많아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44) 혼합적 방법에 대해서는 정재호 중국의 중앙 지방 관계론 분권화 개혁의 정치경 , - : 『
제 나남출판( , 1999), p. 63.』

45) 촌의 공공재 공급 수준을 직접 측정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Lily L. Tsai(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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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현급 지역에 속하며 많은 조건이 대체로 유사  

하지만 재정투입과 정책특혜의 수준이 현격하게 다른 두 향진을 비교하는 전략을 , 

사용했다 일종의 최대유사체계 분석디자인이다 현실세계에서 완전히 동질적인 . . 

지역이 존재할 수 없고 중국의 현지조사에서 연구설계와 부합하는 지역을 임의대, 

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선택된 두 향진이 재정투입과 정책특

혜를 제외한 모든 조건이 완전히 동질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최대. 

유사체계 분석디자인이 갖는 일반적인 한계로 두 향진을 비교분석하는 의의가 사

라지지는 않을 것이다.46) 또한 농민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분석하여 숨겨진 농민 

들의 인식구조를 드러냄으로써 비교분석의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논거를 제시할 

것이다.

논문의 구성6.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구성과 각 장들의 내용을 약술한다  .

분세제 개혁과 후진타오 정부의 정책 변환을 분석하기에 앞서 장에서 개혁 개  2 ·

방 초기 년대 중국의 공공재 공급을 농촌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는 중국이 1980 . 

현대적 재정국가로 전환되고 재정과 공공재 공급이 연계되기 시작한 년 분세1994

제 개혁 이전의 공공재 공급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 

년대와 동일선상에서 분석하는 이 시기가 공공재 공급과 국가 사회 관계를 1990 -

연결하는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의 논리에서 빠진 고리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 

의 재정능력이 축소되고 정부 집체 기업이 공공재 공급에서 후퇴하면서 중국의 공‧ ‧
공재 공급이 붕괴되었다는 일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회 관계가 악화, -

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모순을 해결하려고 한다 탈집단화 분권화 시장화 및 지방. ‧ ‧
정부의 필요에 따라 보건의료 교육 도로 등의 공공재가 어떻게 공급되었는지를 , , 

분석하여 기존의 평가가 올바른지 살펴볼 것이다. 

장에서는 분세제 개혁의 원인 내용 결과를 살펴본다 분세제 개혁이 중국이 현  3 . ‧ ‧

46) 최대유사체계 분석디자인에 대해서는 애덤 셰보르스키 헨리 튜니 비교분석의 디 , , "
자인 김웅진 박찬욱 신윤환 편역 비교정치론 강의 비교정치연구의 분석논리와 ," , , , 1: 『
패러다임 한울아카데미( , 1995), pp. 91-95; John Gerring, 』 Case Study Research: 
Principles and Practices(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 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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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재정국가로 전환되는 계기이자 재정구조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특히 재. 

정 연방주의가 국가의 목표이자 역할로 규정하는 안정화 분배 자원할당이라는 , , 

기준으로 분세제를 평가할 것이다 또한 년 이후의 지속적인 조정 과정과 이. 1994

를 통한 변동을 추적하여 분세제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 

분세제 개혁이 년대 들어서 정부의 재정능력 확보를 통해 안정화를 실현하2000

고 동부 중부 서부를 기준으로 설정한 초보적인 지역간 분배를 어느 정도 달성했, ‧ ‧
다는 점을 밝힌다 본 논문에서 분세제 체제 라고 부르는 것은 분세제 개혁 이후. ' '

의 이러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중국의 재정과 공공재 공급 체제를 의미한다.

장이 분세제 체제의 성과를 서술했다면 장은 재정 연방주의가 지방정부의   3 , 4

역할로 규정한 자원할당의 영역과 하층정부에서의 재정 분배를 중심으로 분세제 

체제의 한계를 서술한다 년대 후반 분세제 체제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공. 1990

공재 공급에 필요한 재정을 지방에 분배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능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정 연방주의가 가정하는 민주적 기제가 부재했기 때문. 

에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민주적 기제의 부재가 기층 정부에서 어떻게 공공재 . 

공급의 부족과 농민부담의 증가를 야기하고 국가 사회 관계의 불안정을 가중시, -

켰는지를 살펴본다.

장은 후진타오 정부의 정책 변환을 분석한다 장과 장의 내용인 분세제 체  5 . 3 4

제의 성과와 한계가 년대 이후 정책 변환의 재정적 토대였다 중앙정부의 재2000 . 

정능력 확보와 초보적인 지역간 재정 분배의 달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후진타오 

정부가 시행한 정책 변환을 살펴본다 민주적 기제의 부재로 발생하는 공공재 공. 

급의 비효율성에 대한 논리적 대응은 민주적 기제의 확대이다 중국은 재정투입을 . 

통해 국가 사회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민주적 기제를 확대하지 않았다 이- . 

러한 선택이 권위주의적 당 국가 체제라는 중국의 체제적 제약에서 발생했다는 -

점을 서술할 것이다.

장과 장은 민주적 기제가 부재한 재정투입 증가라는 후진타오 정부의 정책   6 7

전환이 기층 농촌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쓰촨성 , Q

구의 신농촌 건설을 사례로 살펴본다 먼저 장은 신농촌 건설 과정에서 재정투. 6

입과 정책혜택이 차별적으로 분배된다는 점을 서술한다 아울러 차별적 재정투입. 

과 정책특혜가 지역간 경제적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 

분세제 체제가 목표로 하는 지역간 불평등 해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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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차별적 재정투입이 기층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농촌의 국  7

가 사회 관계를 전망한다 구에서 차별적 재정투입의 최대 수혜자였던 진과 - . Q B

상대적인 미수혜자인 향을 비교하여 차별적 재정투입이 농민들의 정부신뢰와 기A

층 거버넌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재정투입의 증가가 . 

기층정부에 대한 신뢰와 평가를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역설을 발견

할 수 있다 이 역설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구조. 

에서 발생하는 농민들의 독특한 의식구조를 농민들이 사용하는 보콴 과 커' ( )' '撥款
우콴 이라는 단어를 통해 살펴본다 보콴과 커우콴의 동학을 통해 농민들과 )' . 扣款
기층정부 사이에 상급정부의 재정을 두고 경쟁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 

민들이 기층정부를 전략적으로 불신한다는 점을 서술한다 또한 이것이 국가 농. -

민 관계에 갖는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장의 결론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국가 농민 관계를 중심으로 중국의   8 , -

국가 사회 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서술한다 아울러 민주화와 관련하여 재정- . 

과 공공재 공급 체제의 변화가 중국 농민의 시민성 을 어떻게 변화시(citizenship)

켰는지를 분석한다 최종적으로 본 논문의 결론이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인 중국의 . 

정치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갖는 함의를 집단소요사건 기층선거 등에 대한 전망을 , 

통해 서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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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분세제 이전 공공재 공급 체계의 변화2 :

년대 농촌 공공재 공급 수준에 대한 재평가1980

본 장에서는 년 개혁 개방 시작부터 년 분세제 개혁 이전까지 중국   1978 · 1994

농촌을 중심으로 개혁 개방 이후의 탈집단화 분권화 시장화와 이로 인한 공공재 공‧ ‧ ‧
급과 국가 사회 관계의 변화를 서술한다 특히 공공재 공급에 논의의 초점을 맞- . 

추어 기존의 연구들에서 모호하게 서술된 년대의 공공재 공급을 재평가할 것1980

이다 여기서 년대 는 개혁 개방 개시부터 분세제 개혁 이전까지의 시기를 의. '1980 ' ‧
미한다 개혁 개방 이후의 탈집단화 분권화 시장화는 국가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 ‧ ‧ ‧
연계를 약화시켰다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분권화 개혁을 통해 공공재 공. 3 , 

급의 근간이 되는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이 축소되었다 웡 의 표. (Christine Wong)

현에 따르면 개혁 개방부터 시작되어 년대에 들어서야 해소되는 여 년의 , 2000 20‧
긴축으로 인해 정부가 공공재 공급으로부터 후퇴했다.1) 공공재 공급 책임의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에 떠넘겨졌다.

이후의 장에서 재정을 직접 분석하거나 재정을 통해 공공재를 분석하는 것과   

달리 본 장은 재정을 제외하고 공공재 공급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현대적 재정. 

국가라면 공공재 공급의 원천이 국가의 재정이기 때문에 공공재 공급에 대한 논

의는 자연스럽게 재정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가 붕. 

괴되고 공공재를 공급할 국가의 재정능력도 축소되었기 때문에 년대 공공재 1980

공급에 대한 논의는 공공재 공급의 원천인 재정이 아니라 공공재 공급에 대한 직

접적인 분석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 시기에 정부간 재정관계가 사라지거. 

나 공공재 공급이 재정과 무관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간 재정관계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상에 따라 지역별 시기별로 상이하고 변화도 심했다 공공재 . ‧
공급의 수준은 재정보다는 개혁 개방이 가져온 탈집단화 분권화 시장화와 이것이 ‧ ‧ ‧

1) Christine Wong, "Rebuilding Government for the 21st Century: Can China 
Incrementally Reform the Public Sector," The China Quarterly 200(2009), 
pp. 93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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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미치는 인센티브에 따라 달라졌다.

이런 이유로 본 장은 년 분세제 개혁으로 다시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  1994

계가 복구되기 이전까지의 공공재 공급을 서술한다 또한 지역별 시기별 차이를 . ‧
종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 도로건설 등 개별 공공재를 분석할 것이, , 

다 이는 이 시기 지역별 시기별로 차이와 변화가 극심했던 재정과 공공재 공급을 . ‧
종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개별 공공재에 대한 분석이 , 

년대 공공재 공급의 전모와 특징을 분세제 개혁 이후와 비교하여 더 잘 드1980

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년대 공공재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시기의 농촌의 공  1980

공재 공급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모호하게 서술되며 국가 사회 관계에 대한 평, -

가와도 모순되기 때문이다 사이치 와 노튼 은 중국. (Tony Saich) (Barry Naughton)

의 공공재 공급을 평가하면서 개혁 개방 이후부터 년대 초반 후진타오 정부 2000‧
이전까지를 동질적인 시기로 분석한다 탈집단화 분권화 시장화로 인해 기존 사회. ‧ ‧
주의 체제의 공공재 공급 체계가 와해되고 국가가 갈수록 공공재 공급의 기능을 

시장으로 이전시켜 공공재 공급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보건. 

의료 등의 공공재 공급이 거의 붕괴되었다고 평가한다.2) 마이켈슨 (Ethan 

은 공공재 공급이 중국 농촌의 국가 사회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Michelson) -

하면서 년대 시작된 농촌 공공재 공급의 붕괴가 년대에 심화되어 국가1980 1990 -

사회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본다.3)

우선 이러한 주장들은 공공재 공급의 지표 특히 보건의료 지표와 모순된다 화  , . 

이트와 순 에 따르면 사회주의 붕괴 직(Martin King Whyte and Zhongxin Sun) , 

후에 러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유럽 탈사회주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평균수명

이 줄어들고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에. ·

도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했으며 국민들의 건강상태도 좋아졌다 사회주의 보건, . 

의료 체계가 붕괴되어 개인의 의료비용 지출이 증가하고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수준이 개선되고 수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2) Barry Naughton,The Chinese Economy: Transitions and Growth(MIT Press, 
2007), pp. 243-246; Tony Saich, Providing Public Goods in Transitional 
China(Palgrave Macmillan, 2008), pp. 43-70.

3) Ethan Michelson, "Public Goods and State-Society Relations: An Impact 
Study of China's Rural Stimulus," in Dali L. Yang(ed.),The Global Recession 
and China's Political Economy(Palgrave Macmillan, 2012), pp.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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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의문점이다.4)

또한 이 시기 공공재 공급이 붕괴되었다는 평가가 사실이라면 기능주의 조직  , 

이론이 가정하는 공공재 공급과 국가 사회 관계의 연관성은 사라지게 된다 개혁- . ·

개방과 함께 공공재 공급 체계가 붕괴되었다는 논의와 달리 이 시기에 중국 농촌

의 국가 사회 관계가 뚜렷하게 악화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농가생산- . 

책임제 로 대표되는 탈집단화를 지지했으며 년대 후반 ( ) , 1980家庭聯產承包責任制
중국 역사상 도농 간 격차가 가장 적었을 만큼 농민의 소득이 증가했다 빈곤한 . 

농촌에서 지방관리들에 대한 산발적인 저항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농촌은 조용했, 

으며 도시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민주화와 관련된 시위에도 농민들은 반응하

지 않았다.5) 즈와이그 에 따르면 년 톈안먼 사건의 가장 큰  (David Zweig) , 1989

아이러니 중 하나는 농민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톈안먼 사건 . 

이후에 보수적 지도자들의 복귀와 반농업적인 정책 때문에 농촌에서 광범위한 저

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6)

결국 기존의 논의대로라면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이 가정하는 공공재 공급과 국  

가 사회 관계 간의 연관성이 년대에는 성립되지 않는 셈이다 만약 공공재 - 1980 . 

공급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회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다면 왜 악화되지 않-

았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아니면 기존의 평가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이후에 보듯이 개혁 개방과 함께 시작된 변화들로 인해 농촌의 공공재 공급이 붕·

괴되었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공공재 공급이 경제성장만큼 빠르게 개선되지. 

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서술하는 만큼 악화되지도 않았다 경제성, . 

장처럼 눈부신 성과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중국 농촌의 공공재 공급, 

은 분야별로 개선과 악화가 상이했다 최소한 전반적으로 붕괴되었다고 평가하기. 

는 어렵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시장이 공공재 공급으로부터 후퇴한 . 

국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었으며 지방정부들도 필요에 따라 공공재 공급자의 , 

역할을 수행했다.

4) Martin King Whyte and Zhongxin Sun, "The Impact of China's Market 
Reforms on the Health of Chinese Citizens: Examining Two Puzzles,"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8, No. 1(March 2010), pp. 1-32.

5) Teresa Wright, Accepting authoritarianism: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s reform era(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137-148.

6) David Zweig, “China after Tiananmen: Peasants and Politics,” World Policy 
Journal Vol. 6, No. 4(Fall 1989), pp. 63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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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은 보건의료 교육 도로건설 등 대표적인 공공재를 검토하여 이 시기 공  , , 

공재 공급을 평가한다 먼저 개혁 개방이 가져온 탈집단화 분권화가 경제성장과 . · , 

공공재 공급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존 논의를 요약한다 다음으로 공공재 공급 . 

감소의 사례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기존의 논의와 대비

되는 증거들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당시의 보건의료를 평가할 수 있는 단순하고 . 

명료한 지표로서 주간 진료율을 활용한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와 달리 시장화되2 . 

기 어려운 교육의 공급 상황을 통해 개혁 개방의 변화가 개별적인 공공재에 미친 ‧
상이한 영향력을 검토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 

고 지방정부의 필요에 따라 공급이 차별화된 도로건설을 서술한다.

개혁 개방의 탈집단화와 분권화1. ‧

  탈집단화와 분권화를 통한 경제성장(1) 

탈집단화 와 재정 분권화 는 중국 개혁  (decollectivization) (fiscal decentralization) ·

개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농가생산책임제로 대표되는 탈집단화는 농촌에서 농. 

산물에 대한 수입 잉여 처분 등의 소유권을 인민공사 생산대대 생산대 등의 집체에‧ ‧ ‧ ‧
서 농민으로 귀속시켰다 생산량 증가가 농민 자신의 소유 증가로 이어지는 새로. 

운 유인 구조로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농민들의 노동 효율. 

성이 신장되어 남은 노동력이 향진기업 등 농업 이외의 활동에 투입될 수 있었

다 이것이 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의 배경이었다. 1980 .7)

지방정부에 경제발전의 유인을 제공한 것은 탈집단화가 아니라 재정 분권화를   

가져온 재정개혁이었다 년 이후 정부는 국유기업들과 재정유보율을 개별적. 1979

으로 협상하여 재정을 충당했다 지방정부 재정수입 중 중앙정부에 납부해야 할 . 

상납액도 성급 정부의 경제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상되었다 중앙정부와 계약. 

한 금액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방정부의 몫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 분권화는 경

제성장의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했다 재정 분권화를 통한 유인 구조는 중앙과 성. 

7) Jean C. Oi, Rural China Takes Off: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Economic 
Reform(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18-20; Barry Naughton(2007), 
pp. 88-90, 2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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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지방정부 간 관계뿐 아니라 현급과 향급 지방정부까지 동일하게 작동했다 향, . 

급 정부까지 미친 유인 구조로 인해 향진기업이 년대 개혁 개방을 이끌 수 1980 ·

있었다.8)

공공재 공급에 대한 탈집단화와 분권화의 효과  (2)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인이 된 탈집단화와 재정 분권화는 기층의 공공재 공급에  

는 반유인 으로 작용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처럼 개혁 개방 이(disincentive) . ·

전 중국의 공공재 공급은 경제 수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된다. 

사회주의 국가가 경제수준 이상으로 제공했던 복지 제공과 공공재 공급이 개혁 개·

방과 함께 급속하게 분권화 사유화 시장화되었다 농촌의 집체와 도시의 단웨이. (‧ ‧ 單
가 약화 해체되는 탈집단화 과정은 이들이 공급하던 공공재와 복지의 하락을 ) , 位

동반했다.9) 탈집단화를 통한 소유권의 변화는 농민과 농가에는 경제발전을 위한  

강력한 유인을 제공했지만 촌의 관리들에게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촌은 공식적으, . 

로는 자치조직으로서 독자적인 재정을 가진 정부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민들

이 제공하는 세금과 곡물은 촌을 건너뛰어 향급 이상의 상급정부로 납입되었다. 

이로 인해 촌의 재정위기가 심화되었다 촌의 관리들은 농민들에게 이른바 농민. "

부담 으로 불리는 자체적인 준조세 와 의무노동 을 부과시( )" ( ) ( )農民負擔 收費 義務工
켜 재정위기에 대응했다 결국 제도변화로 인한 촌의 재정부족이 공공재 감소와 . 

농민부담을 야기했다.10)

재정 분권화 또한 지방의 공공재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분권  . 

화로 인해 공공재 공급에서 상급 정부가 책임지는 재정이 줄고 지방정부의 책임, 

이 증가했다 지방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 공식적인 예산 외의 비공식. 

적이고 나아가 불법적일 수도 있는 재정 확보 수단을 찾게 되었다 농촌 지방정. 

부들은 농민에게 공식적인 세금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을 전가시키고 집체의 소유, 

물을 판매하거나 임대했다 재정을 공급해 줄 수 없는 중앙 정부도 이를 묵인했. 

다 집단소유를 사실상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부패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11)

8) Barry Naughton(2007), pp. 430-433.
9) Barry Naughton(2007), pp. 243-246; Tony Saich(2008), pp. 43-70.
10) Jean C. Oi(1999), 19-23, 42-57.
11) Lily L. Tsai, Accountability without Democracy: Solidary Groups and 

Public Goods Provision in Rural China(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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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농촌의 보건의료에 대한 평가2. 1980

탈집단화와 분권화가 공공재 공급을 압박하는 구조적 요인이었음은 분명하다  . 

그러나 실제 효과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 시장화 등과 섞여 복합적이었, 

다 여기서는 이 시기 공공재 공급의 붕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자. 

주 언급되는 중국 농촌의 보건의료 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건의료에 대한 . 

기존의 평가를 살펴보고 개혁 개방 이후의 농촌 보건의료 공급의 변화를 제도 기, · ‧
관 인원 지출 진료율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겠다.‧ ‧ ‧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의 악화  (1) ?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개혁 개방 이전 중국의 보건의료 체  , ·

제는 영아사망률의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 등 기초적인 보건의료에서 커다란 성과, 

를 이뤘다고 인정받았다 일차 보건의료 라는 개념을 공식화. ' (primary health care)'

한 세계보건기구 의 년 알마아타 선언 이 (WHO) 1978 (Alma Ata Declaration)「 」

중국 농촌의 보건의료 체제를 모범적인 공동체 기반의 모델로 칭송할 만큼 서구

에서조차 저개발국을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았다.12) 

개혁 개방과 함께 집체가 해체되면서 집체에 내장된 중국의 보건의료 체제도   ·

타격을 입었다 중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에 대한 연구들은 개혁 개방 이후의 . ·

탈집단화와 분권화로 인한 보건의료 공급의 급격한 감소를 강조한다 대부분의 연. 

구들이 년대 이후를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하면서도 년대에도 보건의료 1990 1980

공급이 꾸준히 감소되었다고 전제하며 년대에 들어서 분세제 개혁으로 인한 , 1990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 패자 없는 개혁에서 패자 있는 개혁으로의 전환 등이 보, 

건의료 서비스의 악화를 가속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도농 간 보건의료 서비스의 격. 

차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다 도농 간 보건의료 서비스의 격차가 증가하고 농촌. , 

의 보건의료 체계가 도시보다 더욱 악화되었다고 본다 국유기업 등을 통해 의료. 

보험 체계가 작동하던 도시와 달리 집체 안에서 작동하던 농촌의 보건의료 체제

pp. 35-47.
12) Sydney D. White, "From "Barefoot Doctor" to "Village Doctor" in Tiger 

Springs Village: A Case Study of Rural Health Care Transformation in 
Socialist China," Human Organization Vol. 57, No. 4(1998), pp. 480-490; 
Barry Naughton(2007), pp. 243-246; Tony Saich(2008), pp. 23-24,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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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탈집단화와 함께 붕괴했다는 것이다.13)

사회주의 합작의료 제도의 현실  (2) 

개혁 개방 이후에 보건의료 체제가 붕괴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작동  ‧
했던 기존 체제가 있어야만 한다 개혁 개방 이전 사회주의 중국의 농촌 보건의료. ·

는 맨발의 의사 라는 인원과 보건소 라는 기구 합작의료" ( )" ( ) , (赤腳醫生 保健站 合作
라는 제도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醫療 14) 이들 중 먼저 합작의료 제도 

를 검토해 보겠다.

합작의료 제도는 인민공사 이하의 집체를 기본단위로 삼아 지역 내 모든 농민  

들에게 소액의 돈을 걷어 운영하는 일종의 의료보험 제도였다 농촌 내에서도 공. 

무원이나 국유기업 소속의 주민들은 별도의 의료보장을 제공받아 합작의료의 대

상이 아니었지만 농촌 인구의 절대 다수가 농민이라는 점에서 합작의료가 중국 , 

농촌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합작의료의 구체적인 운영 형. 

태와 보장 범위는 지역별로 상이했다 인민공사 현재의 향급 예하의 . ( , ) 人民公社
생산대대 현재의 행정촌 가 운영 주체인 곳도 있었고 인민공사가 직접 ( , ) , 生產大隊
관리하는 곳도 있었으며 인민공사 위의 현급 정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곳도 , 

있었다 보장 범위도 해당 집체에서의 진료는 물론 소속 사원 이 외부에서 . ( )社員
지출한 의료비용까지 모두 보장하는 곳부터 비율에 따라 보장하거나 보장 한도액

을 설정한 곳도 있었다.15)16)

13) Winnie Yip and William C. Hsiao, "The Chinese Health System At A 
Crossroads," Health Affairs Vol. 27, No. 2(March/April 2008); Tony 
Saich(2008), pp. 71-101; Martin King Whyte and Zhongxin Sun(2010).

14) , ( ), ( , 2004), p. 陳佳貴 王延中 主編 中國社會保障發展報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279.

15) 사원 은 인민공사의 구성원을 의미했다 중국은 년 건국 이후에 년 ( ) . 1949 1952社員
까지 신민주주의론에 입각한 사유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그러나 년 마오쩌둥. 1953
의 신민주주의 비판과 과도시기 총노선 제기에 따라 농촌에서 농업합작화가 추진되
었다 농민의 명목상의 소유권을 인정하던 초급농업합작사 개인소유를 없애고 집체. , 
소유로 전환한 고급농업합작사를 거쳐 년부터 인민공사화가 시작되었다 사원은 1958 . 
이들 합작사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에서 유래하여 인민공사의 구성원을 의미하게 
되었다 현재 사원은 촌경제합작사 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물론 현재의 . ( ) . 村經濟合作社
합작사는 행정적인 강제로 구성된 과거의 합작사가 아니며 집체소유인 농촌 토지의 , 
소유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주식제 등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중국의 토지제도 변화에 . 
대해서는 박인성 조성찬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 북한 토지개혁의 거울 한울아카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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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술했듯이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의 보건의  

료 체제 특히 빈곤한 농촌에서 일차 보건의료의 공, 

급 체제였던 합작의료에 대한 평가는 대내외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표 에서 보듯이 . < 2-1> 1979

년 공식적인 통계로 의 생산대대가 시행하던 90%

합작의료는 인민공사가 해체된 년에는 도 1984 10%

남지 않았다.17) 또한 합작의료제도는 인민공사 해체  

이전에 개혁 개방의 개시와 함께 이미 급격하게 감·

소했다 합작의료의 급속한 쇠퇴는 중국 개혁 개방. ·

의 점진적인 방식과 달리 너무 급진적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합작의료를 해체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국 위생부 농업부 재정부 등은 . , , 

년에 농촌 합작의료 장정1979 (「 農村合作醫療章
을 발표했다) .」程

합작의료제도는 왜 급격하게 축소된 것일까 합  ? 

작의료의 쇠퇴는 인민공사 해체라는 탈집단화의 산

물만은 아니었다 첫째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다 합. , . 

작의료제도는 년대부터 존재했지만 년 전1950 , 1959

국 농촌업무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년대에 본격 1960

추진되었고 문화대혁명과 함께 확대되었다 년 . 1968

문화대혁명이 한창인 시기에 마오쩌둥이 후베이성 

창양현 러위안 인민공사 의 ( )湖北省長陽縣樂園公社
합작의료 경험을 전파하면서 합작의료 시행은 마오

쩌둥의 혁명노선을 따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합작의료는 이러한 정치적 배경 하에 급속. 

미, 2011), pp. 83-90, 115-176; , (茆榮華 我國農農村集體土地流轉制度研究 北京《 》
, 2010), pp. 11-20.大學出版社

16) , , " ," 1981 1巢利民 龔幼龍 上海縣合作醫療的調查報告 農村衛生事業管理研究 年第《 》 
, pp. 53-56.期

17) 여기에서 나타내는 비율은 합작의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건강보장 제도이다 그 . 
러나 인민공사가 해체된 년 이전까지의 비율은 사실상 합작의료만을 포함한다고 1984
볼 수 있다.

표 < 2-1>
농촌 건강보장제도 시행
행정촌 생산대대 비율( ) 

연도 비율(%)
1958 10.0 
1960 32.0 
1962 46.0 
1968 20.0 
1976 90.0 
1979 90.0 
1980 58.8 
1981 58.2 
1982 52.8 
1983 11.0 
1984 8.0 
1985 5.4 
1986 4.8 
1987 5.0 
1988 6.0 
1989 4.8 
1990 6.1 
1991 8.8 
1992 11.6 

출처: , , 周壽祺 顧杏元
, "朱敖榮 中國農村健康保

," 障制度的研究進展 中《
國 農 村 衛 生 事 業 管 理 》 
1994 9 , p. 8.年第 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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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전파되어 년 헌법 에까지 삽입되었다1978 .「 」 18)

그러나 개혁 개방 직후 문화대혁명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대약진   · , 

운동과 문화대혁명 기간에 확장된 합작의료제도 또한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산물

로 평가됐다 표 에서 보듯이 년 합작의료를 시행하는 행정촌은 갑자. < 2-1> 1980

기 급감했다 합작의료를 시행하지 않아도 거짓으로 보고해야 했던 과거의 정치적 .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현실이 드러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때부터 , 

합작의료가 급감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 두 요인이 모두 반영됐을 것이. 

다 어느 쪽이든 년대 다수의 지역에서 합작의료가 정치적 배경에서 유지되. 1970

고 형식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

둘째 부패와 불공평의 문제도 있었다 합작의료는 의료의 평등을 실현한 것처  , . 

럼 보이나 실제로는 불공평한 시행으로 농민의 불만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간부, . 

와 간부 가족들이 좋은 약을 먼저 챙기고 개인 부담금이 있는 지역에서는 간부, 

들이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폐단을 살피고 시정할 감독 관리 기관도 . ·

부재했다 농민들의 합작의료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 . 

곳에서 농민들은 합작의료를 군중이 돈을 내면 간부는 약을 먹고" , ( , 群衆交錢 幹
간부는 좋은 약을 먹고 군중은 약초나 먹는)", " , ( )" 部吃藥 幹部吃好藥群衆吃草藥

제도로 인식했다.19)

셋째 간부와 농민 모두 합작의료를 지속할 동기가 약화됐다 대부분의 현급 이  , . 

상의 상급 정부들이 간부 평가에서 합작의료를 제외했다 간부들은 합작의료 자금. 

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자주 촌민들과의 갈등에 직면해야 했다 개혁 개방으로 촌. ·

의 재정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지방관리들이 굳이 합작의료를 강행할 이유가 없었

다 한편 경제발전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 

져 본래 낮은 비용으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작의료로는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20)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합작의료는 매력을  

18) 합작의료의 발전과 쇠퇴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는  Xingzhu Liu and Huaijie 
Cao, "China's Cooperative Medical System: Its Historical Transformations 
and the Trend of Development," Journal of Public Health Policy Vol. 13, 
No. 4(Winter 1992), pp. 505; , " ," 朱玲 農民看病吃藥究竟該如何提供保障 中國社會《

, 2000 8 , pp. 22-25; , ( )(2004), pp. 268-311.保障 年第 期 陳佳貴 王延中 主編》
19) (2000); , , , " ," 朱玲 劉元立 馬進 張碩 論新形勢下合作醫療成敗的關鍵點 中國衛生經《

1999 4 , pp. 43-46; , " ," 濟 年第 期 杜鷹 對農村醫療衛生體制改革的幾點看法 衛生經》 《
2001 1 , pp. 4-6.濟研究 年第 期》

20) , ( )(2004), p. 290.陳佳貴 王延中 主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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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재정 부족이다 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유인 구조  . 

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강력한 집단주의를 시행하던 인민공사와 생산대대가 해. 

체되어 느슨한 향진과 촌으로 변경되었고 앞서 언급했듯이 탈집단화로 촌의 재정, 

수입이 급감했다 하지만 탈집단화 이전에 이미 재정 문제가 합작의료를 위협했다. 

는 증거가 많다 합작의료 기금은 보통 농민들의 개인 납부액과 집체가 소속된 . 

개인들을 위해 부담하는 집체 납부액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의 부담금은 지역별로 . 

다양했지만 대부분 당시 기준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심지어 달걀 하나씩, . 

만을 받거나 개인 납부액이 없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약속된 보장수준은 높았다. . 

인민공사가 모든 의료를 책임진다는 원칙 하에 환자가 외부로 이송되는 비용까지 

부담하기도 했다.21)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농민들은 더 자 . 

주 치료를 받고 더 많은 약을 복용하려고 했다 대약진 시기 공동 식당에서 집체. 

가 제공하는 한솥밥을 모두 함께 먹어 식량소비가 급증하는 폐단이 (“ ”) 吃大鍋飯
발생한 것처럼 합작의료는 집체가 제공하는 약을 모두 함께 먹는 제(“ ”) 吃大鍋藥
도였다.

이후의 회고적 연구들과 달리 년대 말 동시대의 관찰을 보여주는 한 연구  1970

에 따르면 년 상하이현 의 총 개의 인민공사 중 합작의료 운영상, 1979 ( ) 18上海縣
황이 적자인 곳이 개 흑자인 곳은 개에 불과했다12 , 6 .22) 오늘날의 바로 그 상하 

이인 상하이현이 당시에도 부유한 농촌에 속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한참 시간이 흐른 이후에 실시된 연구들이지만 당시의 문. , 

서 농민들의 기억을 종합한 이후의 연구들도 합작의료가 공식적인 통계와 달리 , 

몇 년간 운영되다가 재정부족으로 폐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합작. 

의료는 건설 폐지 재건의 악순환 을 반복했다(“ ”) .‧ ‧ 一緊二松三垮臺四重來 23) 년 1970

대 공식적으로 거의 모든 생산대대가 합작의료를 시행했던 진정한 이유는 정치적 

이유로 간부들이 실패를 보고하지 않았고 폐지되더라도 다시 재개할 수밖에 없었, 

기 때문이다.

결국 합작의료 제도는 공식적인 통계수치 와는 달리 대부분의 중국 농촌에  90%

21) , (1981); Xingzhu Liu and Huaijie Cao(1992), p.502; Sydney D. 巢利民 龔幼龍
White(1998); Saich(2008), 37-39.

22) , (1981).巢利民 龔幼龍 
23) Sydney D. White(1998); (2000).朱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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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꾸준히 시행되지 못했으며 농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기관 인원 비용의 변동  (3) ‧ ‧

년대 농촌 보건의료 체제의 변화를 기관 인원 비용 등의 순서로 살펴보겠  1980 ‧ ‧
다 특히 개혁 개방 이후의 탈집단화 분권화 시장화가 가져온 변화를 중심으로 서. ‧ ‧ ‧
술한다.

  보건의료 기관① 

중국의 의료기관은 도시의 진찰부 소 와 농촌의 촌 위생실이 가장   ( )( ( ))門診部 所
아래층에서 보건의료를 담당한다 이들은 입원 기능이 없이 외래환자를 주로 진찰. 

한다 농촌의 경우는 촌 위생실 위에 향진 위생원이 그 위에는 현급 병원이 있. , 

다 향진 위생원 촌 위생실 진찰부 소 는 기층 보건의료 기관으로 분류되어 일반 . , , ( )

병원 과 구분된다( ) .醫院
표 에서 보듯이 개혁 개방 이후 농촌 의료기관의 증감은 단순하지 않다  < 2-2> · , . 

인민공사가 해체된 년 사이에 도시의 진찰부 소 가 크게 증가한 것과 1984-1985 ( )

달리 향진 위생원은 대폭 감소했다 반면에 가장 기층의 촌 위생실은 년대 . 1980

내내 꾸준히 증가했다 촌 위생실은 운영 형태가 다양했다 촌민위원회나 촌의 집. . 

체 경제조직이 운영하는 집체반 사유화된 개체반 향진 위생원( ), ( ), 集體辦 個體辦
이 설치한 지점 등이 있었다.24) 개체반은 아래서 설명하듯이 공식적인 의사는 아 

니지만 농촌 의료의 핵심 인원인 향촌의사 나 위생원이 정부의 승인 하, ( )鄉村醫生
에 설립한 것이다 건국 이후에 보건의료 부문에 대해서는 완벽한 국가독점을 시. 

행하지 않아 개체반은 년부터 농촌 지역에서 계속 존재했었다1960 .25)

표 에서 탈집단화 이후에 촌 위생실이 급증했으며 촌 위생실의 증가를   < 2-2> , 

개체반이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당국은 년까지만 해도 개체반의 증가. 1984

를 진보와 발전으로 받아들였다 개체반이 급증하면서 년부터 정책을 전환하. 1986

여 개체반을 억제하고 집체반을 다시 늘리려 노력했다.26) 이는 사유화로의 급속 

24) 집체반과 개체반은 각각 촌반 사인반 으로도 불렸다 ( ), ( ) .村辦 私人辦
25) Deborah Davis, "Chinese Social Welfare: Policies and Outcomes," The 

China Quarterly 119(1989), p.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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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환과 농민의 의료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억. 

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체반 형태의 촌 위생실은 년대 계속 증가했다 결국 1980 . 

탈집단화와 촌의 재정압박으로 집체가 운영했던 의료기관이 축소되거나 정체되었

으며 이 빈 자리를 사유화된 의료기관이 메꾸게 되었다, .

표 중국 보건의료 기관의 증감 년< 2-2> (1978-1993 )

단위 개( : )

출처 년 개체반 자: 2012 , pp. 427-428; 1984-1993《 》中國第三產業統計年鑒
료는 년 년 개체반 비율은 1985-1994 ; 1983 , 《 》 中國農村統計年鑒 周壽祺
“ ,” 19「 」 《 》 如何理解 集體為主多種形式 發展村衛生室 中國初級衛生保健
92 1 , p. 11.年第 期

* 년 개체반 수는 비율을 통해 계산한 추정치임1983 .

26) , " ," 1992周壽祺 如何理解 集體為主多種形式 發展村衛生室 中國初級衛生保健 年「 」 《 》 
본 논문에는 위생부의 내부자료가 단편적으로 공개되어 있다1 , pp. 11-12. . 第 期

년과 년의 정책 전환에 대한 서술도 당시 위생부 부부장이 전국 위생청 국1984 1986 ‧
장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연도 병원 진찰부 소( ) 농촌 기층 보건의료 기관

향진 
위생원 촌 위생실 촌 위생실 중

개체반
촌 위생실 중

개체반 비율(%)
1978 9293 94395 55018
1980 9902 102474 55413
1981 10252 111189 55500 610079
1982 10471 113916 55496 608431
1983 10901 115826 55559 674669 171365* 25.4
1984 11381 117028 55549 707168 222771 31.5 
1985 11955 126604 47387 777674 323904 41.7 
1986 12442 127575 46967 795963 349792 43.9 
1987 12962 128459 47177 807844 363285 45.0 
1988 13544 128422 47529 806497 369209 45.8 
1989 14090 128112 47523 820798 396431 48.3 
1990 14377 129332 47749 803956 381844 47.5 
1991 14628 128665 48140 794733 356734 44.9 
1992 14889 125873 46117 796523 350633 44.0 
1993 15436 115161 45024 806945 374296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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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인원  ② 

다음으로 보건의료 인원을 살펴보자 개혁 개방 이전 중국 농촌의 의료 체제는   . ‧
전업 의사가 아니라 겸직 보건의료 종사자 에 크게 의존했다(" ") .不脫產 27) 이들은  

수개월 또는 수주의 단기 의료교육을 받은 소위 맨발의 의사 와 생산대 위생원" " , 

그리고 조산사로 구성되었다 주요 업무는 낮은 수준의 일차 의료와 전염병 예방. 

이었다 촌민들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필수적인 기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 

다. 

그림 중국 보건의료 인원 변동 년< 2-1> (1980~1993 )

단위 만명( : )

출처: 2013 , p. 25.《 》中國衛生和計劃生育統計年鑒

년 집단화의 상징이었던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향진 체제로 농촌이 정비되  1984

면서 인민공사 예하의 생산대도 함께 해체됐다 이와 함께 농촌 보건의료 인원의 . 

절반을 차지하던 생산대 위생원도 사라졌다 맨발의 의사 들은 다시 수준별로 나. " "

뉘어 향촌의사 와 위생원으로 명명되었다 그림 에서 보건의료 인원이 지" " . < 2-1>

27) 은 생산 활동에서 이탈 하지 않고 겸직으로 활동한다는 의미다 “ ” ( ) , .不脫產 脫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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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감소하다가 년에 급감한 이유는 탈집단화가 진행되면서 생산대 위1985

생원이 점진적으로 줄다가 인민공사 해체와 함께 완전히 소멸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생산대 위생원들은 맨발의 의사 가 받았던 정도의 단기교육조차 받지 못했고 " "

그저 추가적인 임무로서 보건의료를 부여받은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인원수

가 감축된 만큼 보건의료 수준이 후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에서 보듯이 년 생산대 위생원이 사라지면서 년 보건의료   < 2-1> 1984 1985

인원이 크게 감소했다 년까지는 탈집단화로 인한 조정 기간으로 볼 수도 있. 1985

으나 이후에도 향촌의사와 위생원의 숫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전문적인 교육을 , . 

받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꾸준히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농민들이 주로 향촌의사와 . 

위생원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받았다는 점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확대된 것처럼 보인다. 

표 도농별 천 명당 보건의료 인원< 2-3> 1

단위 명( : )

출처: 2013 , pp. 36, 55.《 》中國衛生和計劃生育統計年鑒

표 를 보자 먼저 보건의료 인원의 도농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  < 2-3> . 

인할 수 있다 하지만 년대를 거치면서 농촌의 상황이 개선되고 도시의 상황. 1980

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시는 년에서 년 사이에 천 명당 보건. 1980 1995 1

의료 전문가가 명에서 명으로 감소했다 향촌의사 및 위생원은 농촌의 보8.03 5.36 . 

건의료 인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농촌은 명에서 명으, 3.60 3.80

로 증가했다 의료기술 수준이 낮은 향촌의사 및 위생원이 줄어드는 대신에 보건. 

의료 전문가의 비율이 증가해 서비스의 질도 향상됐다고 볼 수 있다 꾸준한 보. 

건의료 인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천 명당 보건의료 인원이 감소한 것은 1

연도

보건의료 전문가
의사 간호사( , , 

약사 검사원 등, )
의사 간호사

향촌의사 
및 

위생원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

1980 8.03 1.81 3.22 0.76 1.83 0.20 1.79
1985 7.92 2.09 3.35 0.85 1.85 0.30 1.55
1990 6.59 2.15 2.95 0.98 1.91 0.43 1.38
1995 5.36 2.32 2.39 1.07 1.59 0.49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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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도시화로 인한 인구증가 속도를 보건의료 인원의 

증가 속도가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은 사이치가 총. 

인원을 통해 년대 농촌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단순평가한 관점과 대비된다1980 .28) 

실제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은 총인원보다는 천 명당 보건의료 인원이 더 정확한 1

지표일 것이다.

이처럼 이전의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제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체반과 같  

은 시장화와 사유화로 인한 대체 효과를 고려하면 기관과 인원의 단순한 수치 , 

하락을 통해 년대 농촌의 보건의료를 평가하는 것과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1980

다.

보건의료 비용  ③ 

기관과 인원의 측면에서 농촌의 보건의료가 현저하게 후퇴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농민 개개인의 비용 부담은 가중됐다 그림 과 같이 개혁 개방 , . < 2-2> ·

이후부터 년까지 보건의료 비용에서 개인의 지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2000 , 

국가의 지출 비율은 계속 감소했다 년대 초 탈집단화의 효과로 사회 즉 집. 1980 , 

체와 기업 등의 지출 비율이 이상 감소한 반면에 개인의 지출 비율은 15% 10% 

이상 증가했다 이후에도 개혁 개방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년 . 1978‧
였던 보건의료 총비용에서 개인 지출의 비율은 년 년 20.4% 1990 35.7%, 2001

까지 증가했다60.0% .29) 년대 개인 부담 비율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한 별 1980

도의 통계는 없으나 합작의료에 의존하던 농민들의 부담이 도시민보다 훨씬 컸다, 

는 점은 자명하다.

개인 지출이 증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보건의료 서비스가 악화됐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개인 지출이 증가한 만큼 소득이 증가한다면 개인이 계속 보건의료 . ,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개개인의 보건의료 수요 . 

증가로 보건의료 지출도 증가했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률이 감소. 

하고 개인의 지출 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보건의료 공급이 악화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국가와 사회가 보건의료 공급으로부터 후퇴한 상황에서 개인이 . 

최소한의 보건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건의료 지출을 늘렸을 

28) Saich(2008), pp. 79-80.
29) 2013 , p. 91.中國衛生和計劃生育統計年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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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고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을 수도 , 

있다 문제는 보건의료 비용의 구성만으로는 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

그림 중국의 보건의료 비용 구성 년< 2-2> (1978~2000 )

단위( : %)

출처: Winnie Yip and William C. Hsiao, "The Chinese Health System At A 
Crossroads," Health Affairs, Vol. 27, No. 2(March/April 2008), p. 462; 

2013 , p. 91.《 》中國衛生和計劃生育統計年鑒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률  (4) 

주간 진료율과 연간 입원율  2① 

개인 지출의 증가만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선과 악화를 구분할 수 없다면  , 

보건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실제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 

할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평가하고자 한다 주민들이 양질의 .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면 보건의료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 

인원 설비 등 공급의 측면이 아니라 접근권 과 이용률, (access to care) (utilization)‧
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한 방법이다 보. 

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률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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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의 이용 횟수를 측정하는 것이다.30)

주간 진료율 과 연간 입원율을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를 위한 측정  2 ( )兩周就診率
지표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중국 보건당국이 년 이후에 두 수치를 지속적으. 1985

로 수집하여 시기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간 진료율과 연간 입원. 2

율은 년대 보건의료 서비스를 평가하는 국제적 지표였다1970 .31)

주간 진료율은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주 동안 보건의료 기관에서의 진  2 2

료 여부를 묻고 이용횟수를 총 설문조사 참여인원으로 나눈 것이다 일반적으로 , . 

천분율 로 표시된다 주간의 기간은 장기 기억이 야기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 ) . 2‰

하면서도 통계에 유의미한 의료이용자의 비율을 얻기 위해 설정된 최적 기간이다. 

연간 입원율은 년 동안 입원한 응답자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주간 진료율과 1 . 2

연간 입원율이 높을수록 더 자주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보건의료 서비스가 잘 갖추어. 

진 사회에서 어떤 집단의 주간 진료율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해당 집단의 의2

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 

거나 인구 고령화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또한 건. 

강보험 재정 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원율을 정책적으로 낮추어 진료율은 

올라가지만 입원율은 감소할 수도 있다 반대로 진료율이 낮아져도 입원율이 올라. 

간다면 진료 이후에 필요에 따라 입원을 하기가 수월해졌다는 의미이므로 보건의, 

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향상된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주간 진료율과 연간 . 2

입원율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다른 지표와 함께 그 . 

30) 접근권과 이용률을 이용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Ronald 
M. Andersen, Thomas H. Rice, Gerald F. Kominski(eds.), Changing the U.S. 
Health Care System: Key Issues in Health Services, Policy, and 
Management 중국의 접근권과 이용(2nd edition)(Jossey-Bass, 2001), pp. 10-26. 
률에 대한 연구로는 Henry Lucas, Jiaying Chen and Zhonghua Weng, "Access 
to and Use of Health Care Services by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in 
Gerald Bloom and Shenglan Tang(eds.), Health Care Transition in Urban 
China(Ashgate, 2004), pp. 77-93; Ofra Anson and Shifang Sun, Health Care 
in Rural China: Lessons from Hebei Province(Ashgate, 2005), pp. 122-133. 
그러나 이 연구들은 통시적 비교가 아닌 현재의 보건의료 평가에 머물러 있다.

31) Robert Kohn and Kerr L. White, Health Care: An International 
Study 본 저서는 유럽과 미주의 개국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136-222. 7

개 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용률을 조사한 국제보건기구 의 보고서다12 (WHO) . 
참고로 중국은 주간 진료율을 영어로 로 번역하지만 국제적으로2 ‘two-week visits’ , 
는 등을 사용한다‘physician contacts within two wee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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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맥락을 참고하여 조심스럽게 분석해야 한다 또한 주간 진료율과 연간 . 2

입원율은 보건의료에 대한 사용 빈도만을 보여주지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않는다 표 의 년처럼 농촌의 주간 진료율이 도시보다 높다고 . < 2-4> 1998 2

해도 이것이 농촌의 보건의료 공급이 도시보다 양호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농촌의 . 

위생원에게 받는 진료와 도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에게 받는 진료 사이

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주간 진. 2

료율과 연간 입원율을 살펴보자.

표 도농별 주간 진료율과 연간 입원율< 2-4> 2

단위( : )‰

입원율은 통상 조사연도 직전 연도의 입원율이다 예를 들어 년의 입원율. 1985※ 
은 년의 연간 입원율을 의미한다1984 .

출처 년 자료는 : 1985-1986 1987 , p. 524-528; 1993, 1998, 《 》中國衛生年鑒
년 자료는 2003, 2008 2013 , pp. 《 》中國衛生和計劃生育統計年鑒

년 자료는 년 자료164-167; 2011 2012 , p. 560; 2013《 》中國衛生年鑒
는 , , " : 、徐玲 孟群 第五次國家衛生服務調查結果之二 衛生服務需要 需求和

," , 2014 3 , pp. 193-194.《 》利用 中國衛生信息管理雜誌 年第 期

도농별 시기별 주간 진료율과 연간 입원율 비교  , 2② 

표 에서 년부터 년까지의 자료와 년의 자료는 년부터   < 2-4> 1993 2008 2013 1993

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보건의료 서비스 조사5 ( )國家衛生服務調查 32)의 수치이며, 

32) 관련 자료는 중국 위생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 http://www.moh.gov.cn/m
ohwsbwstjxxzx/s8211/list.shtml 검색일 ( : 2014. 7. 22.).

연도 주간 진료율2 연간 입원율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전국

1985-1986 146.6 101.0 - 50.8 31.3
1993 198.8 159.7 169.5 50.4 30.6 35.6
1998 161.9 164.6 163.9 48.3 31.0 35.4
2003 118.1 139.2 133.8 42.4 33.8 36.0
2008 127.2 151.9 145.4 70.8 67.5 68.4
2011 136.6 152.8 148.4 - - -
2013 133 128 130 91 9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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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자료는 년 의료개혁 특별 조사 의 수치이다 년 2011 2011 ( ) . 1985醫改專題調查
농촌 자료는 개 성급 지역의 개 현 개 향진 가구 만 여명을 10 46 , 276 , 58,071 , 28

조사한 전국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조사 의 수치다( ) . 1986全國農村衛生服務調查
년 도시 자료는 개 성급 지역의 개 도시 명을 조사한 도시 보건의료 9 23 96,633

서비스 조사 의 수치다 모든 조사들이 중국의 일반적인 보건( ) . 城市衛生服務調查
의료 수준을 검토하기에 충분한 범위와 규모이다.

표 에서 년과 년 사이에 도시와 농촌 모두 주간 진료율  < 2-4> 1985-1986 1993 2

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의 진료율은 동기간 약 . 60% 

증가했다.33) 고령화 등 다른 변수의 영향이 있겠지만 높은 상승률로 볼 때 중국 , 

인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기간 . 

국가와 집체 기업이 보건의료 서비스로부터 후퇴하여 개인에게 비용을 전가함으, 

로써 보건의료 비용 중 개인 지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함께 고려

하면 접근성의 증가는 소득이 증가된 개인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늘, 

렸기 때문이다 개체반의 증가에서 보듯이 보건의료 서비스가 시장화되어 구매할 . 

수 있는 상품이 되었으며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더 많은 중국인들이 , 

상품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3) 중국에서 도시와 농촌에 대한 정의는 수시로 변동되었다 농촌과 농민을 정의하는  . 
통계 기준도 수시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이 잦다보니 같은 해에도 분야별로 통계 기준, 
이 다를 수 있다 연도별 분야별로 중국의 도시와 농촌 도시민과 농민 등의 통계 . , ,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향진 중 진은 도시로 분류되기도 . 
하고 농촌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농민도 마찬가지여서 진의 거주민이 모두 농민으로 , . 
분류될 때도 있었으며 진의 농민들만 농민인구로 분류되기도 했다 또한 공개된 자, . 
료들이 통계의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도 않다 여기에서 제시된 통계들의 연도별 . 
기준도 모두 동일할 수 없다 다만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경제발전을 고무하기 위. ‧
해 도시의 수를 대폭 늘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농촌보다는 도시라는 . 
명칭이 투자를 받기에 더 유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년 조사의 농촌은 년 . 1993 1985
조사의 농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농촌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년 농촌의 진료. 1993
율과 입원율의 상승은 오히려 과소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년 이후. 1985
에 비교적 사정이 나은 일부 농촌은 이미 농촌의 범주에서 벗어나 년의 농촌은 1993

년 조사의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곳이 남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1985
이다 도시와 농촌을 정의하는 기준의 변동과 혼란에 대해서는 . L. Zhang and 
Simon X. B. Zhao, "Re-examining China's "Urban" Concept and the Level of 
Urbanization," The China Quarterly 154(1998), pp. 330-381; Zhou Yixing 
and Laurence J. C. Ma, "China's Urbanization Levels: Reconstructing a 
Baseline from the Fifth Population Census," The China Quarterly 173(2003), 
pp. 17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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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기관 인원의 정체와 주간 진료율의 대폭 증가는 모순처럼 보인다 이   2 . ‧
기간에 향진 위생원의 병상수가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정체된 입원율도 

그렇다 년 만 천 여개였던 향진 위생원의 병상수는 년 만 천 개. 1980 77 5 1990 72 3

로 줄었다 동기간 병원의 침상수는 만 여개에서 만 여개로 증가했다. 218 292 .34) 

그러나 국제적인 연구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의 기관 인원 설비의 수는 일반적인 , ‧ ‧
인식과 달리 주간 진료율 입원율로 대표되는 이용률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 일2 , . 

례로 인원이 축소될 경우에 의사들은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35) 결국 공급보다는 현실화된 소비의 지표인 주간 진료율과 입원율이  2

보건의료 서비스를 더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간 진료. 2

율의 대폭 상승과 비교해 연간 입원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이 기간 보. 

건의료 서비스의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도시도 마찬가지다 년대 거치. . 1980

면서 중국인들은 더 많이 진료를 받았지만 더 많이 입원하지는 못한 것이다, .

이전의 수치가 없으므로 년 이전 시기의 진료율과 입원율이 훨씬 높  1985-1986

았을 가능성도 있다 년 농촌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의료보장 유형별 비율. 1985

은 합작의료가 자비 부담이 로 이미 합작의료가 대부분 지역에서 9.57%, 80.59%

붕괴된 이후의 조사임을 알 수 있다 년 도시 조사에서는 공무원 국가부담이 . 1986

노동자 기업부담이 자비 부담이 로 여전히 자비 부담의 16.23%, 45.64%, 13.94%

비율이 낮았다 즉 탈집단화로 이미 농촌의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제가 붕괴된 이. 

후의 수치이므로 이 시기와 비교해 년에 진료율이 상승했다는 것이 개혁 개1993 ‧
방이 변화시킨 년대 보건의료 공급을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른1980

다 그러나 다른 조사연도의 수치와 비교해 보면 년 이전에 중국의 진료율과 . 1985

입원율이 더 높았을 것 같지는 않다.36) 

34) 2012 , p. 447.中國第三產業統計年鑒 《 》
35) Robert Kohn and Kerr L. White(1976), pp. 136-193.
36)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진료율과 입원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년 주간 진 , . 2008 2

료율이 년보다 낮다고 해서 년의 보건의료 공급이 년보다 못하다고 할 1993 2008 1993
수는 없다 년 입원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년과 달리 진료 이후에 . 2008 1993
더 쉽게 입원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년과 년 사. 1985 1993
이 입원율의 정체는 이 기간 보건의료 공급의 개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증가한 촌 위생실 등에서 훨씬 자주 진료를 받았지만 입원은 여전히 쉽지 않았음을 ,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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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 의료보장 유형별 주간 진료율과 연간 입원율< 2-5> 1985~1986 2

단위( : )‰

출처: , " ," 1987 12 , 《 》 龔幼龍 衛生服務利用的城鄉差別分析 中國衛生經濟 年第 期
pp. 9-13.37)

표 년 의료보장 유형별 주간 진료율과 연간 입원율< 2-6> 1993 2

단위( : )‰

출처: , : 1993《 》衛生部 國家衛生服務研究 年國家衛生服務總調查分析報告
(1993).

37) 진료율과 입원율의 합계가 표 와 다른 이유는 계산에 포함된 조사인원의 수 < 2-4>
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조사 자료의 수집과 통계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별로 동일한 조사를 분석했음에도 해당 시점까지 분. 
석이 완료된 정도가 상이한 것이다 일례로 아직 몇 개 현급 지역이 분석에 포함되. 
지 않았다는 주석을 찾아볼 수 있다 의료보장 유형별 수치가 에만 기. (1987)龔幼龍
재되어 있어서 이후의 비교 분석에서는 이 수치를 활용하겠다.

의료보장 유형 도시 농촌
주간 진료율2 연간 입원율 주간 진료율2 연간 입원율

공무원 국가부담( )公費 157 61.8 115 65.8
노동자 기업부담( )勞保 155 56.7 122 57.2

합작의료 140 43.8 107 36.6
자비 부담( )自費 119 31.0 98 27.9

합계 147 50.8 100 31.5

의료보장 유형
도시 농촌 전국

주간2
진료율

연간
입원율

주간2
진료율

연간
입원율

주간2
진료율

연간
입원율

공무원 국가부담 227.5 74.15 205.7 63.80 223.1 72.05
노동자 기업부담 184.0 56.15 166.8 54.34 182.5 55.99

노동자 가족 
기업부담( )半勞保 183.2 39.91 160.8 53.31 180.0 41.81

의료보험 125.9 37.04 169.1 53.90 160.5 50.52
합작의료 465.3 36.41 139.5 37.37 156.7 37.32

지역 의료보험 
기금( )統籌 170.2 42.55 96.4 48.19 150.9 44.03

자비 부담 172.3 33.17 160.0 28.80 161.2 29.23
기타 351.7 52.11 206.2 20.94 258.4 32.11
합계 198.8 50.4 159.7 30.6 169.5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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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에는 아직 잔존한 합작의료가 포함되어 있다  < 2-5> .38) 합작의료의 진 

료율과 입원율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합작의료의 혜택은 공무원이나 국유기업 노

동자들이 받던 혜택보다 못했으며 특히 농촌의 합작의료는 자비 부담과 큰 차이, 

가 없었다 앞서 언급했던 합작의료의 재정문제 등을 고려해 보면 개혁 개방 이. , ·

전 농촌 합작의료의 효과가 과장되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표 표 을 비교하여 유형별로 년대의 변화를 확인해 보면 전  < 2-5>, < 2-6> 1980

반적인 상승과 함께 자비 부담자의 진료율 상승이 두드러진다 년 각. 1985-1986

각 를 차지하던 도시와 농촌의 자비 부담자 비율은 13.94%, 80.59% 27.28%, 

로 상승했다 자비 부담자의 주간 진료율이 크게 상승했다 입원율도 도84.11% . 2 . 

시와 농촌 모두 약간 상승했다 공공 보장체계의 축소에 따른 자비 부담의 증가. 

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개혁 개방에 따른 소득 증가로 더 자주 진료를 받을 ·

수 있었다.39) 이러한 경향은 공공 보장체계가 대폭 축소된 농촌에서 더 두드러진 

다 입원율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자비 부담자의 입원율은 농촌과 도. , 

시 모두 약간 상승했다 자비 부담자의 진료율과 입원률이 모두 상승했다는 점은 . 

다시 한 번 년대의 소득 증가와 시장화가 국가와 집체의 공공 보건의료에 1980

대한 지원 감소를 상쇄하여 전체적인 보건의료 이용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

다.40)

38) 년 조사의 합작의료는 이미 인민공사가 해체된 이후이기 때문에 과거의 합작 1985
의료와 비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합작의료가 아직 유지됐던 . 
이유는 탈집체화가 덜 진행됐거나 재정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 
표 의 합작의료의 진료율과 입원율은 오히려 과거의 합작의료의 보건의료 서비< 2-5>

스보다 과장된 수치일 수도 있다 어찌됐든 년 조사의 합작의료에 대한 수치가 . 1985
개혁 개방 이전 합작의료의 실체를 유추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임은 분명하·
다.

39) 년의 합작의료를 년 합작의료와 비교할 수는 없다 년의  1993 1985-1986 . 1985-1986
합작의료는 기존의 체제가 유지됐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년의 합작의료는 , 1993
기존의 무차별적인 농촌의 합작의료 시행과 달리 지역의 상황에 따라 재개된 것이다. 
재정적 이유 때문에 주로 향진기업의 이윤이 많은 곳에서 합작의료가 재개됐다 이에 . 
대해서는 Xingzhu Liu and Huaijie Cao(1992), pp. 505-507.

40) 주간 진료율과 입원율 이외에 보건의료를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는 주간  2 2
미진료율 이다 주간 미진료율은 주간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지( ) . 2 2未就診率比例
만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은 비율을 의미한다 미진료율과 함께 경제적 이유로 , . 
인해 진료를 받지 않은 비율을 계산해 보건의료를 평가할 수 있다 미진료율에서 상. 
당 부분은 질병이나 부상이 가벼워 진료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경우다 따라서 질병. 
에 대한 인식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 어렵다 경제. 
적 이유로 인한 미진료도 설문의 내용에 따라 연도별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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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집단화 분권화 시장화의 선별적 영향력3. ‧ ‧

데이비스 는 년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최근 논의들과 달리   (Deborah Davis) 1980

개혁 개방으로 인한 농촌 공공재 공급의 변화가 복합적이라고 주장했다 폐쇄적이. ‧
던 이전의 체제에서 이용할 수 없었던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

며 농촌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또한 약품이 상품화되어 쉽게 , .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장화를 통해 향상된 보건의료와 달리 시장화가 불가능. 

했던 교육은 붕괴되었다.41) 절의 논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한  2

논거를 구체화한 것이다 본 절에서는 데이비스의 논의에 기초하여 교육 부문의 . 

쇠퇴를 확인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필요에 따라 농촌의 도로건설이 증가했다는 점. 

을 서술한다 이를 통해 년대 공공재 공급이 탈집단화 분권화 시장화의 영향. 1980 ‧ ‧
에 따라 분야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년대 농촌 교육의 쇠퇴  (1) 1980

년제 의무교육의 목표 수립과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전가  9① 

개혁 개방과 함께 공산당 중앙은 년 초등학교 교육 보편화에 관한 약간  1980 「‧
의 문제에 대한 결정 을 반포하여 년대( ) 1980」關於普及小學教育若干問題的決定
에 초등학교 교육의 보편화를 실현하고 가능한 지역에서 중학교( ) , ( ) 小學校 初中
교육의 보편화를 실현한다고 천명했다 년에는 교육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1985 「

을 통해 처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년제 의무( ) 9」關於教育體制改革的決定
교육 실행의 목표를 제기했다 년에는 의무교육법 을 제정하여 의무교육. 1986 「 」

한 미진료율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진료에 대한 년 자료도 미흡하다 이런 이1985 . 
유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년 이후부터 미진료율을 통해 중국의 보건의료1993
를 평가한 연구들도 년이 년과 년과 비교하여 주간 미진료율과 경제1993 1998 2003 2
적 이유로 인한 미진료율이 낮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 , 顧昕 走向全民醫《

고영석 중국 : ( , 2008), p. 49. , “保 中國新醫改的戰略與戰術 中國勞動社會保障出版社》
보건의료체제의 재구축과 발전 방향 현대중국연구 제 집 호,” 12 1 (2010), pp. 『 』 

에서 재인용122-123 .
41) 이상하게도 년대 공공재 공급이 분야별로 상이하다는  Deborah Davis(1989). 1980

데이비스의 주장은 최근 연구들에서 거의 인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데이비스. 
의 연구가  년대 중반까지의 상황만을 반영하고 당시 중국 통계자료의 한계로 1980 , 
불명확한 통계와 단편적인 인터뷰 등의 근거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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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으로 공식화했다.

년제 의무교육을 목표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재정은 이를 뒷받침  9

하지 못했다 년의 결정 은 인구가 많고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중국의 현. 1980 「 」

재 상황에서 초등학교 교육의 보편화를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고 밝히고 두 다, "

리로 걷기 를 교육재정의 방침으로 내세웠다 국가가 한 축으로서 교( )" . 兩條腿走路
육을 책임지고 나머지 한 축의 역할은 집체 기업 군중이 맡는다는 것이다 국가가 , . ‧ ‧
교육재정을 전부 책임질 수 없다는 의미였다 농촌에서는 집체 즉 사실상 지방정. , 

부가 책임을 지고 도시에서는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년 국무, . 1984

원은 농촌 학교운영 경비의 조달에 관한 통지(「 關於籌措農村學校辦學經費的通
를 통해 농촌 교육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개발하라고 지시했)」知

다 국가의 교육재정을 현급까지만 직접 하달하고 성급 정부의 결정 하에 현급에. , 

서 향급으로 분배하도록 했다 향진 정부가 교육경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농업 . 

부문과 향진기업으로부터 교육부가세 를 징세할 권한을 주었다 농촌 ( ) . 教育稅附加
교육의 책임 대부분을 향진 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실제 년부터 년까지 . 1981 1991

초중고 교육조건 개선에 소요된 경비 억 위안 중에 국가재정은 억원으로 1071 357

에 불과했다33.3% .42) 대신 중앙정부의 예산은 고등교육에 집중되었다 일례로  . 

년 중앙정부의 교육예산 중 가 대학교육에 분배되었고 중 고등학교와 1992 90.9% , ‧
초등학교는 각각 와 에 머물렀다2.5% 0.3% .43)

농촌 교육의 쇠퇴와 지역간 격차의 확대  ② 

농촌 지역의 교육에 대한 재정을 떠맡은 향진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가  

시킬 유인이 없었다 교육이 단기간에 지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 

문이다 향진 정부는 촌에 초등교육을 떠넘겼고 탈집단화로 재정능력이 쇠퇴한 . , 

촌은 촌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정부부터 촌까지 진행된 하급. 

정부로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부담의 전가로 인해 년대 중국 농촌의 교육 1980

공공재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42) , " ," (刁玉華 改革開放以來我國義務教育投資體制發展歷程的反思 河南大學學報 社會《
) , 2010 1 , pp. 128-136.科學版 年第 期》

43) , 30 : ( , 2008), p. 231.韓俊 中國經濟改革 年 農村經濟卷 重慶大學出版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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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각급 학교 졸업생의 평균 진학률 및 초등학교 입학률 년< 2-7> (1965~1990 )

단위( : %)

출처 지역간 진학률은 : Emily Hannum, "Political Change and Urban-Rural 
Gap in Basic Education in China, 1949-1990,"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전국 진학률은 (1999), p. 205. ,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 , 2010), p. 76.《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彙編 中國統計出版社

이러한 상황에서 년대 농촌 교육은 얼마나 악화된 것일까 문제는 교육에   1980 ? 

대한 평가를 위한 정확한 지표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농촌 지역의 취학. 

연령에 대한 정확한 인구통계가 없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취학연령 대비 재학생 

비율을 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주로 각급 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이 통시. 

적 비교를 위해 대안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44) 여기에서는 교육사회학자인 하 

44) Emily Hannum, "Political Change and Urban-Rural Gap in Basic Education 
in China, 1949-1990,"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개(1999), pp. 204-206. 
혁 개방과 함께 중국의 산아제한 이 본격화되어 취학연령층의 인구변동이 ( )計劃生育‧
이전 시기와 크게 변동되었다는 점에서 추정치를 사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지역간 진학률 전국 진학률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

입학
중학
진학

고교
진학시( )市 진( )鎭 현( )縣 시( )市 진( )鎭 현( )縣

1965 81.8 105.9 22.9 24.5 57.6 7.7 84.7 82.5 70.0 
1975 101.8 110.5 86.9 84.0 102.7 48.1 96.8 90.6 60.4 
1978 103.3 109.9 84.7 79.1 88.1 30.2 95.5 87.7 40.9 
1979 102.1 109.1 79.1 73.5 87.5 23.6 93.0 82.8 37.6 
1980 99.9 106.9 70.5 63.8 85.8 24.8 93.9 75.9 45.9 
1981 97.6 102.6 61.9 51.6 71.4 16.2 93.0 68.3 32.5 
1982 97.3 100.3 59.1 50.0 70.9 14.1 93.2 66.2 32.3 
1983 97.8 100.5 59.5 46.7 67.4 13.4 94.0 67.3 35.5 
1984 - - - - - - 95.3 66.2 38.4 
1985 101.0 100.5 59.2 40.3 58.7 11.6 96.0 68.4 41.7 
1986 101.6 112.7 59.6 40.2 55.6 10.2 96.4 69.5 40.6 
1987 102.1 105.8 59.3 40.2 53.8 9.7 97.2 69.1 39.1 
1988 102.6 108.3 60.2 37.7 51.1 8.6 97.4 70.4 38.0 
1989 101.7 107.9 60.9 38.4 51.3 8.3 97.4 71.5 38.3 
1990 104.6 112.5 63.7 40.4 54.2 8.7 97.8 74.6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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눔 이 계산한 지역간 진학률과 중국 국가통계국의 공식적인 전국 (Emily Hannum)

진학률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표 에서 보듯이 전국적인 기준에서 볼 때. < 2-7> ,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의 중학교 진학률과 고등학교 진학률은 모두 감소했다 초. ‧
등학교 입학률은 이전부터 약 의 높은 수준이었고 이후에도 이 수준을 유지95%

했기 때문에 큰 변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마저도 약간 감소했다가 회복,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와 대비한 농촌의 교육에 대한 평가는 더욱 복잡하다 도시와 농촌에 대한   . 

기준의 잦은 변동으로 일관된 지료를 찾기가 어렵다 당시의 인구통계는 주로 시. 

진 현 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었다 향과 진을 모두 농촌으로 보는 현( ), ( ), ( ) . 市 鎭 縣
재의 기준과 달리 진을 도시 또는 도시와 농촌의 중간 정도로 간주했다.45) 따라 

서 진과 현이 현재의 기준으로는 모두 농촌의 진학률이라고 볼 수 있다 진과 시. 

의 진학률이 가 넘는 이유는 상급학교에 진학한 현이나 진의 학생들이 진이100%

나 시로 일부 진입했기 때문이다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당시 농촌에서 . , 

도시로의 인구 이동 중 대부분은 취업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비율이 높지는 않았

다.46) 또한 현에 해당되는 인구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현에서 진으로 약간의 이 

동만 있어도 진의 진학률은 크게 상승하게 된다 이런 점들 때문에 분석이 더욱 . 

복잡해진다.

중학교의 경우 개혁 개방 이후에 시와 진의 진학률 감소가 거의 없는 데 반하  , ‧
여 현은 크게 감소했다는 점에서 농촌 지역의 중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시 진 현이 모두 감소했다 현에 해당하는 인구가 진보. , , . 

다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에서 이동한 소수가 포함된 진의 진학률에서 , 

진의 교육수준이 도시보다 양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현과 진을 모. 

두 농촌으로 보는 현재의 관점에서 농촌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도시보다 훨씬 낮

았다 또한 년대 하락의 폭도 도시보다 작지 않았을 것이다 애초에 중학교 . 1980 . 

진학률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교에 진학한 농민 자녀들이 년대 대폭 1980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눔은 자신이 계산한 진학률을 통해 년대 중국 . 1980

농촌의 교육수준이 년대 중반 수준을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1970 .47) 공식 

45) 본 장의 주석 참조 현은 시에 속할 수도 있으며 진도 현에 속할 수 있다 < 33> . , . 
또한 현급 시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현의 진학률이 아니라 현급 시. , , 
를 제외한 현의 진학률이며 현에서 진을 제외한 진학률이다 마찬가지로 시의 진학, . 
률이 아니라 현과 진을 제외한 진학률이다, .

46) Emily Hannum(1999),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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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통계를 참조하면 년대 중국의 교육 공공재 공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 1980

으며 특히 농촌의 감소가 심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

향진 정부가 교육재정을 책임지고 향진기업이나 농민으로부터 직접 징세하도록   

한 조치로 지역간 교육재정과 이에 따른 교육수준의 격차 또한 확대되었다 동부 . 

연안지역에 집중된 향진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향진기업으로부터 대부분의 교

육재정을 충당해 농민의 부담이 덜했지만 내륙에 위치하고 향진기업이 발달하지 , 

못한 농업 중심 지역에서는 농촌 교육경비의 대부분을 농민으로부터 징세해야만 

했다.

시장화 상품화가 불가능한 교육 공공재  ③ ‧

개혁 개방 이후에 국가가 지방정부에 공공재 공급을 전가하고 지방정부가 공급  ‧
할 유인과 재정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와 교육은 동일하다 분권화와 탈집. 

단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공공재 공급으로부터 후퇴시켰다 그러나 보건의. 

료는 개체반의 증가에서 보듯이 시장화와 상품화로 새로운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경제발전을 통한 수입증가로 농민들은 더 많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중점인 농촌의 교육은 시장화와 상품화가 불  

가능했다 교육은 여전히 정부의 독점적 영역이었다 시장화로 인한 상품화가 불. . 

가능했으며 분권화와 탈집단화의 부정적인 영향력만 발휘되었다 향진기업이 발, . 

달한 지역은 지역 경제의 성장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전국적 , 

규모에서 교육 공공재의 공급은 년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1980 .

47)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과장된 것일 수 있다 개혁 Emily Hannum(1999), p. 206. . ‧
개방 이전 입학 이후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년 중국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약 만 명이었으나 졸업생은 . 1975 3300 , 

만명 수준이었다 동일한 연도가 아니라 입학생이 졸업하는 시기를 고려해 2000 . 
년대 전후의 수치를 봐도 유사한 수준이다 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약 1980 . 1985 2300

만 명이었으며 졸업생은 약 만명이었다 년 입학생이 졸업할 년대 초, 2000 . 1985 1990
반을 보면 졸업생이 약 만명이다 따라서 년대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학업1900 . 1980
을 포기하는 비율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 고등학교의 입학생과 졸업. ‧
생의 격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확하게 교육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 
복잡한 셈법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년대 최소한 교육수준이 정체되었으며. 1980 , 
농촌 지역은 후퇴했다는 평가는 유지될 수 있다 입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자료는 . 國

(2010), pp. 72-74, 76.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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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농촌 도로의 증가  (2) 1980

인프라와 사회복지  ① 

공공재의 범주에 함께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와 사회복지와의 관계에 대  

한 연구는 별로 없다 인프라에 대한 연구들은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인프라 투자의 적절한 수준에 대한 논의들에 집중된다 사. 

회복지에 대한 연구들은 인프라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인프라와 사회복지가 구. 

분되는 주요한 원인은 인프라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로와 전력이 복지 수준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 측정하기는 쉽지 않. 

다 이런 이유로 인프라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주로 측정하기 쉬운 생산성. 

에 대한 영향력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인프라와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들도 마찬가지다 경제학자들은 주로 인  . 

프라와 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48) 또한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

공공재 공급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도로 통신 전력 등의 인프라와 보건의, , 

료 교육 등의 사회복지를 별도로 분석한다 일례로 사이치는 공공재 공급에서 사, . 

회복지를 주요하게 다루며 인프라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마이켈슨도 농촌의 , . 

공공재 공급과 국가 사회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인프라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49) 

이와 대조적으로 릴리 차이 는 비공식적 집단의 존재 유무에 따른 (Lily L. Tsai)

농촌의 공공재 공급에 대한 논의에서 농민의 생활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농민들이 실제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로 수로 교육 등을 분석했다.‧ ‧ 50) 본 연 

구도 릴리 차이의 관점을 공유한다.

측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도로 전력과 같은 인프라가 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  ‧
을 부정할 수는 없다 도로 전력이 웬만한 사회복지 정책보다 더 많은 복지 향상. ‧
을 가져올 수도 있다 개인과 가정이 산업과 기업만큼 인프라의 중요한 소비자이. 

기 때문이다.51) 인프라가 부족할수록 이러한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도로가 없는  . 

48) 예를 들어  Sylvie Démurger,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An Explanation for Regional Disparities in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29, Issue 1(March 2001), pp. 95-117; Shenggen 
Fan and Xiaobo Zhang, "Infrastructure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rural China," China Economic Review 15(2004), pp. 203-214.

49) Tony Saich(2008); Ethan Michelson(2012).
50) Lily L. Tsai(2007),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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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벽한 농촌에 새로 깔린 도로의 복지 효과가 번화한 도시의 도로 확장보다 훨씬 

많은 복지효과를 가져온다는 가정은 매우 합당해 보인다 따라서 개혁 개방 이후. , ‧
농촌의 도로 전력 확장을 통해 중국 농민들은 공공재와 복지의 증가를 뚜렷이 체‧
감했을 것이다 또한 인프라는 다른 인프라 및 사회복지 부문과 연계효과를 갖는. 

다 일례로 개혁 개방 이후에 도시와 농촌 간 이동 금지가 완화되어 농민들이 도. ·

시에서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전보다 더 쉽게 받을 수 있었다.52) 이러한 조 

건 하에서 도로의 확장은 보건의료의 상승과 연계된다 새로 깔린 도로를 통해 .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개선되는 것이다 또한 도로의 확장과 전력 공급의 . 

증가는 등하교 시간을 줄이고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여 교육 공공재를 함께 증가

시킨다 이처럼 인프라는 보건의료 교육과 같은 일반적인 사회복지 논의의 대상만. ‧
큼 복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인프라 연구자가 지적하듯이 인프라는 . 

공유된 자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가지며 따라서 단순히 공급자의 입장과 경제발, 

전의 관점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다.53) 이러한 관점에서 년대 중국 농촌의 도로 공급을 살펴보겠다 1980 .

중국의 도로 체계  ②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중국의 공식적인 도로 구분을 살펴보자 먼저 도로의 질  . 

에 따른 구분이다 중국의 도로는 노면의 재료 주행속도 너비 통행량 등 상세한 . , , , 

규정에 따라 기술등급이라는 명칭 하에 차례로 고속도로 일급 이급( ) ( ) (高速 ‧ 一級 ‧ 二
삼급 사급 그리고 등급외 도로 등 총 여섯 가지로 구) ( ) ( ), ( ) 級 ‧ 三級 ‧ 四級 等外公路

분된다.

다음은 행정등급에 따른 구분이다 중국 도로는 정부등급과 동일한 행정등급을   . 

가지고 있다 도로법 과 도로관리조례 년 발. ( ) ( ) (1987「 」 「 」公路法 公路管理條例
표 년 개정 에 따르면 국도 성도 현도 향도 로 구분되, 2008 ) , ( ) ( ) ( ) ( )國道 ‧ 省道 ‧ 縣道 ‧ 鄉道
며 국도는 중앙정부 성도는 성급 정부 현도는 현급 정부 향도는 향급 정부가 , , , , 

51) Andrew F. Haughwout, "Infrastructure and Social Welfare in Metropolitan 
America," Economic Policy Review-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Vol. 
7, Issue 3(December 2001), pp. 1-16.

52) 공공재의 연계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서술로는  Whyte and Sun(2010), pp. 9-10. 
Lily L. Tsai(2007), p. 84.

53) Brett M. Frischmann, Infrastructure: The Social Value of Shared 
Resources(Oxford University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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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고 관리한다 년 이전에는 국도 현도 향도의 구분밖에 없었으나. 1986 , 1987‧ ‧
년에 국도의 상당 부분과 현도의 일부를 전환하여 성도가 신설되었다 건설과 관. 

리는 해당 등급의 정부에서 실시하지만 발전계획은 상급 정부의 도로 담당 부문, 

의 편제에 근거해 상급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향도는 해당 현급 정부의 도로부. 

문 편제에 근거해 현급 정부에 보고하고 현도는 지급 시의 도로부문 편제에 근, 

거해 성급 정부에 보고하는 식이다 촌도 는 법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 ( )村道
나 촌에서 건설하고 관리하는 도로를 지칭한다 추가로 석탄 운반 등과 같이 특, . 

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기업이 건설하고 관리하는 전용도로 까지 포( )專用公路
함하여 행정등급별로 여섯 종류의 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농촌도로는 현도 향도 촌도를 말한다 촌도가 논외로 간주  . ‧ ‧
되는 경우도 많다 촌도가 도로법 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년이 되어서야 . 2005「 」

집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관리조례 에 따르면 현도는 현급 시정. , 「 」

부의 도로까지 포함된다 관례적인 용법과 달리 현도를 모두 농촌 지역 도로로 .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향도는 향급 정부가 건설하고 관리하는 도로로서 . 

비교적 순수한 농촌 지역의 도로로 볼 수 있다. 

개혁 개방과 농촌도로 건설 기제의 변화  ③ ‧

계획경제 시기와 년대에 농촌도로의 공급이 부족했던 주요한 원인으로 주  1980

로 재정문제가 제기되었다 개혁 개방 이전에도 중국의 도로는 재정적으로 뒷받침. ‧
되지 못했다 도로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자동차 트랙터 심지어 우마차도 징수대. , 

상에 포함됐던 도로유지비 가 주요한 원천이었지만 이마저도 현도에까지( ) , 養路費
만 공급되고 향도 이하에는 거의 전달되지 않았다 현급 이하 도로는 중앙정부의 . 

관심 밖이었다.54) 이러한 구조는 개혁 개방으로 시장화가 심화되면서 도로 수요가  ·

급증하자 더욱 악화되었다 더 시급한 수요인 도시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도로유지비 등의 재정 분배를 재조정하여 농촌도로에 투입될 재정이 더욱 

줄어들었다 정부는 농민으로부터의 자금모집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자금모집을 . 

독려했지만 필요한 자금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55)

54) Vincent Benziger, "China's Rural Road System During the Reform Period," 
China Economic Review Vol. 4, No. 1(1993), pp. 7-9; Lily L. Tsai(2007), pp. 
63-65.

55) , " ," 1985 11 , p. 31.劉振江 多種形式集資發展鄉鎮公路 公路 年 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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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상이한 지방별 상황을 총괄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지방별로 단  , 

편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는 있다 광둥성의 경우를 보면 년의 계획경. , 1951-1977

제 시기에 도로건설 투자에서 국가투자 성 정부의 재정과 자금모집 각 주관부문, , 

의 자금모집 비율은 각각 였다 년 도로건설 94.13%, 1.49%, 4.38% . 1991-1993

투자액 중에 정책을 통한 자금모집이 를 차지했으며 교통부 국가계획위원회20% , ‧ ‧
광둥성의 재정 등 정부의 재정투자는 대폭 줄어 에 불과했다5% .56) 년 쓰촨 1989

성 도로국 공무원의 한 보고에 따르면 년부터 년까지 쓰촨성은 현도에 , 1983 1985

대해 킬로미터마다 천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했고 향도는 향급이 스스로 해결1 1 , 

해야 했다 년부터 년까지는 킬로미터마다 천 위안을 제공했는데 성. 1985 1987 1 2 , 

급 이하 지방정부들이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자금출자 규모는 킬로미터에 천 1 5

위안에서 천 위안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7 .57) 년 장시성의 방침을 보 1984

면 극빈향 의 도로건설 비용은 성의 보조금 현의 보조금 향 자, ( ) 1/3, 1/3, 特困鄉
체의 투자 군중의 노동 투입 토지 철거 등이 로 구성하도록 했다1/3 .‧ ‧ ‧ 58) 극빈향에서 

조차 이상의 비용을 자체 해결해야 했다는 점에서 상급정부의 재정지원이 30% 

쓰촨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혁 개방 이후에 도로에 대한 국. ‧
가의 재정지원이 크게 줄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행정등급이 내려갈수록 더욱 심해 , 

향도 촌도 등의 농촌도로는 사실상 자체적인 재정지원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재정문제 이상으로 군중동원 기제와   , 

소유권의 변화가 농촌도로 공급에 악영향을 미쳤다 년 제출된 . 1956 1956-1967「

년 전국농업발전강요 의 농촌 교통운( )」一九五六到一九六七年全國農業發展綱要
수 발전 항목에서 제시된 지방도로망 건설의 방침에는 현지에서 자재를 구하며"

군중의 역량에 의존한다 는 문구를 찾을 수 있다 농( ), ( )" . 就地取材 依靠群衆力量
촌도로 건설은 자체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해야 했으며 재료까지 가능한 현지에서 , 

조달해야 했다 농촌도로 건설의 기본방침은 노동력 동원을 통해 건설한다는 민. '

공건근 과 민이 주도하면 정부는 기술 설계 부족 자금을 보탠다는 민반( )' '民工建勤 ‧ ‧
공조 였다( )' .民辦公助 59) 민공건근의 원칙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년 개정 도 1998 「

56) , : ( , 1996), pp. 廣東省地方史志編纂委員會 廣東省志 公路交通志 廣東人民出版社《 》
108-109.

57) , " ," 1989 7 , pp. 39-41.劉又芬 民工建勤民辦公助改造我省縣鄉公路 公路 年 期《 》 
58) , ( , 1994), pp. 66-67.江西省地方志編纂委員會 江西省交通志 人民交通出版社《 》
59) (1989), pp. 39-41; , : 劉又芬 廣西壯族自治區地方志編纂委員會 廣西通志 交通志《 》

( , 1996), pp. 35-37; · , "廣西人民出版社 李興華 范振宇 中國農村公路發展歷程回顧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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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법 에도 기재되었으며 년 세비개혁과 함께 의무노동이 철폐될 때까지 지, 2000」

속되었다.60) 자력갱생의 원칙 하에서 군중동원이 농촌도로 건설의 핵심이던 것이 

다 사실 낮은 수준의 농촌도로는 자금이 별로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

개혁 개방으로 농촌도로의 수요는 폭증했으나 군중동원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 . ‧
당시 농촌의 도로건설에 대한 서술들은 무사히 임무를 완수한 것을 자화자찬하면

서도 농가생산책임제로 인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자신이 사용권을 가진 토지. 

에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면서 농민들이 집체가 부과하는 의무노동을 회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농민의 동원과 조직화가 어려워졌다 건설자재의 출처였던 토. 

지와 산지도 개혁 이후에 사용권이 도급된 경우가 많아 자재 구하기도 어려워졌

다 이런 이유로 지방관리들은 농촌도로 건설이 농민들과의 마찰을 불러올까 염려. 

했다.61) 농촌인구의 유동성이 높아진 것도 군중동원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62) 

변화는 공식적인 제도에도 반영되었다 년 농촌도로 건설을 위한 연간 의무. 1955

노동과 차량 및 가축 동원을 각각 일과 일로 제한했던 민공건근의 규정이 5 2

년에는 연간 일과 일로 축소되었다1988 3 2 .63) 또한 년부터 중국 정부는 농촌  1984

공공근로 사업인 이공대진 을 개시했다 도로건설과 수리사업에 투입된 ' ( )' . 以工代賑
노동력에 대한 임금으로 빈민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빈민구제와 인프라 건설이. 

라는 당위성이 앞섰지만 군중동원의 어려움이 반영된 조치였음이 분명하다 공식, . 

적인 의무노동일의 축소보다 군중동원이 가능했던 이념과 관습의 약화가 더 치명

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쑤쓰촌 이라는 허베이성의 한 행정촌 생산대대 의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  ( ) ( )蘇寺村
보자 쑤쓰촌 촌서기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년까지도 재해복구 기념일 인민. , 1982 , , 

공사의 요구 등에 따라 도로정비에 생산대대의 전 노동력을 동원하는 경우가 종

종 등장한다 규정된 의무노동일수와 무관하게 군중동원이 어렵지 않았다 도로 . . 

관련 회의 내용은 대부분 군중동원과 노동점수 배분에 관한 것이지 자금에 관련

된 사안은 거의 없었다 년 쑤쓰촌이 소속된 인민공사가 해체된 이후에도 노. 1984

," 2006 10 , p. 26.展望 交通世界 年 期《 》 
60) , , " ," 2004 8 , pp. 賴懷福 付光瓊 中國農村公路建設資金結構現狀 交通世界 年 期《 》 

34-36.
61) · , "黃均蓮 王正林 農村全面落實生產責任制后南充地區是怎樣搞好公路民工建勤工作

," 1983 2 , pp. 28-31. , "的 公路 年 期 王學湖 遼寧錦縣做好民工建勤工作辦好地方交《 》 
," 1983 2 , pp. 31-33.通的經驗 公路 年 期《 》 

62) , (2004), p. 36.賴懷福 付光瓊
63) · , " ," 2003 8 , p. 32.張柱庭 邢蓉 民工建勤的由來及其發展 交通世界 年 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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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동원은 계속 등장하지만 이전처럼 마구잡이식 동원은 불가능했다 인민공사 , . 

해체 직전인 년 월에는 도로건설을 위해 모래를 나르는 작업에 대해 생산1984 3

대대가 돈을 주어야 하는지 다른 생산대대를 보고 결정하자는 간부들의 회의 내

용이 등장한다.64) 개혁 개방 이후부터 인민공사 해체를 거치면서 대가없는 노동력  ‧
동원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었다.

년대 중국의 도로 공급에 대한 재평가  1980④ 

년 이전에 중국은 인프라 투자에 인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인프  1993 . 

라 건설은 년 이후에 급증했다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빠른 성장을 1994 . , 

지탱하기 위해서는 최소 의 가 인프라에 투자되어야 했으나 중국의 인프GDP 6% , 

라 투자는 년까지 의 에도 미치지 못했다1992 GDP 5% .65)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 

적 인프라인 도로도 마찬가지였다 한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년 도로 . , 1980-1990

총연장의 연평균 증가율은 였다 년 년 와 1.7% . 1950-1980 7.2%, 1990-2005 3.4%

비교해 중국의 도로가 년대 사실상 정체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1980 .66) 벤지거 

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수치는 당시의 상황을 무시한 단순 비교(Vincent Benziger)

일 수 있다 년대 도로건설은 도로의 연장보다 기존 도로에 대한 등급 향상. 1980

과 개선이 강조되었으며 질적 측면에서 수치상의 연장 이상의 발전이 있었다 하, . 

지만 이조차도 현도 이상의 도로에만 적용된다 벤지거는 향도 이하는 질적 개선. 

과 재정 지원에서 모두 소외되었기 때문에 년대 중국의 도로공급이 향도를 1980

희생하면서 진행되었다고 평가한다.67) 앞서 살펴본 농촌도로 공급과 관련된 재정 

체계 의무노동과 소유권 기제의 변화 등을 고려해 봐도 이러한 평가는 매우 타, 

64) , (6): 華東師範大學中國當代史研究中心 中國當代民間史料集刊 一個村支書的工作手《
도로와 관련하여 생산대대 노동인원이 전부 동원되 사례로( , 2012). 記 東方出版中心》

는 년 월의 사례는 심지어 일정 기간 동안 pp. 124-125, 471, 739. 1984 3 p. 876. 
학생들이 도로정비를 하도록 동원하는 대가로 학교에 돈을 지급하거나 차 당대회, 12
를 기념해 학생들이 대가없이 도로정비에 동원된 기록도 있다 이 사례는 . pp. 748, 
786.

65) Barry Naughton(2007), pp, 345-347.
66) M. Julie Kim and Rita Nangia,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India and 

China: A Comparative Analysis," in William Ascher and Corinne 
Krupp(eds.), Physic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Balancing the Growth, 
Equity, and Environmental Imperatives(Palgrave Macmillan, 2010), p. 101.

67) Vincent Benziger(1993),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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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보인다.

그림 중국 도로의 행정등급별 총연장변화 년< 2-3> (1979~1993 ) 

단위 만( : Km)

출처: 2010 , p. 275.《 》中國交通運輸統計年鑒

그러나 당시의 실제 지표를 살펴보면 벤지거의 결론과 이로부터 유래된   , 1980

년대 농촌도로 상황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림 . <

은 년부터 년까지 중국의 등급별 도로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2-3> 1979 1993 . 

설명했듯이 성도가 년에 국도의 상당 부분을 전환하여 신설되었기 때문에 1987

년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성도와 국도를 합산하여 계산했다 전용도로는 만 1987 . 5

킬로미터 전후로 비중이 크지 않고 거의 변화가 없어 생략했다 촌도는 년에. 2005

야 집계되기 시작해 이전의 상황을 알 수 없다 향도가 현도로 변경되거나 현도. 

가 성도로 변경되는 것처럼 신규 건설과 상관없는 등급 변동 때문에 수치가 정확

하게 행정등급에 따른 도로의 증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전체적인 .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년 성도의 신설로 불균등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림 을 통해 개  1987 ,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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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개방 이후 중국 도로의 증가를 누가 주도했는지를 알 수 있다 향도가 다른 등· . 

급의 도로와 확연히 구별될 만큼 빠르게 증가했다 년 만 천 킬로미터였. 1979 27 6

던 향도는 년 약 만 천 킬로미터로 약 만 천 킬로미터 증가1993 40 2 12 6 , 45.7% 

했다 촌도가 포함되지 않은 중국의 총 도로 길이는 년 만 천 킬로미터. 1979 87 6

에서 년 만 천 킬로미터로 약 만 천 킬로미터 증가했다 이 기간 도1993 108 3 20 8 . 

로 증가의 이상이 향도의 증가분이다 필자의 계산에 따르면 년 60% . , 1980-1990

향도의 연평균 증가율은 였다 다른 시기의 증가율보다 여전히 낮지만 이 2.8% . , 

시기 도로 건설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향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전체 도로의 

증가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낮은 행정등급의 정부가 높은 행정등급의 정부보. 

다 많으므로 낮은 행정등급의 도로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

다 그러나 개혁 개방 이전에 중국 도로의 다수는 현도였다 향도가 빠르게 늘어. · . 

남에 따라 년에 향도가 총연장에서 현도를 추월했다1987 .

향진 정부의 필요에 의한 향도의 증가  ⑤ 

향도는 교육 공공재처럼 향진 정부가 재정을 책임지는 영역이었지만 교육과   , 

달리 향진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로를 건설한 것이다 향도는 향진 정부가 재정을 . 

투자할 유인이 강력했다 년대 향진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던 농. 1980

촌의 향진들에서 도로는 향진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였다 교육과 달. 

리 도로는 경제발전을 위해 당장 필요했다 외부로부터의 투자유치 측면에서도 잘 . 

닦여진 도로는 선전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다. 

사대기업을 공식적으로 향진기업으로 개명한 문건인 년 월의 사대기업  1984 3 「

의 새로운 국면 수립에 관한 보고 이하 보( ) (」 「關於開創社隊企業新局面的報告
고 를 살펴보면 향진기업이 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농촌 재정을 뒷받침한 성과) , 」

를 인정하면서 이를 지속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68) 보고 의 수치를 보면 , 「 」

년 향진기업의 세후 이윤 억 위안 중 농업 기본건설 농기계 1979-1982 451 ( ) , 元
구매 등 농업지원에 억 위안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국가 투자액 억 위안의 80 , 110

약 에 이르는 금액이다 또한 복지사업 도로 및 교량 건설 교사 및 산아제73% . , , 

68) 사대기업 은 인민공사와 생산대대의 기업이라는 의미이다 인민공사와 생 ( ) . 社隊企業
산대대가 각각 향진과 촌으로 변경되면서 사대기업도 향진기업 으로 명칭을 ( )鄉鎮企業
변경하였다 따라서 향진기업은 명칭과 달리 향진 소속의 기업뿐 아니라 촌 소속의 . , 
기업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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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조금 등 집체의 각종 지출에 억 위안이 사용되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79 . 

농촌도로 건설이었으며 특히 개혁 개방으로 향진기업을 비롯한 산업이 발달한 지, ‧
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향진기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지역인 장쑤성 남. 

부 쑤난 지역의 한 진은 향진기업의 자금으로 년대 향도를 지속적으로 ( ) 1980蘇南
건설해 년 예하의 모든 촌을 연결했다 쑤난의 한 향진기업이 년까지 1991 . 2004

자신이 속한 촌에 기여한 금액 억 만 위안 중 억 만 위안이 ( ) 4 6143.9 3 3151回報
년 사이에 투입된 인프라 건설 관련 금액이었다1986-1995 .69) 허베이성 랑팡 (廊

의 경우 년 도로건설에 투입된 자금 만 위안 중 도로유지비 ) , 1983-1985 2227坊
보조금과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은 각각 만 위안 만 위안에 불과했다 군406 , 305 . 

중 자금모집이 만 위안 광산기업의 자금이 만 위안이었고 년대 말부106 , 66 , 1970

터 본격적으로 채굴된 유전의 자금이 만 위안이었다1344 .70) 향진기업 등 산업이  

발달한 농촌 지역에서 주로 자신들의 자금으로 도로를 확장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은 향진기업 발달과 경제성장의 정도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컸  

음을 시사한다 지역별 농촌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몇. , 

몇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개혁 개방의 최대 수혜지역 중 하나인 푸젠. ‧
성은 년 현도 킬로미터 향도 및 촌도 킬로미터에서 년 현도 1977 5035 , 11699 1989

킬로미터 향도 및 촌도 킬로미터로 각각 증가했다5041 , 24750 0%, 111.6% .71) 낙 

후된 지역에 속한 광시성은 년 현도 킬로미터 향도 킬로미터에서 1976 10458 , 6309

년 현도 킬로미터 향도 킬로미터로 각각 증1990 15987.4 , 10072.1 52.9%, 59.6% 

가했다.72) 앞서 살펴본 년 사이 전국 향도의 증가분 를 앞서는  1979-1993 45.7%

수치이다 역시 낙후된 지역에 속하는 장시성은 년 현도 킬로미터 향. 1990 15845 , 

도 킬로미터로 이전의 자료가 분명치 않지만 향도의 비중이 년에도 여7291 , 1990

69) , ( , 2011), pp. 69-72, 261.溫鐵軍 等著 解讀蘇南 蘇州大學出版社《 》
70) (1985), pp. 30-32.劉振江
71) 푸젠성 , ( , 1998), p. 75. 福建省地方交通史志編纂委員會 福建省交通志 鷺江出版社《 》

의 현도가 증가하지 않은 것은 벤지거의 분석에 따라 도로의 연장보다는 질적 향상
에 주력했기 때문일 수 있다 또는 향진기업이 발달한 푸젠성이 도로 건설에 필요한 . 
자금을 재정이 풍부해진 향급 정부에 떠넘겼기 때문일 수도 있다 벤지거가 지적했듯. 
이 중국의 현도는 해당 현 내부의 도로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과 현 간의 도, 
로를 지칭하기도 했다 향도도 마찬가지다 행정등급에 따른 현도 향도 등의 구분은 . . , 
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했지만 도로의 범주는 불명확했다 따라서 향도가 현도, . 
의 역할인 향급 지역들 간의 연결망까지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 
Vincent Benziger(1993), p. 6.

72) (1996), pp. 36-37.廣西壯族自治區地方志編纂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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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매우 낮다.73) 성급 지역별로 봐도 격차가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푸 . 

젠성과 광시성의 경우에서 보듯이 년대 많은 농촌 지역의 도로 공급은 전국1980

적인 도로 공급보다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처럼 농촌도로 건설은 재정 책임의 구조가 교육과 유사했지만 경제발전에   , 

필요하고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중국 도로 건설의 정체

에도 불구하고 향도를 중심으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다 또한 향진기업 . 

발전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건설되었을지라도 농촌도로의 연장은 현지의 농

민들에게 상당한 복지 효과와 연계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소 결4. 

개혁 개방 이후 탈집단화 분권화 시장화가 모든 공공재에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   · ‧ ‧
것은 아니다 먼저 보건의료의 경우 개혁 개방 이전 농촌 보건의료 체제의 중추였. , ‧
던 합작의료 체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합작의료에 대한 과대평가가 . 1980

년대 보건의료에 대한 과소평가의 결정적 이유였다 탈집단화와 분권화로 국가와 . 

집체의 보건의료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개인의 부담이 증가되었지만 소, 

득증가와 시장화를 통해 더 많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었다 중국 농. 

민들은 더 자주 진료를 받았다 이런 점에서 서두에서 제시된 보건의료 비용의 . ‘

증가와 의료보장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에서 동유럽 국가들처럼 건강과 평

균수명의 악화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라는 화이트와 순의 질문에 대한 가장 간단?’

한 대답은 년대에 보건의료 서비스의 악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개혁 개방 이1980 . ·

후 년대 중국 보건의료 체제의 붕괴는 신화일 뿐이다, 1980 .

보건의료와 달리 시장화를 통해 상품이 되기 어려운 교육 서비스는 후퇴했다  . 

국가로부터 책임을 떠맡게 된 향진 정부는 교육에 투자할 유인이 없었다 교육 . 

서비스처럼 도로 건설도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재정 부담이 커졌다 더구나 농촌도. 

로 건설의 핵심이었던 군중동원을 통한 의무노동의 투입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그. 

러나 인프라 투자가 년대 미흡했음에도 농촌의 향도 건설은 지속적으로 증가1980

했다 교육과 달리 경제성장과 투자유치를 위해 당장 필요했고 향진기업 등의 집. , 

73) (1994), p. 67.江西省地方志編纂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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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소속 기업들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 교육 도로 건설 등의 공공재 공급을 평가해 보면 년  , , , 1980

대 중국 농촌의 공공재 공급은 일관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 탈집단화. ‧
분권화 시장화의 효과는 분야별로 상이했으며 공공재 공급에 대한 책임을 떠맡, ‧
게 된 지방정부들은 경제성장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따라 선택적으로 투자했다 특. 

히 년대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향진기업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축1980

소를 벌충했다 보건의료는 지방정부조차 당장 투자할 유인이 별로 없었지만 개. , 

혁 개방이 가져온 소득 증가와 시장화가 결합되어 공급이 확대될 수 있었다 따라. ‧
서 년대 농촌의 공공재 공급의 수준이 국가 사회 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했을 1980 -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빠졌다 전국적인 규모로 농촌 공공재 공급을   . 

평가하기 위한 근거들을 제시했지만 지역별 격차가 누락되었다 전국적인 공공재 , . 

공급의 수준보다 지역별 격차가 국가 사회 관계에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다- . 

수의 적당한 불평등과 불만족이 골고루 분포하는 경우보다 다수의 만족에도 불구

하고 심각한 불평등과 불만족에 처한 소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국가 사회 관계에-

는 더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74) 년대 지역별 공공재 공급의 격차를 체 1980

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미흡하지만 성급 지역별 농촌도로의 상황에서도 , 

봤듯이 지역별 격차는 분명히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산둥성과 구이저우성을 비교. 

한 웨스트와 웡 도 년대를 거치(Loraine A. West and Christine P.W. Wong) 1980

면서 교육과 보건의료의 지역별 격차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이저우성처. 

럼 가장 낙후된 지역도 공공재 공급의 절대적인 수준은 개선되었다 또한 개혁 개. ‧
방 이후부터 년대 중반까지 소득의 불평등은 개선되거나 최소한 악화되지 않1980

았다 본격적인 불평등의 확대는 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1980 .75) 개혁 개방이  ‧
가져온 폐단이 서서히 드러나고 불평등이 확대되기 시작했지만 보건의료의 경우, 

에서 보듯이 이 시기에 근본적인 악화가 발생한 것 같지는 않다.

74) Martin King Whyte, Myth of the Social Volcano: Perceptions of Inequality 
and Distributive Injustice in Contemporary China(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66-67.

75) Loraine A. West and Christine P.W. Wong, "Fiscal Decentralization and 
Growing Regional Disparities in Rural China: Some Evidence in the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11:4(1995), 

특히 을 참조pp. 70-84. 7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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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중국인들의 불평등 인식이다 중국인들의 불평등 인식  . 

에 대한 화이트 의 연구에 따르면 마오쩌둥에 대한 향수에(Martin King Whyte) , 

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마오쩌둥의 평등주의를 결코 선호하지 않는다 관료주의. 

와 부패로 인해 마오쩌둥 시기가 선전문구 그대로 평등주의였던 것도 아니다 따. 

라서 중국인들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오히려 불평등에 대하여 관용적이며 충격, 

적이게도 농민은 더더욱 관용적이다.76) 아마도 이는 대약진 운동으로 인한 대규 

모 기아 등 마오쩌둥 시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농민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비록 . 

년대 중반의 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지만 이는 개혁 개방이 시작된 2000 , 1980‧
년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문화대혁명에서 막 벗어나 개혁 개방 정. ‧
책의 허니문 시기였던 이 시기에 불평등에 대한 관용이 더 컸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적 불평등이 증가하고 공공재 공급이 분야별 및 지역별로 일정하지 

않았어도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 사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

76) Martin King Whyte(2010), pp. 17-25, 68-91, 1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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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분세제 개혁과 재정구조의 변화3 :

재정 연방주의의 관점을 통한 재평가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 공공재의 공급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국가의 재정이다 역사적으로도 서구 근대국가의 조세 수취는 군주가 공공재를 공. 

급하고 국민이 충성과 조세를 제공한다는 사회계약 논리에 의해 정당화되었다.1) 

현대 국가들도 자신이 가진 자원을 공공재 공급에 사용하겠다는 암묵적인 합의 

하에 조세를 징수하며 유지된다.2)

중국의 본격적인 현대화를 추동한 개혁 개방은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대적인 재  ‧
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를 붕괴시켰다 분권화 과정에서 공공재 공급을 위해 필. 

요한 국가의 재정능력이 축소되었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공공재 공급의 책, 

임을 전가시켰다 탈집단화 시장화를 통해 공공재 공급의 책임은 시장 더 정확하. , ‧
게는 개인의 책임이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앞 장에서 봤듯이 개별 공공재의 공. 

급 수준은 재정이 아니라 탈집단화 분권화 시장화와 지방정부의 인센티브가 어떻‧ ‧
게 작동하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년 분세제 개혁을 기점으로 중국은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가 복구되  1994

어 현대적 재정국가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분세제 개혁 이후의 공공재 공. 

급과 국가 사회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세제가 가져온 재정 체제에 대한 이-

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장은 공공재 공급을 직접 분석했던 앞 장. 

과 반대로 분세제 개혁이 가져온 재정구조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많은 연구들이 년 분세제 개혁을 년대 중반 이후의 국가 사회 관계   1994 1990 -

악화를 가져온 정치경제적 구조의 기원으로 평가한다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확보. 

를 목적으로 시행된 분세제가 재정수입을 중앙정부로 집중시키고 지출 부담은 지

방정부로 전가하여 재정능력이 감소된 지방정부가 공공재 공급을 축소하고 농민

1) Margaret Levi, Of Rule and Revenue(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pp. 100-105.

2) Carolyn Webber and Aaron Wildavsky, A History of Taxation and 
Expenditure in the Western World(Simon & Schuster, 1986), pp. 29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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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3)

그러나 분세제의 목적과 전개는 단순하지 않았다 분세제의 개시를 알린   . 1993

년 월 국무원의 분세제 재정관리 체제 실행에 관한 결정12 (「 關於實行分稅制財
은 해외의 성공적인 방법을 본보기로 삼아) " (」政管理體制的決定 借鑒國外的成功

분세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재정 연방주의)" . (fiscal 做法
이론을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을 확보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중federalism) , 

앙정부에 집중된 재정수입을 지방정부에 균등하게 분배하려고 했다 이는 재정 연. 

방주의가 중앙정부의 역할로 상정하는 거시경제적 관리와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

와 일치하며 공공재 공급을 통해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 사회 관계를 , -

안정화한다는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의 논리에 부합한다 실제 분세제 개혁 이래 중. 

앙정부는 국가의 재정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조정을 시행하였으며 지, 

방정부에 대한 재정분배에서 동부 중부 서부 지역 간의 격차 완화를 강조했다 분. ‧ ‧
세제 개혁에는 재정뿐 아니라 공공재 공급과 불평등 해소 국가 사회 관계에 대, , -

한 중국의 구상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분세제는 오히려 지방정부 차원에. 

서 공공재 공급을 위축시키고 국가 사회 관계를 악화시키는 정치경제적 구조로 -

작동했다.

따라서 분세제로 인한 공공재 공급의 감소와 국가 사회 관계의 악화는 중앙정  -

부의 의도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 연방주의에 기초한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분세제를 상세히 살펴보는 이유도 년대 이후. 2000

의 정책 전환이 발생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세제의 목표와 이 목표가 제

대로 달성되지 못한 원인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분. 

세제의 원인과 내용 분세제로 인한 재정구조의 변화를 재정 연방주의의 개념과 ,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중국 당국은 분세제 재정관리체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 ( )'分稅制財政管理體制
있다 이는 년 분세제 개혁을 전후하여 조세 예산외 자금 정부간 재정 관계 . 1994 , , 

3) Jean C. Oi, Rural China Takes Off: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Economic 
Reform(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p. 19-23, 42-57; Tony Saich, 
Providing Public Goods in Transitional China(Palgrave Macmillan, 2008), pp. 
58-67; Ethan Michelson, "Public Goods and State-Society Relations: An 
Impact Study of China's Rural Stimulus," in Dali L. Yang(ed.),The Global 
Recession and China's Political Economy(Palgrave Macmillan, 2012), pp.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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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발생한 변화를 별도의 정책이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 

되는 하나의 구조적인 체제로 일컫는 것이다 본 논문도 이러한 관점에서 년 . 1994

이후의 변화를 조세 및 재정 등과 관련된 협의의 개혁이 아니라 재정과 공공재 , 

공급은 물론 정부간 관계를 새롭게 규정한 광범위한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분

세제 체제라고 지칭할 것이다.

년 분세제 개혁의 배경1. 1994

중앙정부의 재정수입 감소와 재정책임제의 폐단  (1) 

개혁 개방의 재정분권화와 재정책임제 를 통해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 ( )財政包乾
수익이 크게 확대된 것과 달리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재정. 

책임제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극대화된 정부간 재정관계로서 협상을 통해 

정해진 고정액을 중앙정부에 상납하는 의무 이외에 대부분의 세입이 지방정부에 

귀속되었다.4) 이는 지방정부의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했지만 국가 재 , 

정이 전체 경제성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고 전체 재정수입 중 

중앙정부의 비중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림 에서 보듯이 국내총. < 3-1>

생산 대비 재정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전체 재정수입 대비 중앙정부의 . 

재정수입은 년대에 들어서 대로 추락했다 경제발전이라는 체제 전체의 1990 20% .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가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개혁 개방의 핵심이었으·

나 중앙과 지방의 힘의 균형이 위험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5)

4) 개혁 개방 이후 분세제 이전까지 정부간 재정관계는 성급 지역마다 상이했으며 시기 , ‧
별로도 자주 변화했다 재정책임제는 년부터 존재했지만 년 이후부터 대부. 1971 , 1988
분의 성에 적용되었다 재정책임제를 비롯한 분세제 이전의 중앙과 성급 지역 간의 . 
재정관계에 대해서는 정재호 중국의 중앙 지방 관계론 분권화 개혁의 정치경제, - : 『 』
나남출판( , 1999), pp. 155-162; ( ), (李萍 主編 財政體制簡明圖解 中國財經經濟出版《 》

, 2010), pp. 1-23.社
5) Barry Naughton,The Chinese Economy: Transitions and Growth(MIT Press, 

2007), pp. 427-442; Shaoguang Wang, “The Rise of Regions: fiscal reform 
and the decline of central state capacity in China,” in Andrew G. 
Walder(ed.),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 Economic Origins of 
Political Decline in China and Hungar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p. 87-113.



70

그림 년 중국의 재정수입 비중< 3-1> 1980~1995

단위( : %)

출처: ( ), ( , 2010), p. 24; 《 》李萍 主編 財政體制簡明圖解 中國財經經濟出版社
검색일< >, data.stats.gov.cn ( : 2014. 7. 20).國家數據

재정책임제와 중앙정부의 재정 감소는 각종 폐단을 가져왔다 첫째 중앙의 거  . , 

시경제적 능력이 약화됐다 개혁 개방의 심화에 따라 계획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 ·

비중이 갈수록 작아져 계획을 통한 관리는 점점 불가능해졌다 경제관리 방식을 . 

계획을 통한 직접관리 방식에서 시장기제를 통한 간접적 통제로 전환해야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재정수입 감소로 통제력이 갈수록 약해졌다 앞서 봤듯이 전체 . 

재정수입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감소하는 재정수입 비중에서 중GDP , 

앙정부의 재정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했다 중앙의 거시경제적 관리능력이 .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자율성이 높아진 지방정부들의 유인 구조가 장기적. , 

이고 전체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했다 지방정부들은 당장 이익이 실현되고 세수가 . 

많은 분야에 투자를 집중했고 각종 특혜를 남발하여 중복투자가 증가하고 시장경, 

쟁이 왜곡되었다 셋째 공평하고 안정적인 시장경제의 조건을 조성할 수 없었다. , . 

재정책임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이행되었다 지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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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약조건이 달랐고 매년 상황에 따라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전국적 규모에서 . 

공평하고 안정적인 시장경제의 조건을 조성할 수 없었다 넷째 복잡한 재정책임. , 

제로 인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이 불명확했다 재정 문제를 예측하여 예방하기도 . 

쉽지 않았고 재정 유실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다, .6)

예산외 자금의 증가  (2) 

예산외 자금의 정의  ① 

예산외 자금 의 급격한 증가도 정부의 재정능력 약화의 중요한 원  ( )預算外資金
인이었다.7) 예산외 자금은 재정부가 지정한 규정에 따라 징수되고 지출되기 때문 

에 합법이지만 국가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이다 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 . 

인민대표대회의 심사와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유기업 지방정부 사업단. , , 

위 사회단체 등이 모두 예산외 자금을 운용했다( ), .事業單位 8) 예를 들어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기금 사회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 기금 행정서, , 

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비용으로 충당되는 행정사업성 비용 등이 ( ) 行政事業性收費
포함된다 개혁 개방 초기에는 국유기업의 유보이윤 이 포함되어 예산외 . ( )‧ 留存利潤
자금이 폭증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농촌에서는 지방정부가 상급정부가 요구하. 

는 직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농민들로부터 걷는 각종 명

목의 준조세가 주요한 예산외 자금이 되었다.9)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일정하지  

6) Jing Jin and Heng-fu Zou, “Soft-Budget Constraints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Jonathan Rodden, Gunnar S. Eskeland, and Jennie Litvack(eds.),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 of Hard Budget Constraints(The 
MIT Press, 2003), pp. 289-323; ( ), 60 ( , 謝旭人 主編 中國財政 年 經濟科學出版社《 》
2009), pp. 225-227, 378-380; ( )(2010), pp. 24-26.李萍 主編

7) 재정부는 년부터 예산외 자금이라는 용어를 세외수입 2001 ( , non-tax 非稅收入
으로 변경하려고 했다 세외수입에는 예산외 수입뿐 아니라 예산내 수입 중 income) . , 

세금이 아닌 수입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서는 . , 李愛鴿 地方政府財源建設問題研究《 》
예산외 자금은 재정부가 년 월 예( , 2009), pp. 94-95. 2010 6中國社會科學出版社 「

산외 자금 관리에 따른 수입의 예산 관리 포함에 관한 통지(關於將按預算外資金管理
를 배포하고 년부터 시행하여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 2011的收入納入預算管理的通知 」

되었으나 여전히 자주 사용된다, .
8) 사업단위는 학교 병원 등과 같이 공익성을 가진 기관을 의미하며 중국에서 공공재  , ,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학교처럼 거의 전부 국가의 재정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 
단위도 있으며 병원처럼 소비자 부담과 재정이 병존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독자, , 
적인 재원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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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데다 정부도 기준을 자주 변경해 예산외 자금의 정의 자체가 논쟁거리였

다.10) 편제외 자금 은 예산외 자금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편 ( ) . 編制外資金
제외 자금은 지방정부의 세입 중에 재정부가 지정한 규정에 따르지 않는 예산외 

자금이다.11)

따라서 아래의 논의에서 통계상의 예산외 자금은 통계국의 공식적 통계 기준에   

포함되었다는 의미이지 지방정부의 모든 예산외 자금을 드러내지 못한다 또한 중. 

앙정부는 예산외 자금의 공식적 기준을 수시로 변경했다 이는 주로 예산외 자금. 

을 규제하고 축소하려는 중앙정부의 시도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

했다 공식적인 통계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현실의 예산외 자금이 사라지는 것은 .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외 자금으로 산입되곤 했다 이런 이유로 실제 예산외 . 

자금은 공식적 통계보다 많았다.

예산외 자금의 효과  ② 

예산외 자금은 사회주의 중국 건국 이후부터 존재했으며 지방정부와 기업이   , 

증가시키면 중앙정부가 억제하여 감소시키는 과정을 반복했다 또한 대약진과 문. 

화대혁명 등 권력 하방의 정치적 요인들이 지방정부와 기업의 예산외 자금 증가

를 정당화하여 개혁 개방 직전에도 예산외 자금은 적지 않았다 개혁 개방 이후· . · , 

지방정부로 권력을 분산하고 국유기업의 결정권과 이윤유보를 확대한 이른바 방"

권양리 로 예산외 자금은 더욱 확대되었다( )" .放權讓利
예산외 자금의 긍정적 효과도 적지 않았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 

자금을 모아 예산내 자금의 부족을 보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예산내 자금보다 자유롭게 용도를 결정할 수 있어서 지방정부와 기업. 

은 예산외 자금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예산외 자금. 

은 예산내 자금보다 지역과 부문의 발전 수준과 상황에 따라 더 효율적으로 사용

9) Le-Yin Zhang, "Chinese central-provincial fiscal relationships, budgetary 
decline and the impact of the 1994 fiscal reform: An evaluation," The 
China Quarterly 157(March 1999), pp. 122-127; ( )(2009), pp. 謝旭人 主編
332-333.

10) Christine P.W. Wong and Richard M. Bird, "China's Fiscal System: A Work 
in Progress," in Loren Brandt and Thomas G. Rawski(eds.), China's Great 
Economic Transformation(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 442-449.

11) 정재호 (1999), pp. 164-165; Le-Yin Zhang(1999), pp. 1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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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있었다 실제 지방정부들은 예산외 수입의 일부를 인프라 건설 등 고정. 

자산에 투자했다 일례로 년에서 년 사이의 고정자산투자 총액에서 예. 1982 1984

산외 자금이 예산내 자금보다 많았으며 도시 공공시설과 인프라 투자의 절반이 , 

예산외 자금이었다.12) 예산외 자금이 지방정부와 기업에 경성예산제약의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중국 재정부의 주도로 출판된 한 저서는 개혁 개방 초기 동부 연. ·

해지역이 급속하게 발전한 원인으로 국가의 집중적인 투자 대외개방의 효과와 함, 

께 이 지역에서 예산외 자금이 대량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에 투입되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13) 이런 점에서 예산외 자금은 지방정부가 개혁을 추진토록  

만든 주요한 인센티브이자 개혁 성공의 한 요소로 평가되기도 한다.14) 또한 정부 

의 재정능력 감소에 따른 재정 긴축의 지속으로 공공재 공급을 위한 자금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은 예산외 자금을 활용하여 공공재를 추가로 공급

할 수 있었다.15)

그러나 그림 에서 보듯이 예산외 자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긍정적 효과  < 3-2>

보다 부정적 효과가 증가했다.16) 첫째 예산외 자금과 예산내 자금이 상충적인 관 , 

계였기 때문에 예산외 자금의 증가만큼 예산내 자금은 감소되어 실제 정부가 운

용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가 축소되고 거시조정 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17) 

년대에 들어서 예산외 자금은 전국 재정수입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 1990

년에는 억 위안에 도달해 같은 해 재정수입 억 위안을 초과했다1991 3243 3149 . 

단순히 산술적인 역관계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사업단위에 집중된 예, 

12) , 60 : ( , 2009), pp. 543-544. 王炳乾 中國財政 年 回顧與思考 中國財政經濟出版社《 》
왕빙첸은 년부터 년까지 재정부장을 역임하며 개혁 개방 초기의 재정을 총1980 1992 ·
괄한 중국 재정부문의 대표적 인사다.

13) ( ), 60 ( , 2009), pp. 220-221.劉仲藜 主編 新中國經濟 年 中國財政經濟出版社《 》
14) Gabriella Montino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 in China," World 
Politics 48(October 1995), pp. 50-81.

15) Christine Wong, "Rebuilding Government for the 21st Century: Can China 
Incrementally Reform the Public Sector," The China Quarterly 200(2009), 
pp. 945-946.

16)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림 의 예산외 자금은 통계국의 공식적 통계 기준에 포 < 3-2>
함되었다는 의미이지 통용되는 모든 예산외 자금을 나타내지 않는다 예산외 자금의 . 
공식적 기준은 빈번히 변경되었다 따라서 실제 예산외 자금은 이보다 크다고 할 수 . 
있다.

17) 정재호 (1999), pp. 162-165; (2009), pp. 542-543; ( )(2009), pp. 王炳乾 謝旭人 主編
33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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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외 자금은 해당 지방과 기관의 협소하고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밖에 

없어 중앙정부의 장기적인 거시조정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년 예산외 자금 액수 < 3-2> 1982~1999

단위 억 위안( : )

출처 검색일: < >, data.stats.gov.cn ( : 2014. 7. 20).國家數據

둘째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재정 낭비와 비효율적인 자금 집행에 대한 통제가   , 

약화됐다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예산외 자금을 늘리기 위해 예산내 자금을 낭비하. 

고 몰래 자금을 축적 했다 축적된 예산외 자금이 보너스나 복지 증진에 , (" ") . 小錢櫃
무분별하게 사용되기도 했다 인프라 투자에는 양면적으로 작용했는데 단기적인 . , 

이익을 위해 가공업에만 투자해 에너지 교통 등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
경우도 있었고 무분별한 인프라 건설로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했다 어느 , . 

쪽이든 전체적인 경제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정부 부서들이 예산외 자금을 늘리기 위해 각종 명목의 준조세를 만들어   , 

기업에 부담이 되었다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지역별 부문별로 공평한 시장경쟁. , 

의 조건을 만들 수 없었다.18) 또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지역별로 예산외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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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축적은 극심한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 지역 간 재정과 공공, 

재 공급의 불평등이 확대되었다.19)

지방정부들의 저항과 년의 경기과열  (3) 1992-1993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갑작스레 등장한 것이 아니다 그림 에서 봤듯이   . < 3-1>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은 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분세제 도입1980 . 

은 년대 중반부터 제기되었으며 특히 년 차 당대회의 당시 총서기 1980 , 1987 13

자오쯔양 의 보고 에서 중앙과 지방의 수입과 지출을 분할하는 분세제 ( ) 「 」趙紫陽
시행이 언급되었다 이는 년과 년 두 차례에 걸친 기업 이윤상납의 조. 1983 1984

세로의 전환 개혁을 바탕으로 시행된 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 ") 1985利改稅
세수를 구분하는 재정체제 조정의 연장선에서 제기된 것이다 분세제 시행에 대한 . 

정책적 의지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저항으로 전면적인 분세. 

제 도입은 번번이 무산되었으며 중앙의 재정능력은 갈수록 약화되었다 중앙의 부. 

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 년부터 시작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차 1981 1

차관에 더해 년과 년 추가적인 차 차관을 실시해야만 할 정도였다 그1987 1988 2 . 

러나 근본적인 개혁은 시행되지 못했다.20)

년 개혁이 추진된 발단은 년의 경기과열이었다 공산당과 국무  1994 1992-1993 . 

원은 년 월 중앙 호 문건 당면한 경제 상황과 거시경제 통제 강화에 관1993 6 6 「

한 의견 을 하달하여 이른바 조( ) "16 (」關於當前經濟情況和加強宏觀調控的意見 十
의 연착륙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 지도자들이 거시경제적 통제력 강화의 필)" . 六條

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분세제가 급박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21) 톈안먼  

18) (2009), pp. 544-545; ( )(2009), pp. 335-336.王炳乾 謝旭人 主編
19) Christine Wong(2009), pp. 945-946.
20) , " ," 1989 1 , pp. 項懷誠 財政體制改革的回顧對今後的總體設想 管理世界 年 期《 》 

34-42; Pak K. Lee, "Into the Trap of Strengthening State Capacity: China's 
Tax-Assignment Reform," The China Quarterly 164 (2000), pp. 1009-1011; 李

( )萍 主編 당시 재정부 부부장이었던 샹화이청 의 (2010), pp. 16-18, 22-23. ( )項懷誠
글을 통해 년대 후반 분세제 개혁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1980
다.

21) Pak K. Lee (2000), pp. 1011-1015; , ( , 朱鎔基 朱鎔基講話實錄 人民出版社《 》
년 월 일 주룽지 당시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에2011), pp. ( )289-298. 1993 6 9第一卷

서 거시경제 조정을 위한 조 의 긴급조치가 제출되었고 국가계획위원회가 "13 ( )"十三条
내용을 보충하여 월 일 문건 하달시에는 조 가 되었다6 24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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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년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되었다 경기과열로 인해 년1988-1989 . 1993-1994

의 인플레이션도 비슷한 수준에 접근하고 있었다.22) 톈안먼 사건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시기에 중국 당국은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톈안먼 사건 . 

전야와 유사한 경기변동이 가져오는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

의 분세제 개혁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들은 분세제 개혁안에 . 

반대하거나 최소한 시행을 늦추려고 시도했다 분세제 개혁을 거스를 수 없게 되. 

자 중앙정부와 타협하여 지방의 이익을 극대화는 데 매진했다 이로 인해 광둥성. ‧
장쑤성 등 발달한 연안 지역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기존 이익을 보장하는 다방면

의 조치들을 약속해야만 했다 분세제 시행 직후에도 지방정부들은 조정을 통해 .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하려 시도했다.23)

년 분세제 개혁은 경기과열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갑작스럽게 진행되었으  1994

며 지방정부들의 저항으로 인해 일정한 타협과 양보를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중, . 

앙정부가 의도한 목표가 모두 관철될 수 없었고 장기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도 , 

못했다 분세제 개혁 추진의 핵심 지도자였던 주룽지 당시 부총리는 지방. ( ) 朱鎔基
정부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분세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

다.24) 분세제에 대한 구상과 논의는 오래되었지만 시행 자체는 심사숙고하여 체 , 

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즉흥적이고 반응적인 개혁, " (ad hoc, reactive 

의 성격이 강했다reform)" .25) 이는 년 분세제 개혁이 중국의 재정체제에 대 1994

한 근본적인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목표를 제대로 담지 못한 불완전

한 개혁이었음을 보여주며 이후의 지속적인 재조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

22) Barry Naughton(2007), pp. 442-444.
23) 정재호 중앙과 지방 간  Pak K. Lee(2000), pp. 1009-1015; (1999), pp. 173-182. 

협상의 대표적인 예로서 광둥성에 대해서는 朱鎔基 (2011), pp. ( )357-367; 第一卷
Linda Chelan Li, Centre and Provinces: China 1978-1993: Power as 
Non-Zero-Sum 모든 지방정부가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 157-162. 
분세제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상하이는 분세제가 자신의 이익에 더 부합했기 때문에 . 

년대 초반부터 분세제 시행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1980 . Linda Chelan 
Li(1998), pp. 273-274.

24) (2011), pp. ( )327-328.朱鎔基 第一卷
25) Christine Wong(2009), p.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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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세제 개혁의 내용2. 

국무원은 년 월 분세제 재정관리 체제 실행에 관한 결정 이하 결  1993 12 (「 」 「

정 을 반포하고 년 월 일부터 분세제를 시행했다 분세제 개혁의 내용을 ) 1994 1 1 . 」

중앙과 지방의 세수 구분을 중심으로 한 재정 개혁 통일된 조세제도를 목적으로 , 

한 세제 개혁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던 중앙과 지방의 지출 구분 그리고 예산외 , , 

자금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겠다.

중앙과 지방의 세수 구분 중앙의 재정능력 강화  (1) : 

분세제 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중앙정부와   ' ( )'分稅制
지방정부 간의 세수 구분이었다 표 과 같이 중앙과 지방이 가져가는 세금. < 3-1>

의 범주를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수입이 크게 늘었다 년 억 . 1993 958

위안이었던 중앙 재정수입이 년에 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지방 재정수1994 2097 , 

입은 크게 줄어 억 위안에서 억 위안이 되었다 앞의 그림 에서 3391 2312 . < 3-1>

보듯이 년 재정수입 중 중앙정부의 비중이 순식간에 이상으로 상승했1994 50% 

다 현재까지 전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강화라는 가. 50% 

장 우선적인 목적은 최소한 수치상으로는 성공적이었다 또한 에서 전체 재. GDP

정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년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년 현재 약 1996 2013

수준에 다다랐다22.7% .26)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적인 재정 통제 능력을 가늠하 

는 두 개의 비율 이 모두 강화된 것이다" ( )" .兩個比重 27)

수치상으로 중앙정부 몫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중앙의 재정권력을 강화하는   , 

제도 개선이 뒤따랐다 먼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세무기구를 수립하여 기존. 

의 지방 중심의 징세권한을 중앙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국가세무국과 관세 관련 . 

기관이 중앙의 징세를 담당하고 지방의 세무국이 지방세를 책임지며 중앙과 지, , 

방의 공동 세목은 국가세무국이 징세한 이후에 분배하는 구조가 되었다 또한 세. 

제 관련 입법권을 중앙이 독점한다고 규정했다.

26) 검색일 < >, data.stats.gov.cn ( : 2015. 1. 27).國家數據
27) 두 개의 비율 은 전체 재정수입 대비 중앙정부의 비율과 대비 재정수입의 비 " " GDP 

율이다 이에 대해서는 . Shaoguang Wang, "China's 1994 Fiscal Reform: An 
Initial Assessment," Asian Survey Vol. 37, No. 9 (Sep., 1997), pp. 8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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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 결정 에 따른 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 구분< 3-1> 1993 1994「 」

중앙정부의 고정수입 지방정부의 고정수입 공유 수입

관세①
세관이 대리징수하는 소비②
세와 부가가치세
소비세③
중앙소유기업의 소득세④
지방은행 외자은행 금융, , ⑤
기업의 소득세
철도 부문 은행 본점 보, , ⑥
험회사 본점 등이 납부하
는 영업세 소득세 이윤, , , 
도시 도시유지건설세
중앙소유기업의 상납 이윤⑦

대외무역 기업의 수출환급※
금은 중앙정부가 부담

영업세①
지방소유기업의 소득세②
지방소유기업의 상납 이윤③
개인소득세④
도시토지사용세⑤
고정자산 투자방향 조절세⑥
도시유지건설세⑦
부동산세⑧
차량 선박 사용세⑨ ‧
인지세⑩
도살세⑪
농목업세⑫
농업특산물세⑬
경지점용세⑭
부동산 취득세⑮

◯16상속증여세
◯17토지 부가가치세
◯18국유토지 유상사용 수입

영업세 지방소유기업의 소, ※
득세 도시유지건설세 중 , 
철도 부문 은행 본점 보, , 
험회사 본점 등의 세액은 
제외

부가가치세①
중앙  : 75%
지방  : 25%
자원세:②
중앙 해양석유자원세  : 
지방 기타 자원세  : 
증권거래세③
중앙  : 50%
지방  : 50%

세제 개혁 공평하고 통일된 조세제도 확립  (2) : 

분세제 이전 중국의 세제는 조세의 종류가 많고 한 세목 안에서 세율의 구분  , 

도 복잡했다 투자와 기술 유치를 위해 외자기업과 합자기업 등에 특혜세율을 적. 

용했으며 각종 특구에 위치한 국내기업들도 우대를 받았다 일례로 기업소득세는 , . 

국영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별로 세목이 달랐고 세율도 종류별로 차이가 컸다 중, . ‧ ‧
대형 국유기업의 세율은 였고 집체기업은 등급으로 나뉘어 까지 차55% , 8 5~55%

등적용되는 누진세 방식이었다 사영기업세는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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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향진기업세는 이 중 가장 낮은 의 세율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국33% , 20% . 

내기업들이 외자관련 기업으로 위장하거나 허위 회계보고를 통해 조세를 포탈했

다 또한 기업들은 자신이 속한 정부에 세금을 납부했다 성급 정부에 속한 기업. . 

은 성급 정부에 납부하고 현급 정부에 속한 기업은 현급 정부에 납부하는 식이, 

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들은 자본 유치를 위해 특혜를 남발했다. .28)

년의 세제 개혁은 우선 세목과 세율을 간소화했다 기업소득세의 세율 일  1994 . 

원화를 통한 공평한 경쟁 조건의 조성이 핵심이었다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원칙적. 

으로 로 통일되었고 이윤이 낮은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또는 의 33% , 18% 27%

세율이 부과됐다 그러나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은 통일적인 . 33% 

공평성의 완수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명목상의 세율이었으며 실제로는 외국, 

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적용이 유보되었다.29) 또한 년에 중앙과 지 1993

방의 조세 감면 정책 신설을 금지하고 년에는 수백 개에 달하는 지방정부들, 1995

의 조세정책을 취소했으며 중앙의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이외에는 조세정책 권, 

한이 없음을 공표했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중앙의 재정권력을 강화하는 조치이자 . 

세제 감면의 남발을 막는 예방책이었다.

중앙과 지방의 책임 및 지출 구분  (3) 

공식문건인 결정 에는 중앙과 지방의 지출 구분이 먼저 언급되지만 분세제   , 「 」

개혁에서 지출 구분은 세수 구분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출 구분이 중요시되. 

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결정 의 지출 구분에 . 「 」

대한 첫 문장은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권 구분에 근거하여" (根據現在中
로 시작된다 현재의 상황을 문서화했을 뿐 새로운 )" . 央政府與地方政府事權的劃分

내용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정 의 세수 구분은 중앙과 지방 간의 비율. 「 」

을 퍼센트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지출 구분은 표 와 같. < 3-2>

이 대부분의 내용이 중앙 과 지방 의 수식어가 다를 뿐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나 ‘ ’ ‘ ’

비율이 없다.

28) 세제 개혁에 대해서는 정재호 (1999), pp. 170-173; ( )(2009), pp. 謝旭人 主編
400-405; (2009), pp. 185-240.劉佐

29) (2009), pp. 403-405.謝旭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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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 결정 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구분< 3-2> 1993 「 」

중앙 본급은 중앙정부 자체에 직접적으로 소속된 기관과 기업이라는 의미다.※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무와 지출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규정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 헌법 은 물론 이러한 내용을 규정해야 할 지방 . , 「 」 「

각급 인민 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和地方
이하 조직법 에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책임져) ( )」 「 」各級人民政府組織法

야 할 영역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예산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환경 자, ‧ ‧ ‧ ‧ ‧ ‧ ‧ ‧
원보호 등등 추상적인 범주로 열거되어 있을 뿐이다 상 하급 정부 간 구체적인 . ·

직권 구분이나 지출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법률이 아니라 공산당과 . 

국무원의 결의와 문건을 통해 임의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명확하지 .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정부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비. 

효율이 초래된다 현실에서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 .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규정된 국방비를 성급 정부가 일부 부담하기도 한다.

분세제 개혁은 이러한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 중국 연구자들이 직무 동일구  . "

조 라고 부르는 이러한 상 하급 정부 간 직권의 미분화 상태는 중앙정( )" ·職責同構

중앙재정 지출 지방재정 지출

국방비1. 
무장경찰 경비2. 
외교와 해외원조 지출3. 
중앙급 행정관리비4. 
중앙이 총괄하는 기본건설 투자5. 
중앙 직속기업의 기술개선과 신제품 6. 
시험제작비
지질 탐사비7. 
중앙재정이 안배한 농업지원 지출8. 
국내외 채무의 원금 상환과 이자 지불 9. 
지출

중앙 본급 이 부담하는 공10. ( )中央本級
안 검찰 법원 지출, , 
중앙 본급이 부담하는 문화 지출11. 
중앙 본급이 부담하는 교육 지출12. 
중앙 본급이 부담하는 위생 지출13. 
중앙 본급이 부담하는 과학 지출14. 

지방 행정관리비1. 
공안 검찰 법원 지출2. ‧ ‧
무장경찰 경비 중 일부3. 
민병 사업비4. ( ) 民兵
지방이 종합 계획 한 기본건설 5. ( )統籌
투자
지방 기업의 기술개선과 신제품 시험6. 
제작비
농업지원 지출7. 
도시 유지와 건설 지출8. 
지방 문화 지출9. 
지방 교육 지출10. 
지방 위생 지출11. 
가격 보조 지출12. 
기타 지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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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의도한 측면이 있다 중앙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책임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 . 

임의적으로 재규정할 수 있어 중앙의 재정권력을 강화하고 지방을 통제하기가 그

만큼 쉬운 것이다.30)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별다른 제약  

없이 중앙정부의 재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중앙정부는 분세제 개혁에서 기. 

존의 지출 구분의 미분화와 직무 동일구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예산외 자금에 대한 개혁  (4) 

예산외 자금 개혁은 년에 먼저 시작되었다 우선 재정부가 년 기업의   1993 . 1992

예산외 자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의 새로운 재무회계 기준을 발표했

다.31) 새로운 기준이 년 월 일부터 시행되면서 국유기업의 예산외 자금은  1993 7 1

사라졌다 국유기업이 예산외 자금의 약 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 . 80% <

에서 보듯이 년 예산외 자금은 대폭 축소되어 예산외 자금이 전국 재정3-2> 1993

수입 규모를 앞서는 일은 사라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예산외 자금을 일시적. 

으로 감소시켰을 뿐이다 실제 년 말 재정부가 예산외 자금 관리 실시 방. 1996 「

법 을 반포하고 년 예산외 자금의 기준을 다시 ( ) 1997-1998」預算外資金實施辦法
조정하면서 예산외 자금이 국유기업의 수입에 다시 포함되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에서 예산외 자금으로 따로 분류되던 부  

분이 제외되고 각종 기금과 향진 정부의 준조세인 통주 등이 예산외 자금, ( ) 統籌
에 포함되었다.32) 빈번하고 혼란스러운 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림 에서  < 3-2>

봤듯이 지방정부의 예산외 자금은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분세제 개혁과 함께 . 

시도되었던 예산외 자금의 개혁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중앙. 

과 지방의 역할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여전히 많은 의무를 부여한 채로 지방

정부의 재정을 줄인 분세제 체제 하에서 지방정부는 예산외 자금을 통해 자금을 

30) , , "" " ," ( ) , 2005 1 ; 朱光磊 張志紅 職責同構 批判 北京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年第 期《 》
, ( , 2001), pp. 何逢陽 擴權改革中縣級政府財政收支策略研究 上海人民出版社《 》

60-63.
31) 이는 개의 규칙과 개의 제도 로 불렸다 개의 규칙은 기업회계준칙 "2 2 ( )" . 2兩則兩制 「

과 기업재무통칙 을 의미하며 개의 제도는 각각 ( ) ( ) , 2 13企業會計準則 企業財務通則」 「 」
개와 개 부문으로 분류한 새로운 회계제도와 재무제도를 의미한다10 .

32) 통주는 향급  Christine P.W. Wong and Richard M. Bird(2008), pp. 442-449. 
정부가 자체적으로 걷어 촌과 향진의 학교설립 가족계획 보훈 민병훈련 도로 건설 , , , ,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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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해야만 했다.

년 이후의 재조정  (5) 1994

년 분세제 개혁 이후에도 재정체제에 대한 빈번한 재조정이 있었다 중앙  1994 . 

정부는 증권거래세처럼 세수가 급증한 세원이나 수출환급금처럼 중앙의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에 대해서 수시로 재조정을 시행했다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중앙의 . 

몫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의 재정능력 강화가 목적이었다, . 

이러한 조치들은 분세제 체제 내에서의 재조정이었지만 소득세와 수출환급금의 , 

규모가 세수 대비 대략 와 였다는 점에서 보듯이 재정체제에 미치는 영25% 10%

향은 작지 않았다 년 소득세의 공유세 전환처럼 장기적으로 중앙 지방의 재. 2002 -

정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조정도 있었다.

이는 분세제 체제를 년의 일시적인 개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  1994

한다 뒤이은 분석에서 보듯이 분세제 체제는 수많은 재조정을 통해 약 년에 . 10

걸친 장기적인 변화를 거쳐 완성되었다 소득세와 유류소비세 재조정은 별도의 설. 

명이 필요한 세수반환을 포함하고 있어 다음 절에서 다루고 우선 비교적 단순한 , 

분배 비율과 부담의 재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거래세 금융보험영업세 수출, , 

환급금 등을 서술하겠다. 

증권거래세 분배 비율 조정  ① 

증권거래세 는 년 분세제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으  ( ) 1994 50:50證券交易印花稅
로 분배했다 국무원은 년부터 중앙과 지방의 비율을 으로 재조정했다. 1997 80:20 . 

동년 월 일 주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거래액의 에서 5 9 0.3%

로 인상하면서 인상분을 모두 중앙의 몫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0.5% . 

방의 비율은 로 변경되었다 국무원은 년 월에 년에 걸쳐 중앙과 지88:12 . 2000 9 3

방의 비율을 다시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년에는 년에는 2000 91:9, 2001 94:6, 

년에는 으로 단계적으로 중앙의 몫을 증가시켰다2002 97:3 .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증권시장의 확  , 

대에 따른 증권거래세 세입 증대를 증권거래소가 위치한 상하이와 선전만이 향유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증권시장 상황에 따라 세입의 증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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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명

분도 있었다.

금융보험업 영업세 분배 비율 조정  ② 

표 에서 보듯이 금융과 보험 부문에서 본점이 납부하는 세액을 제외한   < 3-1>

영업세는 지방세였다 국무원은 년부터 금융보험업 영업세 세율을 에서 . 1997 5%

로 인상하고 기존의 는 지방세로 유지하되 인상분 는 중앙정부로 귀속8% , 5% 3%

한다고 결정했다 다시 년부터 삼년간 해마다 씩 세율을 인하하여 . 2001 1% 2003

년에는 다시 로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증가분은 차례로 소멸되5% , 

었다.

수출환급금 부담 재조정  ③ 

수출환급금 은 수출상품에 대한 국내 세금을 환급하여 해외에서 이중  ( )出口退稅
적인 과세로 인한 경쟁력 손실을 막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 

년부터 수출환급금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년까지는 기업의 소속에 따라 1985 , 1988

중앙과 지방이 각각 부담하다가 년부터는 중앙정부가 부담했다 년부터1988 . 1991

는 지방정부가 지방 수출기업에 대한 환급금 를 부담하도록 하고 년에10% , 1993

는 부담률을 로 증가시켰다 년 분세제에 따라 다시 중앙정부가 전액을 20% . 1994

부담하되 지방정부는 년 부담액을 이후에도 매년 중앙에 상납하기로 했다1993 . 

이는 분세제로 인해 환급의 주요 대상인 소비세 전부와 부가가치세의 그리75%, 

고 수출과 직접 관련된 세관이 대리징수하는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전부가 중앙수

입이 되었기 때문이다.33)

년 이후에 수출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에 반영  1998

된 액수 이상으로 환급 대상이 폭증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환급. 

하지 못한 미지급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년부터 년도의 환. 2004 2003

급금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삼아 이 액수를 넘어서는 환급금은 이후부터 중앙

과 지방이 로 부담하기로 재규정했다 년에는 분담률을 다시 조정하여 75:25 . 2005

로 조정했다 또한 지방정부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 증진에 관심을 기92.5:7.5 . 

33) ( ), ( , 2006), p. 23.李萍 主編 中國政府間財政關係圖解 中國財政經濟出版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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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였지만 한편으로는 환급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 때문에 수출기업을 통제하는 경, 

우가 많았다 환급금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수출기업의 등록을 미루고 다른 지역. , 

에 등록하도록 유도했다 수출기업이 다른 지역에서 원자재를 구매해 이에 따른 . 

조세수입은 다른 지방정부가 가져가고 환급금 부담만 자신들이 져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역 내에서 원자재를 사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규정된 수출기업 장려.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34) 이에 따라 분담률 재조정과 함께 향진  

정부나 기업에 환급금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중앙정부에서 일단 환급, 

금을 지불한 이후에 연말에 지방정부가 부담액을 상납하도록 하는 조치가 병행되

었다.

분세제 개혁 이후의 중앙 지방 재정구조의 변화3. -

수직적 재정 격차와 격차 해소의 수단들  (1) 

그림 은 분세제 개혁 이후에 정부 급별로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어떻게   < 3-3>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년 분세제 개혁이 가져온 중앙의 재정수입 증대와 . 1994

지방의 재정수입 감소라는 효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성급보다는 지급 현급. ‧ ‧
향급의 재정 축소폭이 컸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출은 분세제 이후에도 거의 변화. 

가 없다 분세제 개혁은 지방정부에게 수입의 감소와 지출의 유지를 의미했다 이. . 

로 인해 발생한 수입과 지출의 격차는 현급 및 향급의 높은 지출 수준에서 보듯

이 하급 정부로 내려갈수록 커졌다.

34) ( )(2010), pp. 44-45.李萍 主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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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체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중 정부 급별 비중 년< 3-3> (1993-2005 )

단위( : %)

가 전체 재정수입 중 정부 급별 비중  . 

나 전체 재정지출 중 정부 급별 비중  . 

출처: , ( : , 《 》江慶 中國多級政府間財政不均衡性研究 廈門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pp. 26-29,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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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급 정부 간 수입과 지출의 격차로 발생하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  ·

정수입 부족을 재정 연방주의 연구에서 수직적 재정 격차 라고 (vertical fiscal gap)

부른다 수직적 재정 격차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지출 책임보다 많은 재정수입을 . 

보유하고 지방정부가 지출 책임과 비교해 적은 재정수입을 보유하는 형태이다, . 

수직적 재정 격차 즉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극심하다면 해당 정부는 불안정해지, 

고 궁극적으로는 붕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수직적 재정 격차. 

를 해소해야만 한다 수직적 재정 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지출 책임의 재조. 

정 중앙의 지방에 대한 조세 경감 지방정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세할 권한을 , , 

주는 세원 공유 등이 있다 또한 재정이 풍부한 정부에( ) (tax-base sharing) . 稅源
서 재정이 부족한 정부로 재정을 이전하는 정부간 이전(intergovernmental 

과 징수한 세금을 중앙과 지방이 분할하는 세입 공유transfer) , (revenue sharing) 

등이 있다 정부간 이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쌍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지. 

만 대부분의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이 주요한 형태다 이러한 , .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재정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수직적 재

정 불균형 이라고 한다(vertical fiscal imbalance) .35) 

분세제를 시행한 첫 번째 목적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늘려 거시경제적 관리 능  

력과 지방에 대한 재정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방에 대한 조세 . 

경감이나 지방정부와의 세원 공유는 대안이 될 수 없었다 또한 앞서 봤듯이 지. 

출 책임은 현실을 반영하여 공식화되었을 뿐 재조정되지 않았다 결국 분세제 체. 

제 하에서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조치는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과 세

입 공유에 집중되었다.

정부간 재정이전과 구별하여 세입 공유는 지방정부가 걷은 세입을 규정된 기준  

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한다 정부간 재정이전은 세입이 아니. 

라 지역 간 불평등 해소 등 다른 기준에 근거하여 이전한다 하지만 개념상의 용. 

법일 뿐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36)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분류법에 따라  

35) Robin Boadway, “The Vertical Fiscal Gap: Conceptions and 
Misconceptions,” Harvey Lazar(ed.), Canadian Fiscal Arrangements: What 
Works, What Might Work Better(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5), pp. 
51-80; Anwar Shah, "A Practitioner's Guide to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in Robin Boadway and Anwar Shah(eds.),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Principles and Practice(World Bank, 2007), pp. 17-20.

36) Robin Boadway and Anwar Shah(2009), pp. 29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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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이전을 크게 세수반환 과 재정이전 으로 구분하고 재( ) ( ) , 稅收返還 轉移支付
정이전은 일반 이전 과 지정 이전 으로 세분한다( ) ( ) .一般性转移支付 專項轉移支付

지방정부로의 세수반환과 소득세 및 유류소비세 재조정  (2) 

중앙정부는 중앙의 몫으로 걷힌 세금의 일부를 지방에 되돌려줬다 이는 수직  . 

적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 연방주의의 일반적인 방법이자 분세제 개혁, 

에 대한 지방정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년 결정 에 . 1994 「 」

따르면 세수반환의 목적은 지방의 기존 이익을 보전, ' (保持現有地方既得利益格
하는 것이다 즉 분세제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입 감소를 보상한다는 의미이다)' . . 局

처음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대상이었다 년부터는 공유세로 전환된 소. 2002

득세의 일부가 지방에 반환되었으며 년부터는 지방의 운수 관련 비용 징수 , 2008

철폐와 함께 인상된 중앙의 유료소비세 증가분이 세수반환의 대상이 되었다 지방. 

의 기존 이익을 보존한다는 원칙은 지속되었지만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이는 지방, 

의 기존 이익을 일부 보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앙의 재정능력이 강화되도

록 설계되었다.

양세반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의 반환  : ① 

분세제 개혁으로 그림 에서 보듯이 중앙의 재정수입이 급등하고 지방정  < 3-3>

부는 모든 등급에서 수입이 급감했다 년 규정 은 지방의 세입 감소를 보. 1994 「 」

상해주기 위해 중앙세인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중 중앙의 몫인 에서 일부를 75%

지방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였다 년에는 년의 부가가치세 와 중앙. 1994 1993 75%

세인 소비세 전부를 지방에 반환했다 년 반환액부터는 두 세금의 전국 증가. 1995

율 평균의 씩만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즉 증가시 반환액은 만 증가30% . 1% 0.3%

했다 지방정부의 징세 유인을 증가시키기 위해 년 월에 기준을 변경하여 . 1994 8

지역 증가율 평균의 반환으로 수정하였다30% .37) 시간이 갈수록 중앙의 몫이 증 

가하고 지방에 대한 반환액 비중은 이런 기준에 따라 감소했다 이를 양세반환. '

이라고 한다 지방의 기존 이익을 보존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중앙정부( )' . , 兩稅返還
의 재정권력이 갈수록 강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37) (2009), pp. 384-386.謝旭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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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공유세로의 전환과 세수반환  ② 

분세제 개혁 이후에 차례로 소득세와 유류소비세의 인상분이 새로운 반환 대상  

이 되었다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개인과 기업의 소득. 

세가 지방세로 존속되면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악화되었다 소속 정부에 납부하. 

는 방식의 기업 소득세는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기업을 증가시키고 산하 기업

을 보호할 유인으로 작용하여 중복투자를 야기하고 공평한 경쟁을 저해했다 개인 . 

소득세는 경제성장 수준이 그대로 반영되어 동부 연안 지역에서는 급증했지만 서, 

부 내륙 지역은 정체되어 지역 격차가 악화되었다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 

공평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재조정이 필요했다.38)

이런 이유로 소득세 수입 공유의 개혁 방안 이하   ( ) (「 」所得稅收入分享改革方案
방안 에 따라 년부터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공유세로 전환되었다) 2002 . 「 」

소득세의 중앙과 지방 간 비율은 첫 해인 년에는 으로 시행하고 2002 50:50 2003

년에는 이 되도록 규정했다 본래 년 개혁 시기에 기업에 대한 정부의 60:40 . 1994

간섭을 예방하고 공평한 기업 간 경쟁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소속에 따라 소득

세 수입을 정부 간에 배분하는 기존의 방식을 수정하려고 했었다 즉 기업소득세. 

를 소속에 관계없이 중앙과 지방이 통일된 비율로 가져가는 공유세로 전환하려 

했으나 당시 상황이 여의치 못해 기존의 방식을 유지했다 따라서 년의 정, . 2002

책 조정은 년 세제개혁 당시 미루어놓은 소득세 조정을 완성하는 것이었다1994 . 

또한 이로 인해 증가된 중앙정부의 수입은 주룽지 당시 총리가 강조했듯이 단 "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지방에 사용했으며 특히 재정이전을 ( )" , 一分錢也不留下
통해 낙후된 중부와 서부에 투입되었다.39) 중앙의 수입이 모두 지방으로 투입되 

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재정권력에 큰 변동이 없어 보이지만 증가된 중앙의 , 

수입은 재정이전을 통해 중부와 서부로 투입되어 지역간 격차 해소라는 중앙정부

의 정책 의도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소득세 조정에서도 방안 은 양세반환과 동일하게 지방의 기존 이익을 보장  「 」

하고 세수반환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년을 기준으로 삼아 지방이 가져간 . 2001

38) " ," (2011), pp. ( )282-283; 在二 一年中央經濟工作會議上的講話 朱鎔基 第四卷〇〇
Kai-yuen Tsui, "Local tax system, intergovernmental transfers and China's 
local fiscal dispariti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3:1(2005), p. 
191.

39) (2011), pp. ( )429, 457; ( )(2006), pp. 28-32, 93-94.朱鎔基 第四卷 李萍 主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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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수입이 이전의 소득세 수입보다 적으면 중앙이 세수를 반환하고 많으면 , 

지방이 중앙에 상납하도록 했다 기준 연도가 년인데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 2001

재정부가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지방으로 반환되는 액수는 소득세 증가만큼 증가

하지 않았다 시행 첫해인 년 억 천만 위안이던 중앙의 반환액은 . 2002 597 2 2008

년 억 천만 위안을 정점으로 년까지 거의 같은 액수를 유지하고 있다910 2 2013 . 

결국 소득세 조정은 중앙의 재정능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격차 해소라는 중앙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류소비세 인상과 세수반환  ③ 

년 국제유류가 하락으로 조세저항이 작은 시기를 틈타 유류소비세  2008 (成品油
를 인상하면서 동시에 지방정부의 도로유지비 등 운수 관련 비용 ) ( ) 消費稅 養路費

징수를 폐지했다 이러한 조정은 유류 가격 인상으로 소비를 축소해 환경보호를 . 

촉진하는 한편 인프라 건설과 연계되던 지방정부의 교통운수 관련 비용을 철폐함, 

으로써 인프라 건설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전국적인 교통발전의 조건을 공평하게 

만들고 국민의 비용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지방정부의 수입을 축소하, . 

고 중앙정부의 수입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지방의 기존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세

수반환을 실시했다.40) 반환액은 년부터 년까지 약 억 천만 위안으 2008 2013 1531 1

로 사실상 고정되어 있다 소득세 반환처럼 반환액이 고정되어 증가한 세입이 모. 

두 중앙으로 귀속됨으로써 중앙의 재정능력이 강화되었다.

지방에 대한 세수반환을 제외한 중앙의 수입은 중앙정부의 자체 지출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유류 세비개혁 재정이전 이라는 이름으로 ( )成品油稅費改革轉移支付
공식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되었다.41)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균형 잡힌 인프라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가처분 재정능력  ④ 

분세제 이전에 중앙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  

다 지방정부와의 세수분할을 재조정하고 각종 기금을 설립해 지방의 재정을 흡수. 

했다 국채 구매를 할당하고 지방정부로부터 차관을 빌려 갚지 않기도 했다. .42) 중 

40) , " ," 2010 4 , p. 69.徐博 關於分稅制下稅收返還問題的思考 財政研究 年第 期《 》 
41) ( )(2010), pp. 84-86.李萍 主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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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의 상대적인 재정능력 약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고 안정적으로 제

도화된 방법도 아니었지만 상당한 액수를 벌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 중앙정, . 

부의 의지에 따라 운용되는 가처분 세입은 중앙의 명목상의 일반예산수입보다 많

았다 지방정부에서 상납된 액수를 포함한 가처분 세입이 년대 중반부터 지. 1980

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전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년 , 1991 40.3%, 1992

년 로 그림 의 명목상의 중앙정부 재정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38.6% < 3-1>

보다는 훨씬 높았다29.8%, 28.1% .43)

분세제를 통해 이러한 구조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 그림 처럼 분세제   . < 3-4>

실시로 중앙의 재정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순간에 이상으로 50% 

올라섰다 표면적으로 중앙의 재정능력이 순식간에 향상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 . 

이유로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국가능력 향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몇몇 연구들‧
은 분세제 개혁을 국가능력 강화의 계기로 평가한다 용녠 쩡. (Yongnian Zheng)

은 년대에 국한된 연구에서조차 분세제가 성급 지방정부들로부터 중앙으로 1990

재정권력을 대폭 이동시켜 경제의 재집중화를 가져오고 근대적 경제국가 수립이

라는 중국의 국가건설에 공헌했다고 평가했다.44) 다리 양 도 마찬 (Dali L. Yang)

가지로 분세제 개혁을 통해 중앙의 재정권력이 확고해졌다고 주장한다.45)

그러나 중앙이 지방의 기존 이익을 보전 하기 위해 지방에 돌려주는 세수반환  ' '

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지 못한다 단지 수치상으로 중앙정부의 재. 

정수입에 포함될 뿐이다 중앙의 가처분 재정능력 에서 제외되는 것이. ( )可支配財力
다.46) 따라서 중앙정부의 일반예산수입은 명목상의 재정수입일 뿐이지 실제 중앙 

정부의 재정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 정부의 재정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에 대. 

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분세제 이후에는 명목상의 일반예산수입보다 여기, 

에서 세수반환을 제외한 수치가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을 더 정확히 반영하다는 점

42) Yasheng Huang, Inflation and Investment Controls in China: The Political 
Economy of Central-Local Relations During the Reform Era(Cambridge 

정재호University Press, 1996), pp. 53-55; (1999), pp. 166-170.
43) Le-Yin Zhang(1999), p. 121.
44) Yongnian Zheng, Globalization and State Tranformation in 

China(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117-119, 134-136.
45) Dali L. Yang, Remaking the Chinese Leviathan: Market Transition and the 

Politics of Governance in China(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70-81, 
107-108.

46) ( )(2006), p. 36.李萍 主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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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명해 보인다.

그림 분세제 개혁 이후의 재정수입 비중 변화< 3-4> 

단위( : %)

출처: ( )(2010), p. 173; “1995 -2012 、李萍 主編 年 年地方財力 中央返還上解情
,” , 2013 10 , p. 81; , data.stats.gov.cn 《 》況 地方財政研究 年 期 國家數據

검색일( : 2015. 1. 28).

이러한 관점에 따라 그림 를 통해 중앙의 일반예산수입에서 양세반환  < 3-4> , 

소득세 반환 유류소비세 반환 등의 세수반환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 

경우를 비교하여 중앙의 재정수입이 전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년 가처분 세입 와 비교하면 분세제로 인해 중앙정부의 가처. 1992 38.6% , 

분 재정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단순한 수치상으로는 전체 . 

재정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은 년대에 와서야 분세제 직전 수준으로 회복2000

되었다 이런 이유로 년까지를 분석한 한 연구는 분세제 개혁이 중앙정부의 . 1998

재정능력 확보라는 목표에서조차 실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47) 전체 재정수입 

47) 본 연구는 세수반환과 재정이전을 모두 제외 Pak K. Lee(2000), pp. 1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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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앙이 차지하는 비중만이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조. 

세 관련 입법권의 중앙정부 독점 예산외 자금 개혁 등은 분명 중앙정부의 재정, 

능력을 강화했다 특히 그림 에서 보듯이 에서 전체 재정이 차지하는 . < 3-4> GDP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년 분세제 개혁과 동시에 갑작스레 중. 1994

앙정부의 재정능력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 년 이후에 대비 전체 재정. 1994 GDP 

의 비중과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이 확보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년 소득세 재조정으로 중앙의 재정수입 비중이 추가로 증가하도록 재. 2002

정체계를 재조정하고 나서 년이 되어서야 중앙의 가처분 재정능력이 전체 재2004

정 대비 를 초과할 수 있었다 또한 년 유류세 인상처럼 최근에도 중앙40% . 2008

정부의 재정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 계속되었다.

결국 분세제가 가져온 재정체제의 변화는 최근까지도 지속된 재조정을 포함하  

여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몫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 

조세제도를 재조정하고 특히 전체 세입의 약 를 차지하는 소득세 재조정을 , 25%

통해 중앙의 재정능력을 다시 한 번 제고한 년 소득세 재조정 이후에야 분2002

세제의 최우선 목표였던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확보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정 연방주의의 용어로 말하자면 안정화 역할을 수행할 수 있. , 

는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이 복구된 것이다.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  (3) 

일반 재정이전과 지정 재정이전의 정의  ① 

정부간 재정이전은 크게 일반 이전 과 지정 이전  (general transfer) (earmarked 

으로 분류된다transfer) .48) 일반 이전은 무조건 이전 으로 (unconditional transfer)

하고 중앙정부의 가처분 재정능력을 계산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재정 연방주의의 관. 
점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후에 보듯이 중국의 재정이전에 반영된 중앙정부의 정책적 , 
의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48) 재정이전에 대해서는  Robin Boadway and Anwar Shah(2009), pp. 306-314, 
341-347; Robin Boadway, "Grants in a Federal Economy: A Conceptual 
Perspective," in Robin Boadway and Anwar Shah(2007), pp. 55-61; Mingxing 
Liu, Juan Wang, Ran Tao and Rachel Murphy, “The Political Economy of 
Earmarked Transfers in a State-Designed Poor County in Western China: 
Central Policies and Local Responses,” The China Quarterly, 200(2009), pp. 
97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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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리는데 중앙정부가 재정이전에 대한 정책적 조건이 없이 지방정부로 이전하, 

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조건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이전이 많을수록 지. 

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커진다 하지만 재정 분배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 

지가 일반 이전의 분배에서 드러날 수 있다 지역의 경제상황에 따라 수직적 재. 

정 격차는 다를 수밖에 없다 재정 연방주의 이론에 따르면 지역간 재정과 경제. , 

발전 격차가 너무 크면 전체 경제의 효율성과 공평성이 저하되므로 중앙정부가 

재정이 풍부하고 부유한 곳에서 재정이 부족하고 낙후한 곳으로 재정을 재분배하

는 소득분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수평적 재정 격차의 해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러한 과정을 균등화 라고 하며 일반 이전이 균등화의 주요한 수단이 (equalization) , 

된다.

지정 이전은 조건 이전 으로도 불리며 중앙정부가 특정한   (conditional transfer) , 

정책에만 사용되도록 규정하거나 제시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조건 하에 지방정부

로 이전한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로 지정된 지정 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 건설 .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정책 실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 

일반 이전이 줄고 지정 이전이 확대되면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축소된다 지정 . 

이전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공동 자금출자 를 요구하는 경우(matching funds)

가 많다.49) 공동 자금출자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출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성실한 정책 설계와 실행을 유도할 수 있다 만약 ,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도로 건설에 대해 공동 자금출자 없이 총액을 지정 이전

한다면 지방정부는 불필요한 도로 건설을 계획해 일단 최대한 재정 지원을 확보, 

하려고 할 것이다 지원된 자금이 낭비될 가능성도 높다 공동 자금출자는 이러한 .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다.

또한 지정 이전은 재정 연방주의와 관련이 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구분되  

는 국가라면 어느 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재정 연방주의로 인해 . 

발생하는 수직적 재정 격차와 관련이 없으며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 , 

의도 실현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중국도 건국 이후부터 지정 이전이 있었다 그러. . 

나 지정 이전은 매년 수십억 위안 수준에 불과했으며 분세제 실행 이후부터 본, 

격적으로 확대되었다.50) 

49) 중국어로는 페이타오 라고 한다 ( ) .配套
50) ( )(2006), p. 86.李萍 主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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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정이전  ② 

그림 일반 재정이전 명칭의 변동< 3-5> 

출처: , ( : 《 》崔運政 財政分權與完善地方財政體制研究 財政部財政科學研究所 博
, 2011), p. 92.士學位論文

중국 정부의 재정이전 분류는 분세제 시행 이후 수차례 명칭과 통계 기준의 변  

동을 겪었다 명칭의 잦은 변경 때문에 몇몇 연구들은 세수반환 일반 이전 지정 . , , 

이전에 대한 통계 자료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51) 이러한 착각의 원인은 일반 재 

정이전 명칭의 변동 때문으로 보인다 년에 일반 재정이전( ) . 1995一般性转移支付
이었던 명칭이 년 재정능력성 재정이전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전에 2002 . 

일반 재정이전의 일부분이었던 과도기 재정이전이 일반 재정이전으로 변경되었다. 

년에는 재정능력성 재정이전을 일반 재정이전으로 다시 변경하고 일반 재정2009 , 

이전을 균형성 재정이전으로 변경했다 그림 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일반 재. < 3-5>

정이전 명칭의 변동을 도식화한 것이다.

현재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크게 일반 이전과 지정 이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 

과거의 통계도 이 기준에 따라 새롭게 정리해 발표하고 있다 편의를 위해 과거. 

의 자료를 분석할 경우에도 명칭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기준에 따라 , 

일반 이전과 지정 이전으로 분류해 논의하겠다.

중국의 재정이전의 운영 방식 자체는 재정 연방주의의 일반적인 내용과 다르지   

51) 잘못 사용된 예로는  OECD, Challenges for China's Public Spending: Toward 
Greater Effectiveness and Equity(OECD, 2006), p. 74; Mingxing Liuet 

두 자료는 중국의 일반 재정이전이 년에는 재정 연방주의al.(2009), 978. 2002~2009
가 의미하는 일반 재정이전의 일부만을 의미했다는 점을 무시했거나 명칭 변동으로 , 
인해 연도별로 다른 범주의 수치를 동일한 수치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이전과 . 
관련된 중국 통계의 잦은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점은 다음의 ,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Christine P.W. Wong and Richard M. 
Bird(2008), p. 457; “1995 -2012 ,” 年 年地方財力 中央返還上解情況 地方財政研、 《

, 2013 10 , p. 81.究 年 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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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일반 이전은 복잡한 공식에 따라 중앙에 모인 재정을 지방에 재분배한다. .52) 

재분배의 과정에서 일반 이전은 서부와 중부에 집중된다 일례로 년 일반이. 2009

전의 동부 중부 서부의 비중은 각각 였다7.83%, 46.74%, 45.43% .‧ ‧ 53) 일정한 공식 

에 따라 분배되는 일반 이전과 달리 지정 이전은 특정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

으며 중앙정부가 분배를 결정한다 중국에서는 조건부 보조 특정 . " ( )," "有條件補助
지출 등으로도 불린다 년 현재 일반 공공서비스 국방 공공안전( )" . 2014 , , , 專項撥款
교육 과학기술 사회보장 및 취업 등의 개 분야에서 약 개 소항목에 걸쳐 , , 20 150

매우 다양하다.54) 크게 요소법 과 프로젝트법 으로 구분된다 요소 ( ) ( ) . 因素法 項目法
법은 정해진 요소에 따라 성급 정부가 관련 자료를 보내면 중앙정부가 자료를 통

해 요소별로 계산하여 재정부에 보고하고 재정부는 성급 정부에 자금을 하달한, 

다 프로젝트법은 미리 설정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國民經濟和社會發展規
에 따라 하급정부가 프로젝트를 신청하면 상급정부가 평가하여 프로젝트를 허)劃

가하고 관련 자금을 하달한다 두 방식을 혼합하거나 상금을 주는 방식 등도 있. 

다.55) 성급 이하도 상급정부와 하급정부 간에 비슷한 방식으로 자금이 하달되기  

때문에 지정 이전은 상급정부가 하급정부에 대한 분배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따라. 

서 재정 연방주의의 일반 이론처럼 중국의 지정 이전의 증가도 지방의 자율성을 

축소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재정이전을 일반 이전과 지정 이전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반적인 재정 연방주의 이론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일부 일반 이. 

전은 지정 이전처럼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퇴. 

경환림환초 재정이전 자연림 보호사업 재정이전( ), (退耕還林環槽轉移支付 自然林
은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일반 이전)保護工程轉移支付

으로 분류되다가 년에 지정 이전으로 재분류되었다 반대로 공공안전 교육2009 . , , 

사회보장 취업 보건의료 분야의 일부 지정 이전들이 일반 이전처럼 균등화 효과, , 

를 고려하여 이전되었기 때문에 년에 일반 이전으로 재편성되었다2009 .56) 계획경 

52) 일반 이전의 계산 방법은  ( )(2010), pp. 57-87.李萍 主編
53) ( )(2010), p. 101.李萍 主編
54) 년 현재 재정이전의 분류는  2014 , 2014財政部預算司 年中央對地方稅收返還和轉移「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 , 支付預算表」 http://yss.mof.gov.cn/2014zyjs/201403/t20
140325_1059171.html 검색일 ( : 2015.1.5.)

55) ( )(2010), pp. 89-96.李萍 主編
56) ( )(2006), pp. 82-84; ( )(2010), pp. 86-87.李萍 主編 李萍 主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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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시기의 지정 이전은 주로 기업발전 촉진과 같은 경쟁력 제고 를 ( )競爭性領域
목적으로 하였으나 분세제 체제에서는 공공지출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이, 

전으로 변화했다.57) 이에 따라 지정 이전도 일반 이전처럼 낙후한 중부와 서부에  

집중되었다 년 이후 해마다 중부와 서부에 약 씩 배정되었으며 이들보. 2000 40% , 

다 가 두세 배 많은 동부는 항상 미만만을 받았다GDP 20% .58)

이처럼 중국의 재정이전은 일반 이전과 지정 이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며  , 

지정 이전도 사실상 균등화 효과를 발휘하도록 분배되었다 균등화의 주요한 기준. 

은 동부 중부 서부의 구분이다 즉 중앙정부에 모인 재정이 재정이전을 통해 부유. ‧ ‧
한 동부에서 낙후한 중부와 서부로 재분배되는 것이다.59)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 

57) ( )(2006), p. 86.李萍 主編
58) 년 동부 중부 서부 지역별 지정이전 비중은  2000-2009 , , ( )(2010), p. 89.李萍 主編
59) 중국의 지역 구분은 지리적 위치에 따른 자연지리와 경제발전 상황 정책적 필요성 , 

을 반영한 경제지리가 함께 반영된 것이며 시기별로 자주 변경되었다 동부 중부 서, . ‧ ‧
부의 구분도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명확하게 정의되었던 , 
것도 아니다 또한 재정부는 통용되는 구분이 아니라 독자적인 구분을 사용하고 있. 
다 년 차 개년 계획에서 삼분된 동부 중부 서부의 구분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1986 7 5 . ‧ ‧
이후에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가 관련 정책에 따라 지역 구분이 확정되었다 현재의 . 
동부지역은 년 금융위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년부터 실1998 1999
시된 임금조정 재정이전 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 )调整工資轉移支付
제외된 지역을 그 기원으로 한다 참고로 동부지역에서도 랴오닝의 일부 낙후된 공업. 
기지는 재정이전을 받았다 서부는 년 서부 대개발의 대상이 된 지역이다 중부. 2000 . 
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동부와 서부를 제외한 지역이 중부로 통용되었다 이는 . 

년 재정부의 동 중 서부 지역 구분에 관한 의견2005 (關於明確東中西部地區劃分的意「 ‧ ‧
에 이르러서야 공식화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 ( [2005]5 ) . ( ), 見 財辦預 號 李萍 主編」
재정부의 관련 정책은 이와 같은 삼분 분류를 따르며 구체적(2010), pp. 209-210. , 

인 지역 구분은 아래와 같다. 
동부지역 개 성급 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수 저장 산둥 푸젠 광둥 랴오닝 (9 ): , , , , , , , , 
중부지역 개 성급 산시 허난 후베이 후난 안휘 장시 지린 헤이룽장 하 (10 ): ( ), , , , , , , , 山西

이난 허베이, 
서부지역 개 성급 네이멍구 광시 닝샤 시짱 신장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12 ): , , , , , , , , , 

산시 간쑤 칭하이( ), , 陝西
흥미롭게도 재정부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동부 개 성급 중부 개 성급 서11 , 8 , 

부 개 성급의 삼분 분류와 상이하다 국가통계국의 12 . (data.stats.gov.cn) 國家數據「 」
홈페이지의 세 지역 구분 도 재정부의 기준이 아닌 이에 근거한다 참고로 (" ") . 三大地帶
동북진흥 정책에 따라 동북 성이 동북 지역으로 별도로 구분되는 사분 분( ) 3東北振興
류의 경우에는 동부 개 성급 중부 개 성급 서부 개 성급으로 분류된다 이른10 , 6 , 12 . 
바 중국의 지역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구역경제 분야에서도 이를 따른( ) 區域經濟
다 이에 대해서 . ( ), 30 : ( , 高新才 主編 中國經濟改革 年 區域經濟卷 重慶大學出版社《 》

결국 서부 개 성급 이외에는 지역 구분이 혼용되고 있다 특히 2008), pp. 28-3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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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중부 서부의 구분이 재정이전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재정이. ‧ ‧
전의 기본단위는 성급 행정구역이다.60) 다만 경제발전의 격차가 동부 중부 서부로  ‧ ‧
비교적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에 지역간 균등화의 목표로 설정된 것이다.

중국의 수직적 재정 균형  ③ 

분세제는 년대 중반 이후 국가 사회 관계 악화의 재정적 기원으로 자주   1990 -

언급된다 사회학과 정치학의 일부 연구들은 이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한다 지방. . 

정부의 지출 책임은 유지된 채 재정수입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지출에 필요한 수, 

입이 부족해 공공재 공급이 축소되고 지방정부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 

농민을 쥐어짜 농민부담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61)

표 을 보자 지방 일반예산지출 은 지방정부가 실제 지출   < 3-3> . ( )一般預算支出
한 재정지출을 말한다 지방 일반예산수입 은 지방세와 공유세 중 . ( )一般預算收入
지방정부 할당액에 기타 수입을 더한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재정수입이다 중앙 반. 

환 총액은 앞서 언급한 세수반환 일반 이전 지정 이전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 , 

으로 반환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재정상납 은 순수하게 지방이 상납. ( )財政上解
한 금액이다 지방 일반예산수입과 중앙이 지방에 반환 이전한 금액에서 지방 일. ‧
반예산지출과 상납액을 뺀 열 룰 보면 지방의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아떨어진(E) , 

다 결국 분세제 개혁은 중앙에 먼저 자금을 집중시킨 이후에 다시 지방으로 재. 

분배하는 선집중 재분배 선상납 후하달 의 재정구" ( , )", " ( )"先集中 再分配 先上后下
조를 확보한 것이지 지방의 재정 적자를 일방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가 아니

재정부의 정책이나 통계에는 독자적인 구분이 사용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60)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급 행정구역과 계획단열시 이다 계획단열 은  ( ) . ' '計劃單列市

계획에서 별도로 취급한다는 의미로 계획단열시는 성급에 해당하는 경제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년 건국 시기부터 존재했으나 개혁 개방과 함께 년 재조정되. 1949 , 1983‧
면서 중요성이 커졌다 계획단열시는 행정적으로 상급인 성급 정부와의 마찰 등의 문. 
제로 확대와 축소를 거듭하다가 년 이후로는 다롄 칭다오 닝보 샤먼 선전 등 1997 , , , , 
개로 고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재호5 . (1999), pp. 51-52; ( )(2006), pp 李萍 主編

계획단열시는 재정 조세 관련 정책과 통계에서 성급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18-19. ‧
우가 많다 본 논문은 논의의 간결성을 위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모두 성급으로 . 
통합시켜 분석할 것이다 관련 통계 분석도 마찬가지이다. .

61) 이러한 사례로는  Thomas P. Bernstein and Xiaobo Lü,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in Contemporary Rural China(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107, 248-249; Tony Saich(2008), pp. 58-67; Ethan 
Michelson(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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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2) 지방정부의 수직적 재정 격차는 커졌지만 이 격차가 중앙의 세수반환과 재 , 

정이전으로 보전되어 수직적 재정 균형이 유지되었다 결국 분세제는 세입의 집중. 

화와 지출 책임의 분권화로 요약할 수 있다.63) 이러한 재정 흐름은 재정 연방주 

의가 정의하는 일반적인 연방제 국가에서도 자주 보이는 형태다 특히 인도 아르. , 

헨티나와 같은 면적이 넓은 연방제 국가와 매우 유사하다.64)

표 분세제 이후의 지방의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과 중앙 반환 총액< 3-3> 

단위 억 위안( : )

출처: “1995 -2012 ,” , 2013、 《 》年 年地方財力 中央返還上解情況 地方財政研究
검색일10 , p. 81; , data.stats.gov.cn ( : 2014. 8. 23).年 期 國家數據

62) ( )(2010), pp. 180-183.李萍 主編
63) Junxue Jia, Qingwang Guo, Jing Zhang,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expenditure policy in China," China Economic Review 28(2014), pp. 107-122.
64) 인도 아르헨티나 등의 연방제 형태에 대해서는  , Erik Wibbels, Federalism and 

the Market: Intergovernmental Conflict and Economic Reform in the 
Developing World(Cambridege University Press, 2005).

지방 일반예산
지출(A)

지방
일반예산
수입(B)

중앙
반환 총액(C) 재정상납(D) B+C-A-D

(E)

1995 4828 2986 2533 617 73 
1996 5786 3747 2672 563 70 
1997 6701 4424 2801 562 -38 
1998 7673 4984 3285 558 39 
1999 9035 5595 3992 563 -11 
2000 10367 6406 4748 632 155 
2001 13135 7803 6117 638 148 
2002 15281 8515 7353 688 -102 
2003 17230 9850 8058 689 -11 
2004 20593 11893 10222 677 846 
2005 25154 15101 11120 781 286 
2006 30431 18304 13589 861 601 
2007 38339 23573 17325 873 1686 
2008 49248 28650 22171 978 594 
2009 61044 32603 28695 1031 -777 
2010 73884 40613 33021 1070 -1320 
2011 92734 52547 42023 1206 630 
2012 107188 61078 46744 1231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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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논의된 세수반환 재정이전 지방의 상납 등을 포함하여 간단히 도식  , , 

화하면 그림 과 같다< 3-6> .

그림 세수반환 재정이전 상납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재정 증감< 3-6> , , 

출처: ( )(2006), p. 42.李萍 主編

재정이전의 균등화 효과4. 

년 결정 은 분세제 개혁의 지도사상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목적을 다  1994 「 」

음과 같이 열거했다 첫째 중앙의 재정수입 비중을 제고하여 중앙의 재정능력을 . , 

증가시킴으로써 중앙정부의 거시조정 능력을 강화한다 둘째 지역 간 재정능력 . , 

분배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 수단으로서 세수반환과 재정이전을 실시한다 재. . 

정 재분배를 통한 지역간 격차 축소가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강화와 함께 분세제

의 중요한 목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주룽지 당시 부총리는 지방정부들을 설득하면. 

서 분세제 개혁의 목표 중 하나로 동부 중부 서부 지역간 빈부격차의 축소를 역설‧ ‧
하기도 했다.65) 재정이전을 통한 재정 연방주의의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역 격차 

를 해소하고 공공재 공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65) (2011), pp. ( )372-375.朱鎔基 第一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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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반환의 감소와 재정이전의 증가  (1) 

그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재정 반환액 구성 변화 년< 3-7> (1995~2012 )

단위( : %)

출처: “1995 -2012 ,” , 2013、 《 》年 年地方財力 中央返還上解情況 地方財政研究
10 , p. 81.年 期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반환액은 세수반환과 재정이전으로 구성된다  . 

세수반환은 지방정부의 기존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역 간 세입의 격차가 그

대로 반영되어 균등화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반면 중국의 재정이전은 지정 이. 

전도 낙후한 서부와 중부에 편중되어 균등화 효과를 발휘하도록 시행되었다 그. <

림 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반환액 중 재정이전의 비중이 3-7>

꾸준히 확대되었다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년대 내내 세수반환의 비중. 1990

이 높아 분세제 체제의 균등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년대 . 2000

이후에야 재정이전이 세수반환을 넘어설 수 있었다 지방의 자율성과 역관계에 있. 

는 지정 이전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점과 중국의 일반 이전이 중앙의 균등화

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반영하며 일부는 사실상 지정 이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는 점에서 재정이전의 비중 증대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의 축소와 중앙정부의 

통제력 확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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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 동부 중부 서부의 지방재정총수입 대비 지출 비중< 3-8> 1993~2005 ‧ ‧
단위( : %)

지방재정총수입 지방일반예산수입 해당 지역에서 징수된 조세 중 중앙의 = + ※ 
몫인 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년은 , 75%, 60%(2002 50%)

출처: ( )(2006), p. 39.李萍 主編

그림 은 동부 중부 서부의 지방정부들이 자신들의 지방재정총수입에 대비  < 3-8> ‧ ‧
하여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복잡한 회계 과정을 생략하고 균. 

등화 효과를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방재정총수입 대비 지출의 비율이 . 100 

이상이면 현지에서 걷힌 조세수입보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 등으로 추가된 , 

금액이 더 많아 실제 징세 능력보다 높은 지출을 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 100 

하라면 재정이전으로 받은 금액보다 자신들이 걷은 조세수입에서 중앙이 가져간 

몫이 더 많으므로 균등화로 인해 손실을 봤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세제 체제 하에서 균등화의 핵심은 부유한 동부의 재정을 재정이전을 통해   

낙후한 중부와 서부로 투입하는 것이다 일례로 년을 보면 랴오닝성을 제외. 2009 , 

하고 모든 동부지역은 각 성급이 중앙에서 받는 금액보다 중앙에 상납하는 금액

이 많은 재정 순공헌 상태이며 중부와 서부는 모두 이와 반대인 " ( )" , "財政凈貢獻
재정 순유입 상태였다( )" .財政凈流入 66) 그러나 그림 을 통해 분세제 개혁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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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에 균등화 효과가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부의 재정 순유입의 . 

혜택이 약화되었고 중부는 재정 순유입이 사라졌다 년대 접어들어 균등화 , . 2000

효과가 복구되어 년 전후에야 동부로부터 서부와 동부로의 재정이전이라는 2002

균등화 효과가 안정화되었다.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확보의 경우처럼 분세제 체제의 균등화도 지속적인 재조  

정을 거쳐 년대 이후에야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2000

있다 가장 중요한 목표 두 가지가 모두 이 시기에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되었다. 

는 점에서 분세제 체제는 년 개혁 이후에 거의 년에 걸친 조정을 통해 1994 10

년대 이후에야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2000 .

균등화에 대한 평가  (2)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평가의 경우와 유사하게 년대 이전만을 평가한다면   2000

분세제 체제의 균등화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앞서 봤듯이 실제 균. 

등화 효과가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카이연 추이 는 . (Kai-yuen Tsui)

년까지의 분석을 통해 동부 중부 서부 지역 간 격차가 개선되지 못했을 1994-2000 ‧ ‧
뿐만 아니라 각 지역 내의 성급 지역들의 격차도 더욱 심화되었고 하급정부로 , 

내려갈수록 균등화 효과가 사라졌음을 실증했다 년대 이전까지 재정이전이 . 2000

균등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67) 크리스틴 웡 은 년 (Christine Wong) 2000

대 후반까지 포함하여 불평등과 공공재 공급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역기능적인 

재정체제에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정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간 재정체제의 . 

개선 없이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전망했다.68) 중국 재정부와 밀접한 연계가  

있는 중국 연구자들조차 분세제 개혁 직후인 년대 후반에 재정 격차가 오히1990

려 커졌음을 인정했다.69)

66) ( )(2010), pp. 181-182. 李萍 主編
67) Kai-yuen Tsui, "Local tax system, intergovernmental transfers and 

China's local fiscal dispariti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3:1(2005), pp. 173-196.

68) Christine Wong, "Paying for the harmonious society," China Economic 
Quarterly 14:2(2010), pp. 20-25.

69) · · · , ( , 佘國信 陳秋華 王石生 黎基欽 地區間財力差異與調節 中國財經經濟出版社《 》
1999), pp. 28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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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동부 대비 중부 서부의 역내 총생산 비중 변화 년< 3-9> , (1985~2013 )

단위 동부의 역내 총생산( : =100)

출처 년은 : 1985-1992 ,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
나머지 연도는 ( , 2010). < >, 》彙編 中國統計出版社 國家數據

검색일data.stats.gov.cn ( : 2015. 1. 20).

그림 동부 대비 중부 서부의 재정지출 비중 변화 년< 3-10> , (1985~2013 )
단위 동부의 재정지출( : =100)

출처 검색일: < >, data.stats.gov.cn ( : 2015. 1. 20).國家數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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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치상으로 보면 년대 중반까지 분세제 체제의 균등화 효과를 긍  2000

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재정 연방주의가 제시하는 공평한 소득 분배의 수단. 

으로서 재정 균등화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불평등이 축소되어야 한다 개혁 개방 , . ‧
이후 중국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 경제학의 수치상으, 

로도 불평등의 정도와 변동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년 이후의 소득 불평등 변. 1994

동에 대해서도 평가가 혼재되어 있다 다만 불평등의 정체냐 악화냐가 문제이지 . , 

이 시기에 불평등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아니다.70) 복잡한 개인별 가계별 불평등에  ‧
대한 평가가 아니라 중국 스스로 목표로 삼은 동부 중부 서부 간의 격차 변동을 , ‧ ‧
통해 균등화를 평가해 보자 그림 에서 보듯이 중앙정부가 균등화의 단위로 . < 3-9>

삼은 동부 중부 서부조차 역내 총생산 격차가 분세제 개(Gross Regional Product) ‧ ‧
혁 이후에 오히려 증가했다 그림 처럼 공공재 공급과 직결되는 재정지출. < 3-10>

의 격차도 년 개시된 서부대개발로 몇 년 간 서부의 재정 상황이 일시적으2000

로 호전되었을 뿐 거의 변화가 없었다.71) 이런 이유로 분세제 개혁이 사실상 동 

부 연안에 위치한 부유한 성급 지방정부들의 승리라고 평가되기도 했다.72)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확보와 지역간 재정 균등화를 위한 장기간에 걸친   

재조정과 제도 설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불평등과 재정 격차의 확대가 분세제 . 

체제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발전에 따라 지역간 도농간 격차가 확대되고 불평등이 . ‧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수차례의 재조정을 통한 균등화 노력이 없었다면 .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었을 것이 자명하다 균등화의 기준을 불평등의 축소로 삼는 . 

것은 너무 엄격한 기준일 수 있다 중국처럼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국가에서 . 

재정이전을 통해 소득과 재정지출의 격차가 근본적으로 감소되기는 힘들 것이다.

70) 년 사이에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정체되었다는 분석은  1995-2002
Björn Gustafsson, Li Shi, Terry Sicular, and Yue Ximing, “Income 
Inequality and Spatial Differences in China, 1998, 1995, and 2002,” in Björn 
Gustafsson, Li Shi, Terry Sicular(eds.), Inequality and Public Policy in 
China 도시와 농촌의 생활비용을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 56-57. 
감안한 다른 연구는 중국의 지니계수가 년 기간에는 대체로 1981-1985, 1995-1998
감소했으나 년에는 대체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1986-1994, 1999-2001 . 
서는 Martin Ravallion and Shaohua Chen, “China’s (Uneven) Progress 
Against Povert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2:1(2007), pp. 18-23.

71) 그림 와 그림 의 동부 중부 서부 구분은 통상적인 구분이 아니라 재 < 3-9> < 3-10> , ‧ ‧
정부의 구분에 따른 것이다 본 장의 주석 를 참조 통상적인 구분에 따라도 연. < 59> . 
도에 따른 변화의 경향은 동일하다.

72) Thomas P. Bernstein and Xiaobo Lü(2003), pp. 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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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장기적인 변동을 통해 년 분세제 개혁이 급박하게 추진된 원인 중   1994

하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와 그림 을 통해 년대. < 3-9> < 3-10> 1990

에 접어들어 경기과열과 함께 지역간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역내 총생산뿐만 아니라 재정지출 격차도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런 이유. . 

로 중국은 중앙의 재정능력 확보와 함께 균등화를 분세제 개혁의 주요한 목적으

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수입 대부분을 지역간 격차 해소에 투입한 , 

소득세 개혁에서 보듯이 이후의 재조정에서도 지역간 균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했다 그러나 년 지방정부를 설득해 당장 분세제로 전환해야 했던 시기에는 . 1994

균등화보다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확보가 더 시급한 문제였다 이로 인해 몇 년간 . 

지방정부들 특히 부유한 동부의 기존이익을 보존해 줄 수밖에 없었다 년에 , . 1994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그대로 지방에 반환한 것이 좋은 예이다 이로 인해 분세. 

제 개혁 직후에는 균등화가 일시적으로 악화되고 년대 동안에도 지역간 격차1990

의 추가적인 확대를 막는 현상유지에 머물렀다 중앙의 재정능력 확보와 균등화에 . 

초점을 맞춘 제도설계와 지속적인 재조정을 통해 년대 중반 이후에야 차별적 2000

재정이전을 통한 균등화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하여 지역간 격차가 감소될 수 있

었다.

소결5. 

년 결정 이 해외의 성공적인 방법을 본보기로 삼아 분세제를 시행한  1994 " " 「 」

다고 밝혔듯이 분세제 개혁은 재정 연방주의 이론에 따라 재정수입을 집중화하고 

재정지출은 분권화했다 이로 인한 수직적 재정격차를 재정이전을 통해 해소하면. 

서 동시에 균등화를 도모한 방식도 전형적인 재정 연방주의의 유형을 따른 것이

다 하지만 분세제 체제는 년의 일회성 개혁으로 완성되지 못했다 경기과열. 1994 . 

과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갑작스럽게 실행된 년 분세제 개혁은 지방정부와1994

의 타협으로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확보와 재정이전을 통한 동부 중부 서부 지역간 ‧ ‧
균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일순간에 충족시킬 수 없었다 중국은 두 가지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의 재정능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들을 설

계하고 지속적인 재조정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능력 확보와 균등화 강화에 매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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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년대에 접어들어 중앙의 재정능력과 지역간 균등화가 소기의 성. 2000

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상적인 목표치가 완전히 충족된 것은 아니다 년 월 주룽지 당시   . 1993 7

부총리는 경기과열 억제와 분세제 추진이 핵심 주제였던 전국재정업무회의 겸 전

국세무업무회의 석상에서 일반적인 국가의 경우에 재정수입은 중앙이 지방60%, 

이 를 차지하며 재정지출은 중앙이 지방이 를 차지한다는 재정부40% , 40%, 60%

의 보고서를 인용했다.73) 지방의 재정지출은 당시에도 이미 이상을 차지하 60% 

고 있었으며 년부터 년 현재까지 를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중앙으, 2009 2013 80% . 

로의 재정수입 집중이다 그림 에서 봤듯이 최근 중앙의 재정수입 비중은 . < 3-4>

명목상으로도 수준이며 세수반환을 제외한 중앙의 가처분 재정능력의 비중50% , 

은 약 에 불과하다 재정부가 발간한 최근의 한 저서에서도 국제기준을 40% . 60%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아직 중앙정부의 재정수입 비중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다.74) 그러나 앞의 논의들에서 중앙의 재정능력이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이전을 통한 균등화 기제도 그림 그림 그림 에서   < 3-8>, < 3-9>, < 3-10>

봤듯이 년대 초반에야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여 년대 중반 이후부2000 2000

터 동부 중부 서부의 격차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동부 중부 서부의 구분이 과연 올. ‧ ‧ ‧ ‧
바른 균등화의 기준인지는 논쟁적이지만 중국 스스로 설정한 균등화의 기제가 작

동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분세제 체제는 장기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년대 후반 내내   . 1990

미성숙 상태였던 분세제 체제는 장기적인 변동과 재조정을 통해 년대 이후부2000

터 중앙의 재정능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균등화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재. 

정 연방주의가 가정하는 중앙정부의 안정화와 분배 기능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년대 이후의 정책전환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2000 .

73) (2011), pp. ( )327-328.朱鎔基 第一卷
74) ( ) (2010), p. 173. 李萍 主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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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분세제 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과 공공재 공급4 :

비재정지원 위임과 민주적 기제의 부재

년 톈안먼 사건으로 주춤했던 개혁 개방은 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1989 1992 (‧ 南
와 뒤이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의 천명으로 다시 가속화되었다 년대) . 1980巡講話

와 달리 시장화 사유화 개방화가 전면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사회 관계에도 , -‧ ‧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심화된 개혁은 계층 분화를 촉진하여 수혜자만큼이나 피. 

해자를 양산했다 분세제 개혁은 이러한 변동의 일부분이자 새로운 변화가 초래한 . 

문제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년대 내내 분세제 . 1990

체제는 재정능력 확보와 지역간 균등화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본 장에서는 년대 후반 공공재 공급의 악화를 초래한 분세제 체제의 문제  1990

점을 서술한다 앞 장에서 재정 연방주의의 정부 역할 중 중앙정부의 안정화와 . 

분배 문제를 분석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나머지 문제인 자원할당의 문제 즉 . , 

지방 차원에서의 균등화와 공공재 공급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와 . 

더불어 중국이 년 분세제 개혁시 설정한 동부 중부 서부를 기준으로 하는 성1994 ‧ ‧
급 정부간 균등화를 넘어서 성급 이하의 균등화를 검토한다.

본 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재정 연방주의의 이론적 측면에서도 앞 장의 논의와   

구분될 수 있다 세대 재정 연방주의는 정부의 행위자들을 포함한 사회행위자들. 1

이 사회복지함수의 최적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는 당위적 가정 하에서 재정의 효

율적 분배와 활용을 위한 정적인 제도적 배열에 주목했다 이와 달리 세대 재정 . 2

연방주의는 각 행위자들의 인센티브와 제도의 자기강화 경로의존성 등을 고려한, 

다.1) 세대 재정 연방주의가 최적의 연방제 구현을 위한 제도 설계에 초점을 맞 1

1) Wallace E. Oates, "Toward A Second-Generation Theory of Fiscal 
Federalism,"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2:4(2005), pp. 349-373; 
Barry R. Weingast,  "Second Generation Fiscal Federalism: Political Aspects 
of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53(2014), pp.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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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구제도주의의 관점이었다면 세대는 신제도주의가 반영된 정치경제학이라고 , 2

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주로 분세제 체제의 원인과 목적 제도적 구성을 주로 다. , 

루었다면 본 장에서는 세대 재정 연방주의의 이론적 성과를 활용하여 지방관리, 2

들의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분세제 체제가 당 국가 체제라는 제도 하에서 실제 어-

떻게 재정과 공공재를 분배하고 공급했는지를 분석한다.

장에서 분세제 체제가 년대 내내 재정능력 확보와 지역간 균등화라는 두   3 1990

가지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분세제 체제가 년. 1990

대 전까지 공공재 공급과 농민부담 악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받을 수밖에 없

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년대에 들어서 재정능력 확보와 지역간 . . 2000

균등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 정부로 갈수록 균등화가 희석

되고 재정투입만큼 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다루게 될 문. 

제들은 현재에도 지속되는 문제들인 것이다.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부족과 지방정부에 대한 비재정지원 위임1. 

목표와 현실의 괴리 현대적 재정국가로의 도약과 재정능력의 미비  (1) : 

년대 후반 분세제 체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공공재 공급의 원천이 국  1990

가의 재정으로 규정되었으나 실제 재정능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 

왕샤오광 과 마쥔 은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측면에서 중국의 발전단( ) ( )王紹光 馬駿
계를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계획경제 시기 중국은 국유기업 등 국가소유의 . 

재산을 통해 주로 재정을 조달하는 자산국가 였다 개혁 개방은 세금(owner-state) . ‧
을 통해 재정을 조달하는 조세국가 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다음은 현대(tax-state) . 

적 재정국가로서의 최종단계인 예산국가 이다 예산국가는 말 그대(budget-state) . 

로 전국적이고 통일된 예산을 통해 국가의 수입과 지출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 

를 위해 재정의 집중과 동질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의 수입은 예산에 따. 

라 국민으로부터 나온 세수를 바탕으로 다시 국민에게 지출되어야 한다 공공재가 .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을 원천으로 국가의 예산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 지방정. 

부별로 상이한 계약에 의존한 분세제 이전의 재정책임제는 예산국가의 요건에 맞

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분세제 개혁은 년 본격적으로 추진된 예산개혁에 앞.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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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대적이고 통일된 재정제도와 조세제도를 통해 예산국가로 가는 시발점이었

다.2) 분세제 개혁의 개시와 함께 년 월 예산법 이 통과되어 년부터  1994 3 1995「 」

시행되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외 자금에 대한 . 

억제도 현대적 예산국가의 수립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분세제 체제와 현대적 예산국가로의 전환은 공공재 공급을 국가의 재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개혁 개방 이후에 기층정부의 재정지출에. ‧
서 공식적인 재정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줄어 분세제 개혁 직전 향진 정

부들은 평균적으로 재정지출의 이하만을 재정수입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70% 

다 나머지는 예산외 수입과 자체적인 자금조달로 해결해야 했다. .3) 공공재 공급에 

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하고 비재정적 수단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장에서 . 2

봤듯이 분세제 개혁 이전의 공공재 공급은 정부의 재정보다 탈집단화 시장화 분권‧ ‧
화의 효과와 지방정부의 인센티브가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현대적 재정체제. 

를 갖춘 예산국가라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서의 정부

가 공공재 공급을 궁극적으로 책임지고 정부의 예산이 공공재 공급의 원천이 되, 

어야만 한다 분세제 개혁의 두 가지 목표인 재정의 중앙으로의 집중과 균등화가 . 

반영된 지방으로의 재정이전은 예산국가의 형식적인 제도로서는 손색이 없었다. 

장에서 봤듯이 진짜 문제는 본래 의도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년대 3 . 1990

내내 중앙의 재정능력을 복구하지 못했으며 필수적인 곳으로 재정을 이동해 균등, 

화를 실현하는 재정이전 체제도 갖추지 못했다 공공재 공급을 국가재정을 통해 . 

해결한다는 현대적 재정체제 수립과 예산국가로의 도약 시도는 재정능력 부족과 

균등화 기제의 미성숙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과 공공재 공급의 부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에 대한 비재정지원 위임  (2)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공공재 공급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 . 

전체 재정지출 중 지방정부의 비중이 높다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험 등 주민들. , , 

2) , : ( , 2005), pp. 31-86; 馬駿 中國公共預算改革 理性化與民主化 中央編譯出版社 王《 》
· , " “ ”: ," 2008 1 , 紹光 馬駿 走向 預算國家 財政轉型與國家建設 公共行政評論 年 第 期《 》 

pp. 1-37.
3) Thomas P. Bernstein and Xiaobo Lü,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in 

Contemporary Rural China(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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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접 연관된 공공재도 마찬가지다.4)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지방정부의 재 

정지출 비중이 를 넘지 않지만 중국은 년 이래로 이상을 지방정부50% , 2009 80% 

가 지출하고 있다 웬만한 한 국가와 맞먹는 규모의 성급 정부들을 제외하더라도 . 

가 넘는다 장에서 봤듯이 중앙정부가 세수반환과 재정이전을 통해 충분히 50% . 3

지방정부에 재정을 공급하다면 지방정부의 과도한 지출 비중 자체는 논리적으로 ,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중국의 중앙정부는 지출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지출책임과 필요한 재정 사이의 괴리를 비재정지원 위임  ' (unfunded 

이라고 부른다 비재정지원 위임은 재정 연방주의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mandates)' . 

드물지 않은 현상이다 비재정위임은 미국의 연방제에서 유래된 용어로 연방정부. 

가 정책이나 규제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면서 필요한 재정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말

한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신의 정책을 강제한. 

다는 측면에서 비재정지원 위임의 증가를 강압적 연방제 의 (coercive federalism)

도래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년 연방정부의 비재정지원 위. 1995

임을 억제하는 비재정지원 위임 개혁법안 이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통과되기도 했다.5)

년대까지 중국의 지방정부에서 비재정지원 위임을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1990

이유는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부족과 균등화 기제의 미비였다 재정지원 위임.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충분한 재정을 이전할 (funded mandates) 

만큼의 재정을 확보할 수 없었다 불충분한 재정으로 인해 동부 중부 서부를 기준. ‧ ‧
으로 설정한 성급 간의 초보적인 균등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재정이전은 정. 

부 등급이 내려갈수록 균등화 효과가 희석되었다 단적으로 동부 중부 서부 간의 . ‧ ‧

4) Jorge Martinez-Vazquez, Charles McLure, and François Vaillancourt, 
"Revenues and Expenditures in an Intergovernmental Framework," in 
Richard M. Bird and François Vaillancourt(eds.), Perspective on Fiscal 
Federalism(World Bank, 2006), pp. 21-26; Christine P.W. Wong and Richard 
M. Bird, "China's Fiscal System: A Work in Progress," in Loren Brandt and 
Thomas G. Rawski(eds.), China's Great Economic Transformation(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 460.

5) Paul L. Posner, "Mandates: The Politics of Coercive Federalism," in 
Timothy J. Conlan and Paul L. Posner(eds.), Intergovernmental Management 
for the Twenty-First Century(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8), pp. 
28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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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격차보다 각 지역 내의 성급 간 격차가 훨씬 컸다.6) 빈곤한 지역의 하급 정 

부일수록 재정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하급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역할이 . 

큰 중국에서 이는 공공재 공급의 저하를 가져왔다.

민주적 기제의 부재2. 

단순히 필요한 재정이 확보된다고 해서 공공재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은 아니  

다 재정이 공공재 공급으로 전환되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재정 연방주의 이론. . 

들이 순수한 공공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재를 지방정부가 공급해야 한다고 주

장하는 이유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만큼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선호와 수요를 반

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반드시 선호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다고 보장할 수 없다 재정이 충분하더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정이 비효율적으. 

로 분배되거나 공공재 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 공공재 공급과 관련된 . 

많은 문제들은 단순히 재정 부족이 해소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 또한 지방 . 

차원에서 재정 분배가 왜곡되어 실제 재정 상황보다 하급정부에서 재정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

항의와 이탈의 부재 공공재 부족과 과잉의 병존  (1) : 

재정 연방주의 이론의 기본 가정은 분권화를 지지한다 사회복지함수가 최적화  .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선호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공공재

를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연방주의가 제대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선호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만 한다 권력자를 주민들이 . 

직접 선출하는 선거와 이른바 발로 하는 투표 인 이동의 자율성이 대표적인 선호 ‘ ’

반영의 수단이다.7) 허쉬만 의 개념을 빌리면 항의 와  (Albert O. Hirschman) , (voice)

6) Kai-yuen Tsui, "Local tax system, intergovernmental transfers and China's 
local fiscal dispariti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3:1(2005), pp. 
188-190.

7) Gordon Tullock, "The Theory of Public Choice," in Gordon Tullock, Arthur 
Seldon and Gordon L. Brady, Government Failure: A primer in Public 
Choice(Cato Institute, 2002), pp. 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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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의 기제가 존재해야 한다(exit) .8)

중국에서 항의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한적인 범위 내  . 

에서만 시행되고 사실상 공산당의 통제 하에 치러지는 선거는 지방관리들의 인센

티브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방관리들은 정치적 이념적 고려와 촘촘한 . ‧
업적 평가에 기반한 공산당 당위원회와 상급정부의 결정에 승진과 재직이 달려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선호보다는 당과 정부의 지시와 정책을 우선한다 주민들이 . 

자신의 선호에 역행하는 정책에 대항하기도 어렵다 이탈의 기제도 마찬가지다. . 

호구제로 인해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기 어렵고 토지시장의 미발달로 거주지 이, 

동을 위해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수도 없다.9)

항의와 이탈의 부재는 공공재 공급에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초래했다 분권화  . 

와 재정 연방주의의 토대가 되는 티부 가설 은 합리적인 개(Tiebout Hypothesis)

인들이 지방정부들의 세율과 공공재 공급을 비교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지방정부들은 납세자인 거주자들을 더 . 

많이 유인하기 위해 세율 인하와 복지 증대를 추구하면서 최적의 조합을 창출하

게 된다.10) 수평적 지방정부간 경쟁 (horizontal inter-jurisdictional competition)

을 통해 공공재 공급과 거버넌스가 향상되는 것이다 농민들의 도시 이동이 야기. 

한 중국 농촌의 변화를 분석한 지에 루 는 농민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없(Jie Lu)

는 중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티부와 허쉬만의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11) 

하지만 지방정부들의 경쟁 대상이 반드시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 지방정부들의   . 

경쟁 대상으로 자본을 강조하면 정반대의 결론이 유도될 수도 있다 세원. (tax 

으로서 거주자들보다 기업과 투자자가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들base)

은 거주자가 아닌 자본 유치를 위해 경쟁한다 자본 유치를 위해 지방정부들 간. 

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을 없애거나 세율을 낮추는 조세경쟁(tax 

이 발생한다 조세경쟁은 단순히 기업 대상의 세금에만 영향을 미치competition) . 

8) Albert O. Hirschman,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9) Kai-yuen Tsui and Youqiang Wang, "Between Separate Stoves and a Single 
Menu: Fiscal Decentralization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177(2004), pp. 
75-82.

10) Charles M. Tiebout,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4(1956), pp. 416-424.

11) Jie Lu, Varieties of Governance in China: Migra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Chinese Villages(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p. 43,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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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다 조세경쟁으로 줄어든 세입 때문에 지방정부는 거주자들에 대한 . 

공공재 공급을 축소하고 자본 유치를 위해 환경규제 등의 공공 정책을 경시하게 , 

된다.12) 개혁 개방 이후 중앙정부가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고 지방관리들의 가장  ‧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격화되었다 이에 더해 비재. 

정지원 위임에 시달리는 지방정부들은 주민들로부터 부족한 세입을 추출하려고 

했다 항의와 이탈의 부재로 지방정부들이 주민의 지지나 유입이 아닌 투자 유치. 

와 상급정부의 업적 평가를 두고 경쟁하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재 공급과 

거버넌스가 악화되고 주민들로부터의 추출이 심화된 것이다, .

이로 인해 공공재의 부족과 과잉이 병존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투자 유치와 경  . 

제성장에 당장의 효과가 없는 보건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의 공공재는 제대, 

로 공급되지 못했다 반면에 심각한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빈곤한 농촌에서조차 . 

지방관리들이 상급정부의 정책과 지시에 따르기 위해 관방언론의 신문과 잡지를 

구독하도록 주민들에게 강제하고 재정 수준에 맞지 않는 거대한 문화시설을 건설, 

하는 경우가 빈발했다 상급정부가 공공재 공급의 목표를 하달하고 이를 지방관리. 

들의 인사에 반영하여 최소한 수치상으로는 공급이 개선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비재정지원 위임은 지방관리들이 자신의 업적. 

과 평가를 위해 부족한 재정을 주민들에게 추출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가난한 농. 

촌 지역에서는 농민부담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13)

사회복지 분야의 공공재와 달리 투자 유치에 효과가 있고 경제성장의 가시적   

지표로 보고하기 쉬웠기 때문에 인프라는 과잉 공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분세제 . 

개혁을 전후하여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년까지 내내 . 1992

의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년 이후부터 GDP 5% 1993

증가하여 의 수준을 유지했으며 년 이후에는 의 를 유지GDP 6% , 1998 GDP 7-8%

하게 되었다.14) 사실 년 중국 전역을 휩쓴 대홍수 이후의 피해복구와 동아시 1998

아 경제위기에 대응한 경기부양책이 인프라 투자 폭등의 요인 중 하나였지만, 

년 이후에 인프라 투자가 상당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1998 . 

농촌 지역의 상승은 더욱 뚜렷했다.15) 또한 도시화가 주요한 정책목표로 부상하 

12) Wallace E. Oates(1972), pp. 131-145; John Douglas Wilson, "Theories of 
Tax Competition," National tax journal(1999), pp. 269-304.

13) Thomas P. Bernstein and Xiaobo Lü(2003), pp. 88-96.
14) Barry Naughton(2007), pp. 345-347.
15) , " (1950-2006 )," 2008董志凱 我國農村基礎設施投資的變遷 年 中國經濟史研究 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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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지방정부들이 도시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빌미로 대

출을 증가시켰다 현재 인프라에 대한 과잉투자가 지방정부의 채무 위기를 불러온 .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다.16)

재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주민의 지지가 아닌 정치적 업적  , 

과 경제성장을 두고 경쟁하는 지방관리들의 인센티브 구조로 공공재 공급의 부족

과 과잉이 병존했다는 점에서 공공재 부족은 단순한 재정 부족의 문제가 아니었

다 문제는 민주적 기제의 부재다 재정 연방주의와 분권화 이론들은 주민들의 선. . 

호가 반영되는 민주주의를 전제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유권자, 

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가정한다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electorate) . 

유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당 국가 체제 하의 분세제는 필연적으로 불-

완전한 재정 연방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재정투입을 통해 비재정지원 위임 . 

상태가 해소되더라도 공공재 공급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직적 상하정부간 종속 관계 지방 차원의 균등화 실패  (2) : 

티부 가설에서 보듯이 전통적인 재정 연방주의 이론은 지방정부들 간의 수평적   

경쟁에 주목한다 미국의 연방주의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연구들은 수평적 지방정. 

부간 경쟁만큼이나 수직적 상하정부간 경쟁(vertical intergovernmental 

도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연방주의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competition) . , , 

등 상하간 층층이 뚜렷하게 역할이 규정된 레이어 케이크 모델(Layer Cake 

이 아니라 상하 정부간 권력 자원 정책이 뒤섞인 마블 케이크 모델Model) , (Marble ‧ ‧
에 가깝기 때문이다Cake Model) .17) 상하급 정부들과 의원들이 경쟁하면서 각급  

정부들이 자신이 가장 잘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재를 떠맡게 되어 공공재 공급과 

조세 수준이 최적화되고 정부 규모도 최소화될 수 있다 반대로 상하간 의원들이 . 

당선을 위해 경쟁하면서 공공재가 과잉 공급되고 이에 따라 조세도 과잉 징수될 ,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정부 규모도 필요 이상으로 거대해진다. .18) 볼 

3 , pp. 29-37.第 期
16) Kai-yuen Tsui, "China's Infrastructure Investment Boom and Local Debt 

Crisis,"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52:5(2011), pp. 686-711.
17) Morton Grodzins, "The Federal System," Goals for Americans: The Report 

of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National Goals(1960), pp. 265-282.
18) Paul E. Peterson, The Price of Federalism(The Bookings Institutio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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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연방주의의 수평적 경쟁과 수직적 경쟁(Craig Volden) , , 

수직적 경쟁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이 상호 길항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

다.19)

중국에서는 수직적 상하정부간 경쟁이 작동할 수 없다 수직적 상하정부간 경  . 

쟁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의 선호를 반영하려는 정치행위자

가 존재해야만 한다 이들이 국가 전체의 재정 상황이나 상급정부의 정책 지침보. , 

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의 선호를 우선하기 때문에 공공재의 과잉 공급

과 조세의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방의 재정상황에 따라 중앙정부. 

가 복지 정책을 제한하더라도 주지사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 추가로 공공재를 공

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국 전체적인 조세 수준이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미국의 비재정지원 위임 개혁법안의 통과도 수직적 상하정부간 경쟁 과정에서 자

신의 정책을 강제하면서도 지출을 전가하려는 연방정부의 시도에 대하여 주정부

가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 국가 체제의 수직적 관료제 하에서는 이러한 . -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없다. 

당 국가 관계의 특수성과 민주적 기제의 부족은 또 다른 수직적 종속관계를 발  -

생시킨다 당 국가 체제라는 단어의 의미대로 중국에서는 정부보다 공산당이 우. -

선한다 정부 의회 관계에서는 정부가 의회보다 권력이 앞선다 민주주의 국가에. - . 

서 의회는 예산편성에 개입하여 다양한 지역과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고 정부의 , 

재정이 제대로 지출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하 . (

전국인대 는 이러한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한다 이는 전국인대의 권력이 공산' ') . 

당과 국무원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당 국가 체제의 권력관계가 반영된 결과다- . 

개혁 개방 이후 입법을 중심으로 전국인대의 역할과 기능이 개선되었음에도 재정, ‧
감독을 포함한 감독의 역할은 여전히 가장 약한 부문으로 평가된다.20) 이는 지방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인민대표대회 지역 공산당위원회 지방정부의 권력. , , 

관계와 여기서 파생되는 재정감독에서 지방인대의 역할과 기능도 유사하다 몇몇 . 

개혁을 통해 인민대표대회의 역할이 확대되더라도 경쟁선거와 같은 대중의 지지

Jonathan Rodden, "Reviving Leviathan: Fiscal Federalism and the Growth of 
Govern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57:4(2003), pp. 695-729.

19) Craig Volden, "Intergovernmental Political Competition in American 
Federalism,"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2(2005), pp. 327-342.

20) 조영남 중국 정치개혁과 전국인대 개혁기 구조와 역할의 변화 나남출판 , : ( , 2000), 『 』
pp. 339-340, 36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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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권력을 반영할 민주적 기제가 없이는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없다.21) 민 

주적 기제가 부재한 당 국가 체제의 공산당 정부 인민대표대회 간 권력관계로 - - -

인해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담보하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발휘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적 기제의 부족은 재정의 공급재로의 전환뿐 아니라 수직적 상하정부간   , 

종속 관계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세제 체제 하에서 . 

성급 이하의 지방정부들에서도 중앙정부와 성급 정부의 관계처럼 위에서부터 차

례로 세수반환과 재정이전이 진행되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범이 없이 성급 정. 

부와 지급 정부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정부간 이전을 시행했다.22) 실제 성급  

이하에서 이전되는 재정 분포는 성급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23) 공통점이라면 상 , 

하간 종속관계로 어느 지역 어느 등급 간의 관계에서도 상급정부가 하급정부의 , 

재정수입을 위로 걷어 들여 자신의 재정능력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점이다.24)

문제는 중앙정부가 균형된 발전과 국가 사회 관계의 안정을 위해 전국적인 균  -

등화를 끊임없이 고려하는 것과 달리 지방의 상급정부들은 예하 하급정부들에 대, 

한 재정이전에서 균등화를 고려할 유인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단순히 재정이전 . 

제도의 결함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적 기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적 업적과 경. 

제성장을 목표로 삼는 상급정부가 하급정부에 대한 재정이전에서 균등화를 반영

할 인센티브를 갖기 어렵다 상급정부는 하급정부들 간의 균등한 공공재 공급보다 . 

경제성장과 세입극대화를 고려해 재정을 분배하게 된다 정치적 업적을 드러내기 . 

위해서 지방정부는 상급정부와 외부인 투자자에게 선전장 효과를 발, (showcase) 

휘할 수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유인을 갖는다.25) 균등화에 역행하여  

21) Young Nam Cho,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 Development and 
Transition(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43-82, 171-172.

22) 성급 이하의 재정이전에 대해서는  ( ), (李萍 主編 中國政府間財政關係圖解 中國財政《 》
, 2006), pp. 133-144 ( ), (經濟出版社 李萍 主編 財政體制簡明圖解 中國財經經濟出； 《 》

, 2010), pp. 133-149.版社
23) OECD, Challenges for China’s Public Spending: Toward Greater 

Effectiveness and Equity(OECD, 2006), pp. 78-93.
24) , "國家發改委宏觀經濟研究院課題組 我國公共服務供給中各級政府事權財權配置改革

( )," 2005 25 , pp. 17-18.研究 主報告 經濟研究參考 年 第 期《 》 
25) Anna L. Ahlers and Gunter Schubert, "Strategic Modelling: “Building a 

New Socialist Countryside” in Three Chinese Counties," The China 
Quarterly 알러스와 슈베르트의 연구는 최근의 사례를 분 216(2013), p. 840-845. 
석한 것이지만 과거에도 동일한 인센티브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장에서 기층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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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이 높고 발전된 지역에 재정이 더 투입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점에서 면으로 라는 실험과 확산을 통한 정책결  " ( )"由點到面
정 및 정책이행의 전통을 혁명기부터 개혁 개방의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하고 ‧
있다.26) 자원을 집중하여 소수의 지역을 먼저 발전시키고 모방과 확산을 통해 전 

체의 발전을 추동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하급정부로 갈수록 재정과 투자의 집. 

중이 정당화되고 균등화 효과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결국 수직적 . 

상하정부간 경쟁이 아닌 종속의 관계는 하급정부로 갈수록 비재정지원 위임이 커

지고 빈곤한 지역일수록 재정 상황과 공공재 공급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 

되었다.

지방정부의 재정상황3. 

현급 향급 정부의 재정곤란과 추출 증가  (1) ‧

중앙의 재정능력 부족에서 파급된 비재정지원 위임은 수직적 상하정부간 종속   

관계로 가장 말단에 위치한 현급 과 향급 에서 가장 극심해질 수밖( ) ( )縣‧市‧區 鄉‧鎮
에 없었다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공재 공급이 개선되더라도 추가적인 문제가 . 

발생했다 재정이 곤란한 현급 향급 정부들이 추출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한 . ‧
것이다.27)

가장 대표적인 예가 농촌의 의무교육이다 한 중국학자의 평가에 따르면  . , 

년 시기와 함께 년은 중국 의무교육의 정책과 재정이 고조1984-1989 1992-1996

된 시기였다.28) 둘 다 년제 의무교육의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전 시기의 성과가  9 , 

미진했던 것과 달리 년에는 일정 정도의 재정이 뒷받침되고 구체적인 1992-1996

부에서 발생하는 균등화의 왜곡을 예증할 것이다.
26) Sebastian Heilmann, “Policy-Making through Experimentation: The 

Formation of a Distinctive Policy Process” in Sebastian Heilmann and 
Elizabeth J. Perry(eds.), Mao’s Invisible Hand: The Political Foundations of 
Adaptive Governance in China(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pp. 62 101.–

27) An Chen, "The 1994 Tax Reform and Its Impact on China's Rural Fiscal 
Structure," Modern China 34:3(2008), pp. 303-343.

28) , ( , 黃斌 中國政府間財政轉移支付與縣級地方義務教育財政支出 中國財政經濟出版社《 》
2012), pp.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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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제시되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공산당과 국무원이 년 중국 교. 1993 「

육 개혁과 발전 강요 이하 강요 를 발포하고 이( ) ( ) , 」 「 」中國教育改革和發展綱要
듬해에 국무원이 강요 의 실시 의견 을 공표하면서 년까지 총인구의 2000「 」 「 」

의무교육 실시 중학교 입학률 초등학교 입학률 달성의 목표를 85% , 85%, 99% 

제시하고 현급 정부가 시행 책임을 지도록 했다 실제 년 사이에 년, . 1993-1999 9

제 의무교육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확산되었다.29)

농민들에게 의무교육의 확대가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  . 

정부의 압박은 농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추출로 전환되었다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 

부들은 교육 관련 각종 준조세를 늘려 목표를 달성해야 했다 표 을 통해 . < 4-1>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 시행이 농민들의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켰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재정예산이 아닌 농민들로부터의 추출을 통한 재원 확보는 지. 

역의 경제수준에 따라 공공재 분배의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공공재뿐만 아니라. , 

농민부담의 불평등도 가중됐다 향진기업 등의 추가적인 재원이 없는 낙후한 지방. 

정부가 동일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민에 대한 추출을 더 가혹하게 

실시해야만 했다.30)

표 농촌 의무교육 경비 구성 년< 4-1> (1993~1999 )

단위 억위안( : , %)

농민부담액 교육부가세 교육 관련 자금모집 학= ( ) + ( ) + ※ 教育費附加 教育集資
비 및 잡비( )學雜費

출처: · , " ," 2003《 》 閻坤張立承 中國縣鄉財政困境分析與對策研究 經濟研究參考
90 , p. 11.年 第 期

29) , " ," (刁玉華 改革開放以來我國義務教育投資體制發展歷程的反思 河南大學學報 社會《
) , 2010 1 , pp. 130-131.科學版 年 第 期》

30) Thomas P. Bernstein and Xiaobo Lü(2003), pp. 68-72.

연도 총금액 재정예산 재정예산
비율

농민
부담액

농민부담액
비율

농민부담액 
증가율

1993 - 207.8 - 133.9 - -
1994 485.5 286.8 59.1 173.9 35.8 29.9 
1995 611.3 325.1 53.2 266.9 43.7 53.5 
1996 733.9 385.8 52.6 367.4 50.1 37.7 
1997 784.9 480.0 61.2 331.2 42.2 -9.9 
1998 812.0 461.0 56.8 317.7 39.1 -4.1 
1999 845.1 511.3 60.5 290.5 34.4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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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정부의 재정수입 변동성  (2) 

기존의 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을 추가하자면 지방정부의 재정  , 

수입 변동성 도 문제였다 분세제 체제는 성급 정부까지는 충(revenue variability) . 

분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제공했다 매년 예측가능한 범위 내. 

에서 전년보다 증가된 재정수입이 보장되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급 이하에서는 . 

균등화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급정부의 결정에 따라 재, 

정 공급이 불안정했다 상급 당정기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당 국가 체제에서 . -

하급정부들은 상급정부의 변덕에 대항할 수단이 없었다 표 와 표 에. < 4-2> < 4-3>

서 현급 향급 지방정부들의 가처분수입 변동의 사례와 현급 정부의 예산외 자금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자체의 일반예산수입 세수반환과 재정이전 . , 

등 상급정부의 보조금을 전부 더하고 추가적인 상납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가처"

분 수입 이라고 한다( )" .可支配收入
제시된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자료에 대해 우선 설명하겠다 중국에서 현급 이  . 

하 정부의 상세한 재정 내역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31) 재정부 예산사 (財政部預
가 발행하는 전국 지 시 현 재정통계 자료 를 ) ( )『 』算司 ‧ ‧ 全國地市縣財政統計資料

통해 현급 정부의 재정이전을 포함한 기본적인 재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지방재정의 중요한 부분인 예산외 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향급 이하의 전. 

국적인 재정자료는 전무하다 여기서 참고한 뤄단 천졔 등 의 중국 . ( · ) 『‧ 羅丹 陳潔 等
현급 향급 재정 조사 는 상 중 하로 구분한 발전 수준에 따라 ( ) · ·』‧ 中國縣鄉財政調查
개 현급 정부씩 총 개 현급 정부와 예하 여 개 향급 정부에 대한 상세한 재3 , 9 20

정 정보를 제공한다.32) 이는 저자들이 공산당의 중앙 재정경제 영도소조 판공실 

국무원의 발전연구중심 농업부 등에 ( ), ( ), 中央財經領導小組辦公室 發展研究中心
소속되거나 이들 당정 조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들의 . 

조사조차도 연도별 항목별로 완벽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급 이하 ‧

31) 현급 정부 한 곳의 재정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예외적인 사례연구로는  Mingxing 
Liu, Juan Wang, Ran Tao and Rachel Murphy, “The Political Economy of 
Earmarked Transfers in a State-Designed Poor County in Western China: 
Central Policies and Local Responses,” The China Quarterly, 200(2009), pp. 

안휘성 한 현의 재정자료 일부와 인터뷰를 분석한 사례연구로는 973-994. , 何逢陽
( , 2011).擴權改革中縣級政府財政收支策略研究 上海人民出版社《 》

32) , , ( : , 2008).羅丹 陳潔 等著 中國縣鄉財政調查 上海 上海遠東出版社《 》



122

지방정부들의 재정 공개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례수가 충분하다고 . 

할 수는 없지만 뤄단 천졔 등의 조사가 그나마 현급 이하 재정에 관한 조사 중 , ‧
가장 상세하면서도 많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한 표 를 통해 현급 이하 지방정부들의 재정수입이 불안  < 4-2>

정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지표를 활용하여 재정수입의 변동성. 

을 살펴보자면 전년보다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연도가 많을수록 변동성이 크다고 , 

할 수 있다 현급 정부에서도 전년보다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전. . 

년보다 감소하지 않더라도 매년 증가 비율이 일정하지 않다 향급 정부들의 재정. 

수입 변동은 더욱 극심해서 년대 초중반까지도 대부분의 지역이 빈번하게 재2000

정수입의 감소를 겪었다.

재정수입 변동성이 공공재 공급을 왜곡할 수 있다 주민들의 공공재에 대한 지  . 

출 요구가 지방정부들의 행태에 압력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라면 재정수입, 

이 풍부한 연도에 지방정부들이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을 증가하기 

쉽다 주민들에게 이미 공급된 공공재를 중단하거나 감소하기 어렵고 일부 공공. , 

재는 지속적인 지출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재정 적자. , 

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활황기에 함부로 재정지출을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33) 그러나 주민들의 지출 압력보다 상급정부의 정책 

과 지시가 지방정부들의 행태에 중요한 상황에서 재정수입의 변동은 공공재 공급

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었다 지방정부들은 재정 변화에 대응하여 지출을 함부로 . 

증가시킬 수 없었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재 . 

공급의 증가는 주민들의 기대 수준을 높여 미래에 더 곤란한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34) 자체적인 일반예산수입이 줄든 재정이전이 줄든 재정수입이 줄어 공공재  , 

공급을 중단한다면 지방정부들은 미래에 더 큰 주민들의 불만에 직면해야 할 것, 

33) Randall G. Holcombe and Russell S. Sobel, Growth and variability in state 
tax revenue: An anatomy of state fiscal crises(Greenwood Publishing 
Group, 1997), pp. 1-17; Ernesto Talvi, Carlos A. Végh, "Tax base variability 
and procyclical fiscal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78(2005), pp. 156-190.

34) 뤼샤오보 는 지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체제 차원에서 공공재 공급의 증(Xiaobo Lü) , 
가가 시민의 재정지원 기대 와 정부의 재정적 의무를 증(entitlement expectations)
가시켜 미래에 잠재적인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Xiaobo Lü, "Social 
Policy and Regime Legitimacy: The Effects of Education Reform in Chin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8, No. 2 (May 2014), pp. 4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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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지방정부들로서는 재정이 풍부하더라도 변동성에 대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 

공공재를 공급하는 게 최선이다.

또한 재정수입 변동성은 지방정부들이 예산외 자금을 축적할 동기를 강화했다  . 

신제도주의 국가이론에 따라 국가를 약탈적 세입 극대화자(predatory revenue 

로 상정하면maximizer) ,35) 지방정부의 예산외 자금 축적은 당연해 보인다 장의  . 3

그림 에서 봤듯이 분세제 개혁과 함께 예산외 자금의 축소가 시도되었음에< 3-2>

도 예산외 자금은 금세 다시 증가했다 수입 중 재정이전의 비중 증가는 지방정. 

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정수입이 감소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예산외 

자금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산외 자금은 언제 축소. 

될지 모르는 재정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일부 예산외 자금은 . 

필수적인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지만 지방정부들은 세입을 극대화, 

하고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외 자금을 축적했다 예산외 자금이 일상적인 . 

공공재 공급에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뤄단 천졔 등의 조사에서도 향진 정부. ‧
들은 자신들의 임금과 경상지출 등 평소에 반드시 필요한 지출은 상급 정부의 보

조금에 의존하려 했고 특별한 일이 생길 경우에 예산외 자금을 사용하는 경향이 , 

있었다.36) 예산외 자금이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한 것이다 장에서 봤듯이 중앙정 . 3

부는 지방정부의 예산외 자금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거듭 시행했으나 표 , <

에서 보듯이 예산외 자금은 쉽게 축소되지 않았다 예산외 자금을 모으기 위4-3> . 

한 지방정부들의 추가적인 추출이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음은 물론이다.

분세제 체제의 결과 공공재 공급의 악화와 농민부담의 증가4. : 

공공재 공급의 축소(1) 

년 분세제 개혁 이후에 일부 공공재의 공급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장에서   1994 . 2

분석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보건의료 평가의 지표로 사용했던 표 . <

35) Robert H. Bates and Da-hsiang Donald Lien, "A Note on Taxation, 
Development,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Politics & Society 14(1985), 
pp. 53-54.

36) , (2008), pp. 244-245.羅丹 陳潔 等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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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간 진료율을 보면 년과 년 사이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2-4> 2 , 1993 2003 . 

년 기간에 표 의 자비 부담자의 주간 진료율 상승에서 보듯이 1985-1993 < 2-5> 2

시장화가 보건의료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달리 년 시. 1993-2003

기에는 시장화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년 제 차 국가 보건의료 . 2003 3「

서비스 조사 의 결과를 보면 의료보험이 없이 자비 부담하는 인구의 비율이 도, 」

시에서 로 년의 에서 크게 증가했다 년대 중반 이후의 국44.8% 1993 27.3% . 1990

유기업 개혁으로 기업이 의료보험을 부담하는 인구 비율이 에서 로 급35.3% 4.6%

감했기 때문이다 농촌은 오히려 상업보험이 유입되면서 자비 부담하는 인구 비율. 

이 에서 로 약간 감소했다 자비 부담자의 주간 진료율은 도시와 농84.1% 79.0% . 2

촌이 각각 과 로 년의 과 에서 악화되었다85.8 144.1 1993 172.3 160.0 .‰ ‰ ‰ ‰ 37) 

그림 에서 봤듯이 시장화로 인해 보건의료 비용 중 개인부담이 지속적으로 < 2-2>

상승한 결과였다 특히 년대 중반 이후의 국유기업의 사유화 추진과 구조조. 1990

정이 도시의 공공재 공급에 큰 타격을 입혔다 농촌의 지역별 공공재 공급과 달리 . 

자신이 속한 기업과 사업단위가 공공재를 공급하던 단웨이 체제가 약화 해( ) 單位 ‧
체되고 종신 고용제도인 이른바 철밥그릇 이 깨지면서 공공재 공급의 자, ' ( )'鐵飯碗
기부담이 증가했다.38) 그 결과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도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 

다.

보건의료처럼 극적인 축소는 아니더라도 이 시기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경제발  

전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고 공공재 공급의 불평등도 심화되었다, .39) 

년대 후반과 년대 초반 전반적인 공공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1990 2000 , 

과 보건의료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40)

농민부담의 증가(2) 

개혁 개방 이후 중국 농촌에서는 공공재 공급의 부족과 함께 농민부담이 사회  , ‧

37) , (2004), pp. 16, 98.衛生部統計信息中心 第三次國家衛生服務調查分析報告《 》
38) Barry Naughton,The Chinese Economy: Transitions and Growth(MIT Press, 

백승욱 중국의 노동자와 노동 정책 단위 체제 의 2007), pp. 105-106, 183-189; , : ' '『
해체 문학과지성사( , 2001), pp. 72-101.』

39) Tony Saich(2008), pp. 43-70.
40) OECD, Challenges for China’s Public Spending: Toward Greater 

Effectiveness and Equity(OECD, 2006), pp. 22-23, 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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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해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국무원이 년 공포한 농민이 부. 1991 「

담하는 비용과 노동 관리 조례 이하 조례 의 ( ) ( )」 「 」農民承擔費用和勞務管理條例
공식적인 분류에 따르면 농민부담은 농업세처럼 공식적인 세무기관에 납부하는 , 

세금과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준조세인 비용 그리고 무료로 제공하는 의무, ( ), 費用
노동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합의된 농민부담의 개념은 없다 정부와 집체가 걷는 . . 

세금과 비용만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넓게는 도시와 농촌 간 공산품과 농산물 , , 

간 가격 격차까지 포함될 수 있다.41)

농촌의 탐욕스런 관리들이 주도하는 농민에 대한 가혹한 추출은 중국에서도 오  

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개혁 개방 이후의 농민부담의 증가는 지방관리 개인의 문. ‧
제가 핵심이 아니었다 경제발전이 최고의 목표로 설정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의 . 

조건과 목표 달성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업적을 통해 지방관리들을 평가했다. 

승진뿐 아니라 임금이 연동되기도 했다 중앙정부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 

도 투자 인프라 건설 도시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정부 스스로 마련하도록 , , 

했다 앞서 농촌 의무교육의 예에서 봤듯이 중앙정부의 목표에 따라 공공재 공급. 

이 개선되더라도 지방정부의 주민에 대한 부담 전가가 증가하는 구조였다 향진기. 

업이 발달한 지역은 그래도 사정이 나았지만 농업이 중심인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 

추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들은 발전을 위해 약탈해야만 했다. .42)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지방정부의 준조세처럼 비제도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민부담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년대 후. 1990

반과 년대 초반을 농민부담의 절정기로 평가한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비2000 . 

공개 내부자료 등이 활용된 한 연구에 따르면 건국 이후에 농민부담의 상승국면, 

이 세 번 있었다 년 건국 직후와 년 대약진 시기 그리고 . 1949 1958-1960 , 

년이다 특히 년을 건국 이래 농민부담이 가장 심각한 시기1985-2000 . 1994-2000

로 평가한다.43) 베른슈타인과 뤼 도  (Thomas P. Bernstein and Xiaobo L ) 1990ü
년대 말 농민부담으로 중국 농촌이 위기 상황이었다고 평가한다, .44) 이 시기 농민 

부담의 심각성은 사후적으로도 증명된다 년대 초반 중국의 농촌 정책의 핵. 2000

41) Li Xiande, "Rethinking the Peasant Burden: Evidence from a Chinese 
Village,"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0:3-4(2003), pp. 45-74.

42) Thomas P. Bernstein and Xiaobo Lü(2003), pp. - , 88-96.ⅹⅴ ⅹⅵ
43) , " (1949-2006)," 2007 3 , 趙雲旗 中國當代農民負擔問題研究 中國經濟史研究 年第 期《 》 

pp. 97-106.
44) Thomas P. Bernstein and Xiaobo Lü(2003), p. .ⅹ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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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농민부담의 감소였다 년에 지방정부의 준조세를 축소하기 위해 이를 . 2000

공식적인 조세로 전환하는 세비개혁이 시작되었다 년에는 농촌의 의무노동. 2003

을 폐지하고 년에는 농업세를 폐지했다, 2006 .

소결 국가 사회 관계의 악화5. : -

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국가 사회 관계가 악화되었다 급증한 집단소요사건  1990 - . 

이 이를 예증한다 년 천 백 건에 불과했던 집단소요사건은 ( ) . 1993 8 7群體性案件
년 만 천 건 년 만 천 건 년 만 천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1997 1 5 , 2004 7 4 , 2005 8 7

다.45) 집단소요사건과 함께 중국에서 상급 정부에 대한 신방 도 국가 사회  ( ) -信訪
관계에 대한 지표로 활용된다 신방 은 시민 법인 등이 서신 전화 방문을 . ( ) , , , 信訪
통해 각급 정부나 기관에 민원이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 중 상방. 

은 신방 중에서 정부나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중앙( ) . 上訪
정부에 대한 신방은 개혁 개방 이후 감소하다가 년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 1994

년에는 만 천 건에 다다랐다 현급 이상 정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신방2005 60 3 . 

도 년 만 건에서 년에는 만 건으로 급속히 증가했다1995 479 2004 1,373 .46)

국가 사회 관계의 악화의 일차적 원인은 개혁의 새로운 국면이 야기한 구조적   -

변동 이었다 톈안먼 사건과 소련붕괴에 대한 재평가 속에서 년대 초반부터 . 1990

시작된 이른바 심화된 개혁 은 년대와 구분된다 경제적으로 시장' ( )' 1980 . 深化改革
화와 개방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정치적으로는 법치와 제도화가 강조되었, 

다.47)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계층별 분화가 심화되면서 국가 사회 관계도 변화했 -

45) 중국의 집단소요 사건에 대한 공식통계는 년을 제외한 년부터 년까 2001 1993 2005
지 총 년의 통계만 발표되었다 년 이후부터는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지 않12 . 2006
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 Jae Ho Chung, “Assessing the Odds against the 
Mandate of Heaven: Do the Numbers (on Instability) really Matter?”, Jae Ho 
Chung(ed.), Charting China’s Future: Political, Social, and International 
Dimensions(Lanham : Rowman & Littlefield, 2006), pp. 111-112.

46) Yongshun Cai, Collective Resistance in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22-25.

47) Guoli Liu and Lowell Dittmer, "Introduction: The Dynamics of Deep 
Reform," in Lowell Dittmer and Guoli Liu(eds.), China's Deep Reform: 
Domestic Politics in Transition(Rowman&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6), 
p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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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혁으로 인해 피해를 보던 사회집단이 부재했던 년대의 패자 없는 개혁. 1980 '

의 시대가 종결되고 패자 있는 개혁(reform without losers)' ' (reform with losers)'

이 시작되었다.48) 년대 후반 가장 빈번하게 집단행동을 벌였던 계층은 국유 1990

기업 구조조정의 패배자인 국유부문 노동자들과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농민부담에 

시달렸던 농민들이었다.49)

분세제 체제가 가속시킨 공공재 공급의 저하와 농민부담의 증가도 국가 사회   -

관계 악화의 추가적인 요소였다 분세제 체제는 구조적 변동의 일부이자 이를 극. , 

복하기 위한 시도였다 분세제 개혁의 목표 중 하나였던 균등화는 본래 소득의 .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장에서 봤듯이 분세제 개혁의 차적 목표. 3 1

는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확보였다 꾸준히 증가한 중앙정부의 재정능력과 달리 . 

년대 내내 동부 중부 서부를 기준으로 하는 초보적인 균등화조차 개선되지 못1990 ‧ ‧
했다 분세제 체제는 오히려 불평등 심화와 국가 사회 관계 악화의 요인으로 지. -

목되었다.50) 하지만 이는 분세제 체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당 국가 체제에 종속 . -

된 재정 연방주의인 분세제 체제는 재정 연방주의가 가정하는 민주적 기제의 효

율성을 발휘할 수 없다.

다음 장에서 보듯이 년대 분세제 체제가 성숙하면서 후진타오 정부는 균  2000

등화를 새로운 단계로 심화시켰다 이는 악화된 국가 사회 관계에 대한 대응이기. -

도 했다 이후에 다룰 후진타오 정부의 정책 전환의 내용과 결과를 통해 당 국가 . -

체제 하의 분세제 체제가 재정 연방주의가 가정하는 효율적인 재정 분배와 공공

재 공급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8) Barry Naughton(2007), pp. 90-91, 106-107.
49) Teresa Wright, Accepting authoritarianism: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s reform era(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93-115, 148-161.
50) Shaoguang Wang, "Openness and Inequality: The Case of China," in 

Lowell Dittmer and Guoli Liu(eds.)(2006), pp. 25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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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후진타오 정부의 정책 전환과 재정 기제의 변화5

년 공산당 기 중앙위원회 차 전체회의 기 중전회 에서 공식 제기된   2003 16 3 (16 3 )

과학적 발전관은 년 차 당대회에서 당헌에 삽입되어 덩샤오핑 이론 장쩌2007 17 , 

민이 주창한 삼개대표 사상과 함께 당의 지도 이념이 되었다 후진타오 정부는 . 

년 월 공산당 기 중전회에서 조화사회를 제기하고 년 월 기 2004 9 16 4 2006 10 16 6

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의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 關於構
이하 결정 을 통해 조화사회를 ) ( )」 「 」建社會主義和諧社會若干重大問題的決定

사회발전 전략으로 확정하였다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로 대변되는 후진타오 . 

시대의 변화는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최우선하는 이전까지의 방침에서 사회GDP 

발전 분배와 공평을 함께 추구하는 총제적인 발전전략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였다, . 

이를 위해 삼농문제의 해결과 민생 개선이 핵심 과제로 추진되었다 이는 시진핑 .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1)

본 장에서는 년대 이후의 정책 전환을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측면에서 분  2000

석하고 평가한다 후진타오 정부에서 본격화된 정책 전환은 분세제 체제의 성과를 . 

반영하는 것이자 아직 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이었다 재정 연방주의의 , . 

논리을 따르자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적 기제와 분권화를 확대하고 재정적으로는 , ,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투입을 증가시켜야 했다 재정투입은 대폭 증가했으나 민주. , 

적 기제와 분권화는 정체되거나 후퇴했다 이를 통해 당 국가 체제 하의 분세제 . -

체제가 갖는 한계를 확인할 것이다.

1) 이희옥 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탐색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 , 2014), pp. 46-79; 『 』
조영남 세기 중국이 가는 길 나남 조영남 중국의 꿈, 21 ( , 2009), pp. 101-171; , : 『 』 『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민음사( , 2013), pp. 24-27, 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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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입의 증가와 균등화의 심화1.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확보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재정투입 증가  (1) 

그림 보건의료 교육 경비에서 국가예산의 비중 변화 년< 5-1> , (1991~2011 )

출처: 2013 , p. 91; 《 》 《中國衛生和計劃生育統計年鑒 中國教育經費統計年鑒
2012 , pp. 2-3.》

후진타오 시대의 정책 변환은 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된 공공재 공  1990

급과 국가 사회 관계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정책 변환이 가능했던 배경에- . 

는 장에서 봤듯이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확보가 있었다 크리스틴 웡3 . (Christine 

이 말한 대로 개혁 개방 이후에 년 동안 지속된 재정긴축과 이로 인해 Wong) 20‧
정부가 공공재 공급에서 후퇴하던 시기가 종결되었다 더 이상 재정 부족은 문제. 

가 아니었다 새로운 정책 변환은 농민과 노동자 등 개혁 개방 과정에서 소외된 . ‧
계층에 투입될 재정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년대 초반까지를 분석한 . 2000

웡은 공공재 공급 역할을 하는 사업단위 의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소비( )事業單位
자 부담이 현격하게 축소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2) 그러나 년대 후반부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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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의 비중은 이전과 현격히 차이를 보이며 가파르게 상

승하고 있다 그림 에서 보듯이 계속 하락하던 보건과 교육의 국가예산 비. < 5-1>

중이 년대 들어서 차차 개선되어 년대 중반부터는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00 2000 . 

웡의 평가와 달리 개인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게 되었다.

균등화의 심화 삼농 정책과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2) : 

새로운 변화는 재정능력의 확보로 가능해진 재정투입 증가만이 아니었다 확보  . 

된 재정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로 분배하느냐는 균등화의 문제가 제기된다 장에, . 3

서 봤듯이 동부 중부 서부의 구분을 기준으로 한 균등화가 안정되면서 균등화를 한 ‧ ‧
단계 심화하여 새로운 분배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 

여 농촌으로의 재정투입을 강조하는 삼농 문제의 해결과 전반적인 공공재 공급의 

수준을 높이는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삼농 문제의 해결  ① 

중국 당국은 년부터 년까지 년 연속으로 삼농 농업 농촌 농민  2004 2014 11 ( : ) 三農 ‧ ‧
문제를 중앙 호 문건 으로 하달했다 중앙 호 문건 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 1 ' . ' 1 '

무원 공동명의로 매년 첫 번째 하달하는 문건으로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3) 사실 중국은 개혁 개방 초기 년부터 년까지 농 , 1982 1986‧
촌개혁과 관련하여 이른바 개의 중앙 호 문건 을 하달한 바 있다‘5 1 ’ .4) 년 이 2004

후부터 삼농 문제와 관련된 호 문건이 하달되면서 현재 중앙 호 문건 은 사실1 ‘ 1 ’

상 삼농 관련 문건만을 의미한다 보통명사가 고유명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삼농 문제의 강조는 동부 중부 서부의 지역간 구분을 통한 성급 지방정부 간의 균‧ ‧
등화의 다음 단계로 도농의 구분을 통한 성급 이하의 균등화를 추진한다는 의미

로 해석될 수 있다.

2) Christine Wong, "Rebuilding Government for the 21st Century: Can China 
Incrementally Reform the Public Sector," The China Quarterly 200(2009), 
pp. 929-952.

3) 조영남 (2013), pp. 125-126.
4) , ( ), ( , 2008), pp. 鄭有貴 李成貴 主編 一號文件與中國農村改革 安徽人民出版社《 》

41-68.



132

삼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재정적으로 보면 농민부담의 감소와 재정  , 

투입의 두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민부담의 감소가 먼저 진행되었다 지방정. . 

부의 농민에 대한 준조세와 의무노동 부과를 축소 폐지하기 위해 년부터 시2001‧
작되어 년 농업세 폐지로 완성된 세비개혁 이 이에 해당한다2006 ( ) .稅費改革 5) 세 

비개혁은 지방정부 특히 가장 말단에 있는 공공재 공급자인 향진 정부로부터 자, 

체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재정 자율성을 제거했다 세비개혁에는 예산외 자금 . 

개혁도 포함되었다 향진 정부의 예산외 자금을 제거하여 예산외 자금을 통해 유. 

지되던 향진 정부의 재정 자율성도 말살되었다.6)

이로 인해 수치상의 농민부담은 줄었을지 몰라도 현급 향급 정부의 재정상황이   ‧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공공재 공급이 축소되었다 삼농문제의 해결책이 삼농문제를 . 

악화시키는 역효과 가 발생한 것이다(' ') .倒逼 7) 케네디 에 따르면 (John J. Kennedy) , 

농민 이외의 다른 세입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재정수입이 축소되어 년2000

대 중반까지 빈곤 지역의 공공재 공급이 저하되고 향진 정부의 기능이 약화되었

다.8) 중국학계의 표현으로는 임금지급 등의 경상경비를 겨우 지출할 수 있던 빈 

곤 지역 현급 향급 정부의 밥이나 겨우 먹는 재정 수준이 세비개혁과 " ( )" ‧ 吃飯財政
농업세 폐지를 거치면서 경상경비도 부족해 구걸을 해야 하는 재정" ( )" 要飯財政
수준으로 추락했다.9)

중앙정부가 농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작정 지방정부의 세원을 축소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세비개혁으로 감소된 기층정부의 수입을 메꿔주기 위해 년 농. 2001

촌 세비개혁 재정이전 을 신설했다 또한 년에 시작되( ) . 2005農村稅費改革轉移支付
어 년 체계를 갖추게 된 세 가지 장려금과 한 가지 보조금 으로 2009 ' ( )'三獎一補

5) 세비개혁 은 조세와 준조세에 대한 개혁을 일컫는 일반명사이지만 현재 년대  ' ' , 2000
이후의 세비개혁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서 자주 사용된다 이로 인해 세비개혁의 시. 
기가 년대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언급1990 . 
이 없는 이상 년 세비개혁 일반이전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의 개혁만을 의미한2001
다.

6) , " : ," 2002吳理財 農村稅費改革之政治性後果 以安徽省為例 香港社會科學學報 年第《 》 
24 , pp. 74-75.期

7) , : ( , 2010), p. 104.吳理財 改革與重建 中國鄉鎮制度研究 高等教育出版社《 》
8) John James Kennedy, “From the Tax-for-Fee Reform to the Abolition of 

Agricultural Taxes: The Impact on Township Governments in North-west 
China,” The China Quarterly 189(2007), pp. 43-59.

9) , " “ ” ," 2006 3張曉山 淺析 后農業稅時期 中西部地區的農村改革與發展 農村經濟 年第《 》 
, pp. 3-7.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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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현급 기본재정 보장 기제를 시행했다 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 

같다 농업 중심 지역의 재정곤란을 완화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 '

식량생산 현 을 대상으로 장려금 형식으로 재정을 추가 이전했다 아울( )' . 產糧大縣
러 재정곤란을 겪는 현에게 세수수입의 몫을 늘려주고 상층정부로부터의 재정이

전도 증가시켜 주었다 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줄인 현급 향급 정부에 . ‧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했다 재정곤란 해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지역에 대해. 

서는 다시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했다.10)

관련된 모든 변수나 연도별로 완벽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표 을   , < 5-1>

통해 전체적인 재정 수치상으로도 세비개혁과 농업세 폐지가 농촌 기층정부의 재

정상황에 부담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수입 감소와 직결되. 

는 농민부담의 감소분을 추가된 재정이전이 벌충해주지 못했다 단순하게 보면. , 

농민부담의 감소액만큼 지방정부의 수입이 감소하므로 관련 재정이전의 합이 농

민부담 감소액을 초과해야만 지방정부의 재정곤란이 해결될 수 있다 이는 재정긴. 

축 시대의 종결로 인한 년대 이후의 전체적인 재정상황 개선이 가져온 긍정2000

적 효과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일 수 있다 하지만 하급. 

정부로 갈수록 무력화되는 균등화 효과를 고려하면 관련 재정이전들이 모두 재정

곤란 지역에 제대로 분배되었을지는 의문이다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었겠지. 

만 년 무렵까지도 추가적인 재정이전만으로 세비개혁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 2006

수입 감소를 메꾸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지역에서 농민부담이 감소하는 . 

대신에 공공재 공급이 축소되고 기층정부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농업 임업 수리 관련 지정이전이 대폭 확대된 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촌에 대  2008‧ ‧
한 재정투입이 시작되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게 되듯이 이것의 계기는 금융위기에 . 

대응한 적극적 재정정책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이었다 투입된 재정이 적절히 분. 

배되고 공공재 공급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년대 , 2000

중반까지 농민부담 해결을 위한 세비개혁과 농업세 폐지가 야기한 기층정부의 재

정곤란 악화가 년 월 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하는 후진타오 정부 기 이2007 10 17 2

후부터 최소한 재정 수치상으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 ( ), ( , 2010), pp. 81-83.李萍 主編 財政體制簡明圖解 中國財經經濟出版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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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비개혁에 따른 농촌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 추정 지표< 5-1> 

단위 억 위안( : )

농민부담 총액 농업세 지방정부의 준조세 추정치= + ( ) ※ 收費
농민부담 총액 중 준조세 추정치는 이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내(2007)※ 趙雲旗
부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비교적 정확한 중국 정부의 추정치로 볼 수 있다.

년 농민부담 총액은 두 가지 액수가 도출되어 모두 기재했다 년 이2000 . 2006※ 
전에도 농업 임업 수리 관련 지정이전은 있었으나 정확한 자료가 없을 뿐이다, .‧ ‧

출처 농민부담 총액은 세비개혁 재정이전 중 년까지: (2007), p. 101. 2005趙雲旗
는 장려금 및 보조금 일반이전 중 년 수치는 (2010), p. 79. 2005李萍 李萍

나머지 자료는 (2010), p. 81. "2006 -2010年 年中央對地方財政轉移支付情
," 2013 1 , p. 81. 《 》 況 地方財政研究 年 期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② 

국가의 재정능력 확보와 지역간 균등화가 년대 초중반 기본적인 목표에 도  2000

달하면서 공공재 공급 전반에 대한 재정투입이 증가했다 농촌에 대한 재정투입이 . 

증가하면서 세비개혁이 의도치 않게 야기한 농촌 기층정부의 재정곤란도 차차 개

선되었다 년대 중반부터 제기된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2000 ' (基本公共服務均等
는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조화사회 건설을 천명한 년 월의 )' . 2006 10 16化

농민부담 총액 세비개혁
일반이전

현급 향급‧
기본 보장 기제

장려금 및 보조금
일반이전

( )三獎一補

농업 임업 수리‧ ‧
관련 지정이전

1999 1363 - - -
2000 1259.6 / 1359 - - -
2001 1200.9 80 - -
2002 1030.5 245 - -
2003 869.3 305 - -
2004 581.7 523 - -
2005 - 661 150 -
2006 - 751.3 234.6 -
2007 - 759.3 339.3 954.7
2008 - 762.5 438.2 1513.1
2009 - 769.5 547.8 3182.5
2010 - 769.5 682.5 3384.4



135

기 중전회의 결정 은 조화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 건설의 하나로 공공재정제6 「 」

도의 개선과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의 점진적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기본 공. 

공서비스 균등화는 전해인 년 월 공산당 기 중전회에서 공산당의 차 2005 10 16 5 11

개년 계획 년 에 대한 건의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후 확정된 5 (2006-2010 ) . 

차 개년 계획에서 재정제도 개선의 주요 목적으로 언급되었다 차 개년 계11 5 . 12 5

획 년 강요에서는 사회건설 강화와 건전한 기본 공공서비스 체계 건(2011-2015 ) 

설이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되면서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추진한다고 명시되

었다.

년 월 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가 발표한 정치보고 중 관련 내용  2012 11 18 「 」 

을 보면 지난 년간의 사회건설 관련 업적으로 기본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균등화 , 5

제고를 통해 교육 사회보장 양로보험 보건의료 주택문제 등의 개선이 있었다는 , , , , 

점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목적과 관련하여 인민. 2020

생활 수준의 전면적인 제고를 위해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가 총체적으로 실현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확보된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공재 공. 

급에 투입하고 이를 통해 국가 사회 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의미다 이는 분- . 

세제 개혁 이후의 오랜 조정 끝에 중국 정부의 재정과 공공재 공급 능력이 새로

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인 자캉 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균등화는 지역   ( ) , 賈康
간 균등화 도농 간 균등화 전 사회의 균등화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 .11) 현재  

중국의 단계는 동부 중부 서부로 구분된 성급 수준의 균등화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 ‧
농촌으로의 재정투입을 통해 도농 간 균등화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단계다 농업세 . 

폐지로 대표되는 농민부담의 감소와 신농촌 건설을 통한 농촌으로의 재정투입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재정 거버넌스의 재조정 상하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집중화2. : 

앞 절에서 다룬 내용은 재정 연방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주로 안정화와 분배의   ,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정능력을 통해 . , 

11) , " ," 2009.11.27. 3 .賈康 公共服務均等化要經歷不同的階段 中國人口報 第 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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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삼농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 균등화라는 새, 

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에서 민주적 기제의 부재로 성급 이. 4

하의 균등화가 아래로 갈수록 무력화되고 기층정부에서 재정의 공공재 공급으로

의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서술했다 민주적 기제가 없다면 재정의 균등. 

화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으며 재정이 공공재로 전환되기도 어렵다 본 절과 다, . 

음 절에서는 년대 이후에 이 문제들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를 2000

서술한다 논의의 대부분은 상하정부간 재정관계에 관한 것이다 년대 이후의 . . 2000

변화 대부분이 상하정부간 관계의 조정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 다룰 민주적 . 

기제를 통한 수평적 지방정부간 경쟁이나 재정 및 공공재 공급의 인센티브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장에서 서술했듯이 년대 후반 중국은 심화된 개혁 으로 발생한 개혁의 패  4 1990 ' '

배자들과 미성숙한 분세제 체제가 악화시킨 문제들로 국가 사회 관계의 위기가 -

심화되었다 농촌에서 불만의 원천인 농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 세비개혁. 

과 농업세 폐지는 기층정부들의 재정상황을 구걸을 해야 하는 재정 수준으로 추" " 

락시켰다 오이 등 에 따르면 년대 초반 집권한 후진타오 . (Jean C. Oi et al.) , 2000

정부는 이러한 위기로 인해 재정체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선택에 직면했다 지방. 

정부에 스스로 세입을 확충할 권리를 주거나 반대로 재정투입을 늘리면서 통제를 ,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후자를 선택했다 재정 연방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의외. . 

의 선택이었다 대량의 재정투입이 필요한 고비용의 정책 전환이었기 때문이다. .12) 

이러한 특징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할 재정적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상하

정부간 관계의 재조정에서 잘 드러난다.

촌장향관 촌 장부의 향급 정부 관리  (1) ( : )村賬鄉管

상급정부와 하급정부 간의 자율과 통제 사이의 균형은 오래된 문제였다 가장   . 

아래에 위치한 촌과 향진 정부의 관계부터 살펴보자 전국적으로 통일된 변화는 . 

아니었지만 년대 중반 다수의 지역에서 촌 장부의 향급 정부 관리, 1980 ' (村賬鄉
또는 촌 재정의 향급 정부 관리 현상이 발생했다 촌간부가 재정)' ' ( )' . 管 村財鄉管

12) Jean C. Oi, Kim Singer Babiarz, Linxiu Zhang, Renfu Luo and Scott 
Rozelle, "Shifting Fiscal Control to Limit Cadre Power in China’s Townships 
and Villages," The China Quarterly 211(2012), p.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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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낭비하는 행위를 막고 뒤쳐진 촌의 재정관리를 향진 정부가 개선한다는 명목

이었지만 실제로는 향진기업 건설의 경쟁에 내몰린 향진 정부가 촌의 재정을 자, 

의적으로 징발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향진 정부의 촌 장부 관리가 아니라 촌 . '

재정의 향진 정부 사용 으로 변질된 것이다 촌 재정을 관리할 인원을 ( )' . 村財鄉用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향진 정부의 인원과 비용이 증가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 때. 

문에 년대 말에는 향진 정부가 촌에 재정관리 권한을 반납하는 경우가 늘었1980

지만 이미 촌의 재정은 바닥나거나 용처를 확인할 수도 없게 된 뒤였다, .13) 분세 

제 개혁 이후 년대 후반부터 다시 촌장향관 현상이 고조되었다 이번에는 주1990 . 

로 세비개혁으로 재정압박에 처한 향진 정부가 예하의 촌에서 재정을 추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촌장향관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었다 촌은 최소한 법적으로는 정부조직이 아  . 

니라 촌민의 자치조직이다 헌법 에도 도시의 주민위원회와 농촌의 촌민위원회. 「 」

는 정부조직이 아니라 자치조직으로 명시되어 있다 년 발효된 촌민위원회 . 1988 「

조직법 시행 이하 조직법 에 따르면 향진 정부는 ( )( ( )) ( ) , 」 「 」村民委員會組織法 試行
촌민위원회를 지도하고 지지하고 도와준다고 규정된다 촌이 자치조직인 만큼 수, , . 

직적인 상하 정부관계가 아니다 또한 촌민위원회가 촌의 집체 경제조직이 독립적. 

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주권을 존중해야 하며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의 필요, 

한 비용을 처리하고 촌민회의의 결정을 통해 촌의 경제조직이나 촌민으로부터 기, 

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촌민위원회에 대한 감독권도 촌민과 촌의 경. 

제조직으로 규정했다 경제권은 촌 내부의 경제조직에 있으며 재정권은 촌민위원. , 

회에 있다는 것이다.

년 개정되어 공식 공표된 조직법 은 한 발 더 나아가 향진 정부가 법에   1998 「 」

13) , " , ," 1998 4 , p. 8; · , "郭道璋 村財鄉管 舊創未愈痛猶新 鄉鎮論壇 年 期 鄭偉 李政《 》 
“ ” “ ”," 1999 12 , p. 23; , "村賬鄉管 豈能變成 村賬鄉用 農村財政與財務 年第 期 沈玉林《 》 

촌장향관은 ," 2002 9 , p. 16. 村賬鄉管 豈能變成 村財鄉用 農村財政與財務 年第 期「 」 「 」 《 》 
촌의 재정업무와 자금 두 가지를 향진이 대신 관리한다는 의미로 으로도 불, ' '雙代管
린다 또한 촌장향관 촌재향관 은 구분없이 사용되지. ( , ), ( )村賬鄉管 村帳鄉管 村財鄉管
만 엄격하게 해석하면 차이가 있다 촌장향관이 촌의 장부를 향진이 관리한다는 의, . 
미로 재정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촌재향관은 촌의 재정을 향진이 관리한다, 
는 의미여서 향진이 촌의 행정을 보완한다는 의미보다 재정을 가로챈다는 의미로 들
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촌장향관이 주로 사용되는 듯하다 촌장향관의 중국. . 
어가 두 가지인 이유는 장부를 뜻하는 이 더 정확하지만 장막이라는 의미인 ' ' , ' '賬 帳
도 장부의 의미로 통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38

따라 촌민자치의 범위로 규정한 업무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또한 경. 

제와 재정에 대한 항목에서 촌민회의를 통해서 향진이 징수하는 통수 촌이 ( ), 統籌
징수하는 제류 와 같은 준조세의 징수와 사용 방법을 포함하여 촌 집체경제( )提留
가 벌어들인 수익의 사용 방법 경제 프로젝트의 시행 절차 등 촌의 자주권을 구, 

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촌장향관은 각 단위가 의무적으로 회계장부를 가지도록 . 

규정한 회계법 과 당사자가 스스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감사법( ) (「 」 「會計法 審
에도 맞지 않는다 촌장향관 하에서는 향진 정부가 자신의 재정에 편입된 ) . 」計法

촌의 재정을 스스로 감사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14)

반대할 명분이 있는데다 실제 폐단이 극심해 중국 정치상황에서는 보기 드물게   

촌장향관에 대한 공개적인 반론이 수시로 등장했다 최근에도 촌민위원회 관련 잡. 

지가 찬반논쟁을 특집호로 다룰 만큼 여전히 논쟁적이다.15) 촌민위원회 주임 향 , 

진 정부의 하급관리 등 기층관리들 중에서도 반대 입장이 많지만 향진과 촌이 정, 

부조직의 가장 하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반대 여. 

론과 상관없이 촌장향관 현상은 계속 확대되었다 오이와 자오. (Jean C. Oi and 

가 년대 중반 실시한 현지조사에서도 촌간부들은 더 이상 자신Shukai Zhao) 2000

의 재정 장부를 갖고 있지 않았다.16) 년 개정된 조직법 도 이전과 달리  2010 「 」

촌장향관의 현실을 반영하여 촌의 재정권을 후퇴시켰다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경. 

제분야 업무에 대한 감사와 감사결과 공표를 현급 정부 또는 향진 정부의 역할로 

명문화했다 촌장향관이 법제화된 것이다 개정 조직법 이 촌 재정의 감사 주. . 「 」

체를 향진 정부와 더불어 현급 정부까지 명문화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몇

몇 지역에서는 향진 정부를 건너 뛰어 촌 재정의 현급정부 관리 현상' ( )' 村財縣管
까지 등장했다.17)

14) , " ," 1998 10 , p. 42; · , "丁義堂 村財鄉管 有悖法律 中國民政 年 期 鄭明照 江太秋「 」 《 》 
," 2001 2 , pp. 53-54.村帳鄉管工作中存在的問題及對策 財會通訊 年 期《 》 

15) , 2011 5 , pp. 4-13.山西省農業科學院 村委主任 年 期《 》 
16) Jean C. Oi and Shukai Zhao, "Fiscal Crisis in China's Townships: Causes 

and Consequences," in Elizabeth J. Perry and Merle Goldman(eds.), 
Grassroots Political Reform in Contemporary China(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pp. 75-96.

17) , "“ ” ," 2009.2.17. A4 , 陳嵐樺 村財縣管 走出和諧新路 海南日報 版《 》 
http://hnrb.hinews.cn/html/2009-02/17/content_104714.htm 검색일 ( : 
2015.2.8.); · , " “ ” 41.3 ," 范仁碧 吳一臻 順昌 村財縣管 初顯成效追回規開支 萬 大武夷新《

2011.9.29. 聞網》 
http://www.greatwuyi.com/bdxw/content/2011-09/29/content_713969.htm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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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현 성급 정부의 현급 정부 관리 과 향재현관 향급   (2) ( : ) ( : 省管縣 鄉財縣管
재정의 현급 정부 관리)

후진타오 정부에서의 촌장향관의 시행 확대는 그 자체로 독립된 정책은 아니었  

다 년대 후반 이후 촌장향관의 부침에서 보듯이 중앙정부는 촌장향관에 깊. 1980

이 개입하거나 통일된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위의 상급정부에서 시. 

작된 재집중화의 논리가 아래에까지 반영되어 후진타오 정부 시기 촌장향관이 강

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년대 재집중화와 관련된 진정 새로운 변화는 성관현. 2000

과 향재현관 등 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앙 성급 지급 현급 향급의 수직적 정부체계에서 지급의 위치는 모호하다  - - - - . 

사실 헌법 의 행정구역 구분에 지급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근본적으로 중국. 「 」

의 거대함 때문에 성급과 현급의 규모 차이가 너무 커서 성급이 현급을 직접 관

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둘 사이를 연결하는 다. 

양한 조치들이 시도되었다 사회주의 중국 건국 이후에도 마찬가지여서 성급과 현. 

급 사이의 행정구분은 수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급 행정구역의 가장 근접한 기원. 

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수립된 지구혁명위원회 였다 이는 흔히 줄( ) . 地區革命委員會
여서 지구 로 불렸다 개혁 개방 이후 문화대혁명의 잔재인 지구가 폐지되고 ' ( )' . 地區 ‧
지급 시가 급격히 증가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지만 성급 현급의 수직체계에 . , -

지급 시가 삽입된 성급 지급 현급 체계로서 지급 시가 현급을 관리하는 시관현- - "

이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을 양분( )" . , 市管縣
하여 도시가 농촌의 발전을 이끈다는 개혁 개방의 전략과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
다.18)

년대 이후 시관현은 더욱 확대되어 년대 초반에는 대부분의 현이 시  1990 , 2000

관현 체제에 속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시관현의 문제점도 심화되었다 지급 시들. . 

은 기다란 수직적 정부관계의 중간에서 아래 현급 정부들을 지원하기보다는 재정

색일: 2015.2.8.).
18) · , : ( , 2013), pp. 潘小娟 呂芳 攻堅 聚焦省直管縣體制改革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지급에 해당하는 소수민족 지역인 자치주 들과 네이멍구의 멍3-21, 42-43. ( )自治州
은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성관현 개혁에서도 예외적인 지역이다 현급 소수민족 ( ) , . 盟

지역에 해당하는 자치현 들과 네이멍구의 치 도 행정구역 개혁과는 별도의 ( ) ( )自治縣 旗
논의가 필요다 여기서는 이들 소수민족 지역들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행정구역에 한. 
정하여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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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원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았다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미숙한 분세제 체제가 . 

현급과 향급의 재정곤란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2002

년부터 여 개의 성급 정부가 현급 정부를 강화하는 권한 확대와 현급 강화 즉 20 ' ', 

확권강현 개혁을 시작했다 지급 행정체계의 폐지 현급 농촌지역의 ' ( )' . , 擴權強縣
도시지역인 구 로의 전환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시행가능성을 ( ) , 區
고려하여 실제 추진된 것은 성급 정부가 지급 시를 건너 뛰어 현급 정부를 직접 

통제 관리하는 성관현 이었다' ( )' .‧ 省管縣 19) 성관현은 점점 확대되어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 공동 명의의 년 중앙 호 문건 지방정부 기구개혁에 관한 의견2008 12 (「 關
과 년 중앙 호 문건을 통해 공식적인 정책 방) 2009 1」於地方政府機構改革的意見

향으로 확정되었다 같은 해 재정부의 성의 현 재정 직접 관리 개혁의 추진에 . 「

관한 의견 이하 의견 에서 년( ) ( ) 2012」 「 」關於推進省直接管理縣財政改革的意見
말 이전에 민족자치 지역을 제외하고 성관현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

정하기에 이르렀다.

성관현은 전국적으로 획일적 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년 재정부  " ( )" . 2009一刀切
의 의견 에 따르면 획일적으로 실시하지도 않아야 한다 중국의 한 연구에 따, . 「 」

르면 성관현의 시행 내용에 따라 성급 정부들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 

있으며 이에 따라 성관현의 발전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 .20)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 

더라도 성관현의 핵심이 재정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의견 에 따르면. , 「 」

먼저 성급 지급 현급이 지출책임을 나누어 이에 따라 재정수입의 범위를 정해야 한‧ ‧
다.21)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일치하도록 직권을 명확히 하여 현급 정부의 재정 

19) , ( , 2011), pp. 何逢陽 擴權改革中縣級政府財政收支策略研究 上海人民出版社《 》
56-60.

20) 이들에 따르면 소수민족 인구 비중이 높고 경제 · (2013), pp. 127-144. , 潘小娟 呂芳
가 낙후된 구이저우 간수 네이멍구 신장 칭하이 닝샤 시짱 등 개 성급 지역은 , , , , , , 6
성관현이 실시되고 있지도 않고 실시되어서도 안 된다, .

21) 흥미롭게도  (2010), 163-168; · (2013), pp. 90-96. (2010), p. 李萍 潘小娟 呂芳 李萍
에 게재된 의견 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의견 과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165 . 李萍「 」 「 」

은 사실상 재정부에서 출간한 도서로 편집 기간이 의견 이 내부적으로 수정(2010) 「 」
되는 기간과 겹쳐 최종본이 아닌 수정 과정에 있던 의견 이 그대로 게재된 듯하다. 「 」

의 의견 은 발표된 의견 과 달리 지급 현급의 조세 및 비조세 수입을 (2010) , 李萍 「 」 「 」
중앙과 성급의 몫을 제외하고 모두 지급 현급의 소유로 귀속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 
에 보듯이 이는 현재의 성급으로부터의 재정이전 확대를 통한 현급 정부 강화와는 
반대로 지급 현급의 재정 자급능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다 만약 이러한 추론이 , . 
맞다면 이 시기까지 중국 정부 내부에서 재정개혁 방향과 관련하여 상반된 견해들이 , 
충돌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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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을 예방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재정이전 예산 및 결산 등에서 성급과 현급을 . , 

직접 연결하여 지급 시의 개입을 차단했다 심지어 지급 시와 현급 간의 일상적인 . 

자금 왕래를 취소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지급 시의 현급 정부들에 대한 . 

재정 권력은 거의 소멸된 것이다.

정부간 상하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보다 인사권이다 성관현이 인사권  . 

까지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성관현이 가장 먼저 실시된 저장성의 경우에. 

는 성급 당위원회가 현급 당서기와 현장에 대한 선발임용권을 행사하고 있다.22) 

년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실이 하달한 현급 당위원회 서기 대오 건설의 강화2009 「

에 관한 약간의 규정 은 현급 당서기 선( )」關於加強縣委書記隊伍建設的若干規定
발임용시 성급 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상반기까지 이를 제도화하, 

도록 했다 다만 지급 당위원회의 현급 당서기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는 그대로 유. 

지된다 성관현의 인사권으로의 확대가 심의가 아닌 실제 선발이나 현장을 비롯한 . 

현의 다른 당정 간부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인사권에서도 지급의 . 

현급에 대한 권한이 축소되고 성급의 권한이 확대된 점은 분명하다, .

성관현과 함께 향진 정부의 재정을 현급 정부의 재정 담당부서가 관리하는 향  '

재현관 도 병행되고 있다 향재현관은 세비개혁 개시와 함께 년부( )' . 2000鄉財縣管
터 안휘성 등에서 확대되었다 농민부담의 가장 직접적인 피의자인 향진 정부로부. 

터 재정 권한을 빼앗아 현급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농민부담을 줄이고 향진의 재정, 

관련 부서와 인원의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을 통해 세비개혁으로 인한 재정 감소

에 대응한다는 논리였다 년 재정부가 발표한 향재현관 업무의 진일보한 . 2006 「

추진에 관한 통지 이하 통지 에 따라 ( ) ( )」 「 」關於進一步推進鄉財縣管工作的通知
재정 규모가 크거나 재정관리 수준이 높은 향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향재현관

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었다 통지 에 따르면 향진 정부의 재정 소유권과 사용. , 「 」

권은 유지되나 예산 회계는 현급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향진 정부는 금융기관, 

에 계좌를 가질 수 없으며 현급정부가 대신 재정계좌를 관리한다 예산편성과 물, . 

자구매 등도 현급 정부의 지도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

22) · (2013), pp. 183-184.潘小娟 呂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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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급 정부의 부상  (3) 

성관현과 향재현관의 사이에서 현급 정부가 지방정부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현  . 

급의 부상은 정부간 재정관계 이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년 장쩌민 당시 . 2002

총서기의 차 당대회 보고는 농촌경제 번영과 관련하여 농산품 가공업을 발전16 "

시켜 현구역 경제 를 강화한다 고 언급했다 년 중앙 호문건은 소( ) " . 2004 1縣域經濟
도시 경제번영 관련 서술에서 소도시화 건설이 현구역 경제의 강화 향진( ) , 小城鎮
기업 발전 농업의 산업화 경영 주민이주 등과 결합하여 농민의 소도시 진출과 , , 

산업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농촌 건설과 관련해서도 년 중앙 . 2006 1

호문건 등에서 현구역 경제가 등장한다.

년대 중국의 삼농정책 도시화 농촌의 산업화 추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2000 , , 

있으며 현급 정부의 부상도 이와 관련된다 중국은 삼농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농 , . '

일체화 발전 을 통한 농촌의 도시화 와 농민의 도시민화 를 추진하고 ( )' ' ' ' '城鄉一體化
있다.23) 도시가 농촌의 발전을 이끄는 시관현 시기의 방식이 아니라 농촌을 소도 , 

시화 하고 농업을 산업화하는 것이다 현급 정부가 이러한 임무를 수행( ) . 小城鎮化
하는 행정적 중추로 부상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급 . 

정부가 농촌 지역을 압박하는 시관현을 전환하여 확권강현 이라는 이름으로 현급' '

을 강화하는 성관현이 추진되었다 향급은 소도시화와 산업화를 추진하기에 너무 . 

작은 단위이며 농민부담에서 봤듯이 국가 농민 관계 악화의 주범이었다 현은 성, - . 

과 함께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지방정부의 등급이기도 하다.24) 현급  

정부의 역할 확대는 비용절감을 위한 정부구조 개편이라는 행정정책일 뿐 아니라, 

삼농문제 해결 도시화 농업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거대한 전략의 일부인 것이, , 

다.

23) 조영남 (2013), pp. 125-126.
24) 현과 성의 역사에 대해서는  · (2013), pp. 3-28.潘小娟 呂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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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정부 등급별 재정지출 비중< 5-2> 

연도별 정부 총지출( =100)

출처 에서 계산: , ( , 2014), p. 78 .《 》陶勇 中國縣級財政壓力研究 復旦大學出版社

그림 를 통해 년대 이후 재정적 측면에서 현급 정부의 부상을 확인  < 5-2> 2000

할 수 있다 현급의 재정지출이 급증해 전체 재정의 약 에 육박하고 있다 대. 40% . 

조적으로 향급은 계속 축소하고 있다 재정이 집중된 현급은 농촌 공공재 공급의 . 

중추가 되었다 장에서 봤듯이 분세제 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세. 3

수반환 및 재정이전과 연관된다 표 를 통해 재정의 흐름을 더 구체적으로 . < 5-2>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일반예산지출에 대한 일반예산수입의 비중인 재정자. 

급능력을 통해 일반예산지출에서 세수반환과 재정이전의 비중을 대략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으로 갈수록 상급정부로부터 받는 세수반환과 재정이. 1 0

전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1 . 

을 넘어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면 상급정부에 대한 상납액이 세수반환과 재정이1 , 

전보다 오히려 많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세수반환의 양이 갈. 

수록 줄기 때문에 사실상 이는 재정이전의 추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현급 . 

재정지출의 절반 정도는 재정이전을 통한 수입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년 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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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장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한 보고에서도 확인된다 현급의 . 

재정지출이 정부의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년에 이미 에 도2011 40%

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년 현급 일반예산지출액은 조 천 백억 위안이. 2011 4 7 9

었으며 현급에 대한 상급정부의 재정이전은 조 천 백억 위안이었다, 2 6 3 .25) 현급 

에 대한 재정이전 액수가 현급 재정지출의 약 규모인 것이다54.9% .

표 각급 정부의 재정자급능력 년< 5-2> (1994~2012 )

재정자급능력 일반예산수입 일반예산지출= /※ 

출처: "1994 -2012 ," 2014 1《 》 年 年各級政府財政自給能力情況 地方財政研究 年
, p. 81.期

25) " ," 2012.8.30. 國務院關於縣級基本財力保障機制運行情況的報告 中國人大網《 》 
http://www.npc.gov.cn/huiyi/ztbg/gwygyxjjbclbzgzqkbg/2012-08/30/content_1735734.
htm 검색일 제시된 현급 일반예산지출액을 ( : 2015.3.5.). 國家數據《 》

의 년도 전체 일반예산지출액 조 천 백 억 위안으로 (data.stats.gov.cn) 2011 10 9 2 47
나누어 계산하면 약 이다 중국의 지방재정 통계에서 향급까지 현급 재정에 43.85% . 
포함해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보고서에서도 정확한 언급은 없으나 향급이 포함, 
된 듯하다 향급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축소와 현급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 
할 때 년도보다 비중이 증가한 것은 확실하며 최소한 에 육박한 것으로 , 2010 , 40%
보인다.

중앙 성급 지급 현급 향급
1994 1.66 0.41 0.75 0.45 0.84 
1995 1.63 0.47 0.72 0.48 0.95 
1996 1.70 0.54 0.73 0.50 1.00 
1997 1.67 0.54 0.73 0.50 1.00 
1998 1.57 0.51 0.75 0.52 0.98 
1999 1.41 0.47 0.73 0.54 0.92 
2000 1.27 0.47 0.73 0.53 0.88 
2001 1.49 0.47 0.73 0.51 0.81 
2002 1.53 0.51 0.66 0.43 0.77 
2003 1.60 0.55 0.67 0.43 0.82 
2004 1.84 0.57 0.72 0.46 0.80 
2005 1.89 0.57 0.71 0.47 0.77 
2006 2.05 0.63 0.70 0.46 0.83 
2007 2.43 0.68 0.72 0.46 0.87 
2008 2.45 0.64 0.70 0.42 0.89 
2009 2.35 0.55 0.65 0.40 0.95 
2010 2.66 0.57 0.65 0.41 1.03 
2011 3.11 0.58 0.67 0.44 1.05 
2012 2.99 0.60 0.66 0.4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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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현의 개혁 내용과 그림 표 를 통해 현재 중국 농촌의 재정과   < 5-2>, < 5-2>

공공재 공급이 주로 중앙 성급 현급의 재정이전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할 - -

수 있다 중앙정부가 성급으로 재정이전을 하면 성급은 지급을 거치지 않고 현급. , 

에 재정을 이전한다.26) 향급의 공공재 공급 기능은 대폭 축소되었다 만약 향급의  . 

재정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급능력이 에 근사한다면 이는 향진 정부 자체1.0 , 

의 세수수입 등이 증가해 실제 재정자립도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 

재정지출 비중이 줄어들면서도 자급능력이 오히려 에 근사한다는 것은 향진 1.0

정부가 상급정부로부터 거의 재정을 이전받지 못하고 역할이 축소될 뿐이라는 점

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들도 향진 정부들이 세비개혁 과정에서 정책적 의도와 달. 

리 재정적으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대부분의 기능을 상실한 , "

빈 껍질 이 되어버렸다고 평가한다(hollow shells)" .27) 향진 정부가 빈 껍질 이 되 " "

었다는 평가는 정확하지만 앞서 봤듯이 향진 정부의 축소는 단순히 세비개혁이 , 

가져온 의도치 않은 결과는 아니다 년대 이후의 삼농정책 도시화 농업 산. 2000 , , 

업화 등의 정책변환을 위한 현급 정부의 확대가 가져온 논리적 결과이자 어느 정

도 의도된 정책변화였다. 

지급을 우회하는 것은 도시 중심의 지급 시가 농촌 정책을 주도하면 도시의 농  , 

촌 약탈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관현을 중심으로 한 현급 정부의 강화는 . 

성급이 직접 현급에 재정을 공급하고 현급을 삼농정책 도시화 농업 산업화의 중, , , 

추로 삼으려는 의도이다 도시 정책과 농촌 정책을 분할하여 농촌 정책이 독립적. 

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급에 재정이 집중된다 성급의 현. . 

급에 대한 재정투입을 보장하기 위해 년 월 국무원은 재정부의 현급의 2013 12 「

기본 재정능력 보장 기제의 조정과 개선에 관한 의견(關於調整與完善縣級基本財
이하 의견 을 하달했다 년부터 현급의 재정 수준) ( ) . 2014 , 」 「 」力保障機制的意見

현급의 성급 재정 비중 현급 재정의 균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기준미달인 , 

성급정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해당 성급에 이전하는 균형성 재정이전과 세수

26) 물론 지급에서 현급으로의 재정이전이 대폭 축소된 것이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 
니다 하지만 성관현 체제는 지급이 자신의 정책 실행을 위해 현급에 지급하는 지정 . 
이전도 성급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7) John James Kennedy(2007); Jean C. Oi et al.(2012); Linda Chelan Li, 
"Working for the Peasants? Strategic Interactions and Unintended 
Consequences in the Chinese Rural Tax Reform," The China Journal 
57(2006), pp. 89-106; Graeme Smith, "The Hollow State: Rural Governance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203(2010), pp. 6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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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축소하고 중앙정부가 해당 현에 직접 재정을 공급할 수도 있다고 통보했, 

다.

일반이전의 확대  (4)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재정이전 중 일반이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다 장의 그림 에서 확인되듯이 년대 이후 재정이전 중 일반이전의 . 3 < 3-7> 2000 , 

비중 증가와 지정이전의 비중 축소는 분세제 체제의 지속적인 추세이다 최근 일. 

반이전의 증가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년 의견 은 성급의 하급정부에 대. 2013 「 」

한 재정이전 중 일반이전을 증가시키고 그 중에서도 균형성 재정이전의 양과 비, 

중을 늘리도록 했다 지정이전 항목은 축소 병합하고 규모도 제한하도록 했다 특. . ‧
히 재정곤란 지역의 일반이전을 중점적으로 늘리도록 규정했다 일반이전은 미리 . 

정해진 공식에 따라 재정을 이전하기 때문에 상급정부가 하급정부에 대한 재정 

공급을 자의적으로 변동하기 어렵다 하급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 

그 중에서도 균형성 재정이전은 말 그대로 균등화 효과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일

반이전이다 일반이전의 확대는 의견 에서도 밝혔듯이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 」

의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하급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급 이하의 균등화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정이전은 상급정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작동할 수 있고 재정이 공공재 공급  , 

으로 전환되지 않고 유용될 가능성도 높다 류밍싱 등 에 따. (Mingxing Liu et al.)

르면 후진타오 정부의 지속적인 통제 및 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들은 , 

여전히 하급정부의 재정을 가로채고 부담은 아래로 전가하면서 다양한 통제 및 

감독의 회피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주민의 선호보다 행정관. 

리들의 충성이 정부 운용에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관리들에게 충성의 대가, 

를 제공할 재정 수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28) 사실상 체제의 문제로서 근본적 

인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상급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지정이전을 

축소하고 감독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28) Mingxing Liu, Juan Wang, Ran Tao and Rachel Murphy, “The Political 
Economy of Earmarked Transfers in a State-Designed Poor County in 
Western China: Central Policies and Local Responses,” The China 
Quarterly, 200(2009), pp. 97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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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전 확대와 지정이전 축소라는 정책 방향은 년 월 국무원이 발표  2014 12

한 중앙의 지방에 대한 재정이전 제도의 개혁과 개선에 관한 의견(「 關於改革和
이하 의견 을 통해 중앙의 성급에 대) ( )」 「 」完善中央對地方轉移支付制度的意見

한 재정이전을 포괄하여 재정이전 전체의 정책방침이 되었다 의견 은 현대재. 「 」

정제도 수립이라는 목표 하에 지역간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주요 목표로 제

시한다 핵심은 년 의견 과 동일하게 일반이전을 증가시키고 지정이전에 . 2013 「 」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정이전을 축소하기 위해 중앙의 직권으로 구분된 .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중앙에 재정을 배정하여 중앙이 직접 수행하도록 했

다 지방의 직권에 해당하는 사항은 가능한 한 일반이전으로 모두 전환하여 지방. 

이 지출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지정이전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했다 특히 일반. . 

이전의 비율을 재정이전의 이상으로 증가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60% 

다.

재집중화 자율성의 확대  (5) ? ?

촌장향관 향재현관 성관현의 일련의 상하정부간 관계의 재조정은 행정적으로  , , 

만 보면 촌부터 성급까지 단계적으로 하급정부의 재정권력이 상급정부로 이동한 , 

것처럼 보인다 촌장향관과 향재현관은 농촌 지방정부의 재정을 해당 지방정부가 . 

아닌 상급정부의 재정 담당 부서가 통제 및 감독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는 중국. 

에서 티아오 로 불리는 수직적 관료제와 콰이 라고 불리는 수평적 관료제 ' ( )' ' ( )'條 塊
사이의 이른바 티아오 콰이 관계 의 재조정이다 즉 재정부문이 콰이- (' ') . ' '條塊關係
의 수평적인 소속 지방정부보다 티아오 의 수직적인 상급정부의 재정 부문에 의해 ' '

통제 및 감독되도록 한 것이다.29) 년대 이후 지방정부들의 지방 보호주의 2000 , 

를 억제하고 정책이행을 표준화하기 위해 감독기구들이 성급(local protectionism)

으로 집중화되는 이른바 연성 집중화 가 진행되기도 했다' (soft centralization)' .30) 

결국 수직관리 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오이 등은 년대의 분권화' ( )' . 1980垂直管理
와 달리 년 분세제 개혁 이후로 재정뿐 아니라 기층정부의 행정까지 포함하1994

29) 티아오 콰이 관계에 대해서는  - Kenneth Lieberthal, Governing China: From 
Revolution Through Reform(2nd ed.)(New York : Norton, 2004). pp. 186-188

30) Andrew C. Mertha, "China's "Soft" Centralization: Shifting Tiao/Kuai 
Authority Relations," The China Quarterly 184(2005), pp. 79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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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속적으로 재집중화 가 진행되었다고 평가했다(recentralization) .31)

이러한 평가들은 중국 당국의 평가나 일반이전의 확대와 모순된다 확권강현 이  . ' '

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성관현은 현급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강화하

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지정이전의 축소와 일반이전의 확대는 지방정부의 자율. 

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현급에 재정이전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현급의 , 

자율성에 더욱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동시에 재집중화와 자율성 강화라는 . 

상반된 평가가 어떻게 가능한가 확권강현 은 단지 중국 당국의 수사적 표현일 ? ' '

뿐인가 현급의 강화가 년대 이후의 거대한 정책변환의 논리 속에서 도출되? 2000

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수사로 보기는 어렵다 이 모순은 다층적이며 수직적 경쟁. 

이 허용되지 않는 중국의 상하정부간 관계를 고려하면 이해될 수 있다 현급의 자. 

율성 확대를 전반적인 상하정부간 관계의 분권화 확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그렇? 

지 않다 현급의 자율성 확대는 상하정부간의 수직적 복종관계로 인해 향진 정부. 

에는 집중화로 작용할 수 있다 현급 정부의 권력과 자율성 증가는 향진 정부의 . 

권력과 자율성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 반대로 향급 정부가 빈 껍질 이 되었다고 . " "

이를 무조건적인 분권화의 쇠퇴와 집중화의 강화로만 볼 수는 없다 이제까지 봤. 

듯이 현급 정부는 강화되고 있으며 지급 정부로부터 더 많은 자율성을 획득하고 

있다 당 국가 체제 하의 수직적이고 다층적인 상하정부간 종속 관계로 인해 단. -

정적으로 전체 정부구조의 재집중화와 분권화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촌의 재. 

정권 상실 향급의 약화 현급의 부상 등과 같이 상하 층위별로 상이한 변화를 종, , 

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주적 기제의 부재 지속3. 

년대 이후 재정 거버넌스의 변화 대부분은 상하정부간 관계의 조정이었다  2000 , . 

수평적 지방정부간 관계와 재정의 공공재 전환과 관련된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관리의 업적 평가 기층선거의 축소 호구제도 개혁을 살펴보, , 

겠다.

31) Jean C. Oi, Kim Singer Babiarz, Linxiu Zhang, Renfu Luo and Scott 
Rozell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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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리의 업적 평가와 안정구매 전략  (1) 

장에서 민주적 기제의 부재로 지방관리들이 정치적 업적과 경제성장을 두고   4

경쟁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재정의 공공재로의 전환을 왜곡한다는 점을 서술했다. 

지방관리들에 대한 평가는 상급 당위원회가 결정한다 따라서 업적평가의 기준이 . 

지방관리들과 지방정부의 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업적평가에 따. 

라 수평적 지방정부간 경쟁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간부 업적평가의 구. 

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는다 현지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단편적 정. 

보가 흘러나올 뿐이다 간부평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점은 당서기 개인의 결정에 . 

따라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서기 교체로 평가 내용이 달라지기도 . 

한다.32) 하지만 인사권이 공산당의 가장 핵심적인 권력수단인 만큼 주요 방침은  

중앙정부부터 향진 정부까지 일관될 수밖에 없다.

표 은 한 현급 당위원회의 예하 향진 당정간부들에 대한 평가 기준의 변  < 5-3>

화를  정리한 것이다 드물게 구체적인 내용과 배점이 공개되어 검토할 가치가 .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영하여 기층 당간부들에 대한 평가 내용과 배점이 조. 

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년에도 경제지표가 업적 평가의 요소로 지속되고 있. 2008

지만 배점이 축소되고 지표를 더 구체화했다 양적 평가보다 질적 평가를 강조하, . 

고 양적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한 것이다 공산당의 조직 이념은 여전히 간부평, . , 

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년과 년 사. 1997 2008

회안정이 단일항목으로는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년대 . 1990

중후반부터 악화된 국가 사회 관계를 개선하려는 공산당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

것이다 년에는 신농촌 건설 도시화 사회보장 등 삼농정책과 기본 공공서비. 2008 , , 

스 균등화와 관련된 정책도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인명 , ( , 2010), pp. 127-129. , 馮軍旗 中縣幹部 北京大學社會學系博士學位論文《 》
지명을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라고 익명 표기한 연구대상 지역, ' '北山市中縣
은 허난성 난양시 신예현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년 월( ) ( ) . 2008 3南陽市 新野縣
부터 약 년 동안 동지역에서 부향장 현장조리 등의 임시직위 를 수행하며 현 2 , ( ) , 掛職
및 향진 간부들의 정치생애 특히 승진제도를 주제로 삼아 연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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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현 당위원회의 산하 향진 간부에 대한 업적 평가 변화< 5-3> ' ( )' 中縣

일부 자료의 누락으로 배점의 총합이 총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정리한 . ※ 
내용은 년 사이의 모든 변화가 아니라 비교적 상세한 세부내역이 1987-2008 , 
서술되고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세 시기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출처: (2010), pp. 130-131.馮軍旗

공산당이 년 톈안먼 사건과 년 소련 붕괴 이후에 안정이 모든 것에   1989 1991 "

우선한다 는 원칙을 수립하고( )" ,穩定壓倒一切 33) 앞서 봤듯이 실제 사회안정을 중 

33) 조영남 (2009), p. 34.

연도 총점 내용 및 배점

1987 1000

물질문명 1. 600
농업 농업 총생산액 식량 농민 평균 순수입 (300): 100, 80, 40, ① 

경제작물 임업 목축수산업 빈곤구제 20, 10, 20, 30
공업 공업 총생산액 향진기업 예산내 공업 기업 (250): 110, 70, ② 
상품 소매 및 외부판매 점40, 30

재정(50)③ 
정신문명 2. 400

당건설 문명단위 산아제한 사회종합 거버넌스 교90, 40, 70, 80, 
육업무 안보 및 비밀 보호 신방 현 당위원회와 현 정30, 20, 30, 
부의 임시 안배 업무 30

1997 2000

농업 향진기업 재정수입 자본유치 농민 평균300, 200, 200, 100, 
수입 환경보호 토지 통제 당건설 정신문명 건100, 80, 50, 200, 
설 사회안정 소강촌 건설 현 당위원회 및 현 정부200, 350, 50, 
의 지시 업무 100
별도 경쟁 향진기업 발전 농업시범구 목재 과수 생산 총 ( ) , , · 300

2008 2000

경제지표 1. 200
생산총액 성장 비공유제 경제 비율 공업 증가액과 이윤 성장 농, , , 
민 평균 현금수입과 사회고정투자 증가 등.

중점업무목표 2. 1000
공업경제 신농촌건설 도시화 재정업무 점 자350, 160, 140, 150 , 
본유치 점 사회보장 및 지속가능발전 점100 , 100

당건설 정신문명 사회안정 3. , , 800
기층조직 건설 당 기풍 및 청렴정치 선전사상 사100, 100, 100, 
회안정 통일전선 국방 노동조합 농민부담 임시 중점 380, / / 80, 20, 
업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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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간부평가 지표로 삼으면서 간부들의 행태도 변화했다 승진을 위해서 사회안. 

정을 유지해야만 하는 지방관리들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저항에 대한 타협을 

시도하고 공공재 공급을 통해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한다 지방정부들은 따로 , . '

안정유지 자금 을 예산에 편성해서 분노한 시민들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 )'維穩資金
급박한 공공재를 공급하고 있다 돈으로 평화를 사는 안정구매 전략. ' ( )' 花錢買平安
이다 불만과 저항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비영합 상황으로 만들. (non-zero sum) 

어 국가 사회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립이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교환과 이익의 - , 

게임이 되도록 비정치화 하는 것이다 한 연구자는 이를 통해 기' (depoliticization)' . 

층에서 권위주의적 당 국가 체제가 안정될 수 있는 미시적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

평가한다.34) 물질적 양보와 공공재 공급을 통해 안정을 도모하는 지방정부들의  

행태는 재정의 확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년대 이후 재정능력 . 2000

확보를 통한 공공재에 대한 재정투입의 증가와 균등화의 심화는 권위주의 당 국-

가 체제의 안정유지를 위한 거시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정간부들과 지방정부들의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침과 재정 조건의 개선에 따라 대응방식이 변경된 것. 

이지 지방정부와 간부들이 주민들의 지지가 아닌 정치적 업적과 경제성장을 목표

로 경쟁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회안정을 위해 공공재가 추가로 공급될 . 

수는 있으나 지방정부와 지방관리들에게 여전히 주민들은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 

는 고객이나 지지를 획득해야 하는 시민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골치 아픈 문제, " "

일 뿐이다.35)

직접선거의 축소와 한계  (2) 

주민들의 선호가 반영되기 위한 최선의 제도는 직접선거이다 중국에서도 직접  . 

선거는 제한적이지만 계속 존재했다 비록 정치적 격변으로 년에 중단되었지. 1957

만 사회주의 중국 수립 직후부터 향진의 인민대표대회 선거는 직선제였다 개혁, . ‧
개방 이후인 년 전국인대 및 각급 지방인대 선거법 지방인대 및 지방1979 , 「 」 「

34) Ching Kwan Lee, Yonghong Zhang, "The Power of Instability: Unraveling 
the Microfoundations of Bargained Authoritarianism in Chin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118:6(2013), pp. 1475-1508; · , " : 張永宏 李靜君 製造同意 基層

," 2012 7 , pp. 5-25.政府怎樣吸納民眾的抗爭 開放時代 年 期《 》 
35) Graeme Smith(2010), p.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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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정부 조직법 이 제정되면서 직접선거가 현급 이하 지방인민대표대회까지 확」

대되고 제한적인 경쟁선거 가 도입되었다( ) .差額選舉 36) 직접선거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농촌의 촌민위원회 선거였다 년부터 촌민위원회가 건설되기 시작. 1982

하여 년 촌민위원회 조직법 시행 이 통과되면서 년부터 촌민위원회1987 ( ) 1988「 」

의 직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년 촌민위원회 조직법 이 정식 통과. 1998 「 」

되면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촌민위원회에서 촌장을 촌민의 직선제로 선출한다. 

도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년부1998

터는 도시 지역의 자치조직인 사구주민위원회의 직접선거도 확대되었다.37)

년 공산당 차 당대회에서 기층민주의 확대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일부   1997 15

농촌 지역에서 촌민위원회를 넘어 향장과 진장 심지어 현장까지 직접선거가 확대, 

되었다 자생적으로 발생한 이러한 직접선거들은 당국을 당혹스럽게 했다 법적으. . 

로도 향장과 진장 이상은 지방인대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 

년부터 직선제 개혁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으나 후진타오 시대에도 공산당 2001 , 

중앙이 관망의 자세를 취해 일부 지방에서 꾸준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현재 직선. 

제 확대 현상은 중단된 상태다.38)

직접선거의 양적 확대 여부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당 국가 체제에서 하  -

급정부 수장의 직선제가 민주적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직접선거의 . 

양적 확대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년부터 공산당은 촌 당지부와 촌민위원회의 2002

교차 겸직을 장려했다 여기에는 두 조직의 최고권력자인 촌 당지부 서기와 촌민. 

위원회 주임의 겸직도 포함된다 기층에서 당정 분리가 아니라 당정 융합 속칭 . , ( '

을 촉진한 것이다') .一肩挑 39) 이렇게 되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촌장이 주민 , 

들의 선호를 반영하기보다는 상급 공산당의 지시를 따른 가능성이 높다 중국 당. 

36) 이에 대해서는 조영남 중국 의회정치의 발전 지방인민대표대회의 등장 역할 선 , : 『 ‧ ‧
거 폴리테이아 이정남 중국의 기층선거와 정치개혁 그리고 ( , 2006), pp. 161-166; , , 』 『
정치변화 폴리테이아( , 2007), pp. 106-111.』

37) 이정남 촌장 은 촌민위원회 주임 이라는 공식명칭의 속칭이다 (2007), PP. 33-79. ' ' ' ' .
38) 조영남 (2013), PP. 151-158.
39) , “" ", " " " " : 董江愛 兩票制 兩推一選 與 一肩挑 的創新性 農村基層黨組織執政能力建設的

이와 관련된 문건은 년 ," , 2007 6 , pp. 73-76. 2002機制創新 社會主義研究 年第 期《 》
촌민위원회 선거업무의 진일보한 개선에 관한 통지(關於進一步做好村民委員會換屆「

이다 는 한 사람이 막대 양쪽 끝에 짐을 두 개 매달고 이) . ' '選舉工作的通知 一肩挑」
동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이 두 조직을 동시에 책임진다는 의미다 이와 동일한 뜻. 1 . 
으로 두 개의 집단이 한 세트의 사람과 말처럼 행위한다는 도 ' , '兩套班子 一套人馬
촌 당지부와 촌민위원회의 인적 통합을 언급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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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직접 선거를 확대할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실질적인 , 

직접선거가 유일하게 유지되는 농촌의 촌 수준에서도 직접적인 정치 참여보다 공

산당 조직 강화를 우선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40)

중국이 촌민자치보다 당조직 강화를 우선하고 직접선거의 확대를 억제한 배경  , 

에는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통해 지방간부들의 부패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직접선거의 실용주의적 목적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 현. 

지조사에 기반한 중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촌민선거를 시행한다고 해서 유의미하, 

게 공공재 공급이 개선되거나 행정지출이 감소되지 않았다 당 국가 체제가 유지. -

되는 한 직선제로 선출된 정부 수장이 실제 실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별도의 문, 

제이기 때문이다.41) 직접선거로 선출된 관리라도 당 국가 체제의 실제 권력구조 -

에서 공산당과 상급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기는 어렵다 선출된 관리가 정말로 . 

주민들의 선호를 더 중요시한다면 공산당과 상급정부로서는 더욱 곤란할 것이다, .

심지어 촌민위원회 선거가 농촌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기  

도 한다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에서 촌민위원회 선거는 파벌 계파 가문 간의 투쟁. ‧ ‧
이 되어 공동체 내부의 파열을 확대하고 갈등이 폭증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선, . 

출된 권력인 촌민위원회 주임과 공산당이 위임한 권력인 당서기가 갈등하는 이른

바 두 위원회 문제도 종종 농촌을 혼란에 빠트린다" ( )" .兩委 42) 직접선거의 효과가  

분명치 않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위 선거피로' ( )' 選舉疲勞
현상이 출현하고 있다.43) 농촌은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선거와 같은 민주적 집단 

행동의 비용이 높은 데 반하여 선거의 효용은 확실하지 않아 농민들이 갈수록 참

여에 소극적이 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참여의 감소는 직접선거의 민. 

주적 기능을 더욱 위축시켜 다시 참여의 동기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40) Gunter Schubert and Anna L. Ahlers,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at 
the Grassroots: Chinese Village Elections in Perspective(Lexington Books, 
2012), pp.163-168.

41) , , , , " ," 張曉波 樊勝根 張林秀 黃秀焜 中國農村基層治理與公共品提供 經濟學季刊《 》 
2003 4 , pp. 947-960; Xiaobo Zhang, Shenggen Fan, Linxiu Zhang, 年第 期
Jikun Huang, "Local governance and public goods provision in rural 
Chin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두 논문은 동일 88(2004), pp. 2857-2871. 
한 내용이다.

42) , ( 2010), pp. 188, 239-241.溫鐵軍 主編 中國新農村建設報告 福建人民出版社 《 》
43) , " : 1990徐勇 村民自治的成長 行政放權與社會發育 年代後期以來中國村民自治發展―

," 2005 2 , p. 6.進程的反思 華中師範大學學報 年 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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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권위주의적 당 국가 체제의 권력사슬 최말단에서 단편적으로 시행되는 촌. -

민위원회 직접선거는 민주적 기제로서 작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오히려 , 

농촌의 거버넌스를 훼손하고 불안정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당내민주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방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직접선  

거와 경쟁선거 확대는 민주적 기제의 확대로 연결되기 어렵다 후진타오 시기 정. , 

부 지도부의 선거는 억제하는 대신 당조직 지도부에 대한 직접선거와 경쟁선거를 

계속 확대했다 공산당원뿐 아니라 주민대표와 일반 주민까지 투표권자의 범위를 . , 

확대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당내민주의 일환으로 실시된 당조직의 선. 

거 확대는 불완전하나마 정치적 정당성을 확대해 당정 관계에서 당의 입지를 더

욱 키워 공산당의 지배력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적 기제의 확

대와 민주화의 계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44) 당 국가 체제에서 당조직의 선거 확 -

대는 선출된 지도자들이 주민의 선호를 우선하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바꾸지 못하

고 당의 우위만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호구제도의 완화  (3) 

항의와 이탈이라는 민주적 기제에서 시민과 자본의 이동성은 이탈을 통한 수평  

적 지방정부간 경쟁의 전제조건이다 중국의 호구제도는 도농간 이동을 억제하여 . 

이탈의 기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은 농업과 비농업 호구를 구별하여 .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를 금지했다 도시로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 

용 부담을 억제하고 사회주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년대 말부터 . 1950

극단적인 폐쇄성과 이동 억제를 특징으로 하는 도시의 단위 와 농촌의 인민( )單位
공사가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구성요소로 수립되면서 도농간 구분은 더욱 엄격해

졌다 개혁 개방이 시작되자 농민들이 노동력 수요가 높은 도시로 이동하여 도시. ‧
노동자로 연명하는 이른바 농민공 현상이 시작되었다 강화와 완화를 오' ( )' . 農民工
가던 호구제도는 년부터 묵인과 관리 강화로 전환되어 일부 소도시에서 도시 1995

호구가 개방되기 시작했다 년대 이후에는 일부 대도시에서도 호구제도가 완. 2000

화되기 시작했으며 호구제도 폐지도 공론화되었다, .45) 최근 시진핑 정부는 호구제 

44) 조영남 안치영 구자선 중국의 민주주의 공산당의 당내민주 연구 나남 , : ( , 2011), ‧ ‧ 『 』
pp. 156-167, 213-129.

45) 이민자 중국 호구제도와 인구이동 폴리테이아 , ( , 2007), pp. 88-115, 147-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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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혁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국무원이 년 월 발표한 진일보한 호적제. 2014 7 「

도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 을 통해 농업 호( )」關於進一步推進戶籍制度改革的意見
구와 비농업 호구의 구분을 철폐하여 주민호구로 통합하고 만명 이상의 대형, 500

도시를 제외하고 도시의 호구등기 제한도 철폐하기로 했다.

호구제도 개혁이 이탈의 민주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이동의 자율성이 지  ? 

방정부가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민들이 조세의 원

천이 되기 때문이다 장에서 봤듯이 조세의 원천이 주민이 아니라면 지방정부들. 4 , 

이 기업과 자본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조세경쟁이 발생하여 오히려 주민의 선호

에 역행할 수도 있다 현재 호구제도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농민공에 대한 기본 .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개선하고 도시로 떠난 농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촌의 토지 , 

재산권 분쟁을 방지하여 삼농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불안 요소를 축소하는 것

이다 농민공에 대한 공공재 공급을 책임져야 하는 도시 지역 지방정부의 입장에. 

서 농민공의 유입은 조세원천의 확대가 아니라 지출대상의 증가일 뿐이다 지방정. 

부의 입장에서 농민공 유입이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이고 저렴한 노동력 제공으

로 작용하기보다 재정지출 부담만 늘리는 공공재 공급 대상자의 증가로 작용한다

면 지방정부들은 농민공 유입이 아니라 농민공 억제를 위해 경쟁할 가능성이 높, 

다 사실상 폐지 수순에 다가서고 있는 호구제 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작동할지는 .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소결4. 

후진타오 정부는 분세제 체제가 제기능을 하기 시작하면서 공공재 공급에 재정  

투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다 앞. 2000 . 

서 살펴본 보건의료 교육 등의 공공재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분의 증가와 다음 , 

장에서 분석할 신농촌 건설 운동을 통한 농촌으로의 재정투입이 대표적이다 이뿐. 

만 아니라 동부 중부 서부를 기준으로 삼았던 지역간 균등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 ‧ ‧
어 균등화를 한 단계 더 심화할 수 있었다 삼농문제의 해결과 기본 공공서비스 . 

균등화라는 새로운 목표가 수립된 것이다 하지만 재정 연방주의가 가정하는 항의. 

와 이탈의 민주적 기제 측면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촌장향관 성관현 향. , , 

재현관 등 수직관리의 강화는 상하정부간 행정 및 재정 거버넌스의 재편이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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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기제의 강화는 아니었다 농촌의 촌민위원회 선거와 일부 지역에서 확대 실. 

시된 직접선거 등 파편적인 민주적 제도들은 당 국가 체제 하에서 제대로 작동할 -

수 없었고 당내민주와 당건설의 논리 속에서 억제 및 축소되었다 수직관리의 강, . 

화는 민주적 기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유일한 대안이었다 이는 대량으로 투입된 재정의 부패와 낭비를 억제하기 . 

위해서도 필요했다.

재정 연방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 전환은 재정긴축의 종결에 따른   , 

당연한 논리적 귀결은 아니다 오이 등이 지적했듯이 자체적인 수입을 통해 스스. 

로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분권화를 강화하는 것이 대

량의 재정이전이 필요한 현재의 체제보다 비용이 덜 들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비. 

재정지원 위임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미국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 

국가의 재정 연방주의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에서 본 것처럼 민주적 , 4

기제가 부재한 재정 연방주의에서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균등화와 효율성은 훨씬 

달성하기가 어렵고 더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민주적 기제의 부재가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는 불가능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년 현직 향 당서기 신분으로 주룽, . 2000

지 당시 총리에게 농촌의 참혹한 현실에 대한 공개서한을 보내 화제가 된 삼농문

제 전문가 리창핑 에 따르면 년까지도 재정부가 전국인대에 제출한 ( ) , 2003李昌平
재정이전 내역 중 지정이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분명치 않았다 전국인대조차 .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불투명한 재정관리 체제로 인해 재정이 하급정부로 이전

되는 과정에서 정부관리들의 권력형 지대추구가 번성하고 심지어 상급정부의 관, 

리들이 이전 과정에서 관리비 수속비 를 받는 일까지 빈번했다 리창핑은 상급' ', ' ' . 

정부에서 하급정부로 한 단계 심사 과정을 거칠 때마다 재정의 가 ' ( )' 10-20%把關
손실된다고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재정부에서 위안으로 출발한 . , 100

이전액은 기층정부에 다다르면 위안밖에 남지 않는다 위에서 아래로의 이전 60 . 

단계마다 관리비 수속비 장려금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베이징에서 사용되' ', ' ', ' ', 

는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기층에 도달한 위안(' ') . 60跑步錢進
의 이전액은 사업시행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실제 가치로는 위안짜리 사업에 모30

두 지불된다 기층정부에서 위안이 다시 사라지는 것이다 사실상 위안만 지. 30 . 30

불된 사업이 시작되면 여러 정부부문이 또 다시 각종 준조세를 징수하여 결국, , 

본래 책정된 목적에 사용되는 재정은 위안 정도에 불과하다20 .46) 만 년 동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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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며 번이나 향급 당서기를 역임한 리창핑의 말이 전4

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추정이 얼마나 정확한지 전국적으로 , ,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리창핑의 추정은 . 

민주적 기제의 부재로 인한 구조적 비용보다는 부패로 인한 비용에 가깝다 하지. 

만 이러한 부패의 만연 또한 민주적 기제의 부재가 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재정 연방주의에 내재한 비효율과 낭비를 보여준다.

이러한 비효율과 낭비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당 국가 체제인 중국은 민주적   -

기제와 분권화를 강화하는 정치적 정책전환이 아니라 민주적 기제의 부재를 유지, 

하며 재정투입을 증가시키는 고비용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재정과 공공재 . 

공급의 효율성과 공평성 확대라는 경제적 재정적 논리보다 공산당 지배 체제의 유‧
지라는 정치적 체제적 논리가 훨씬 중요한 당 국가 체제 하에서 년대 중국의 - 2000‧
정책변환은 오히려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민주적 기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대. 

량으로 투입된 재정이 실제 기층에서 골고루 분배되어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공재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 사회 관계를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다음- ? 

의 두 장에서 다룰 내용이다.

46) , " ." 2006 3 6 4 ; 李昌平 當前影響新農村建設的五個問題 學習時報 年 月 日第 版 李昌《 》 
, " ," < >, 平 新農村建設的最大阻力在北京 中國三農問題研究中心 http://www.snzg.co

m.cn/ReadNews.asp?NewsID=1271 검색일 은 사실  ( : 2015.3.10.). " " "跑步錢進 跑部
이 더 정확한 용법이다 뛰어서 앞으로 간다는 뜻의 문장 에서 동음" . " "錢進 跑步前進

어로 의미를 바꾼 것이다 는 정부부서를 의미하고 은 지방정부가 따낸 재정. " " " "部 錢
이전을 의미한다 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부서들의 베이징 주재 사무실. " "跑部錢進

이 베이징의 정부부서들에 대한 로비를 통해 재정이전을 따내는 상황을 의미( )駐京辦
한다 분세제로 재정이전이 지방정부의 재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웬만. 
한 현급 정부들까지 베이징 주재 사무실을 설치하여 베이징의 정부부서에 대한 로비
를 벌였다 한때 지방정부들의 베이징 주재 사무실이 총합 천여 개가 넘는다는 추. 5
정도 있었다 년 월 국무원이 한번에 개의 주경판에 대한 철수를 지시하면. 2010 1 625
서 대폭 축소되었다.





159

제 장 사례연구 쓰촨성 구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6 : Q ' '

차별적 재정투입과 경제적 격차의 확대 - -

본 장에서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이하 신농촌 건설  ' ( )'( ' ') 社會主義新農村建設
운동을 통해 농촌에 투입된 재정이 어떻게 분배되며 어떤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 

는지 분석한다 신농촌 건설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신농촌 건설이 후진타오 . 

정부의 정책 전환이 가장 선명하게 반영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신농촌 정책에는 . 

삼농정책의 해결 도농간 균등화 심화 민생 개선 등 후진타오 정부의 주요 정책, , 

방향이 반영되어 있다 뒤에 서술하듯이 민주정치 건설의 강화 향촌 거버넌스 개. , 

선 등의 목표가 함께 제시되었지만 상투적인 표현일 뿐 민주적 기제의 강화와는 , 

거리가 멀었다 신농촌 건설을 통해 민주적 기제가 부재한 대량의 재정투입이 야. 

기한 효과를 가장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주적 기제가 부재한 당 국가 체제의 수직적 상하정부  4 -

간 종속 관계가 하급정부로 갈수록 재정 분배를 왜곡하여 균등화를 무력화하고, 

기층정부의 재정곤란을 초래했다 또한 장을 통해 후진타오 정부 시기 대량으로 . 5

투입된 재정의 부패와 낭비를 막기 위해 민주적 기제의 강화가 아닌 상하정부간 

재정 거버넌스의 재조정에 집중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농촌 건. 

설 과정에서 투입된 재정이 기층에서 분배되는 사례를 검토하여 후진타오 정부의 

정책 전환이 분세제 체제의 재정 균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것이

다.

먼저 분석대상과 조사방법을 서술하고 신농촌 건설의 내용을 살펴본다 다음으  , . 

로 조사지역인 구의 신농촌 건설이 향진별로 어떻게 전개됐는지 분석한다 이를 Q . 

통해 구의 신농촌 건설이 향진별로 차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마Q . 

지막으로 재정투입과 정책혜택의 격차가 큰 두 향진을 비교하여 이러한 신농촌 

건설의 방식이 기층의 경제적 격차에 어떠한 결과를 미쳤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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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과 조사방법1. 

분석대상  (1) 

현지조사가 진행된 지역은 쓰촨성의 개 현급 지역과 저장성의 개 현급 지역  2 1

이다 각 현급 지역마다 향급 지역 개씩을 조사했다 따라서 총 개의 향급 지역. 2 . 6

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그러나 쓰촨성의 개 향급은 도시 행정구역인 가도판. 1

사처 로 기본적인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실제 분석의 대상( ) . 街道辦事處
은 개 향급 지역이다 중국 농민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을 진행할 경우에는 개 5 . 5

향급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그러나 집중적인 분석 대상은 이 중 하나의 . 

현급과 여기에 속한 두 개의 향진이다.

분석 대상에 대한 설명이 이처럼 복잡한 이유는 현지조사의 지역과 대상을 임  

의적으로 선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지조사를 위해서는 현지 당 정 기관의 허. ‧
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계획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 

사전조사에도 불구하고 향급 정부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료와 통계가 미흡하여 

해당 지역이 연구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현지조사를 . 

통해 상세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야 해당 지역이 연구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지

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개의 향진을 비교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도 아. 

래에서 설명하듯이 두 지역이 비교분석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분

석과정에 확인했기 때문이다 현지조사 지역과 설문조사 인원은 아래 표 에 . < 6-1>

정리했다.

표 현지조사 지역과 설문조사 인원< 6-1> 

성급 현급 조사시기 향급 설문인원 비고

쓰촨성
( )四川省

구Q 년2014
월4

향A 명165 비교분석 대상
총 명( 381 )진B 명216

구X 년2013
월10

X1 명221
X2 명206 도시 행정구:

분석에서 제외
저장성

( )浙江省 시Y 년2013
월8

Y1 명216
Y2 명217

총계 개 현급3 개 향급6 명1241 실제 분석인원은 명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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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인 구는 쓰촨성의 한 지급시에 위치하고 있다 익명성을 위해 두 지  Q . 

역이 속한 지급시를 시라고 지칭하고 구 내에서 비교분석하는 지역은 각각 S , Q A

향 진이라고 지칭하겠다 향과 진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두 지역이 , B . A B

많은 유사점을 가지면서도 재정투입을 비롯한 정책적 혜택이 상반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두 지역은 도시로부터의 거리와 실제 도로를 통한 근접성이 유사하다. . 

모두 농민의 비율이 높고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채. 

소 과일 등의 작물을 특화시켜 농업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공업. ‧ ‧
상업이 아닌 농업 발전에 집중된 경제발전 전략으로 무분별한 도시화로 인한 인

구의 유출과 유입이 비교적 적다는 점도 분석에 유리했다.

구는 년 현재 도시지역인 개의 가도판사처와 농촌지역인 개의 향진  Q 2014 10 18

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과 진의 직선거리는 약 킬로미터이다 도시 외곽에서. A B 10 . 

의 거리는 두 지역이 모두 약 킬로미터로 비교적 도시와 가까운 농촌 지역이10

다 현지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동해 본 결과 도시와의 접근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 

두 지역 사이에는 두 개의 다른 향급 지역이 각각 남북으로 놓여 있다 향과 . A B

진은 인접한 지역은 아니지만 남북 두 개의 향급 지역 중 하나만 건너면 바로 닿, 

을 수 있는 가까운 이웃이다.

향과 진의 지형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향을 산촌 지역이라고 할 수는   A B . A

없지만 낮은 구릉이 많아 농업의 기계화에 좋은 조건은 아니다 진도 곳곳에 낮. B

은 구릉이 분포해 완벽한 분지는 아니지만 향보다는 농지 정리나 기계화에 더 , A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차이가 두 지역의 오래된 경제적 격차. 

와 이후의 정책적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구에. 

서도 지리적 위치로 인한 비교우위가 신농촌 건설 운동의 수혜지역 선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1)

조사방법  (2) 

본 연구는 지방지 등의 차 문헌 인터뷰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 가능한   1 , , 

모든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연구와 통계분석기법을 병행 사용한 혼합적 방법. 

1) Anna L. Ahlers and Gunter Schubert, "Strategic Modelling: “Building a New 
Socialist Countryside” in Three Chinese Counties," The China Quarterly 
216(2013), p.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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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hybrid methods) .2) 가용한 모든 방법을 활용했다는 것은 사실 

상 조사가 구조화되거나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향. 

급 및 촌에 대한 조사의 경우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존하기가 어렵다 인터뷰 , . 

대상자들은 상세한 재정 상황이나 발전계획에 대해 대답을 회피하거나 알지 못하

는 경우가 많았다 공식적인 자료도 향급 이하에서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교차 검토를 해야만 했다.

차 문헌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듯이 구가 발행하는 연감을 주로 활용했  1 Q

다 인터뷰는 진 진장을 비롯한 몇몇 간부가 포함되었다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 B . 

한 설문조사는 표본을 추출하지 않고 가구당 한 명만 조사대상에 포함한다는 전

제 아래 최대한 많은 인원을 조사했다 이러한 방식은 중국 농촌지역의 조사에서 . 

흔히 사용되는 호구자료를 통한 임의적인 표본추출이나 지리적 구획에 따라 동일

하게 조사대상을 배분하는 표본추출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엄격한 방법이 아니

다 그러나 향진 나아가 향진 내부의 작은 촌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집단 자. 

체가 적은 지역에서 많은 사례수를 추출해야 했기 때문에 통계적인 엄밀성을 희

생하고 가능한 많은 대상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톈진 난카이 대학교 마더용 교수의 주도로 진행되었으  ( ) ( ) 南開 馬得勇
며 각각의 조사마다 난카이대학교와 현지 대학교의 학부생 석사과정생으로 구성, , 

된 여 명이 조사원으로 참여했다 현지 농민이 표준어인 보통화 에 익10 . ( )普通話
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지 대학생들을 참여시켰고 난카이대학교의 학생들도 , 

조사지역이 고향인 학생들로 우선 구성했다 주민들과의 인터뷰는 설문조사 과정. 

에서 병행되었으며 조사원들은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포함하여 조사과정에서 습득, 

한 정보를 매일 제출했다 따라서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은 학생들의 일일 보고. 

서와 필자와 마더용 교수의 별도의 인터뷰가 모두 포함된다.

지방지의 활용과 한계  (3) 

본격적으로 조사지역을 분석하기 이전에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안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요한 문헌자료인 지방지에 대한 것이다 지방지나 홈. . 

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 이외에 기층정부 내부의 상세한 재정 자료를 획득하는 

2) 혼합적 방법에 대해서는 정재호 중국의 중앙 지방 관계론 분권화 개혁의 정치경 , - : 『
제 나남출판( , 1999), p.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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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 

설하고 정무공개 란을 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제대로 운용되지 않거나 형식적< > , 

으로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한다 현급과 향급 등의 하급 지방정부는 더욱 . 

그렇다 따라서 필요한 재정과 통계 자료를 습득하기 위해 지방지와 지방 언론 . 

등 공개된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구에 대한 문헌자료로는 구가 발행하는 . Q Q

지방지인 연감과 시 당위원회가 발간하는 일보를 중심으로 지방 언론의 보도를 S S

우선적으로 참고했다 연감은 년부터 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았다. 1995 2012 .

이전에 지방지가 발간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년 월 일에 공포와 함  , 2006 5 18

께 시행된 국무원의 지방지 업무 조례 이하 조례 에 의( ) ( )「 」 「 」地方誌工作條例
해 지방지 발간이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방지는 크게 지방지서. ( )地方誌書
와 지방종합연감 으로 구분된다 둘 다 해당 지방의 자연 정치 경제( ) . 地方綜合年鑒 ‧ ‧ ‧
문화 사회를 다루지만 전자는 주로 개요와 역사를 서술하며 후자는 연도별 통계, , ‧
와 정책보고에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지방지는 주로 연감. 

이다 조례 에 따르면 지방지는 성급부터 현급까지 제작되며 현급 이상 정부. , 「 」

는 지방지 편찬과 발간을 책임지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즉 향급 정부는 일반적. 

으로 지방지를 제작하지 않는다 또한 관련 전문가나 학자를 참여시키고 외부 조. 

직이나 개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지만 다른 조직이나 개인이 편찬할 수 없다, . 

지방지를 외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지방지서는 약 년마다 개정한다. 20

고 규정되어 있으나 연감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다만 정의상 연도별 , . 

자료라고 규정되어 있다 매년 발간하지 않고 몇 년간의 자료를 모아서 발간하는 . 

경우도 많다 현급 연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지방연감은 한 등급 아래의 정부까  「 」

지만 내용을 서술한다 즉 향급 정부의 지역별 자료는 현급 연감에 기재되며 지. , 

급 및 성급 연감에는 일반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문제는 비교적 내용이 충실한 . 

지급 및 성급 연감과 달리 대부분의 현급 연감은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더구. 

나 지방정부의 연감 대부분은 자료의 출처 수집방식 통계기법 등을 거의 서술하, , 

지 않는다 현급 연감의 문제점은 중국 지방정부의 담당 실무자도 인정할 정도다. . 

부서 간 협의가 부실하고 편집 과정에서의 수정과 조정이 빈약해 동일 연도의 연

감에서 내용이 중복 및 상호모순되거나 이전 연도의 자료를 그대로 기재하는 경, 

우도 있다.3) 특히 현급 통계자료가 아닌 산하 향진의 통계자료는 누락되거나 부 

실한 경우가 더욱 많다 이는 현급 정부가 가지는 역량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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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실상 향진에서 보고되는 통계자료가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향진은 자, . 

신에게 속한 촌들의 자료를 촌간부를 통해 수집하는데 촌간부들은 촌의 통계를 , 

부풀리거나 어림짐작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4)

위와 같은 문제점은 구의 연감도 마찬가지다 수년에 걸친 연감들의 내용을   Q . 

검토해 보면 오류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통계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오타도 . 

자주 발견되며 이전 연도의 연감을 그대로 베낀 내용이 포함되기도 한다 예를 들. 

어 년 구 연감은 도시주민 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이 위안 농민 2013 Q 1 20,308 , 1

인당 순수입이 위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는 각8,590 . 

각 위안 위안이라고 기재했다 향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면 더욱 이20,880 , 8,633 . 

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일단 매년 기재되는 통계와 내용의 범주가 일정하지 않. 

다 일례로 년 연감에서 구 산하의 개 가도판사처 개 향진 중 인당 . 2013 Q 10 , 18 1

평균 소득이나 농민 인당 순수입을 기재한 곳은 개뿐이다 여러 해의 연감을 1 14 . 

비교해보면 농민 인당 수입과 인구 인당 수입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1 1

도 확인된다 구에서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향진 지역의 비중이 높고 농민. Q

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년 연감의 각 향급 . 2013

통계 중 농민 인당 수입과 인구 인당 수입 어느 것도 구 전체의 인당 평균1 1 Q 1

소득인 위안을 넘게 기재된 지역이 없었다 가장 높은 액수가 농민 인당 8,590 . 1

순수입 위안이었다 구 전체의 소득 통계에서 제시된 농민 인당 순수입을 8,299 . Q 1

넘는 산하 향급 지역이 한 군데도 없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5) 부문별 지역별 , 

로 자료를 수집하여 편집했을 뿐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토와 수정이 없

다는 점이 확인된다.

3) , “ ,” 2009 3-4劉文仲 淺論縣級地方綜合年鑒的資料重複問題 年鑒信息與研究 年 第《 》 
, pp. 35-38.期

4) 촌간부들의 통계수치 조작에 대해서는  Lily L. Tsai, “Understanding the 
Falsification of Village income Statistics,” The China Quarterly, No. 

중국 통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196(December 2008), pp. 805-826. 
Carsten A. Holz, “China governance project: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production of statistic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 19 

은종학 중국 정부의 공식통계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법 정재호(January 2005); , , 「 」
편 중국연구방법론 연구설계 자료수집 현지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 · · ( : , 『 』

2010), pp. 301-311.
5) 모순적인 소득 통계와 관련하여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행정등급이 향급  

이상인 국유기업이나 사업단위의 통계를 향급 정부가 종합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급 
행정단위인 구의 통계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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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급 연감에 기재된 개별 향급 지역의 서술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향은   . A S

시로부터의 거리를 킬로미터로 기록했다가 몇 년 뒤에는 킬로미터로 기록하10 15

고 그 다음해에는 킬로미터로 기재하고 있다 간부명단만을 수정한 채 전년도 5 . 

통계를 그대로 기재하기도 했다 더구나 연감을 일람하면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 , 

경제 상황이 좋은 지역과 지표가 상승한 연도만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지의 내용을 분석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하지만 접근 가능한 자료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합. 

리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 '

고 언론 기사 등 다른 문헌자료와 현지조사 인터뷰에서 확인된 ( )', , 政府工作報告
내용을 최대한 교차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연감에 기재된 소득 격차가 설문조사. 

에서도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두 지역의 소득 격차를 분석했다 또한 통계자료. , 

특히 향급 통계는 정확한 수치보다는 다년간의 변화를 통해 추세로서 분석했다.

향과 진의 비교 가능성  (4) 

언급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향과 진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비교분석의 대상인 지역은 향에 속하고 지역은 진에 속한다 둘 . A , B . 

다 동일한 향이나 진이었다면 더욱 이상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 

농민인구의 비율 경제발전 현황과 변화 등을 참고하여 비교분석이 가장 적절한 , 

지역을 찾아내더라도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자유롭게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교분석의 대상으로서의 적절성과 조사가능성을 절충하여 향과 진을 A B

비교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진은 개 향으로 구성된 지역에서 정기시가 열리는 상업적 중심 지역을 의  3-5

미했다.6) 향과 진의 관계는 한국의 면 과 읍 의 관계와 유사하다 따라서  ( ) ( ) . 面 邑
현재 중국에서 향과 진이 모두 농촌 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농촌과 도시의 공식적 기준은 계속 변동되었으며 특히 진에 대한 , 

규정은 개혁 개방 이후에 더욱 잦은 변동을 겪었다.‧ 7) 과거와 현재의 기준이 뒤섞 

6) Vivienne Shue, The Reach of the State: Sketches of the Chinese Body 
Politic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p. 132.

7) 장의 주석 참조 2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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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데다 지방정부들이 정확하게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아니어서 향진의 구분은 

갈수록 모호해졌다 현재 향과 진은 행정등급상 정과급 으로 동일하지만. ( ) , 正科級
둘 사이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년 월 인민대표대회 선거법이 개정되기 . 2010 3

이전에는 향의 인민대표 인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진의 인민대표 인이 대표하는 1 1

인구수보다 배가 많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최소한 인민대표대회 선거법으4 . 

로는 법적 지위에 명확한 차이가 있었던 셈이다 농촌의 인구비율이 너무 높아 . 

도시 지역의 과소대표를 막는다는 취지로 이러한 규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도시화

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과거에는 진이 농촌 속의 도시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실 중국어로 향진의 진 은 소규모 도시 중심지를 의미한다. ' ( )' , .鎭
선거법 개정으로 향진의 인민대표 선출시 대표 인구수의 차이는 사라졌다 농  . 

촌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향과 진의 경제적 격차도 작아졌

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화 수준이 높으며 농민의 비중이 낮은 . 

곳이 진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지역별로 향진의 구분 기준은 다르며 지역 내에서. 

도 일관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중국은 최근 빈곤한 향진을 부유한 . 

향진에 통합하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향이 상대적으로 농민이 많고 빈곤한 지역. 

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향이 이웃한 진에 통합되는 형태이다. 

이는 향급 정부의 수를 줄여 행정비용을 줄이고 기층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

하는 한편 빈곤 지역을 관리해야 하는 상급정부의 부담도 덜기 위해서다 이로 , . 

인해 년 중국에서 진의 총합이 향의 총합을 넘어서고 광둥성에서는 향이 거2002

의 사라졌다.8) 규모가 작고 재정이 열악한 향이 진으로 통합되고 발달한 향들은  , 

그대로 남거나 진으로 승격되어 진과 향의 구별은 더욱 불분명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적으로 진이 인구와 재정 등에서 향보다 더 크다 진도   . B A

향보다 인구가 약 배 더 많으며 면적도 약 배 더 크다 지역별로 향진 구분3 , 1.5 . 

의 차이가 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가 발행하기 때문에 향과 진이 속한 A B

구의 상황을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다Q .

년 인당 소득 혹은 농민소득을 기재한 구의 향과 진을 살펴보자 개   2012 1 Q . 5

진의 인당 소득은 각각 위안 위안 여 위안 위안 위안1 7600 , 6300 , 6000 , 6000 , 4662

이고 개 향은 각각 위안 위안 위안 위안 위안, 6 8299 , 7052 , 6750 , 6300 , 5302 , 4298

8) John James Kennedy, “From the Tax-for-Fee Reform to the Abolition of 
Agricultural Taxes: The Impact on Township Governments in North-west 
China,” The China Quarterly, 189(March 2007), pp. 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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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이었다 사실상 소득에서 구의 향과 진은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 Q

다 또한 구에 속한 진은 대부분 농업인구 비중이 높았으며 향과 거의 차이가 . Q , 

없었다 비교분석 대상인 향과 진을 살펴보면 진의 년 산업별 인구구성. A B , B 2012

은 총인구 명 중 비농업인구가 명에 불과해 공식적으로 농민이 인구의 26000 2000

를 차지했다 향은 년 총인구 명 중 농업인구가 명으로 농92.3% . A 2005 8026 7850

민이 를 차지했다 둘 다 인구구조로만 보면 도시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95.0% .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에서 농민의 인구는 주로 등. 

록된 호구가 농업호구인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직업이나 산업구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향의 유효응답자 중 가 자신을 농민. A 61.3%

이라고 대답했으며 진은 였다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농민의 비율도 두 지, B 58.7% . 

역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문헌자료와 인터뷰에서 드러난 두 지역의 발전. 

전략도 농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현지조사에서 향과 진의 차이로 . 

인해 발생하는 산업구조 인구구조의 차이는 거의 없다, .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농촌으로의 재정투입2. 

먼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운동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다음 장에서  . 

는 구가 속한 쓰촨성의 신농촌 건설과 구의 사례를 차례로 분석할 것이다Q Q .

신농촌 건설의 개시  (1)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은 년 월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차 개년 계획  2005 9 11 5

에 신농촌 건설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고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동. 

년 월 공산당 기 중앙위원회 차 전체회의 기 중전회 에서 공산당 중앙10 16 5 (16 5 )

의 차 개년 계획에 관한 건의 에 신농촌 건설이 별도의 항목으로 서술되면11 5「 」

서 신농촌 건설은 차 개년 계획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여기에서 신농촌 건11 5 . 

설의 이른바 자 목표 가 제시되었다 생산의 발전 생활의 풍족 풍20 ( ) . , , 二十字目標
속의 문명화 촌락의 정돈과 청결 민주적 관리, , ( , , , 生產發展 生活寬裕 鄉風文明

가 바로 그것이다, ) .村容整潔 管理民主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이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한 중국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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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따르면 사회주의 신농촌 이라는 용어는 년 인민일보 사, ' ' 1957 ( )『 』 人民日報
설에서 최초로 등장했다.9) 년대에는 지식청년을 농촌으로 보내는 동 1960, 1970

원 과정에서 정치구호로 활용되었다 개혁 개방 이후 년과 년 중앙 호 . 1982 1983 1‧
문건에도 신농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특히 년 중앙 호 문건에서는 사회, 1984 1

주의 신농촌 건설이라는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 

결여된 모호한 정치구호에 가까웠다.10) 원톄쥔 이 삼농 ( ) ' ( )'溫鐵軍 三農 11)이라는 용

어를 만들기 전에도 농민 농촌 농업 문제는 항상 중국의 정책에서 핵심적인 문제‧ ‧
였으며 신농촌 건설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과 재정으로 뒷, . 

받침되느냐 공허하고 모호한 구호와 선전에 불과한 것이냐의 문제였다, . 

년 월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추진에 관한 약  2005 12 「

간의 의견 이하 의견 을 통해 신( ) ( )」 「 」關於推進社會主義新農村建設的若干意見
농촌 건설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삼농 지원 재정을 안정적으로 . ( ) 支農
증가시키는 기제를 설립하도록 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예를 . . 

들어 보건의료 부문을 보면 농촌의 의료보험체제인 합작의료의 개선을 위해 , 

년부터 중앙과 지방의 재정에서 관련 보조금을 증가시키기로 했다 년2006 . 2008

까지 신형 농촌 합작의료 제도의 전국적 보급을 기본적으로 완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교육 부문을 보면 년부터 서부 지역에서 의무교육의 학비와 잡비. , 2006 (學
를 면제하고 년에는 모든 농촌 지역에서 이를 실시하도록 했다 농촌 ) , 2007 . 雜費

인프라 확대를 별도의 항목으로 강조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천연가스 보급의 확대, 

도 제시되었다 농촌의 민주정치 건설을 강화하고 향촌 거버넌스 기제를 개선한. , 

다는 정치적 목표도 제시되었다.

신농촌 건설의 의의  (2) 

건국 이후 중국의 도시 농촌 관계는 한 마디로 이원 구조 였다 공업  - ( ) . 二元結構

9) , “ ” ( , 2008), p. 7.嚴小龍 兩個反哺 與社會主義新農村建設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10) , ( ), ( , 2008), pp, 鄭有貴 李成貴 主編 一號文件與中國農村改革 安徽人民出版社《 》

247-249.
11) 원톄쥔과 삼농 용어에 대해서는  Alexander F. Day, The Peasant in 

Postsocialist China: History, Politics, and Capitalism(Cambridge University 
데이는 원톄쥔의 삼농 용어가 갖는 중요한 의의는 종전Press, 2013), pp. 92-127. 

의 농업과 농촌 문제에 집중된 논의에서 농민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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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해 농업이 희생하고 도시를 위해 농촌이 희생하고 도시 거주자를 위해 , , 

농촌 거주자가 희생하는 구조였다 보조금과 복지수준 등의 가시적인 차이뿐 아니. 

라 공산품과 농산물의 가격 차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도농 격차가 확대되었다 개, . 

혁 개방 이후에도 이원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도시와 공업을 위한 농촌과 농업의 · . 

희생은 지속되었으며 시장경제 도입으로 공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 

추세는 악화되었다 중국 농촌은 사회주의 시기는 물론 개혁 개방 이후에도 공업. , ·

화와 도시화를 위해 잉여를 제공하는 제 세계 로 기능한 것이다' 3 ' .12) 년대에  1980

개혁 개방이 먼저 시작된 농촌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격차가 잠시 줄었을 뿐, 1990‧
년대에는 다시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농촌의 국가 사회 관계도 악화되었. -

다.

신농촌 건설은 후진타오 정부에서 꾸준히 강조된 삼농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  

치이자 건국 이후에 지속된 도농 이원 구조를 극복하려는 전환이었다 후진타오, . 

는 년 공산당 기 중 전회에서 중국의 발전이 공업이 농업을 먹이고 도2004 16 4 " , 

시가 농촌을 지원 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 , )"工業反哺農業 城市支持農村
천명했다 이른바 중국에서 속칭 두 개의 반포 라고 부르는 공업과 농. ' ( )'兩個反哺
업 도시와 농촌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한다 두 개의 반포는 공업이 농업을 , . 

먹이고 도시가 농촌을 먹인다는 의미로 이전의 농업과 농촌이 공업과 도(' '), 反哺
시를 먹이던 단계에서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으로의 재정투입 신농촌 건설과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제 부양 정책  (3) : 

후진타오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삼농 정책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재  

정 상황이 즉각 개선되지는 못했다 장의 표 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촌에 . 5 < 5-1>

대한 재정이전은 세비개혁과 농업세 폐지가 초래한 기층정부의 재정곤란을 벌충

하기에도 빠듯했다 표 를 보면 년까지 농촌에 대한 재정투입에 근본. < 6-2> , 2005

적인 변화가 없었다 재정지출의 증가에 따라 절대적인 삼농 지출액도 꾸준히 증. 

가했지만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준을 유지했다 년부터 신, 7-8% . 2006

농촌 건설을 통해 재정투입이 증가하면서 삼농지출의 비중이 증가하여 년에 2007

로 급증했다8.7% .

12) ( ), ( 2010), pp. 12-17.溫鐵軍 主編 中國新農村建設報告 福建人民出版社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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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재정지출 중 삼농지출 및 농업 임업 수리 관련 지정이전< 6-2> , , 

단위 억 위안( : )

년부터 재정통계의 수입 지출 세목에 변화가 있어서 년 이전과 2007 , 2006※ 
년 이후의 통계를 완전히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농업 관련 2007 . 

수입과 지출의 보고양식이 변경되고 농업지출이라는 용어도 삼농 지출로 변, " " 
경되었다.

년의 갑작스런 삼농지출의 증가는 전국적인 대홍수에 대한 복구와 동아시1998※ 
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때문이다.

출처 삼농지출 관련 수치는 : ( ), 《國家統計局農村社會經濟調查司 編 中國農村統
지정이전의 년 2013 ( , 2013), p. 77. 2007-2010》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수치는 "2006 -2010 ," 《 》 年 年中央對地方財政轉移支付情況 地方財政研究
년 수치는 각 연도의 2013 1 , p. 81. 2011, 2012 "年 期 中央對地方稅收返還

검색일," < >, yss.mof.gov.cn ( : 和轉移支付決算表 財政部預算司
2015.2.20.).

연도 삼농
지출액

삼농 지출 내용 재정지출 
중

삼농지출 
비중
(%)

농업 임업‧ ‧ 
수리 관련 
지정이전

농업생산
지출 지원

식량‧ 
농업자본‧ 
우량종자‧ 
농기구 등 
항 보조금4

농촌 
사회발전 

지출

1993 440.5 323.4 9.5
1994 533.0 399.7 9.2
1995 574.9 430.2 8.3
1996 700.4 510.1 8.8
1997 766.4 560.8 8.3
1998 1154.8 626.0 10.7
1999 1085.8 677.5 8.2
2000 1231.5 766.9 7.8
2001 1456.7 918.0 7.7
2002 1580.8 1102.7 7.2
2003 1754.5 1134.9 7.1
2004 2337.6 1693.8 8.2
2005 2450.3 1792.4 7.2
2006 3173.0 2161.4 7.9
2007 4318.3 1801.7 513.6 1415.8 8.7 954.7
2008 5955.5 2260.1 1030.4 2072.8 9.5 1513.1
2009 7253.1 2679.2 1274.5 2723.2 9.5 3182.5
2010 8579.7 3427.3 1225.9 3350.3 9.5 3384.4
2011 10497.7 4089.7 1406.0 4381.5 9.6 4184.0
2012 12387.6 4785.1 1643.0 5339.1 9.8 5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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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 월 발표된 조 위안 경기부양정책의 투자계획 내용< 6-3> 2008 9 4

단위 억 위안( : , %)

출처: "4 ," <萬億元投資構成及中央投資項目最新進展情況 國家發展和改革委員
>, 會 http://xwzx.ndrc.gov.cn/xwtt/200905/t20090521_280373.html 검색 (

일: 2015.1.8.).

년의 금융위기는 신농촌 건설에 이어 농촌으로의 재정투입을 본격화  2008-2009

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경제 부양 정책을 시. 

행하기로 하고 년 월 국무원이 조 위안 약 조 원 에 달하는 투자계획, 2008 9 4 ( 700 )

을 발표했다.13) 표 의 내용대로 조 위안의 투입액 중 농촌에 대한 별도  < 6-3> 4

항목이 를 차지했다 물론 다른 항목 중에도 농촌에 대한 재정투입이 상당9.25% . 

수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 부문의 대한 투입액에서도 농촌의 비중이 빠르게 증. 

가했으며 원촨 대지진 복구 항목 중 대다수는 농촌의 몫이었다 이러한 결, ( ) . 汶川
과로 표 에서 보듯이 년 이후부터 삼농 지출액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 6-2> 2008

는 비중이 이상을 유지하게 되었다 요컨대 후진타오 정부의 삼농정책은 9.5% . 

년대 초반에는 세비개혁 농업세 폐지 등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뒷2000 , 

받침이 결여되었지만 신농촌 건설과 금융위기에 대한 경제부양정책을 거치면서 , 

비로소 재정투입이 현실화되었다 통계의 기준이나 상세한 내역이 대부분 공개되. 

지 않기 때문에 농촌에 투입된 재정 중에서 삼농지출 경제부양정책 신농촌 건설 , , 

13) 년 금융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과 경제부양정책에 대해서는  2008-2009
Nicholas R. Lardy, Sustaining China's Economic Growth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2), pp. 
5-41.

투자 내용 금액 비중
보장성 주택 건설①
농촌의 수도 전력 도로 천연가스 등 민생사업 , , , ②
및 인프라 건설
철도 도로 공항 수리 등 중대 인프라 건설 및 , , , ③
도시 전력망 개조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사회복지, ④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생태환경, , ⑤
자주혁신 및 산업구조 조정⑥
원촨 대지진 재해복구( ) 汶川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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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금액을 개별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대부분 중첩되는 이러한 재정투입은 . 

농촌에서 신농촌 건설 이라는 명목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도 구' '

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농촌 건설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신농촌 건설과 경제부양정책을 통해 후진타오 정부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이  

러한 차이가 가져온 효과는 최저생활보장 에서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 ")低保
있다 도시 지역의 최저생활보장은 년부터 본격화되어 표 의 수혜인원. 1997 < 6-4>

에서 보듯이 년 후진타오 정부가 출범할 무렵에 이미 약 천만명에 달하는 2002 2

현재의 보장범위가 기본적으로 달성되었다 년 최저생활보장 개념이 최초로 . 1994

제시되어 실험이 시작된 것은 농촌이었으나 농촌의 최저생활보장은 년이 되, 2007

어서야 신농촌 건설과 함께 본격화되었다.14) 표 에서 보듯이 년 약  < 6-4> 2006 1

천 백만 명이었던 농촌의 수혜인원이 년 약 천 백만 명으로 두 배 이상 5 2007 3 5

급증하고 년에는 천만 명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투입되는 재정도 급격히 2010 5 . 

증가했다 년 억 위안에 달하는 도시에 대한 재정지출 수준과 비교하여 . 2006 224

약 억 위안으로 도시의 에도 못 미쳤던 농촌에 대한 최저생활보장 재정지출42 1/5

은 년에 이르러서 도시를 앞지르게 되었다2011 .

신농촌 건설의 농촌 민주정치 건설  (4) 

신농촌 건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를 제시한 년 의견 은 농촌의 민  2005 「 」

주정치 건설을 강화하고 향촌 거버넌스 기제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실, . 

천적인 내용으로 촌무공개 와 일사일의 를 개선하여 촌민의 ' ( )' ' ( )'村務公開 一事一議
민주적 권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촌무공개는 촌의 자치조직이자 권력기관인 촌. 

민위원회의 재정과 업무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인다는 의미이다 일사일의는 . 

촌의 주요한 결정사항은 반드시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해

야 한다는 뜻이다.

14) · , " ," 2014 33陳東健 趙術高 我國最低生活保障制度演進與展望 經濟研究參考 年第《 》 
, p. 2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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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무공개와 일사일의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촌무공개는 년대부터 존재  . 1980

했으며 일사일의는 세비개혁 시기에 기층정부의 무분별한 준조세 징수를 억제하, 

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신농촌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년 국무원 판공실이 농. 2007

업부의 일사일의를 통한 촌민의 자본과 노동력 모집의 관리 방법(「 村民一事一議
이하 방법 을 하달하여 일사일의를 제도화했다 그러나 ) ( ) . 」 「 」籌資籌勞管理辦法

실제 시행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농촌에서 인구가 산포되어 있. 

어 회의를 개최하기가 쉽지 않고 도시화의 심화로 연중 대부분을 도시에서 생활, 

하거나 매일 도시로 출근해 생업에 종사하는 촌민이 많아져 참가 인원을 확보하

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과 달리 방법 의 회의성립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 「 」

촌민회의에는 해당 촌의 세 이상 성인의 과반수나 이상의 농가 대표가 참18 2/3 

여해야 하며 촌민대표대회도 이상의 농가를 대표하는 촌민대표가 참여해야 , 2/3 

한다 더구나 중국 농촌에서는 기층정부가 회의와 투표 등 공적활동에 참여한 촌. 

민에게 수고비 를 지급하는 관행이 보편적이어서 회의집행 비용이 높은 ' ( )'誤工費
편이다 이로 인해 회의가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 , 

많이 들어 기층의 재정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15)

의견 의 내용과 실제 진행 상황을 종합해 보면 신농촌 건설에서 농촌 민주  , '「 」

정치 건설 은 새로운 내용이 없이 과거의 내용을 반복한 상투적 어구일 뿐이다' . 

민주적 기제의 강화는커녕 기층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내용이 없다 이와 . 

관련하여 의견 에서 기존에 농촌 민주정치 건설의 핵심으로 인식되던 촌민위「 」

원회 선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결국 신농촌 . 

건설은 민주적 기제의 강화 없이 재정투입을 통해 공공재 공급을 개선하는 후진

타오 정부 시기 정책전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구 신농촌 건설의 전개3. Q

본 절에서는 사례연구의 대상인 구의 신농촌 건설 운동을 살펴본다 특히 향  Q . 

진 지역간 정책 혜택과 재정 투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재정자료를 . 

획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요 프로젝트의 분배를 통해 지역간 분배를 분석할 것

15) ( )(2010), pp. 301-302.溫鐵軍 主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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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시범촌 건설 중심의 신농촌 건설 전략  (1) 

구는 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이 제기된 다음 해인 년부터 신농촌   Q 2005 2006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구의 신농촌 건설은 시범촌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 Q

신농촌 건설의 전형을 보여준다 우선 년부터 신농촌 시범촌 개를 건설하. 2006 11

기 시작하여 년에는 시범촌을 개로 늘렸다2007 22 .16) 또한 년 신농촌 건설의  2008

전략으로 백촌사대 를 제출했다 개의 시범촌 개의 산업벨트 라" ( )" . "100 , 4 "百村四帶
는 의미다.17)

시범촌 건설 중심의 신농촌 건설 전략은 구뿐 아니라 다른 지방정부들에서도   Q

백촌시범공정 등의 정책적 목표로 자주 등장한다 개의 신농' ( )' . 100百村示範工程
촌 건설 시범촌을 건설한다는 의미다 개라는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다수의 시. 100

범촌 건설을 통해 신농촌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상급정부인 지급 시에서 제

창한 백촌시범공정 이 산하 현급 정부에서도 백촌시범공정 으로 그대로 사용되는 ' ' ' '

경우가 많다.

성급 정부들은 개가 아닌 개를 목표로 제시하기도 한다 시범촌 건설을   100 1000 . 

신농촌 건설의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는 쓰촨성도 마찬가지다 쓰촨성 인민정부 . 

판공실과 발전개혁위원회는 년 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서 촌락 계획과 2006 9 「

거주환경 거버넌스 강화에 관한 의견(關於社會主義新農村建設中加強村莊規劃和
과 년 월 쓰촨성 사회주의 신농촌 기반시설 건설 ) 2007 7」 「人居環境治理的意見

계획 에서 천개의 성급 거주환경 관( ) 1」四川省社會主義新農村基礎設施建設規劃
리 시범촌을 건립한다는 천촌시범 공정을 발표했다 쓰촨성 이외의 지' ( )' . 千村示範
역에서도 이러한 방식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안휘성의 신농촌 건설 운동. 

에서 사용되는 천 개의 시범촌과 백 개의 시범진이라는 의미의 천촌백진 시범공'

정 이 그 예다( )' .千村百鎮示範工程 18) 허베이성은 신농촌 건설의 일환으로 년 2009

16) 년 년 구 정부업무보고 2006 , 2007 Q ( ) .政府工作報告『 』
17) 년 구 정부업무보고 2008 Q ( ) .政府工作報告『 』
18) 년 월 일 " “ ” ,"< > 2006 2 10 , 安徽開展 千村百鎮 示範工程 構建農業強省 新華網 http://

news.xinhuanet.com/politics/2006-02/10/content_4160460.htm 검색일( : 2014.5.
시범촌 중심의 신농촌 정책을 의미하는 용어는 지역에 따라 천촌백향30.). (千村百

백진천촌 등 다양한 변종이 있다 신농촌 건설과 관련된 다른 현지조), ( ) . 鄉 百鎮千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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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천개의 신 주민거주지 건설 시범촌을 선정하고 년에는 총 1 ( ) , 2010新民居建設
천개의 시범촌을 확정해 거주지 공사에 착수했다2 .19) 지린성도 정부 등급별 지역 ‧

별로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시범촌 건설을 신농촌 건설의 핵심정책으로 추구한다, 

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20)

이렇게 추진되는 시범촌이 동등한 정책적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  . 

는 많은 수의 시범촌 중에서 선택된 프리미엄 모델촌에 자원과 혜택을 집중하는 " " 

경우가 많다.21) 그러나 선택과 집중은 촌급에 한정되지 않는다 향급부터 선택과  . 

집중이 시작된다 이는 구에서도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Q .

표 는 구의 정부업무보고와 연감을 통해 신농촌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  < 6-5> Q

작되는 년 이후의 향진별 프로젝트를 정리한 것이다 구 정부업무보고에 2007 . Q

주요하게 언급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기재했다 연감의 향급 정부별 내용에서 자. 

주 등장하는 향진 내 도로 건설 단발적인 수리시설과 공공건물 개선 녹화 및 환, , 

경미화 등은 제외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들은 상급 정부의 지정이전이 아니라 . 

자체적인 재정으로 시행하는 일상적 업무인 경우도 있고 주요 프로젝트의 일부일 , 

수도 있다 또한 주요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경제상황이 낙후된 지역일. 

수록 지면을 채우기 위해 연감에 소규모 사업을 일일이 열거해 놓는 경우가 많

다 수혜를 많이 받는 곳은 소규모 사업까지 일일이 기재하기 어렵다 모든 사업. . 

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 가능한 모든 소규모 사업을 포함할 경우에 오히

려 비교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정확한 재정자료를 획득할 수 없는 상황에. 

서 정부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 프로젝트

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다 이러한 서술만으로도 향진별 차.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비교분석의 대상지역인 향과 진은 극명한 차이가 , A B

드러난다.

사에서도 이러한 구호의 사용은 쉽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 Anna L. Ahlers and G
unter Schubert(2013), p. 835.

19) " “ ” ," < >, 河北省新農村建設 十二五 規劃 河北省人民政府 http://www.hebei.gov.cn/e
portal/ui?pageId=10751506&articleKey=12374253&columnId=10758975 검색일 ( : 
2015.3.10.).

20) 년 월 일 " 2000 ," < > 2014 1 13 , 吉林省已建設新農村示範村 個 新華網 http://www.jl.xi
nhuanet.com/2012jlpd/2014-01/13/c_118945495.htm 검색일( : 2014.7.19.).

21) Anna L. Ahlers and Gunter Schubert(2013), pp. 8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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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 향급 농촌 지역의 신농촌 건설 프로젝트와 인당 순수입< 6-5> Q 1

출처 구 정부업무보고 년 각 연도 구 연감: Q (2007-2014 ); Q .

구Q
향급 지역

년 인당 순수입2007 1
다른 연도 포함 단위 위안( , : ) 주요 프로젝트

진B 년3310.6(2006 )

년 토지정리 프로젝트 공공건물 건설2007 ( )
토지잔류문제 해결       

년 촌 농민 집중거주 및 토지의 적합한2008 g
규모 경영 시범 지역       
전문 채소기지 건설       

년 신형 농민사구 중점 시범진2010
촌 촌 농민사구 중점 시범촌       (g , z )

개 우선발전 집진 건설 지역       4
년 촌 촌 신농촌 중점 시범촌 지정2011 g , z

중점 집진       
년 신농촌 종합체 건설2012
년 농촌 재산권 담보 융자 실험 지역2013
년 성급 중점 집진 건설 지역2014

향촌 종합 여행 건설       

진C
현재(

가도판사처)
3720

년 토지정리 프로젝트 공공건물 건설2007 ( )
토지잔류문제 해결       

년 개 우선발전 집진 건설 지역2010 4
년 신농촌 중점 시범촌2011

       가도판사처로 승격

향D 3080
년 토지정리 프로젝트 공공건물 건설2007 ( )
년 전문 채소기지 건설2008
년 신농촌 종합체 건설2013

향E 3580 년 성급 도시 농촌 종합계획 실험 지역2007 -

진F 3850

년 전문 채소기지 건설2008
년 신형 농민사구 중점 시범진2010

개 우선발전 집진 건설 지역       4
년 신농촌 중점 시범진2011
년 시급 권한 확대 향진 강화 실험진2014

진G - 년 개 우선발전 집진 건설 지역2010 4
년 중점 집진2011

진H 3680 년 신농촌 중점 시범촌2011
진I 3553 년 중점 집진2011
향J 3400 년 새마을 집중거주 지역 건설2013
향K - 년 신농촌 종합체 건설2014
향A 년2700(2005 )
진L -
향M -
향N 2467
향P 2780
향P 2440
향Q 2900
향R 2768
향S 2946



178

주요 프로젝트의 중국어 원문 및 설명※ 

토지정리 프로젝트 토지정리 프로젝트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주1) ( ): 土地整理項目
거 인프라 토지 개량 개간 재산권 확립 등 토지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에 , , , , 
사용된다 구의 년 토지정리 프로젝트는 명칭과 달리 전반적인 토지정리가 . Q 2007
아니라 공공 건물 중심이었다 향진 사무실 파출소 학교 병원 등 주요 공공 건. , , , 
물에 대한 신축 및 수리를 진행했다.

토지잔류 문제 해결 토지잔류 문제는 토지의 재산권과 경계가 불2) ( ) : 土地遺留問題
분명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재정투입으로 불명확한 재산권 문제를 해결. 
하여 농촌의 거주지를 집중화시키고 토지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농민 집중거주 및 토지의 적합한 규모 경영 시범 지역3) (農民集中居住和土地適度規
경작지 사이로 흩어진 농촌의 거주지를 집중시켜 경작지의 규모): 模經營示範點

화를 달성함으로써 농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신형 농민사구 사구 는 외부와 분리된 거주지를 의미한다 도4) ( ): ( ) . 新型農民社區 社區
시의 아파트 단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거주지를 외부와 분리시켜 인프라 건설 공. , 
공재 공급 사회관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우선발전 집진 건설 집진 은 농촌 내 중심지를 만드는 것5) ( ): ( )優先發展集鎮建設 集鎮
을 의미한다 거주지와 상업지역을 집중해 읍내를 만들어 도시화를 촉진한다. .

신농촌 종합체 쓰촨성의 신농촌 건설 전략으로 농촌의 거주지를 6) ( ): 新農村綜合體
집중시키고 사구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거주 산업 인프라 공공 서비스 등 모든 , , , 
측면이 개선된 촌락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후에 다시 설명하듯이 이는 현재 쓰촨. 
성 농촌에서 시범촌 중심 신농촌 건설의 최종적인 결과물이다.

농촌 재산권 담보 융자 중국 농촌의 토지는 사유가 아닌 집체 7) ( ): 農村產權抵押融資
소유이다 농민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 및 이익수취권으로서의 재산권을 갖는. , 
다 재산권 담보 융자는 농민이 토지의 사용권을 담보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담보 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농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 확정 이 . (" ")確權
필요하다 따라서 진이 재산권 담보 융자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개별 농민의 토. B
지에 대한 재산권이 이미 명확하게 문서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한 확대 향진 강화 실험진 약화된 향진 정부의 기능을 회복하8) ( ): 擴權強鎮試點鎮
기 위해 향진 정부의 재정 인사 정책 등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 실험이, , 
다. 

새마을 집중거주 지역 농촌 지역의 거주지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다9) ( ): .   新村聚居點
구의 경우 보통 약 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다수의 향진에서 소규모로 진행되Q , 30

므로 규모면에서 주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없으나 구가 향을 새마을 집중거주, Q J
의 시범향으로 지정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주요 프로젝트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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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특수한 사정으로 분석에서 제외된 구의   < 6-5> Q

지역들을 먼저 살펴보겠다 우선 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된다. E . 

쓰촨성이 년 구를 성급 도시 농촌 종합계획 실험구 로 지2007 Q - ( )城鄉統籌試點區
정하고 향에 농업산업단지 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만 , E ( ) . 58農業產業園區
위안 농가가 만 위안 기업이 만 위안을 투자하여 우선 세 곳의 농업산업, 259 , 461

단지를 건설했다 년 만에 농업산업단지 소속 농민의 평균 수입을 약 만 천 위. 1 1 5

안으로 끌어올렸다.22) 농업산업단지 건설은 계속되어 년에는 개로 증가했 2012 17

다 계속적인 재정투입과 자본유치로 향의 인당 순수입은 년 위안에. E 1 2007 3580

서 년 위안으로 급증해 구의 향급 중 최고 수준이 되었다2012 8299 Q .23) 향은  E

구가 아니라 쓰촨성의 성급 프리미엄 향인 것이다Q ' ' .

시범촌으로 지정한 정부의 행정등급이 올라갈수록 보조금도 증가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24) 따라서 성급 실험구인 향은 구의 어느 향진보다도 많은 보조금을  E Q

수령했다 상급정부인 쓰촨성이 직접 개입되어 있어 구 연감에는 향의 사례가 . Q E

모델로 삼아야 할 대상으로 자주 언급될 뿐 향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프로, E

젝트는 언급이 거의 없다 따라서 향이 신농촌 건설 과정에서 구의 향급 중 . E Q

가장 많은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예외적인 사례인데다가 본 논문이 

현급인 구의 신농촌 건설을 중심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이하의 분석에서는 제외Q

한다 그러나 향은 시범촌 중심의 신농촌 건설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 재정. E . 

투입과 자본유치를 통한 급속한 경제성장 이로 인한 지역 내 불평등의 발생을 보, 

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인 것이다 또한 향은 진이 아니라 향이지만 쓰촨성에서 . E

대규모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 이전부터 구에서 경제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구, Q . Q

에서 향과 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과 진을 비교분석A B

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를 제공한다.

진은 공업집중구 가 설치될 만큼 본래 상당히 도시화가 진행된   C ( )工業集中區
지역이었다 공업이 성장하고 농민이 줄어 년 행정구역 구분으로 도시에 속. 2011

하는 가도판사처로 승격했다 가도판사처는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관할권 내의 농. 

촌 지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농촌 건설의 대상이 아니다 진도 가도판사. C

22) 쓰 , "Q : , ," ( )(2008). 四川省政策研究室 區模式 四方合一 產業聚變 調查與決策 內參《 》
촨성 정책연구실은 본 자료를 하달하여 향의 사례를 쓰촨성 전체 지역이 참고하도E
록 했다.

23) 각 연도 구 연감 Q .
24) Anna L. Ahlers and Gunter Schubert(2013), p.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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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로 승격한 이후에는 행정적 지위가 진이었던 시기와 달리 신농촌 건설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년 이전에는 진을 포함하여 분석하지만 년. 2011 C , 2012

부터는 진을 포함하지 않는다C . 

정책 특혜와 재정투입의 편중과 중복  (2) 

앞서 언급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표 를 통해 구의 신농촌 건설이 어떻  < 6-5> Q

게 전개되고 있는지 분석해 보자.

첫째 정책 수혜의 대상이 편중되어 있다 성급에서 직접 관여하는 향을 제외  , . E

하고 년 기준으로 개 진과 개 향 등 총 개 향급 농촌 지역 중 개 향2007 7 11 18 9

급이 년까지 모든 주요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 이마저도 최근에 확대된 것2014 . 

으로 년 이전에는 개 정도의 향진만이 주요 프로젝트의 대상이었다2010 5 .

둘째 주요 프로젝트의 수혜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양호한 향진이었다  , . 

공교롭게도 년까지 주요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향진은 모두 년 인당 순2014 2007 1

수입이 천 위안 이하였다 인구 등 다른 요소도 프로젝트 대상지 선정에 영향을 3 . 

미쳤을 수 있다 그러나 년 기준으로 인구가 각각 만 천 명 만 천 명 . 2012 1 4 , 1 3

미만인 진 향과 달리 향은 인구가 약 만 천 명임에도 주요 프로젝트에서 I , D R 1 5

모두 제외됐다.25) 현급 연감이 가지는 문제점 때문에 모든 향진의 경제상황을 정 

확히 확인할 수 없고 인당 순수입이 경제발전의 정확한 지표도 아니다 그러나 , 1 . 

경제발전 상황이 좋을수록 주요 프로젝트의 수혜자가 되기 쉬우며 더 많은 재정, 

을 얻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셋째 프로젝트의 대상이 확산되기보다는 몇몇 지역에 특혜가 집중 중복된다  , . B‧
진과 진이 대표적이다 진과 진은 년 구에서 신농촌 건설이 시작될 때C . B C 2007 Q

부터 주요한 수혜자였다 이후에도 두 진은 거의 모든 주요 프로젝트의 수혜 대. 

상이었다 두 지역이 구의 신농촌 건설 전략에서 프리미엄 지역들인 것이다. Q ‘ ’ . 

진이 가도판사처가 되어 공식적으로 도시 지역이 되면서 진이 단독으로 가장 C B

혜택을 받는 신농촌 건설 프리미엄 지역으로 남았다 집중과 중복은 최근에도 ‘ ’ . 

25) 향이 쓰촨성에 의해 성급 도시 농촌 종합계획 실험 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도 같은  E -
맥락일 수 있다 향은 진보다 낙후된 농촌의 이미지가 강한 향의 행정지명을 유지. E
하면서도 구의 향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인당 순수입을 유지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Q 1
좋은 편이었다 쓰촨성은 대규모 투자에 대한 실패 가능성이 낮고 신농촌 건설의 선. , 
전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향을 선택했을 수 있다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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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고 있다 특히 진이 년 이후에 프로젝트가 집중되면서 새로운 프리. F 2010 ‘

미엄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

넷째 최근 프로젝트 수혜 향진이 확산되고 있으나 확산 속도가 느리며 범위도   , , 

제한적이다 년 이후부터 주요 프로젝트의 대상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 2010 . 

나 몇 개 지역에 대한 집중과 중복이 지속되고 있으며 낙후된 지역이 제외되는 , 

경향도 여전하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시범촌 중심의 신농촌 건설에 대해 열거한 특징들과 동일  

하다 상급 정부가 지리적 조건이나 경제발전 수준 등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가. 

능성이 높은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시범 또는 실험 지역을 선정한다 따라서 이미 . 

상대적으로 더 발전하고 부유한 지역에 재정과 특혜가 집중 및 중복된다 신농촌 . 

건설의 차별적 재정투입이 기존의 경제적 격차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시범 과 실험 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대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과 중복의 논리적' ' ' ‧
이념적 근거는 시범 지역의 성공사례가 확산되어 지역 간 새로운 경쟁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지역들이 이를 모방하고 연계효과가 발휘되어 광범위한 경제, 

발전이 성취된다는 논리다.26)

차별적 정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 최저생활 보장 등 사회복지 관련   . , 

정책은 지역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정책목표가 하달됐다 예를 들어 구는 . Q

년부터 신형 농촌합작의료를 도입하고 향진별로 목표치를 하달하여 주민 가2007 , 

입을 독려했다 이에 따라 진은 년에 목표치인 가입을 달성하고 향. B 2007 80% , A

도 년에 가입을 달성했다 최저생활보장도 유사하다 구는 최저생활보2008 80% . . Q

장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년 최저생활보장 대상 가구에 대한 일제 2007

조사를 향진 정부에 명령했다 이는 조건에 부합하지만 누락되었던 인원을 보장 . 

대상에 포함시키고 반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로 지정된 , 

인원은 제외하기 위한 조치였다 진은 년에 일제 조사를 완수했고 향도 . B 2007 , A

년에 일제 조사를 완수했다2008 .27)

따라서 신농촌 건설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는 농촌 정책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보건의료 교육 최저생활보장 등 주로 사회복지 정책에 적용되. , , 

26) Gunter Schubert and Anna L. Ahlers, "County and Township Cadres as a 
Strategic Group: “Building a New Socialist Countryside” in Three 
Provinces," China Journal 67(2012), pp. 76-79.

27) 각 연도 구 연감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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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모든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목표치가 하달되어 시행되는 정책이다 지. 

역의 상황에 따라 정책 목표의 달성 시기는 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1-2 , 

본적으로 모든 지역이 동일한 정책 목표를 완수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주로 주. 

거지의 집중화 및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 차별적으로 

할당된다 이는 재정이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장에서 살펴보았. . 3

듯이 사회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은 현재 대부분 일반이전을 통해 기층에 전

달된다 일반이전이 균등화를 반영하여 낙후된 지역에 가중치를 두고 재정을 분배. 

한다는 점에서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정을 부여받아 

무차별적인 목표 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프로젝트는 주로 지정이전을 . 

통해 재정이 전달된다 표 를 통해 정확한 구성을 확인할 수 없지만 삼농. < 6-2> , 

지출의 상당액이 지정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에서 보듯이 농촌에 대. < 6-3>

한 재정투입을 급증시킨 년 경제부양정책의 상당 부분은 인프라 건설이었다2008 . 

거주지 개선과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재정은 대부분 지정이전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기층에서의 균등화 희석  (3) 

장에서 서술했듯이 지정이전도 전국적인 범주에서 보면 낙후된 중부와 서부  3 , 

에 편중되어 균등화의 의도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구의 사례는 기층에서 이. Q

러한 균등화 효과가 무력화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구의 프로젝트들은 . Q

경제수준이 양호한 소수의 향진에 편중 및 중복되어 할당되었다 관련 예산을 정. 

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프로젝트의 편중과 중복은 지정이전 즉 재정의 편중, , 

과 중복을 의미한다 시범촌 중심의 신농촌 건설이 재정투입과 정책적 혜택의 불. 

균등한 분배를 초래하는 현상은 쓰촨성 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예로 지린Q . 

성은 천 개의 시범촌 만 개의 촌 개선 의 구호 아래 시범" , ( , )"千村示範 萬村提升
촌 중심의 신농촌 건설을 추진하면서 년 성정부 차원에서 억 위안의 지정2007 2

이전을 마련하고 개의 실험진 과 개의 실험촌 을 선정한 이50 ( ) 200 ( )試點鎮 試點村
후 매해 실험촌마다 평균 만 위안씩 지원했다 년에는 천개의 시범촌을 , 50 . 2010 1

지정하여 한 촌에 평균 만 위안씩의 지정이전을 지원했다20 .28)

28) , " ," <吉林省農業委員會 關於省級新農村建設專項資金投入使用情況的調研報告 吉林
>, 省人民政府網 http://www.jl.gov.cn/rdzt/jjzt/shzyxnc/tsyj/201407/t2014072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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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촌 중심의 신농촌 건설은 향진 지역들을 재정과 정책적 특혜의 수혜자와   

미수혜자로 나누고 있다 성급 정부들의 신농촌 건설 전략이 이러한 불균등을 추. 

동할 뿐만 아니라 재집중화 로 불리는 수직적 정부관계의 재조정 과정에서 재정, ' '

이 집중된 현급 정부도 장에서 분석했듯이 민주적 기제가 부재한 수직적 상하정4

부간 종속관계 하에서 균등화를 고려할 유인이 없다 결국 신농촌 건설 과정에서 . 

대량으로 농촌에 투입된 재정은 향진 이하에서 균등화 효과가 무력화되는 것이다.

구 신농촌 건설의 경제적 효과4. Q

구의 차별적 정책과 재정투입은 향진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정책 특  Q ? 

혜와 재정투입에서 극단적인 두 사례인 향과 진의 경제상황을 비교하여 이를 A B

확인한다 향과 진은 표 에서 보듯이 신농촌 건설의 대표적인 미수혜자. A B < 6-5>

와 수혜자이다 향은 어떠한 주요 프로젝트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진은 구. A . B Q

의 프리미엄 향진으로서 거의 모든 프로젝트의 수혜자였다.

연감 등 향진의 공개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면 향과 진의 경제적 격차를   A B

간결하게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지에 대한 논의에서 밝혔듯이 향진. 

과 촌의 공식적 통계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공식 통계 현지조사에서의 인. , 

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차 검증해야만 한다, .

연감을 통한 향과 진의 인당 평균 수입 비교  (1) A B 1

우선 구의 연감을 통해 공식 통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연감에는 향과 진  Q . A B

의 지역 내 총생산액 공 농업 총생산액 농업 총생산액 향진기업 총생산액 등의 , , , ‧
다양한 항목들이 연도별로 일관되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년 이후의 연감들. 1995

의 수치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항목들은 분석에 적절하지 않았다 기재된 항목이 , . 

매년 동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항목별로 연도별 변화를 비교해본 결과 두 , 

향진의 기준은 물론 같은 지역 내에서의 기준도 연도별로 일관되지 않았다.

1704279.html 검색일 ( : 20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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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비교적 자주 기재되고 일관된 변화를 보여 신뢰할 만한 인당 평  1

균 순수입을 지표로 삼아 분석했다 인당 평균 순수입도 년대 전반부 자료. 1 2000

에는 대부분 농민 인당 평균 순수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현급 연감1 . 

에서도 향진 지역의 농민 인당 평균 순수입은 사실상 주민들의 인당 평균 순수1 1

입을 의미한다 향진의 간부들은 실제 직업과 관련 없이 향진에 속한 주민들 모. 

두를 농민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 농민은 당정 간부 등 일부를 ,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을 의미한다 더구나 앞서 봤듯이 향과 진 모두 공식적인 . A B

농민 인구 비율이 이상이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서 드러나는 인당 평균 순90% 1

수입 혹은 농민 인당 평균 순수입을 통해 두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비교했다1 .

표 에서 보듯이 년부터 년대 중반까지 진의 인당 평균 순수  < 6-6> 1995 2000 B 1

입은 향보다 약 정도 앞선 수준이었다 이러한 격차는 년까지 큰 변A 15% . 2006

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향진의 인당 평균 순수입은 급격한 추세의 . 1

변화 없이 일정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년 향의 인당 평균 순수입. 2008 , A 1

은 진의 수준으로 떨어져 격차가 급격히 벌어졌다B 62% .29) 그림 을 통해  < 6-1>

향의 발전이 정체되었다기보다는 진의 인당 평균 순수입이 년과 년 A B 1 2006 2008

사이에 급증하여 기존의 안정적인 성장세에서 이탈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한 향과 진의 가구별 평균 수입 비교  (2) A B

다음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향과 진의 경제적 격차를 살펴보자 우선 연  A B . 

감의 자료와 달리 설문조사는 인당 평균 순수입이 아닌 가구별 연간 순수입을 1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의 연령 성별 등에서 편중이 발생할 경우 인당 수입만으. , 1‧
로는 실제 경제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의 편의성을 고려하. 

여 주관식이 아닌 구간의 객관식으로 질문했다14 .

29) 향의 년 자료는 새마을 시범촌 한 곳의 수치만을 기재하고 있 A 2008 ( ) 新村師範村
다 따라서 향 전체의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그림 에서 보듯이 향. A . < 6-1> A
의 인당 수입 추세와 일치하여 기재하였다 또한 기재된 시범촌의 수입은 향의 평1 . A
균보다 높을 가능성이 많다 연감의 내용이 주로 성과에 집중되기 때문에 시범촌의 . 
수입이 평균보다 낮다면 아예 기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향과 진의 , . A B

년 실제 격차는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아 이후의 기본적인 논지와 어긋나지 않2008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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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향과 진의 가구별 연간 순수입 분포< 6-7> A B

향과 진의 가구별 연간 순수입의 분포는 표 에서 보듯이 상당한 격차  A B < 6-7>

가 있다 객관식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수입의 정확한 평균을 알 수는 없으나 두 . , 

향진의 금액별 빈도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문 항목. 

의 금액 중간값과 답변 빈도를 합산하여 가구별 연간 순수입의 평균을 산출해 보

면 향은 위안 진은 위안이었다A 24,315 , B 34,033 .30) 진의 가계 수입이 향보다  B A

약 높다 중앙값은 지역은 만 만 위안 지역은 만 만 위안이었다40% . A 1 ~2 , B 2 ~3 .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두 지역의 가구별 연간 순수입은 약 만 위안의 격차가 1

있다고 볼 수 있다.

30) 최저값인 위안 이하는 위안으로 최고값인 만 위안 이상은 만 위 1000 1000 , 100 100
안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검정에서도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T-
로 확인된다.

향A 진B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위안 이하1000 8 4.9 5 2.4
위안1000-2000 15 9.3 13 6.2
위안2000-4000 14 8.6 19 9.0
위안4000-6000 16 9.9 12 5.7

천 만 위안6 -1 14 8.6 21 10.0
만 만 위안1 -2 29 17.9 32 15.2

만 위안2-3 18 11.1 32 15.2
만 위안3-4 17 10.5 26 12.4
만 위안4-6 14 8.6 19 9.0
만 위안6-10 15 9.3 25 11.9
만 위안10-20 2 1.2 4 1.9
만 위안20-50 0 0 1 0.5
만 위안50-100 0 0 1 0.5

만 위안 이상100 0 0 0 0

합계
명162

결측값 명 ( 3
제외)

100%
명210

결측값 명 ( 6
제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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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연감을 통해 확인된 수입 격차와 유사하다 년 연감 자료에   . 2008

근거한 두 지역의 인당 평균 순수입의 격차는 약 천 위안이었다 년 설문1 2 . 2014

조사에서 두 지역의 가구별 연간 순수입의 격차는 약 만 위안이다 년 자료1 . 2008

에서 진의 인당 평균 순수입은 향보다 약 높았으며 년 설문조사의 B 1 A 60% , 2014

가구당 연간 순수입은 약 의 차이였다 표 과 그림 에서 보듯이 40% . < 6-6> < 6-1>

진의 증가세는 년 사이의 폭증 이후에 완화되었다 이러한 추세와 B 2006-2008 . 1

인당 수입과 가구별 수입의 차이를 고려하면 연감과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향과 , A

진의 주민 수입의 격차는 거의 유사하다 특히 연감의 자료에서 드러나는 B . 

년 사이 진의 인당 평균 순수입의 급증을 신뢰할 만하다2006-2008 B 1 .

신농촌 건설과 향진간 경제적 격차의 확대  (3) 

연감과 설문조사를 통해 향과 진의 경제적 격차를 확인했다 두 자료가 보여  A B . 

주는 유사한 수입 격차를 볼 때 연감에서 제시된 수치는 신뢰할 만하다 연감을 , . 

통해 장기적 추세를 보면 향과 진의 경제적 격차는 년 이후 년대 중, A B 1995 2000

반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두 지역의 수입 격차는 미만이었다. 20% . 

년 사이 갑자기 수입 격차가 로 확대되어 현재 약 를 유지하2006-2008 60% 40%

고 있다 이는 이 시기 진 주민들의 평균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향. B . A

의 추세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진 주민들의 수입이 급증하는 시기는 진이 프. B B

리미엄 지역으로서 구의 정책적 특혜를 받기 시작하는 년과 일치한Q 2007-2008

다 신농촌 건설의 차별적 정책 혜택과 재정투입은 수혜 향진과 미수혜 향진 사. 

이의 경제격차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향과 진의 정책 수혜와 재정투입의 격차5. A B

앞서 향과 진의 경제격차의 확대 시기와 신농촌 건설을 통해 진이 정책 수  A B B

혜를 받은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진이 어떠. B

한 정책적 혜택을 받았으며 이것이 어떻게 경제격차의 확대를 가져왔는지를 살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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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농촌 종합체 전문 채소기지 건설 계획  (1) , 

표 에서 보듯이 진에 대한 정책 특혜는 년부터 시작되었다 구는   < 6-5> B 2007 . Q

년에 이미 진의 촌과 촌을 중심으로 신농촌 종합체를 건설할 계획을 세2007 B g z

웠다 신농촌 종합체는 진의 일부를 주거지가 집중된 사구 로 만들어 시범. B ( )社區
촌 중의 시범촌으로 만드는 것이다 신농촌 종합체는 정책 혜택이 집중된 진에. B

서 다시 한 번 혜택이 집중되는 지역이 되었다 신농촌 종합체는 대내외적으로 신. 

농촌 건설의 효과를 선전하고 전파하는 선전장 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알(showcase) . 

러스와 슈베르트의 연구에서도 시범촌 중심의 신농촌 건설 전략을 시행하는 지역

들에서 이러한 정책 특혜가 극도로 집중된 선전장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31) 알러스와 슈베르트의 경험처럼 진의 진장도 현지조사팀을 신농촌 종합 B

체로 안내하여 신농촌 건설의 업적을 장시간에 걸쳐 브리핑했다 표 에서 . < 6-5>

보듯이 구는 년 년 각각 향과 향에 새로운 신농촌 종합체를 건설Q 2013 , 2014 D K

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진의 신농촌 종합체만큼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 B

직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구는 채소기지 건설을 농촌 경제발전의 기본 전략으로 삼았다 도시 근교에   Q . 

위치한 구 농촌들의 입지조건을 활용해 환금작물 재배에 집중하려는 것이다 채Q . 

소기지 건설은 구의 모든 농촌 지역에 해당하는 발전전략이었으나 채소기지 건Q , 

설을 위한 목표와 지원은 상이했다 표 에서 보듯이 년 구는 진. < 6-5> 2008 Q B , D

향 진에 전문 채소기지 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진이 이, F ( ) . C專業蔬菜基地
미 도시화가 상당히 진척된 지역이고 향이 성급 프리미엄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E

하여 두 지역을 제외하고 보면 이후 프로젝트가 집중된 지역과 전문 채소기지 , 

건설 지역이 일치한다 구의 전문 채소기지 건설의 핵심은 재정 지원과 자본 유. Q

치를 통해 농지의 규모화를 실현하고 이렇게 조성된 대규모 농지에 현대식 비닐, 

하우스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  (2) 

신농촌 종합체와 전문 채소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흩어진 주거지와 농지의 집중  

화가 필수적이었다 대규모 토지 정리가 선행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 . . <

31) Anna L. Ahlers and Gunter Schubert(2012), pp. 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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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의 토지잔류문제 해결은 이후의 신농촌 건설의 특혜를 집중하기 위한 6-5> B

첫 번째 조치였다 토지보상금 등의 적절한 보상이 없이 주민들에게 기존의 주거. 

지와 농지를 변경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자금이 필요했다.

토지정리를 위한 재정투입과 주민수입의 증가  ① 

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우선 외부로부터의 투자유치가 있다 투자금을 제공  . 

하는 기업에 토지이용권을 주어 채소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실제 진은 . B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 년에 무 약 만 년에 2007 3000 ( : 667 ), 2008 5000㎡畝
무 약 만 의 토지를 기업들에 임대했다 그러나 주거지의 집중화는 기업의 ( 334 ) . ㎡

투자유치를 활용하기 어렵다 또한 추가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토지 정리가 우. 

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이 대규모 토지 정리는 불가능하다. . 

여기에서 프리미엄 지역인 진이 받은 정책 특혜와 재정 지원이 가장 선명하게 B

드러난다 년까지 구는 진에 만 위안을 지원하여 토지문제를 완전히 . 2008 Q B 893

해결했다 년 진의 지역총생산액이 억 천 백만 위안 농업총생산액이 . 2006 B 1 1 2 , 5

천 백만 위안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액수다 이와 대비하여 년 향이 상급5 . 2008 A

정부로부터 따로 받은 주요한 재정 지원은 만 위안의 우량품종 제공과 수로 개2

선을 위한 만 위안이 전부였다10 .32)

토지정리와 관련되어 중요한 부분은 토지보상금 중 일부가 개별 가계의 직접적  

인 수입이 된다는 점이다 연감과 설문조사에서 교차확인된 년 사이 . 2006-2008 B

진 주민들의 급격한 수입 증가는 년 신농촌 건설 이후 년까지 토지정리2007 2008

를 위해 투입된 재정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후의 주민수입 증가세의 완화도 이런 .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현재까지 진은 여전히 구의 프리미엄 지역이었지만. B Q , 

년의 토지정리처럼 주민들의 수입에 직결되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재정투입2008

은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

신농촌 종합체의 내부와 외부  ②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진 내부에서도 정책 특혜와 재정투입의 정도가 상이하다  B

32) 각 연도 구 연감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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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현재 진의 채소기지는 신농촌 종합체와 이웃한 다른 주거 밀집 지역 . B

사이에 위치한다 채소기지 건설로 인한 토지보상금과 이후의 수익은 신농촌 종합. 

체와 종합체 외부 지역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신농촌 종합체를 건설하기 . 

위해 필요한 거주환견 개선과 인프라 건설 등으로 종합체 대상 지역에 다시 한 

번 정책 특혜와 재정투입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신농촌 종합체는 이후의 프로. 

젝트 선정과 재정투입에서도 편중과 집중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진 내에서도 . B

정책 혜택과 재정투입이 신농촌 종합체에 재집중된다 이러한 정책 시행이 갖는 . 

역설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차별적인 정책 특혜와 재정투입의 추가적인 파급 효과  (3) 

진이 받은 정책 혜택이 토지정리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표 에서 보  B . < 6-5>

듯이 진은 이후에도 구의 거의 모든 프로젝트의 대상 지역이 되었다 이에 따B Q . 

라 토지정리를 위한 재정지원 같은 일시적인 대규모 재정투입은 없었지만 프로젝, 

트의 계획에 따라 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꾸준히 재정이 투입되었다 여A . 

기에서는 년 이후의 재정투입을 일일이 논의하기보다는 주요 정책 특혜가 가2008

져온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외부 기업이 채소기지 건설을 주도하면서 진의 농지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  B

라 농민들에게 새로운 수입원이 발생했다 농민들은 기업이나 토지 임대자에게 , . 

고용되어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신농촌 종합체에서 만난 이른바 농. '

업기업가 는 무당 연간 위안을 주고 토지를 임대하여 수박을 경( )' 1 300農業企業家
작했다 이는 집체의 재정수입이 된다 또한 노동력을 현지에서 조달해야 했기 때. . 

문에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33) 일부 토지는 주식화하여 해 

당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집체 소속의 주민에게 분배되었다 이 또한 주민들의 새. 

로운 수입원이 되었다 토지 임대자가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 개발이 완료된 농지. 

를 주민이 다시 재임대하여 경작할 수도 있다 이처럼 진 주민들은 투입된 재정. B

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입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다양한 수입, 

원을 찾을 수 있었다.

33) 진의 농토를 임대한 농업기업가와의 인터뷰 년 월 이 농업기업가는 쓰촨 B , 2014 4 . 
성 출신이 아니었다 구에서는 농업에 투자하는 외부 투자자를 농업기업가 고 불렀. Q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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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정리와 도로 전기 등 개선된 인프라 때문에 투자유치가 증가했다는 점도   , 

중요하다 진은 년에만 개의 기업으로부터 약 천만 위안의 투자를 새로 . B 2011 3 2

유치했다 재정투입으로 개선된 환경이 투자유치를 증가시키고 투자된 자본을 통. , 

해 투자조건이 더 개선되면서 새로운 투자를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된 듯

하다 반면에 도심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진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향은 기. B A

업의 투자를 전혀 유치하지 못했다 이는 이웃한 진이 모든 투자를 빨아들이기 . B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차별적인 정책과 재정투입은 추가적인 파급효과를 일으켜 . 

향과 진의 경제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A B .

소 결6.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 건설 등으로 대표되는 후진타오 정부의 정책전환이   

재정투입을 통해 공공재 공급의 증가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은 년대 중반 이2000

후부터였다 삼농정책도 마찬가지다 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 . 2006

년 월 발표된 경제 부양책을 통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면서 농촌의 재정과 2008 9

공공재 공급 상황이 급격히 개선되었다 대표적으로 표 의 최저생활보장에. < 6-4>

서 보듯이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줄었다 농촌의 공공재 공급을 개선하려는 신농. 

촌 건설과 농촌으로의 재정투입의 목적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투입된 대량의 재정은 향진에서 균등하게 분배  Q

되지 못한다 차별적으로 투입된 재정은 향과 진의 사례처럼 향진 간의 경제 . A B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진을 비롯한 소수의 향진에 집중된 혜택과 재정이 시범. B

촌 전략이 내세우는 파급효과를 가져오지도 못했다 구 신농촌 건설의 최종적 . Q

결과물인 신농촌 종합체는 최근에야 확장되기 시작했다 집중된 혜택과 재정은 . B

진의 자본유치 독점에서 보듯이 오히려 주변 지역의 발전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

다 결국 구의 사례는 중국이 분세제 체제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년대 이. Q 2000

후에 더욱 강조하고 있는 균등화가 기층에서 무력화되고 심지어 역행할 수 있다, 

는 점을 보여준다.

구의 단일사례만으로 이러한 현상이 중국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Q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구는 시범지역 중심이라는 신농촌 건설의 전형. Q

적인 전략을 따르고 있다 차별적인 재정투입이 시범촌 중심의 신농촌 건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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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아니다 사실 신농촌 건설의 범주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 

농촌의 주요한 업적들과 재정투입은 모두 신농촌 건설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 . 

신농촌 건설은 모든 삼농 관련 정책을 일컫는 표어에 가깝다 시범촌 중심의 전략. 

도 신농촌 건설이 초래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시범과 실험을 통한 정책 수행이. 

라는 중국 관료제의 오래된 전통이 반영된 것이다.34) 또한 장에서 봤듯이 이는  4

민주적 기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민의 지지가 아니라 상급정부의 평가를 두고 

경쟁하는 지방관리들이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정책 업적을 과시하기 위

한 전략이기도 하다 구의 신농촌 건설은 민주적 기제가 부재한 재정투입의 증. Q

가만으로는 기층의 균등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보편적인 논리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대량의 재정 투입과 기층 경제격차의 지속 또는 확대라는 이러한 모순적인 현  

상만으로 후진타오 정부의 정책 전환과 삼농정책을 총제적인 실패로 평가하고 국, 

가 농민 관계의 악화를 예상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농촌 전체로 보면 이는 대량- . , 

의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재 공급의 개선은 물론 도시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도농, 

간 균등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지역간 상대적인 불평등의 증가일 뿐이기 

때문이다 충분히 재정을 투입한다면 민주적 기제의 부재가 초래하는 문제들을 . , 

손쉽게 덮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에 . , 

대한 판단의 근거를 찾아보는 것이 다음 장에서 다룰 내용이다.

34) Sebastian Heilmann, “Policy-Making through Experimentation: The 
Formation of a Distinctive Policy Process” in Sebastian Heilmann and 
Elizabeth J. Perry(eds.), Mao’s Invisible Hand: The Political Foundations of 
Adaptive Governance in China(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pp. 6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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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사례연구 차별적 재정투입의 역설7 :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괴리 - -

후진타오 정부의 정책 전환은 분세제 체제의 성숙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확보와 동부 중부 서부를 기준으로 하는 초보적인 균등화의 개선이라는 거시적인 ‧ ‧
재정상황의 변화가 가져온 논리적 수순이자 년대 중후반부터 악화된 국가, 1990 -

사회 관계에 대한 대응이었다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의 논리와 동일하게 재정투입. 

을 통해 공공재 공급을 개선하여 국가 사회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의도였다 삼농 - . 

정책에 대한 강조와 신농촌 건설에서 보듯이 농촌이 이러한 전략의 핵심 대상이

다 본 장에서는 구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농촌에 투입된 재정이 국가 농민 . Q -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국가 사회 관계의 안정과 불안정을 평가할 수 있는 합의된 지표는 없다 광범  - .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면 가시적인 저항의 , 

빈도와 강도가 가장 적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집단소요사건이 이미 비. 

공개가 되어버린 뒤에도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이보다 명확한 지

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중국연구들은 주로 사례연구를 통해 개. 

별적인 저항의 원인과 형태를 축적해 나가거나 저항이 아닌 정부에 대한 신뢰와 , 

불만을 측정하여 국가 사회 관계를 평가하고 있다- .

본 장에서는 이러한 방식들을 결합하여 사용한다 우선 같은 지역에 위치하며   . 

많은 조건이 유사하지만 정책특혜와 재정투입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향과 , A

진 농민들의 각급 정부에 대한 신뢰와 향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비교분석하여 B

차별적 재정투입의 효과를 살펴본다 일종의 최대유사체계 분석디자인이다 그러. . 

나 현실에 존재하는 두 지역이 완전히 동일한 지역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정책특혜

와 재정투입 이외의 미처 파악하지 못한 변수들로 인해 정부신뢰와 향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달랐을 수 있다 또한 신농촌 건설을 통한 정책특혜와 재정투입 이. 

전의 정부신뢰와 향진 정부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자료가 없다 통시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최대유사체계 분석디자인이 갖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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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보콴 과 커우콴 이라는 ' ' ' '

단어를 통해 농민들의 인식구조를 분석한다 농민들의 인식구조를 분석하여 정책. 

특혜와 재정투입이라는 독립변수의 차이가 정부신뢰와 향진 정부에 대한 평가라

는 종속변수의 차이를 초래한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민주적 기제가 부. 

재한 재정투입이 중국 농촌의 거버넌스와 국가 사회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내려고 시도할 것이다.

왜 각급 정부 중에서 하필 향진 정부에 대한 평가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차별적 재정투입이 향급에서 가장 뚜렷하기 때문이다 장의 분석에서 . . 5

보듯이 년대 이후 수직적 정부간 관계의 재조정을 통해 현급 정부가 농촌의 2000

재정 분배와 공공재 공급의 중추로 부상하고 성관현을 통해 지급 정부로부터 상, 

당한 자율성을 획득했다 이로 인해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급 바로 아래 향급. 6

에서 뚜렷한 차별적 재정투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투입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

기 위해서는 향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

다 촌은 기층정부의 역할을 묻기에는 너무 작은 단위이며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 , 

치조직이지 정부가 아니다 또한 리롄장 의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에 . (Lianjiang Li)

따르면 농민들은 현급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상급정부로 인식하고 향진과 촌은 , 

하급정부로 인식했다 현급은 모호한 중간에 위치한다. .1) 본 조사의 정부신뢰에 대 

한 결과도 이와 일치한다.

아울러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현지조사를 통해 농민들이 향진   , 

정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확실한 정보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급 이상으로 가면 농민들의 인식과 감정은 점차 모호해진다 비록 . , . 

현급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인식 속에서 재정 분배

와 공공재 공급을 비롯해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대상은 주로 향진 정부인 

것이다 장에서 보았듯이 기능이 갈수록 축소되어 빈 껍질 이 되어가고 있는 일. 5 " "

반적인 향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모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재, . 

정 분배와 공공재 공급이 기층 거버넌스와 나아가 국가 농민 관계에 미치는 영향-

1) Lianjiang Li, “Political Trust in Rural China,” Modern China 30:2(April 
2004), pp. 228-258; , “ ,” , 131 (2012李連江 差序政府信任 二十一世紀雙月刊 第 期《 》

국문으로는 리롄장 현대 중국의 위계적 정부 신뢰 성균차6 ), pp. 108-114. , " ," 年 月 『
이나브리프 제 권 제 호 통권 호 요인분석에 따라 상급정부1 2 ( 27 )(2013), pp. 59-66. 』 
와 하급정부로 구분되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대한 요인분석도 동일. 
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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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농민들의 향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는 이유다.

차별적 재정투입과 정부신뢰1. 

정부성과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이론  (1) 

상식적으로 경제성장과 공공재 공급의 증가는 정부에 대한 신뢰 및 긍정적 평  

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공재 공급과 국가에 대한 . 

충성 간의 교환을 국가 존속의 근거로 보는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의 논리에도 부

합한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정부신뢰의 상관관계는 뚜렷. , 

하지 않다.2) 경제성장뿐 아니라 공공재 공급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부의 업적을  

포함시켜도 마찬가지이다.3) 경제성장 공공재 공급의 확대 등의 뚜렷한 업적에도  , 

불구하고 정부신뢰가 정체 또는 감소되는 사례가 많으며 통계적으로 변수 간의 , 

상관관계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정부의 업적과 신뢰의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하기가 모두 쉽지 않고 정부   ,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사실이든. , 

주관적인 인식이든 간에 권력의 남용 부패 정책실행의 무능력 등이 정부 업적의 , , 

효과를 상쇄하고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다.4) 양극화로 인해 정부가 부자와 빈자 

2) Robert Z. Lawrence, “Is It Really the Economy, Stupid?” in Joseph S. Nye, 
Jr., Philip D. Zelikow, and David C. King(eds.),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pp. 111-132; Ian McAllister, 
"The Economic Performance of Governance," in PippaNorris(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188-216; John R. Hibbing and Elizabeth Theiss-Morse, 
Stealth Democracy: Americans' beliefs about how government should 
w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 25.

3) Robert D. Behn, "Government Performance and the Conundrum of Public 
Trust," in John D. Donahue and Joseph Nye(eds.), Market-Based 
Governance: Suppy Side, Demand Side, Upside, and Downside(Brookings 
Institution, 2002), pp. 323-348; Steven Van de Walle, and Geert Bouckaert, 
"Public Service Performance and Trust in Government: The Problem of 
Caus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26, No. 
8-9(2003), pp. 891-913.

4) Robert D. Behn(2002), pp. 3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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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호를 모두 만족시키기가 갈수록 어려워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가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5) 모든 객관적인 성과가 개선되었더라도 국민의 기대수 

준이 지나치게 상승해 정부 불신이 심화되기도 한다.6)

이러한 연구들은 한 국가의 정부신뢰 변화에 대한 통시적 분석이나 국가 간 비  

교에 집중하며 지방정부들 간의 성과와 정부신뢰를 다루지 않는다 중국의 경우, . 

에도 지방정부들 간의 신뢰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의 차이가 , 

주요한 주제이다.7) 따라서 기존연구를 통해 차별적 재정투입이 향진간 정부신뢰 

와 기층정부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을 세우기 어렵다 다만 . 

기존 연구들에서 정부의 성과가 정부에 대한 신뢰 및 긍정적 평가로 귀결되지 않

는 이유는 이들 변수 이외에 다른 요소들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경제성. 

장과 공공재 공급 이외의 변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평등 기대수준 부패 , ,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유사한 조건을 가진 지역들에서 재. 

정투입과 공공재 공급이 증가하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정부신뢰와 정부

평가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근거와 논리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식적인 논리. 

에 따르자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유사한 조건을 가진 두 비교대상 중 재정투, 

입과 정책특혜의 수혜자인 진의 정부신뢰와 정부평가가 향보다 높을 것으로 B A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예상과 어긋났다. .

향과 진의 정부신뢰  (2) A B

먼저 중앙 성급 현급 향급 촌별로 각급 정부와 공산당을 신뢰하는지를 물었다  . ‧ ‧ ‧ ‧
그림 은 이 중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과 비교적 신뢰한다는 응답의 유효 응< 7-1>

답수에 대한 백분율이다.8) 중앙 성급 현급에 대한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 ‧ ‧

5) Robert Z. Lawrence(1997), pp. 126-127.
6) 매컬리스터는 이러한 현상을 경제적 기대 가설 Ian McAllister(1999), p. 201. "

이라고 칭한다(economic expectation hypothesis)" .
7) LianjiangLi(2004).
8) 중국에서 정치적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를 진행할 경우에 모른다 와 대답하기 싫다 ' ' ' '

로 응답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였으며. , 
중앙 성급 현급에 대해 결측값의 비율이 높았고 향급과 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 ‧
율이 낮았다 따라서 일반적인 통계분석 방법과 달리 결측값을 포함하여 당정기관 신. 
뢰도를 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반응은 당정 기관에 대한 의견 표명이 . 
가져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되어 사실상 불신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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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향급과 촌민위원회에 대해서는 향의 정부신뢰가 진보다 높았다, A B .9) 이러 

한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상반된다 신농촌 건설 과정에서 구의 향진 중 가장 . Q

많은 혜택과 재정을 받은 진이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 중 하나인 향보다 B A

기층정부 신뢰가 낮다 대량의 재정투입과 정책특혜를 받은 지역이 오히려 정부신. 

뢰가 낮다는 역설적인 현상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는 없지만 정책특혜와 재정투입의 격차를 생성시킨 주요 행위자인 구 현급 , Q

정부에 대해서도 진의 신뢰도가 향보다 낮다B A .

그림 향과 진의 등급별 당정기관 신뢰도 비교< 7-1> A B

단위( : %)

향과 진이라는 향급을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향급보다 상급정부인   A B

중앙 성급 현급은 응답의 대상이 동일하지만 향급과 촌위원회는 응답의 대상 자체, ‧ ‧

지만 본 분석에서는 등 기존 연구들의 통계분석 방법을 따라 결Lianjiang Li(2004) 
측값을 제외했다 또한 결측값을 포함하여 정부신뢰도를 계산해도 정부신뢰도의 정부. 
등급별 격차 향과 진의 향급과 촌민위원회에 대한 신뢰 차이 등 모든 결과가 본, A B
문의 내용과 동일했다.

9) 이는 매우 신뢰 비교적 신뢰 별로 신뢰하지 않음 매우 불신 등의 답변에 대한  , , , A
향과 진의 등급별 당정기관 신뢰도의 평균에 대한 검정 결과에 근거한다B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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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르다 따라서 알 수 없는 다른 요인들 때문에 역사적으로 진의 정부신뢰가 . B

향보다 원래 낮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A . , B

진의 중앙과 성급에 대한 신뢰는 그림 에서 보듯이 향보다 조금 더 높다< 7-1> A . 

현급 이하에 대한 신뢰는 반대로 향이 더 높다 재정투입과 정책특혜가 현급 이A . 

하의 정부신뢰를 감소시켰는지는 확신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

지는 못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물론 이조차도 중앙과 성급에 대한 신뢰와 기층. 

에 대한 신뢰가 본래 상충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갖가지 반론의 가능성을 완전. 

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아래의 추가적인 통계분석과 농민의 인식구조에 대한 해, 

석을 통해 재정투입과 정책특혜가 기층정부에 대한 신뢰를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

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추정의 근거를 추가할 것이다.

향진 정부에 대한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2.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구분  (1) 

신농촌 건설이 중국 당국의 선전과 달리 아무런 성과가 없었을 수도 있다 그  . 

러나 앞장에서 대량의 재정 투입과 정책 혜택의 격차로 진의 인당 순수입이 크B 1

게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소득과 공공재 공급의 증가 등 객관적인 성과와는 . 

별도로 주민들이 이를 주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림 는 그렇. < 7-2>

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는 향과 진 주민들이 각자의 향진 정부를 항목별로 긍정적으로   < 7-2> A B

평가한 비율이다 총 개의 향진 정부에 대한 평가 항목을 크게 성과 평가와 거. 15

버넌스 평가로 구분했다 이는 내용상의 구분이기도 하지만 개 향급 농촌 지역. , 5

의 응답자 명에 대한 요인분석 을 반영한 것이다1,035 (factor analysis) .10) 개의  15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지방경제 발전 인프라 , 2 . , ① ②

건설 농산품 정보 기술 제공 보건의료 취약계층 구제 등이 하나의 요인, , , , ③ ④ ⑤

으로 추출되었으며 또 다른 요인은 촌민위원회 지도감독 향진 정부 자체 감, , ⑥ ⑦

독 주민갈등 조정 공무원 업무 태도 주민 요구 처리 반영 상급정부 정, , , , ⑧ ⑨ ⑩ ⑪‧

10) 요인분석 결과는 부록 을 참조 치안 교육 환경은 요인분석 과정에서 공통성이 낮 < > . ‧ ‧
아 제외했다 따라서 부록 은 이들을 제외한 개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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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실행 정부 투명도 등이었다 치안 교육 환경 문항은 요인추출 과정에서 제외, . ⑫ ‧ ‧
됐다 통계학적인 요인 추출뿐 아니라 내용상으로 봐도 부터 까지는 정책 수. ① ⑤

행과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으며 주민과의 상호작용보다는 정부의 . , 

일방적인 업무 수행의 측면이 강하다 부터 까지는 수치화하기 어려우며 정. , ⑥ ⑫

부의 구체적 행위가 아닌 정부의 규범 태도와 정부 농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 , -‧
상호관계와 연관된다.

직관적인 구분을 넘어 이론적 설명을 추가하자면 전자는 공공정책학의 성과측  , 

정 과 관련된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성과측정이라는 (performance measurement) . 

개념 자체가 이견이 많고 역사적 변동이 심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서비스 공, 

급 본 연구에서 계속 사용하는 용어로는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 을 측, (efficiency)

정하는 것이다.11) 후자는 이와 달리 국제기구들이 개발한 거버넌스 지표 

와 유사하게 정부의 질 을 측정하는 것이다 민주(governance indicators) (quality) . 

주의와 시장화를 측정한다는 본래의 거버넌스 지표의 개발 의도와는 관련이 없지

만 후자로 묶인 항목들이 효율성이나 공공재 공급이 아닌 정부의 질과 관련이 ,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12)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전자의 항목을 성과 평가로 후자의 항  (performance) , 

목을 거버넌스 평가로 해석한다 통계상의 요인추출을 통한 구분이 내용상의 구분. 

과 일치하며 중국 농민들이 양자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 

석이 정당화될 수 있다 성과와 거버넌스의 구분이 갖는 유용성은 아래에서 진행. 

되는 향과 진에 대한 비교분석에서 더 명확해질 것이다A B .

11) Geert Bouckaert and John Halligan, "Performance and Performance 
Management," in B. Guy Peters and Jon Pierre(eds.), Handbook of Public 
Policy(Sage Publications, 2006), pp. 448-449.

12) 거버넌스 지표에 대해서는  Charles Oman and Christiane Arndt, "Governance 
Indicators," in Mark Bevir(ed.), Encyclopedia of Governance(Sage 
Publications, 2007), pp. 38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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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향과 진 주민의 향진 정부 평가 비교< 7-2> A B

단위( : %)

가 향진 정부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 

나 향진 정부 거버넌스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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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인추출 제외 문항 치안 환경 교육. : , , 

향과 진의 성과 평가  (2) A B

그림 의 향과 진의 성과 평가는 앞서 분석한 구의 신농촌 건설 내  < 7-2> A B Q

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지방경제 발전 인프라 건설 농산품 정보 기술 제공 등의 . , , ‧
문항에 대하여 진의 주민들이 향의 주민들보다 향진 정부를 높게 평가했다 이B A . 

는 진에 대한 재정투입과 정책적 혜택의 효과를 보여준다 앞서 서술했듯이 신B . 

농촌 건설 과정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모든 향진 정부에 동일한 목표치가 하달되

고 균등화가 반영된 지정이전을 통해 낙후된 지역도 필요한 재정을 받고 있다, . 

향진 정부의 보건의료와 교육 등에 대해 두 지역의 주민이 거의 동등하게 평가한

다는 점은 이러한 효과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취약계층 구제의 경우에는 . A

향의 평가가 오히려 높은데 이는 경제적 격차로 인해 향이 최저생활 보호 등의 , A

사회구제 정책의 수혜자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무엇보다 진의 주민들은 지방경제 발전에 대해 향의 주민들보다 향진 정부  B A

를 월등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표 을 통해 이 질문을 상세히 살펴보면. < 7-1> , 

두 지역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지방경제 발전에 대해서 향과 진의 매우 . A B ‘

좋다 와 매우 좋지 않다 라는 두 문항의 비율 차이가 크다 향의 부정적 응답이 ’ ‘ ’ . A

긍정적 응답보다 약 나 많은 데 반해 진은 긍정적 응답이 더 많다 표 30%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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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성과 평가 항목들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향과 7-2> . A

진의 성과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진의 주민들은 향의 주B . B A

민들보다 향진 정부의 성과 특히 경제적 측면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이다.

표 향과 진 주민의 향진 정부의 지방경제 업무에 대한 평가 비교< 7-1> A B

단위( : %)

표 향과 진의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평균값 및 검정< 7-2> A B T-

단위( : %)

*.p<0.05

설문내용 향진 정부의 다음 업무 수행이 양호하다고 인식하십니까: ?※ 
매우 좋다 비교적 좋다 보통이다 별로 좋지 않다   1) . 2) . 3) . 4) .
매우 좋지 않다   5) .

응답자들의 성과 평가 개 문항의 평균값과 거버넌스 평가 개 문항의 평균값5 7※ 
의 지역별 평균값이다 점부터 점까지의 등간척도며 로 갈수록 양호한 평. 1 5 1
가이며 로 갈수록 좋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5 .

향A 진B
매우 좋다 3.1 8.8

비교적 좋다 15.6 24.0
보통이다 32.5 36.8

별로 좋지 않다 28.1 24.5
매우 좋지 않다 20.6 5.9

향 A (N=165) 진 B (N=216) 값t 값p

성과 평가 3.26
표준편차( : 0.830)

3.05
표준편차( : 0.843) 2.387 .017*

거버넌스 평가 3.18
표준편차( : 0.881)

3.36
표준편차( : 0.875) -1.899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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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진의 거버넌스 평가  (3) A B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는 성과 평가와 상반된다 그림 를 보면 모든 문항  . < 7-2> , 

에서 향이 진보다 긍정적인 평가의 비율이 높다 비록 전체 거버넌스 평가는 A B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세부 항목인 주민요구 처리 반영 상급정부 , , ‧
정책실행 정부 투명도 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국 진의 주민들은 향진 , . B

정부의 성과를 향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향과 유A A

사하거나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향진 정부와 촌민위원회에 대한 . 

신뢰 분석을 함께 고려하면 진에 대한 재정투입과 정책특혜는 정부신뢰와 거버, B

넌스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최소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기층정부에 대한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괴리3. 

진의 분열 신농체 종합체의 안과 밖  (1) B : 

재정투입과 정책특혜가 오히려 정부신뢰와 거버넌스 평가를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역설적인 결과가 생긴 원인은 무엇인가 진의 성과 평가에서 알 수 있듯? B

이 정책 특혜와 재정투입이 가져온 성과에 대해서 주민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

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진의 향진 정부에 대한 거버넌, . B

스 평가와 정부신뢰는 왜 향보다 오히려 더 낮은가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A ? 

해서 우선 진의 정부신뢰와 향진 정부 평가를 신농촌 종합체와 신농촌 종합체가 B

아닌 지역으로 나누어 다시 분석한다. 

앞선 논의의 순서대로 우선 그림 을 통해 정부신뢰의 차이를 살펴보자  < 7-3> . 

신농촌 종합체 내 외부에 관계없이 진의 기층정부에 대한 신뢰가 향보다 낮지B A‧
만 종합체 외부의 신뢰가 특히 더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진의 기층정부, . B

에 대한 불신의 상당 부분은 신농촌 종합체 외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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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향 진 신농촌 종합체 내 외부의 등급별 당정기관 신뢰도 비교< 7-3> A , B ‧
단위( : %)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는 진 내부의 분열을 확연히 드러낸다 표   B . < 7-3>

을 보자 매우 좋다 를 점으로 하고 부정적 답변으로 갈수록 점씩 더하여 매우 . ' ' 1 1 '

좋지 않다 를 점으로 한 점부터 점까지의 등간척도이기 때문에 평균이 낮을수' 5 1 5

록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신농촌 종합체 외부 주민들의 평가 중 주민요구 . 

처리 반영 이외의 모든 문항의 평균값이 신농촌 종합체 내부 주민들의 평균값보다 ‧
높다 즉 주민요구 처리 반영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신농촌 종합체 외부 주민들. ‧
의 향진정부에 대한 평가가 신농촌 종합체 내부 주민들의 평가보다 부정적인 것

이다 향과 비교해도 거버넌스 평가에 해당하는 모든 문항에서 진 종합체 외부. A B

의 평균값이 향보다 높다 즉 거버넌스 평가의 모든 항목에서 진 종합체 외부A . B

가 향보다 더 부정적이다 각 문항의 긍정 평가만을 반영한 그림 를 통해 A . < 7-4>

세 집단의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를 직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진의 . B

신농촌 종합체 외부는 성과 평가에서는 향과 유사해 보이며 거버넌스 평가에서A , 

는 향과 진 종합체보다 훨씬 뒤처졌다A B .13)

13) 주의할 점은 그림 가 가시성을 위해 매우 좋다 와 비교적 좋다 라는 긍정적  < 7-4> ' ' ' '
대답만을 표시한 결과라는 점이다 아래에서 보듯이 그림 와 달리 모든 대답을 . < 7-4>
계산한 성과 평가의 차이는 진 종합체 외부가 향보다 조금 앞선다B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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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향 진신농촌종합체 진 신농촌 종합체 외부의 향진 정부 평가 < 7-4> A , B , B

비교

단위( : %)

가 향진 정부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 

나 향진 정부 거버넌스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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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방관리들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억울해 할 것이 분명하다 객관적인   . 

성과가 반영되지 못한 주관적인 저평가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구의 신농촌 건설 . Q

정책에서 살펴봤듯이 진의 신농촌 종합체가 프리미엄 지역 중의 프리미엄 지역B

으로서 가장 많은 재정투입과 특혜의 대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거주지의 집중화. 

와 사구화 과정에서 약간의 개별적인 부담 은 있을 수 있지만 진 종합체(" ") , B配套
의 주민들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거주지가 집중. 

되고 인프라가 정비됨으로써 토지를 임대하려는 외부인을 유치해 임대 수입을 할

당받게 되었다 농토를 임대한 기업농업가에게 고용되어 추가적인 수입도 얻을 수 . 

있었다.

하지만 다른 향진과 비교하면 신농촌 종합체뿐 아니라 진 전체가 구의 프  , B Q

리미엄 진이다 신농촌 종합체가 프리미엄 지역 중의 프리미엄 지역이지만 진 . , B

전체가 상당한 혜택을 받았다 인프라 건설이 신농촌 종합체에 집중되었다고 하더. 

라도 인프라 건설의 특징상 도로 수리건설 등이 신농촌 종합체 내부에만 혜택을 , 

줄 수는 없다 실제로 최근 건설된 포장도로는 신농촌 종합체뿐만 아니라 진 전. B

체를 구의 도심과 더 가깝게 연결하고 있었다 특히 집진 건설은 종합체 Q . ( ) 集鎮
외부에도 상당한 혜택을 주었다 집진 건설은 이미 사구화가 완료되어 거주지가 . 

집중된 신농촌 종합체보다는 종합체 외부의 거주지와 상점들을 집중시켰다 이로 . 

인해 상업활동은 거주지 중심으로 구획된 신농촌 종합체 내부보다는 집진 건설 

과정을 통해 상점들이 집중된 종합체 외부에서 활발하다 채소기지 건설도 종합체. 

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다 종합체는 주로 거주지만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현대화된 . 

비닐하우스의 대부분은 종합체와 집진화된 종합체 외부의 중심지 사이에 위치해 

있다 종합체 외부의 농민도 현대화된 채소 비닐하우스를 임대한 기업에 고용되어 . 

추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자본이 있다면 자신이 직접 비닐하우스를 임대할 . 

수도 있다 더구나 진 전체에서 거의 동일한 공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 B

는 보건의료 취약계층 구제 농산품 정보기술 제공 교육 등의 항목에 대해 종합, , , 

체 외부가 종합체 내부보다 낮은 평가를 내렸다는 점은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객

관적인 평가이기보다는 기층정부에 대한 주관적이고 종합적인 불만과 불신이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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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괴리  (2) 

표 는 향 진 신농촌 종합체 진 신농촌 종합체 외부의 성과 평가와   < 7-4> A , B , B

거버넌스 평가의 평균값이며 표 는 이들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 7-5>

이가 있는지 검토한 검정의 값이다 이를 반영하여 세 지역의 성과 평가와 거T- . 

버넌스 평가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향 특혜 미수혜 지역 성과 미인식 거버넌스 유지  A ( ): , ▶ 

진 신농촌 종합체 프리미엄 지역 중의 프리미엄 지역  B ( ):▶ 

                          성과 인식 거버넌스 유지, 

진 신농촌 종합체 외부 특혜 수혜 지역 성과 미인식 거버넌스 악화  B ( ): , ▶ 

표 향 진 신농촌 종합체 진 신농촌 종합체 외부의 성과 평가와 거버< 7-4> A , B , B

넌스 평가 평균값

성과 평가 진 종합체 진 종합체 외부 향  : B > B > A▶ 

거버넌스 평가 향 진 종합체 진 종합체 외부  : A > B > B▶ 

이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표 의 성과평과 평균값은 향이 진 종  , < 7-4> A 3.26, B

합체가 진 종합체 외부가 로 향이 세 지역 중 성과를 가장 부정적으2.92, B 3.19 A

로 평가하고 진 종합체가 가장 긍정적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B . 

위해 표 의 검정 결과를 보면 향과 진 종합체 간의 성과 평가와 진 < 7-5> T- , A B B

종합체와 진 종합체 외부 간의 성과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B

만 향과 진 종합체 외부의 성과 평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즉 진 종합체, A B . B

의 성과 평가가 다른 두 지역보다 유의미하게 긍정적이다 이런 점에서 진 종합. B

체만이 신농촌 건설 과정에서 향진 정부의 성과를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A
(N=165)

진 종합체B
(N=112)

진 종합체 외부B
(N=104)

성과 평가 3.26
표준편차( : 0.830)

2.92
표준편차( : 0.894)

3.19
표준편차( : 0.764

거버넌스 평가 3.18
표준편차( : 0.881)

3.28
표준편차( : 0.940

3.44
표준편차( : 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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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향 진 신농촌 종합체 진 신농촌 종합체 외부의 성과 평가와 거버< 7-5> A , B , B

넌스 평가 검정(T- )

*.p<0.05

통시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농촌 건설을 거치면서 진 종합체의 성과에 대한   B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진 종합체 외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 B

가 부정적으로 변화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종합체 내부와 외부의 구. 

분 자체가 신농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신농촌 건설이 없었다면 진 종. , B

합체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할 방법도 이유도 없을 것이다 또한 신농촌 건설의 , . 

상대적인 미수혜자인 향을 일종의 기준점으로 보자면 진 종합체 외부의 성과 A , B

평가가 향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A

도 진 종합체의 성과 평가가 신농촌 건설을 거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라B

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거버넌스 평가에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된다 거버넌스 평가는 향이 로 가  . A 3.18

장 긍적적이며 진 종합체 외부가 로 가장 부정적이다 검정 결과는 진 , B 3.44 . T- B

종합체 외부의 거버넌스 평가가 향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이A

라는 점을 보여준다 성과 평가와는 달리 진 종합체 내부와 외부 간에 유의미한 . B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농촌 건설을 거치면서 진 종합체 외부의 거버넌스 평가가 B

악화되었다고 확증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성과 평가에서 진 종합체 외부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던 . B

진 종합체가 거버넌스 평가에서는 진 종합체 외부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개선이 B B

없었다는 점은 재정투입과 정책특혜의 증가가 성과 평가를 개선하더라도 거버넌

스 평가를 개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시범촌 중심의 신농  . , 

촌 건설 전략은 재정투입과 정책특혜가 고도로 집중된 향진 내의 좁은 지역에서

평균비교 대상 향A ,
진 종합체B

향A ,
진 종합체 외부B

진 종합체B ,
진 종합체 외부B

성과 평가 T=3.222
P=0.001*

T=0.648
P=0.517

T=-2.399
P=0.017*

거버넌스 평가 T=-0.839
P=0.402

T=-2.412
P=0.017*

T=-1.365
P=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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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성과가 뚜렷하게 인식되며 향진 내에서조차 상대적으로 수혜 정도가 작은 주, 

변 지역은 뚜렷한 성과를 인식하지 못한다 둘째 이러한 신농촌 건설 방식은 프. , 

리미엄 지역에서조차 거버넌스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동일한 향진 내 핵심, 

적인 프리미엄 지역 주변의 거버넌스를 악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 

한 점은 재정투입과 정책특혜의 증가가 기층 거버넌스를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이

다 진 종합체는 확고하게 다른 두 지역보다 성과 평가가 높지만 거버넌스 평가. B , 

는 향보다 높지 않다 향은 성과 평가가 가장 낮다는 점에서 재정투입과 정책A . A

특혜의 수혜자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거버넌스 평가는 오히려 가장 , 

높다 진을 둘로 나누어도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괴리가 더 뚜렷이 드러. B

나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진이라는 프리미엄 지역에 속하면서도 가장 특혜가   , B

집중된 프리미엄 지역 중의 프리미엄 지역인 진 신농촌 종합체와는 구별되는 B B

진 신농촌 종합체 외부가 성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거버넌스가 악화되는 것은 향

진 간이 아니라 향진 내부의 불평등한 자원 배분에 반응하기 때문일 수 있다, . Q

구 전체로 보면 프리미엄 지역인 진에 속하지만 진 내부로 보면 신농촌 종합B B

체보다 상대적으로 특혜가 작았던 신농촌 종합체 외부의 거버넌스가 악화된 반면, 

구 전체로 봐도 특혜를 받지 못한 지역인 향이 오히려 거버넌스가 유지된다는 Q A

점에서 농민들의 인식 범위가 향진 내부에 머물며 향진 간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고 볼 수 있다.14) 만약 향의 주민들이 이웃의 진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향진정 A B

부의 성과와 거버넌스를 인식했다면 향의 성과와 거버넌스 평가는 더 악화되었, A

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진 종합체 외부의 주민들이 진 내부가 아니라 다른 향. B B

진과 자신들의 처리를 비교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진의 성과와 거버넌스 평가가 , B

향보다 낮기는 어려웠을 것이다A .

14) 중국 농민들의 인식범위가 촌 내부에 머문다는 주장은 중국의 전통 농촌사회에 대 
한 중국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중국 농촌의 빈부. 
격차 불평등의 문제를 서구의 계급론 등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 . 
이창휘 박민희 중국을 인터뷰하다 새로운 중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창비, : ( , 2013), ‧ 『 』

비비안 슈 에 따르면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에도 중pp. 66-67. (Vivienne Shue) , 
국 농민들의 정치 경제 윤리의 인식 범위는 향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가정되었으며 · ·
이에 따라 지역간 대규모 토지 재분배가 이루어진 인도 등과 달리 촌 내부의 좁은 
범위에서 토지개혁이 시행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 Vivienne Shue, The Reach of 
the State: Sketches of the Chinese Body Politic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pp.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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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진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농촌에 대한 재정투입  A B

은 객관적인 수입 증가와 긍정적인 성과 인식이 긍정적인 거버넌스 인식 및 정부

신뢰와 연계된다는 기존의 통념에 위배된다 이는 무엇보다 기층에 투입된 재정이 . 

기층정부에 의해 지역 내부에서 차별적으로 재분배되기 때문이다 인식의 범위가 . 

넓지 않은 농민들이 향진 외부와 비교한 차이보다는 향진 내부의 정책적 재정적 ‧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콴과 커우콴의 동학4. 

앞서 진행된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에 대한 분석의 핵심은 신농촌 건설 과  

정에서 농촌으로의 재정 투입이 농민들에게 성과로 인식되면서도 지방정부에 대

한 신뢰와 거버넌스 평가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시적 변화에 .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진의 거버넌스 평가가 대량의 재, B

정투입 이후에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사 향과 진이 재정투입 이전보. A B

다 모두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가 개선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진의 거버넌B

스 평가가 향보다 높지 않고 진 종합체 외부는 향보다 오히려 낮다는 점에A , B A

서 기층 거버넌스에 대한 재정투입의 효과가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 투입과 정책 특혜가 소득증가라는 객관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주관적으로 성

과가 인지되더라도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거버넌스 평가가 그만큼 개선되지 않

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봤듯이 중앙과 성급의 신뢰는 거의 절대적이어서 설문조사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림 에서 신농촌 종합체 내. < 7-3>

부와 외부 모두 중앙과 성급에 대해서는 향보다 더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A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작은 차이지만 현급 이하 당정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와 비. , 

교하면 뚜렷이 구별되는 현상이다 이는 신농촌 건설의 성과를 중앙과 성급 등 . 

상급정부의 성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성과 . 

인식이 왜 기층정부에 대한 신뢰와 거버넌스 평가의 개선보다는 악화를 가져오는

지 확인할 수 없다 이를 농민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자주 등장한 보콴 과 커우. ' ' '

콴 이라는 두 용어를 실마리로 삼아 분석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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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콴과 커우콴  (1) 

보콴과 커우콴의 의미  ① 

보콴 은 밀다 주다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 보 와 돈을 의미하는 콴  ' ( )’ , ' ( )' '撥款 撥
의 합성어이다 상급정부가 하급정부나 관계 기관에 돈을 주는 행위나 이렇게 ( )' . 款

지불된 돈을 의미한다 보콴이 엄격하게 규정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 

정의하고 범주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비록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농민들. , 

이 언급하는 보콴은 상급정부가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하급정부에 주는 지정

이전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애초의 재정 . 

계획에 없었던 예산을 따로 할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진피해 복구. 

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정부가 지진피해에 대하여 보콴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보콴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대상이 무차별적인 재정보. 

다는 일시적으로 특정한 목적이나 특정한 대상을 위해 상급정부에서 기층정부로 

투입되는 재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농촌 지역에서 보콴이 의미하는 핵. 

심은 상급정부가 프로젝트나 특정한 목적의 용도로 농민을 위해 쓸 돈을 기층정

부에 내려주었다는 점이다.

커우콴 은 뒤집다 빼다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 커우 와 콴 의 합성어  ' ( )' , ' ( )' ' '扣款 扣
이다 정해진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한다는 의미다 돈을 일정 부분 떼어내는 . . 

행위와 공제액을 모두 의미할 수 있다 커우 와 커우콴 은 정부 간 재정이전뿐 아. ' ' ' '

니라 일상적인 용법으로도 자주 쓰인다 예를 들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월급에서 . 

일정액을 미리 공제하는 행위도 커우콴으로 불린다 여기서 주목하는 의미는 중국 . 

농촌에서 기층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돈의 일부를 공제하는 행위이다.15)

커우콴의 대상과 역할  ② 

보콴과 커우콴이라는 용어가 최근 등장한 것은 아니다 우선 보콴은 중앙정부  . 

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상급정부가 제공하는 보콴은 . 

15) 보콴 과 커우콴 이 단어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보 와 커 ' ' ' ' , ' ' '
우 가 구체적인 돈의 출처나 용처를 목적어로 가진 채 동사로서 자주 사용된다 또한 ' . 

등 커우 는 동일한 의미의 다양한 단어와 통용된다 아래의 논' ,' ' ,' ' ' ' ' . 扣除 克扣 截留
의에서는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보콴과 커우콴의 의미와 상통하면 용어의 통일을 위, 
해 보콴 과 커우콴 으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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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농민 모두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문제는 커우콴이다 커우콴은 과거에 보콴보다는 농산물 수매 농업세 납부와   . , 

연관되었다 중국은 년부터 곡물을 일괄수매 일괄공급 하기 시작했. 1953 ( )統購統銷
다 모든 곡물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수매하여 공급했다 일괄수매 일괄공급은 이. . 

후에 면화 식용유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농업세는 본래 현금 납부가 아니라 , . 

곡물을 통한 현물 납부였다 농업세로 납부되는 곡물을 공량 이라고 하고. ' ( )' , 公糧
납부되고 남아 국가가 수매하는 곡물을 위량 이라고 했다 생산한 농산물 ' ( )' . 餘糧
중에서 농업세로 납부한 공량을 제외하고 수매된 위량의 판매 대금은 농민의 수

입이 되었다 지방정부는 위량의 수매 대금을 각종 명목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 

만을 농민에게 지급했다 계획경제 시기에 재정이 부족했던 지방정부에게 위량의 . 

커우콴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지방정부의 준조세는 물론 은행과 . , 

협동조합 로부터 대출한 금액의 이자까지 공제되기도 했다 지방정부로서( ) . 合作社
는 필요한 금액을 수매 과정에서 커우콴하는 것이 이후에 따로 걷는 것보다 편리

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불만으로부터도 더 안전한 방법이었다.

개혁 개방 이후에 농가생산책임제와 더불어 곡물이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지  ‧
만 국가수매는 상당 기간 유지되었고 지방정부의 커우콴도 계속되었다 년 , . 1983

공산당과 국무원의 공동 명의로 하달된 곡물 수매 결산을 기회로 삼는 커우콴「

을 단호히 바로잡는 것에 관한 보고(關於堅決糾正在征購糧食結算中藉機扣款的
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는 위량의 커우콴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 」報告

부족한 재정을 쉽게 확보하려는 지방정부들의 커우콴은 계속되었다 중앙정부는 . 

계획경제에서 상품경제로의 전환을 반영하여 년부터 공량을 현금으로 환산하1985

여 납부하도록 했다 농업세의 현금 납부 가 시작된 것이다 농민이 직. (‘ ’) . 折征代金
접 현금으로 농업세를 납부하게 되면 수매 대금의 커우콴은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낙후된 농촌에서는 현금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성급 정부의 비준 . 

하에 현물로 납부하는 것도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16) 년 농업세가 폐지될 때 2006

까지도 전국적으로 완전한 현금 납부는 실현되지 않았다.

수매 대금의 커우콴 이외에도 농촌에서 집체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와 임대  

가 증가하면서 토지 대금에 대한 커우콴이 빈번해졌다 중국 농촌의 토지는 집체. 

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토지의 매매와 임대로 발생한 수입 또한 공동소유이다. 

16) ( ), ( , 2009), pp. 40-42, 53.王力 主編 新中國農業稅歷程 中國稅務出版社《 》



214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익의 일부는 소속된 농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기층정부는 . 

토지 수익을 농민에게 분배하기 전에 각종 준조세를 미리 공제했으며 이 과정에, 

서 농민들의 의심과 불만이 발생했다.17)

커우콴은 기층의 관리들과 농민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상급정부와 하급정  . 

부 간의 문제이기도 했다 촌간부들이 향진 정부가 부여한 제류 징수의 목. ( ) 提留
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촌간부들의 임금이 공제되어 제류로 산입되기도 했다, . 5

장에서 봤던 촌 재정의 향진 정부 관리 현상으로 향진 정부의 촌간부들에 대한 ' '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촌간부들의 임금에 대한 커우콴도 잦아졌다 상급정부가 하. 

급정부를 압박 하는 상황에서 촌간부들은 커우콴을 비롯한 각종 수(‘ ’)一級壓一級
단을 통해 농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었다.18) 상급정부의 하급정부에 대 

한 커우콴은 최종적으로 농민에 대한 커우콴을 통해 벌충되어야 했다 커우콴은 . 

재정이 부족한 기층정부가 재정을 보충하는 수단이었다.

또한 커우콴의 방식은 계획경제 시기와 개혁 개방 초기에 자본 축적의 수단이자   ‧
지역 내 균등화의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향진기업이 발달했던 대표적 지역인 . 

장쑤성 남부의 쑤난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농촌 기업의 자본축적 ( ) , 蘇南
기제는 다음과 같이 작동했다 계획경제 시기 향진기업의 모체였던 농촌의 사대기. 

업 은 고용된 농민들에게 현금이 아니라 노동점수 를 주었다 쑤난 ( ) ( ) . 社隊企業 工分
지역의 사대기업은 매월 노동점수를 주지 않고 노동점수로 계산된 임금을 연말에 , 

몰아서 생산대로 보냈다 생산대는 공적금 공익금 생산비 등을 제외하고 개인에. , , 

게 일년치 임금을 지급했다.19) 지불이 지연된 임금은 농촌 기업에게 이자 없는  

대출로 작동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연말에 임금으로 지불될 금액을 조정하여 기. 

업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다 기층정부는 공장에서의 노동과 농업 노동의 임금. 

이 공평해질 수 있도록 미리 커우콴한 임금의 양을 조절하거나 일부를 농업에 지

출했다 지역별로 구체적인 기제는 상이했으나 자본축적과 균등화를 위한 커우콴. , 

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개혁 개방 초기까지 사대기업의 뒤를 이어 향진기업에서‧

17) · , ( , 2004), pp. 57-58; , 陳桂棣 春桃 中國農民調查 人民文學出版社 吳毅 小鎮喧《 》 《
: ( , 2007), p. 235.囂 一個鄉鎮政治運作的演繹與闡釋 三聯書店》

18) , : ( , 2001), pp. 359, 于建嶸 岳村政治 轉型期中國鄉村政治結構的變遷 商務印書館《 》
494, 512-513.

19) 공적금과 공익금은 촌 또는 촌민소조에 납부하는 준조세이다 공적금 은 투 . ( )公積金
자적립금이며 공익금 은 사회복지에 쓰인다 생산비 는 말 그대로 공, ( ) . ( )公益金 生產費
장의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다 쑤난 지역에서 이 세 가지의 커우콴은 당시 양금. '
일비 로 불렸다( )' .兩金一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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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지되었다.20)

 개혁 개방 이후의 보콴의 축소 ③ ‧

보콴은 개혁 개방 이후에 축소되었다 정부의 재정능력 축소로 재정이 공공재   . ‧
공급으로부터 후퇴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였다 중앙정부로부터 기층정부까. 

지 내려오는 보콴의 핵심은 기본건설이었다.21) 계획경제 시기에는 기본건설이 중 

앙정부 재정지출의 를 차지했다 국가가 계획하여 지방정부 기업 부문에 30-40% . ‧ ‧
보콴하는 것으로 재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무상이었다 성과와 효율보다 보콴의 수. 

령 여부가 지방 기업 부문의 경제발전을 결정했다.‧ ‧ 22) 이로 인해 경제성이 무시된  

채 국가로부터 기본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었다.

개혁 개방과 함께 중국은 기본건설의 재원을 다양화했다 지방정부의 투자 권한  . ‧
을 확대하고 년 국내 채권 발행을 재개하는 등 국가예산 즉 보콴의 비율을 1981 , 

축소하고 자체적인 자금 마련을 독려했다 특히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기본건설에 . 

대해서는 재정을 통한 무상 보콴 으로 시행하는 이전의 방식에서 ( )財政無償撥款
은행대출을 통해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유상 사용 방식으로 전( ) 銀行貸款有償使用
환하는 이른바 보콴의 은행대출로의 전환 개혁을 시행했다' ( )' .撥改貸 23) 이는  

20) ( ), ( , 2011), pp. 25-28, 41-42.溫鐵軍 等著 解讀蘇南 蘇州大學出版社《 》
21) 기본건설 은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에 중국이 소련의 계획경제 용어인  ' ( )'基本建設

를 차용한 것으로 고정자산' (capital construction)'капиталь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과 유사한 개념이다 중국은 년부터 기본건설을 계획경제의 주요한 용어로 사용. 1952
하기 시작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사회주의 국민경제의 각 부, . "
문 중에서 고정자산의 재생산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장 갱도 철로 교량 수리 상점. ‧ ‧ ‧ ‧ ‧ ‧
주택 병원 학교 등의 건설과 기계설비 차량 선박 등의 구입을 의미한다 주로 국유." , ‧ ‧ ‧ ‧
집체 소유의 유형자산만을 의미한다 개인 소유와 각종 권리 면허 등의 무형자산도 . ‧
포함되는 고정자산보다 좁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기본건설은 생산성 투자와 비생산. 
성 투자로 구분되었다 생산성 투자의 대상은 직접적인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공장. ‧
광산 발전소 저수지 철로 도로 교량 창고 등을 포함한다 비생산성 투자의 대상은 생산. ‧ ‧ ‧ ‧ ‧ ‧
보다는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주택 학교 병원 체육관 극장 사무실 등이다 개혁 개방 . ·‧ ‧ ‧ ‧ ‧
이후에 사회주의식 경제 용어와 통계 방식을 변경하면서 국가통계국이 년 기본1980 '
건설 개념 대신 더 보편적인 고정자산 을 사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 ( )' . 固定資產
이에 대해서는 , " ," , 1981 5 (1981), pp. 邵以智 基本建設概念的由來和含義 財政 年 期《 》
28-29; , " ," 國家統計局基本建設統計司 把基本建設投資統計發展為固定資產投資統計

현재 대부분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고정자산, 1981 5 (1981), pp. 17-18. 統計 年 期《 》
을 주로 기재하고 있으나 기본건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간혹 기초건설. ( ), 基礎建設
즉 인프라 건설과 혼동되는 경우도 있다.

22) ( ), 60 ( , 2009), pp. 15-16.謝旭人 主編 中國財政 年 經濟科學出版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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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시범 실시 이후에 년부터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기본건설에 전면 적1979 1985

용되었다 국가재정이 투입된 기본건설을 위해서는 건설은행으로부터 대출 형식으. 

로 자금을 받아야만 했으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경제성을 고려해야 , 

했다 보콴의 은행대출로의 전환 은 년 기본건설 기금제가 전면 실시되기 전. ' ' 1989

까지 기본건설의 기본 원칙이었다.24) 이러한 정책전환의 결과로 표 에서  < 7-6>

보듯이 기본건설 투자 자금에서 국가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개혁 개방 이후에 대‧
폭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액수조차 정체되었다, .25) 보콴이 대폭 축소 

된 것이다.

새로운 농촌 정책과 보콴과 커우콴의 변화  (2) 

보콴에 대한 직접적인 체감  ① 

세비개혁과 농업세 폐지로 농촌에서 지방정부가 농민에게 강제하던 농민부담이   

대폭 감소하고 기층정부의 징세자로서의 역할도 기본적으로 사라졌다 징세자의 . 

역할에서 벗어난 기층정부는 마이켈슨 의 연구대로 농민의 신뢰(Ethan Michelson)

를 회복한 것처럼 보인다.26) 그러나 신농촌 건설 운동을 중심으로 농촌으로의 재 

정 투입이 증가하면서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보콴의 확대는 이전. 

의 보콴과 달리 농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다 계획경제 시기 기본건설 중심의 보. 

콴은 수령자인 지방정부 기업 부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감되었다 개혁 개방 이후. ‧ ‧ ‧
에는 보콴 자체가 대폭 축소되었다 분세제 이후에 지정이전이 증가하면서 보콴 . 

자체는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보콴은 지방정부의 정책 시행에 사용되었으며 농민, 

이 직접적으로 보콴을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23) 이는 전면적인 대출로의 전환은 아니었다 국가의 재정을 중국인민건설은행 년  . (1996
중국건설은행 으로 개명 이 대리인으로서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 ' ) . 

기관과 대출을 한 은행은 일반적인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아니었으며 상환된 금, 
액도 다시 정부로 귀속되었다.

24) ( )(2009), pp. 309-313.謝旭人 主編
25) 기본건설 지출의 현저한 감소를 지적하는 중국 문헌으로는  , "葛揚 以公共供給為取

: 60 ," (向的計劃經濟發展模式的歷史評價 基於新中國 年經濟發展的整體視角 王振中 主
), ( , 2010), p. 144.編 共和國經濟社會發展與展望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26) Ethan Michelson, "Public Goods and State-Society Relations: An Impact 
Study of China's Rural Stimulus," in Dali L. Yang(ed.),The Global Recession 
and China's Political Economy(Palgrave Macmill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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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 기본건설 투자 자금의 출처 및 비율< 7-6> 1970~1990

단위 억 위안( : 1 , %)

출처: (1950-2000) , p. 102.《 》中國固定資產投資統計數典

신농촌 건설의 전개와 년 금융위기 이후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대량의   2008

재정이 농촌에 투입되면서 상황이 변화했다 후진타오 정부가 삼농문제의 해결과 . 

민생을 강조하면서 농민들은 보콴을 통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되

었다 특히 집체 소유인 농촌 토지의 매매가 활성화되고 신농촌 건설 과정에서 . , 

토지정리와 집중적인 주거지 건설이 핵심적인 재정투입의 대상이 되면서 농민들

이 토지보상금 주택보조금 등을 통해 보콴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 

했다.

연도 총액 국가
투자

국내 
대출

해외 
투자

자가조달 
및 기타

국가투자 
비율

국내대출 
비율

해외투자 
비율

자가조달 
및 기타 

비율
1970 312.55 272.73 　 　 39.82 87.3 12.7 
1971 340.84 282.77 　 　 58.07 83.0 17.0 
1972 327.98 264.41 　 　 63.57 80.6 19.4 
1973 338.10 282.20 　 　 55.90 83.5 16.5 
1974 347.71 289.75 　 　 57.96 83.3 16.7 
1975 409.32 335.58 　 　 73.74 82.0 18.0 
1976 376.44 310.93 　 　 65.51 82.6 17.4 
1977 382.37 299.23 　 13.12 70.02 78.3 3.4 18.3 
1978 500.99 389.21 　 28.16 83.62 77.7 5.6 16.7 
1979 523.48 396.92 5.31 16.34 104.91 75.8 1.0 3.1 20.0 
1980 558.89 300.11 41.22 53.65 163.90 53.7 7.4 9.6 29.3 
1981 442.91 222.62 44.60 34.82 140.87 50.3 10.1 7.9 31.8 
1982 555.53 232.48 72.87 57.41 192.77 41.8 13.1 10.3 34.7 
1983 594.13 295.97 53.74 63.25 181.17 49.8 9.0 10.6 30.5 
1984 743.15 359.85 78.59 67.04 237.67 48.4 10.6 9.0 32.0 
1985 1074.37 381.18 187.92 73.52 431.75 35.5 17.5 6.8 40.2 
1986 1176.11 417.39 200.13 109.54 449.05 35.5 17.0 9.3 38.2 
1987 1343.10 437.85 255.19 139.68 510.38 32.6 19.0 10.4 38.0 
1988 1574.31 381.67 284.66 218.31 689.87 24.2 18.1 13.9 43.8 
1989 1551.74 323.33 293.00 221.45 713.95 20.8 18.9 14.3 46.0 
1990 1703.81 363.59 378.62 224.05 737.54 21.3 22.2 13.1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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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콴과 커우콴의 연계  ② 

이전에 주로 조세징수와 토지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던 커우콴은 이제 보콴과   

짝을 이루게 됐다 농민들은 상급정부가 농민을 위해 베푼 보콴을 기층정부가 중. 

간에서 떼먹는다고 의심한다 상급정부가 내려준 보콴을 지방관리들이 자신의 사. 

익을 추구하고 지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데 사용한다고 믿는다 지방정부와 기층관. 

리들의 커우콴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실제 부패로 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 

정도인지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팽배한 . 

의심과 불만은 충분히 확인된다 농민들의 인식 속에서 더 많은 보콴은 더 많은 . 

커우콴과 더 많은 불신을 의미한다 보콴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보더라도 이는 기. 

층정부가 잘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성급 정부가 보콴을 내려주었기 때문이, 

다.

장에서 봤듯이 사실 재집중화와 현급 정부의 성장으로 기층의 향진 정부는 보  5

콴을 비롯한 재정에 대한 권력이 크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보콴 즉 재정투입에 . , 

대한 만족과 고마움이 상급정부로 향하는 것과 반대로 불평등하게 분배된 보콴에 

대한 불만은 커우콴에 대한 의심과 함께 기층정부로 향한다 기층정부에 대한 불. 

만의 주요 대상이 농업세와 준조세의 징수에서 커우콴으로 바뀌었다 결국 불평등. 

하게 분배된 보콴 즉 차별적 재정투입은 기층정부에 대한 불만을 키우고 지방 , 

거버넌스를 파괴한다 차별적이 아니더라도 농민들은 위로부터 투입된 보콴이 있. 

는 곳에 기층간부들의 커우콴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믿는다 보콴이 많을수록 재. , 

정투입으로 공공재 공급이 증가할수록 기층정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증가하고 

거버넌스가 악화되는 역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보콴과 커우콴의 사례들5. 

앞에서 설명한 보콴과 커우콴의 동학이 실제 중국 농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를 쓰촨성 개 현급 지역과 저장성 개 현급 지역에서 시행된 현지조사에서 수집2 1

된 내용을 통해 서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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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우콴에 대한 의심과 불만  (1) 

집체가 부동산 개발업자와 계약하여 토지를 개발하면 해당 농민은 토지보상금  

을 받게 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토지정리 과정에서 주택이 철거된 ( ) . 土地補償金
주민들은 새로운 주거지 즉 안치방 을 얻게 된다 안치방이 완공되기까지 , ( ) . 安置房
집체는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비용인 안

치보조비 를 지불한다 안치방 완공까지 과도기의 비용이라는 의미로 ( ) . 安置補助費
속칭 과도비 로 불리기도 한다 쓰촨성 구의 한 농민은 토지보상금에서 ' ( )' . X過渡費
향진 정부의 커우콴을 의심했다.

년 전에 집이 철거되어 현재 매월 위안씩 과도비를 받고 있다 안치  5 300 . 

방은 년 동안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그 동안 과도비는 겨우 위안5 , 80

이 인상됐다 다행히 얼마 전에 안치방 공사가 시작되어 토지보상금도 받았. 

는데 소문에 따르면 안치보조비가 공제되고 지급되었다고 한다 토지보상비, . 

와 안치보조비가 분리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27)

향진 정부가 토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이제까지 지급된 안치보조비를 공제해   

사실상 안치보조비를 주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토지. , 

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따로 지급되는 것이 맞다 이 농민의 의심은 소문에 따른 . 

것일 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분명한 사실은 토지 매매 과정에서 . 

기층정부의 커우콴에 대한 의심이 농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이다.

같은 구의 한 주민은 보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커우콴에 대한 의심을 제  X

기했다 이러한 의심에 이어 다른 주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농민의 전. 

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언급을 했다.

정부가 도로건설에 대해 만 위안을 보콴했는데 남은 돈의 소식 을   20 , ( )音訊
모르겠다.

공산당은 좋은데 아래 간부들이 너무 부패했다  , ( , 共產黨是好的 下面的幹部
).太腐敗 28)

커우콴에 대한 의심은 도로건설과 같은 규모가 큰 보콴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  . 

27) 쓰촨성 구 농민 인터뷰 년 월 X , 2013 10 .
28) 쓰촨성 구 농민 인터뷰 년 월 X , 201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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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보조금에도 커우콴에 대한 의심은 동일하다.

촌이 받은 그루터기 보조금 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허다한 보  ( ) . 秸稈費
콴 의 출처 을 일반 주민들 은 모른다 간부가 먹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 ) ( ) . 老百姓
심스럽다( ).懷疑被幹部吃了 29)

수확 이후에 농작물 그루터기가 땅속에 남아있으면 다음 파종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농토에 불을 질러 그루터기를 제거하곤 한다 농민들의 이러한 습. 

관이 토질 악화 대기오염 화재 발생 증가 등의 폐단을 가져온다 쓰촨성은 농토, , . 

에 불을 지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루터기를 비료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루터기를 잘게 잘라 비료로 만들어 농토에 다시 되돌리는 환전 은 귀찮고 ' ( )'還田
힘든 일이여서 쓰촨성 정부는 그루터기의 환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 

농민은 얼마 되지도 않는 보콴도 간부의 커우콴으로 사라져버린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많은 농민들은 상급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콴이 기층정부로 내려오면 모두 하. 

급관리들의 쌈짓돈이 되어버린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는 경제수준이 높고 도시. 

화가 상당히 진행된 저장성의 농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촌간부들이 탐욕스럽고 부패해 위에서 보콴한 돈을 전부 자기들 호주머니  

에 쑤셔넣는다( , ).村幹部貪污 上面撥的錢都落入了自己的口袋 30)

본 논문이 비교분석 대상으로 삼은 향과 진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전형적  A B . 

인 시범촌 중심의 신농촌 건설을 실시한 구의 향과 진에서 커우콴에 대한 Q A B

의심과 불만은 더욱 심했다 향에서는 주택 신축 보조금 의 커. A ( )新建房屋補助款
우콴에 대한 의심이 주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최근 낡은 향의 일. A

부 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주민들은 향정부가 보조금의 일부를 커우. 

콴했다고 의심했다 그림 는 향의 주민들이 향정부의 커우콴을 현급정부. < 7-5> A

에 알리는 상방 을 준비하면서 주민들의 보조금 수령 상황을 기록한 보조금 ( )上訪
명세서이다 이들은 향과 촌의 간부들이 만 천 위안의 주택 신축 보조금 중 . 1 3 3

천 위안을 커우콴하여 자신들은 만 위안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1 .31)

29) 쓰촨성 구 농민 인터뷰 년 월 X , 2013 10 .
30) 저장성 시 농민 인터뷰 년 월 Y , 2013 8 .
31) 사진 촬영은 상방을 준비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촬영을 원한 것이다 사전 설명에도  . 

불구하고 일부 농민들은 조사의 학술적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기관이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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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커우콴의 예시< 7-5> 

일시 년 월- : 2014 4

장소 쓰촨성 구 향- : Q A

내용- :

촌 신축 주택 보조금의 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00 .

촌 조 의 호주 들은 아래와 같다    00 00 ( ) ( ) . 組 戶主
정부보조 위안      00: 13,000陳
본인 실제 수령 위안           10,000

이하 내용 동일    ( )

익명성을 위해 지명과 성명을 음영 처리했다  .※ 

기관이 지방정부를 감독 감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추정해버린다 현. ‧
지조사 과정에서 농민들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대하여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이 상급정부에 보고되거나 언론, 
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이 농민도 정부와 관련이 없는 학술적 목적의 . 
조사라는 조사원의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촬영해 외부에 알려줄 것을 요
구했다 당시 향진 정부 청사의 주변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이 농민은 오히려 . 
향진 정부 관리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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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조금에 대한 의심은 진 주민들에게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많은 주민들  B . 

이 신농촌 건설 과정에서 경작지가 주택으로 전환되었으니 상급정부에서 주택보

조금이 내려왔을 것이 분명한대 아직까지 촌민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진의 한 주민은 신농촌 건설에 대한 국가의 보콴이 수억 위안이며 주. B , 

택건설 한 채마다 만 위안의 보콴이 있었는데 촌간부들은 이제까지 만 천 위3 1 5

안씩만 지급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신농촌 종합체의 주민들도 마. 

찬가지였다 한 주민은 주택건설 과정에서 촌간부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 " (中
신농촌 건설이 촌간부를 살찌우고 백성들을 털어먹었다)", " , (飽私囊 新農村建設肥

고 비난했다, )" .了村幹部 掏空了老百姓 32) 커우콴에 대한 의심은 주택 보조금만이  

아니다 관리들의 부패나 커우콴으로 대화의 주제가 옮겨가면 진의 주민들은 나. , B

이든 공산당원이나 퇴역군인의 보조금으로 쓰여야 할 보콴과 도로건설 농업투자, 

에 쓰여야 할 보콴 대부분이 관리들의 허리춤에 들어갔다“ ( )”大都塞進了官員腰帶
고 주장했다.33)

보콴의 집행에 대한 의심과 불만  (2) 

의심과 불만은 보콴에 대한 커우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보콴 집행의 공평성  . 

과 합리성에 대한 의심과 불만도 팽배하다 특히 이는 최저생활 보장 에서 . ( )低保
심하다 혜택을 받는 소수의 주민들은 최저생활 보장에 대해 만족했으나 이들을 . , 

제외한 대다수 주민들은 최저생활 보장이 완전히 불공평하다고 확신했다 이들은 . 

지방간부들과 꽌시 가 없으면 최저생활 보장 대상자가 되기 어려우며 꽌시‘ ( )’ , 關係
만 좋으면 집이 있고 차가 있어도 최저생활 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

다.34) 최저생활 보장 대상자의 비중이 높은 향에서 최저생활 보장이 불공평하다 A

는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수혜자가 많을수록 공평성에 대한 비수혜자들의 의심. 

과 불만도 많아지는 것이다 향의 한 주민은 지방정부의 보콴 사용이 불공평하. A

고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다음과 같이 상투적인 관용어를 사용해 표현했다.

32) 쓰촨성 구 농민 인터뷰 년 월 Q , 2014 4 .
33) 쓰촨성 구 농민 인터뷰 년 월 Q , 2014 4 .
34) 진에서 복수의 주민들이 집과 승용차를 가진 주민이 최저생활 보장의 혜택을 받 B

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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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높고 황제는 멀리 있다 지방정부는 국가의 보콴 일부를 사적인  . ( ) 

선심 쓰는 데 사용한다( , 天高皇帝遠 地方政府將部分國家所撥資金用於收買人
).心 35)

보콴 집행과 관련된 또 다른 불만은 보조금 수령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보  , 

콴 집행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기층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 

하고 업무의 처리와 집행을 지체한다는 인식은 중국 농민들 사이에서 보편( )推諉
적이다 보콴의 집행도 예외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토지보상금이 철거가 . . 

된지 수년이 지나서야 집행되고 사소한 보조금도 제때 집행되지 않아 농민들의 ,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민들은 다양한 관용구로 이런 불만을 표시했다 고. . 

무공을 서로 차 넘기듯이 다른 부서로 일을 넘기고 마치 태극권을 하(" "), 踢皮球
듯이 일을 질질 끈다 는 것이다(" ") .打太極拳

보콴의 계획과 집행에서 비공개와 민의수렴 부족에 대한 불만  (3) 

장에서 서술했듯이 신농촌 건설은 농촌 민주정치 건설이라는 목표 하에 민의  6

수렴과 정부 공개의 강화를 포함한다 신농촌 건설의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서. 

술된 년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에서 촌무공개2005 「 」

의 강화와 일사일의 의 확대를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최근에 촌( ) . 一事一議
민위원회의 민의수렴과 정부 공개는 법률로서 제도화되었다 년 제정된 촌. 1998 「

민위원회 조직법 에 따르면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 ) , 」村民委員會組織法
안들은 촌민위원회가 촌민회의에 토론과 결정을 제청해야 처리될 수 있다. 2010

년 개정된 촌민위원회 조직법 은 촌민위원회를 삭제하고 핵심 사안들을 촌민「 」

회의의 토론과 결정을 통해 처리해야만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자주 문. 

제가 되는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해서 촌민회의가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으로 토

지수용 보상비의 사용과 분배 방안 촌의 집체 재산의 처리 등을 추가했다 촌, . 「

민위원회 조직법 에 따라 조사대상 개 향급 지역의 모든 촌들은 최소한 형식적6」

으로라도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촌의 업무 즉 촌무 의 공개도 마찬가지다 촌민위원회 조직법 에 따라   , ( ) . 「 」村務

35) 쓰촨성 구 농민 인터뷰 년 월 하늘은 높고 황제는 멀리 있다 는 표현은  Q , 2014 4 . " "
중앙정부의 법률과 제도가 지방에 미치지 않는다는 관용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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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 및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사항과 촌의 재무사항 등을 공개

하는 촌무공개제도 를 실행해야 한다 특히 년 개정안은 정부( ) . 2010村務公開制度
가 지급 한 자금과 물자 즉 보콴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재무사항 공( ) , , 撥付
개를 원안의 최소 개월에 회에서 매월 회로 강화했다 실제 중국의 모든 농촌6 1 1 . 

에서 촌민위원회 사무실 앞의 촌무공개란에 재무사항을 비롯한 촌의 업무 내용을 

담은 인쇄물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촌민회의를 통한 민의수렴과 촌무공개제도를 통한 보콴과 재무사항의 공개가   

제도화되어 실제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민들은 정부가 한번도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모든 지역에서 거의 절반의 . 

주민들이 촌민회의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보콴의 액수와 분배에 대해 들어본 , 

바가 없다고 불평했다 촌민회의 촌무공개 등의 제도를 숙지하고 있는 촌민들도 . , 

이들 제도들은 그저 형식일 뿐이지 내용이 없다고 인식했다 특히 재정과 관련된 . 

내용은 세부사항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콴과 관련해서 기층정. 

부가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정당한 액수를 수령했는지 확인할 방법, 

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 수준이 높고 민주간담회 등이 제도화되어 거버넌스 수준이   ( ) 民主懇談會
중국 내에서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저장성 시의 농촌지역도 예외가 아니다Y . Y

시는 중국에서 민주간담회가 발달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민주간담회는 관련 당정 . 

간부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 , 

는 제도이다 시의 기층정부들은 민주간담회를 비롯해 높은 수준의 공개성과 투. Y

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시의 촌들도 매월 촌무공개라는 이름으로 촌. Y

민위원회의 업무를 공개한다 그러나 촌민들의 평가에 따르면 향진과 촌의 상세. , 

한 재정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촌민들은 촌민회의의 실제 참여자는 각 . 

촌의 조장들이며 이들은 촌민위원회나 상급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통과시킬 뿐이, 

라고 말했다 촌무공개가 외형적인 형식 에 불과할 뿐 실제 내용이 없. “ ( )”表面形式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촌민들은 촌무공개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했다.36)

36) 저장성 시 농민 인터뷰 년 월 Y , 201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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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근거  (4) 

농민들의 보편적인 커우콴 인식은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 토지 매매 대금 보  ? , 

콴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커우콴이 보편적 현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다 하지만 . 

기층정부의 커우콴을 모두 착취나 부패로만 볼 수는 없다 한 향진 정부 관련 저. 

서에 기재된 토지 매매 대금의 커우콴에 대한 향진 지방관리의 항변을 참고하면, 

재정능력이 부족한 향진 정부가 농토를 토지개발업자 에게 판매할 수 있( )開發商
도록 상업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개선하기 위한 비용 토지 매매 과정에서 상급, 

정부에 지불해야 될 행정비용 인프라 건설 비용 등을 자체 예산만으로는 부담할 , 

수 없다 이러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향진 정부는 토지 매매 대금에서 상당. 

량을 커우콴해야만 한다.37) 비용 공제는 토지 매매뿐 아니라 상급정부에서 내려 

오는 일반적인 보콴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지방관리들의 부패와 욕심이 커우콴의 . 

근원이라는 주민들의 주장도 근거가 있지만 커우콴 중 일부는 지역의 경제발전과 , 

공공재 공급을 책임진 기층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기도 한 

것이다.

향과 진에서 보콴과 커우콴의 구체적인 액수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농민  A B , 

들의 불만과 의심이 거짓은 아니더라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

다 예를 들어 진의 주민들이 주택 한 채당 만 위안의 보콴 중 만 천 위안 . B 3 1 5

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관리들이 나머지 만 천 위안을 커우콴했다는 인1 5

식은 정확하지 않다 인프라만 고려해도 주택의 집중화와 사구화를 위해서 도로. , 

배전 상하수도 등을 새로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보콴의 총액이 모두 가구별로 , 

나뉘어져 농민들에게 분배될 수는 없다 신농촌 건설과 관련된 보콴을 단순하게 . 

가구수로 나누어 보조금을 계산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정확하지 않다.

또한 상급정부가 업적 과시를 위해 단편적으로 공개하는 보조금 규모는 기업투  

자 등의 다양한 재원이 포함된 장기간의 총액이다 당장 기층정부가 사용할 수 . 

있는 보콴이 아닌 경우가 많다 상급정부들은 외부 투자까지 포함해 액수를 부풀. 

리고 재원의 출처를 모호하게 표현하여 자신들의 업적을 과장한다 예를 들어 . 

년 구의 정부업무보고 에 따르면 구는 억 천만 위안을 투자하여 2013 Q , Q 1 5 B「 」

진의 신농촌 종합체를 완성했다 이는 년 한 해가 아니라 년부터 진에 . 2013 2007 B

37) (2007), p. 58.吳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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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된 총액이다 앞 장에서 봤듯이 진에 투입된 재정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 B

하는 토지정리 관련 투입분도 만 위안에 불과하다 투자 라는 용어는 문맥상 893 . ‘ ’

마치 구가 재정을 투자한 것처럼 읽히지만 총액 억 천만 위안은 재정 투입Q , 1 5

과 외부에서 유치한 기업 투자액을 합한 액수이다 구의 정부업무보고와 연감에. Q

서 드러난 재정과 투자액 규모를 보면 재정 투입보다 기업의 투자액이 훨씬 많, 

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 분명하다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내역이 부재한 상급정. 

부의 업적 부풀리기가 농민들의 의심과 불만에 근거를 제공하고 기층정부에 불신, 

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민의수렴과 투명성에 대한 불만도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최저생활 보장  . 

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향에서 촌 당서기 로부터 향의 촌들A ( ) A村支書
이 최저생활 보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

다 향의 촌들은 최저생활 보장 대상가구를 선정하기 위해 군중대표 의사회. A , (議
감사회 등으로 조직된 평의소조 를 운영하고 있다 평의소조는 ), ( ) . 事會 評議小組

규정된 최저생활 보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대상자 명단을 결정한다.38) 대 

상자의 조건은 중대 질병으로 인한 빈곤 장애인 가정 내 중대 사고로 인한 빈, , 

곤 자녀 교육부담으로 인한 빈곤 등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 촌서기는 이런 점, . 

에서 향의 최저생활 보장 대상자 선정 과정이 비교적 잘 공개되어 있고 선정 A , 

결과도 공정하다고 자신했다.39)

농민의 전략적 불신6. 

커우콴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커우콴에 대한 불  

신 나아가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객관적이며 정당한지 판별하기는 어렵, 

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보듯이 농민들의 불신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직접적. 

인 경험보다는 보편적인 의심 및 불만의 정서와 간접적인 추론에 근거하고 있다. 

38) 의사회 는 과거의 촌간부 명망이 있는 공산당원 학식을 갖춘 촌민 등으로  ( ) , , 議事會
구성된 촌의 비공식 자문기구이다 촌 당지부나 촌민위원회에 촌민들의 의사를 전달. 
하고 정책결정을 자문하고 정책실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에도 비슷한 유형. 
의 주민의사회가 존재한다 감사회도 의사회 소속이거나 의사회와 유사하나 감사 기. 
능만 따로 분리해 조직한 비공식 기구이다.

39) 쓰촨성 구 향 촌 당서기 인터뷰 년 월 Q A , 2014 4 .



227

이는 일차적으로 농민들이 주장한 대로 민의수렴과 투명성에 대한 강조가 형식적

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의심과 불만은 지속될 .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민들의 불신은 지방정부의 인센티브에 대한 간접적이지만 . 

강력한 추론에 근거한다 이러한 불신은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농민들. 

의 전략적 선택이다.

본 절에서는 보콴과 커우콴의 동학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중국 농민  

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과 이러한 전략을 형성하는 구조가 중앙정부의 높은 신

뢰 수준과 지방정부의 낮은 신뢰 수준 나아가 지방 거버넌스의 악화 현상을 강, 

화하고 지속시키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내포된 이익으로서의 신뢰와 정부신뢰  (1) 

먼저 신뢰와 불신이라는 개념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신  . 

뢰 개념은 러셀 세이지 재단이 출간한 신뢰 시리즈에서 기본적으로 수용되는 러

셀 하딘 의 내포된 이익으로서의 신뢰(Russell Hardin) (trust as encapsulated 

개념이다interest) .40) 러셀은 합리적 선택 이론의 관점에서 신뢰가 이해관계의 산 

물이라고 본다 신뢰는 신뢰하는 행위자 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위자. (truster) a

가 라는 행위를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가 를 신뢰하는 이유는 (trustee) b x . a b

가 를 하는 것이 에게 이익이 된다고 가 믿으며 또한 와의 지속적인 관계 b x b a , a

유지가 의 이익이 된다고 가 믿기 때문이다 신뢰의 대상인 에게 자신의 이익b a . b

이 내포되어 있다고 신뢰의 주체인 가 믿어야만 신뢰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불a . 

신도 동일하다 불신은 가 를 하는 것이 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가 믿으. b x b a

며 또한 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가 믿기 때문, a b a

이다.41) 또한 하딘은 신뢰와 신용 을 구분하며 대부분의 연구들 (trustworthiness) , 

이 신용을 신뢰로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뢰할 만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뢰. 

에 기반하여 행위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사기꾼에게 신뢰에 기반하여 . 

40) 러셀 세이지 재단의 신뢰 시리즈 (The Russell Sage Foundation Series on Trus
는 년부터 년까지 총 권이 출간되었다 해당 시리즈의 목록은 다음을 t) 1998 2014 16 . 

참조. https://www.russellsage.org/publications/category/RSF%20Series%20o
n%20Trust 검색일 년 월 일 ( : 2014 12 15 ).

41) Russell Hardin, Trust and Trustworthines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2002), p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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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하면 금전적인 손실만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신뢰의 증가가 아. 

니라 신용의 증가이며 신뢰의 여부가 아니라 신용의 여부다, .42)

이러한 관점에서 신뢰는 완전히 전략적이며 또한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만   , 

올바르게 신뢰할 수 있다 타인의 인센티브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 , 

방의 선택을 이해해야 한다 올바르게 상대방의 인센티브를 이해한 이후에 신뢰할. 

지 아니면 불신할지를 결정해야 더 많은 기회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신뢰가 전. 

략이 아니라 자주 규범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이러한 전략적 사고가 쉽지 않아 규

범으로 이를 대체하기 때문일 뿐이다.43)

내포된 이익으로서의 신뢰의 관점으로 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불신이 보  , 

편적일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이익에 나의 이익이 내포되어 있다고 인지하지 않. 

는다면 나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다, .44)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부나 정부관료의  

이익이 나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딘의 용법으로 말하자면 정. , 

부나 정부관료가 나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낯선 사람이 나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사고에서 우리는 

낯선 사람을 우선 불신한다 알지 못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를 신뢰하기보다는 불신하게 된다 낯선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통해 . 

신뢰할 만하다고 알게 되는 귀납적 일반화 또는 상대방(inductive generalization) 

이 나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연역할 수 있는 논리적 추론

이 필요하다 정부에 대해 구체적 불신을 경험할 기회 즉 불신(logical inference) . , 

에 대한 귀납적 일반화가 없더라도 우리는 정부와 정부관료들이 나의 이익을 위

42) 를 신용 으로 번역하는 것은  Russell Hardin(2002), pp. 28-53. 'trustworthiness' ' '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뢰와 의미상의 차이가 불분명하며 금융적 의미의 신용. , 
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신뢰할 만함 이지만 서술의 편의를 위. ' ' , 
해 국내 학계의 번역을 그대로 사용했다.

43) Russell Hardin(2002), pp. 6, 48-52, 129-132.
4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신 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일상적  ‘ (distrust)’ . 

용법에서 불신한다고 말할 때의 불신은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 
나 논리적으로 불신은 신뢰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뢰하는지 신뢰,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불가지 의 영역을 포함한다 따라서 서베이 ‘ (agnosticism)’ . 
조사의 신뢰도를 통해 흔히 결론 내리듯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불신으로 해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 Edna 
Ullman-Margalit, “Trust, Distrust, and In Between,” in Russell Hardin(ed.), 
Distrust (Russell Sage Foundation, 2004), pp.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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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하지 않는다고 손쉽게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관료들이 자신의 승진. , 

부서의 이익을 위해 일할 인센티브를 갖는다는 추론은 매우 합리적인 추측이다. 

중위투표자 이론을 보더라도 정부 정책에서 나의 이익이 전부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추상적인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막연한 의미에서 . 

정부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대상으로서의 정부를 불신할 이유는 정부관, 

리들의 인센티브만 떠올려도 합리적인 사고인 것이다 이러한 추론과 경험이 없더. 

라도 신뢰가 형성되기는 어렵다 신뢰를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 

만 일반적으로 개인은 정부를 포함한 제도와 기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따라, , 

서 제도와 기관에 대한 일반화된 불신은 당연하다 논리적으로 정부불신이 보편화. 

될 수밖에 없다.45)

중국 농민의 전략적 불신  (2) 

내포된 이익으로서의 신뢰의 관점에서 보콴과 커우콴의 사례를 분석해 보자 표  . 

면적으로 농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은 반복적인 커우콴과 불투명한 보콴의 

집행 사례들로부터 습득한 귀납적 일반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보콴과 . 

커우콴의 규모와 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농민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뒷받침할 정

확한 근거를 거의 제시하지 못한다 지방관리들이 커우콴을 한다고 추정하고 예측. 

할 뿐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추정과 예측은 지방정부들의 인센티브가 커우콴의 확. 

대에 있다는 정확한 논리적 추론에 근거한 것이다 민주적인 기제가 부재하며 지. 

방관리의 승진과 재직이 유권자인 농민이 아니라 공산당과 상급정부의 결정에 달

려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커우콴의 확대가 지방관리들의 인센티브와 일치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지방관리들이 보콴을 농촌의 공공재 공급에 효율적으로 사용하. 

여 농민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시장 효과를 통해 상급. 

45) Russell Hardin(2002), pp. 156-159, 164-168; Gabriella R. Montinola, 
"Corruption, Distrust, and the Deterioratiin of the Rule of Law," in Russell 
Hardin(ed.)(2004), pp. 298-323; Karen S. Cook, Russell Hardin, and 
Margaret Levi, Cooperation without Turst? (Russell Sage Foundation, 2005), 

사실 하딘은 신뢰와 신용을 구분하고 엄격한 의미에서 정부신뢰는 신뢰pp. 69-73. , 
도 신용도 될 수 없다고 본다 우리가 친구를 신뢰하듯이 정부를 신뢰하는 것은 아, . 
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는 정부가 자신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안정적 기. 
대 나 확신 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신뢰는 일(stable expectations) (confidence) . 
반적으로 언급하는 개인 간의 신뢰와 다른 유사 신뢰 일 뿐이다(quasi tru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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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산당의 주목을 받거나 지인과 친인척에게 혜택을 주어 사회적 입지를 

확대하는 것이 지방관리의 이익에 부합한다 더구나 커우콴이 부패와 결합하면. , 

지방관리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관리들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 

도록 강제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관리들이 자기를 위"

해 복무 한다는 농민들의 추론과 이에 따른 불신은 합리적인 판단이( )"為自己服務
다.46) 농민들은 지방관리들의 이익에 자신들의 이익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고 합 

리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다 내포된 이익으로서의 불신. " (distrust as 

으로 부를 수 있는 불신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다encapsulated interest)" .

농민들의 불신은 또한 전략적 행위이다 농민들이 지방정부와 간부들을 신뢰해  . 

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보콴과 커우콴의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없는 불투명성. 

과 지방정부를 견제할 적당한 수단이 없는 형식적인 민의수렴의 제도 하에서 농

민들로서는 끊임없이 불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적 선택이다 근거가 있다면 . 

좋지만 근거가 없어도 보콴에 대해 커우콴이 있다는 의심과 불만만이 지방정부와 , 

간부들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의심과 불만의 표출만이 커우콴을 줄. 

이고 보콴으로부터 더 많은 몫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딘의 말대로 . 

신뢰할 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뢰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untrustworthy) 

없다 신뢰를 통해서는 커우콴을 줄일 수도 없고 보콴으로부터 많은 몫을 얻지도 . 

못한다.

위계적 정부신뢰와 정당한 저항  (3) 

하딘의 논의를 적용하면 중국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보다는 중앙정부에 대  , 

한 강한 신뢰가 오히려 특이한 현상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강한 신뢰와 지방정부. 

에 대한 상대적 불신이라는 중국의 위계적 정부신뢰 현상은 미국( ) , 差序政府信任
일본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과 지방정부에 대한 상대적 

신뢰와 비교해도 독특한 것이다.47) 위계적 정부신뢰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요소는  

46) 저장성 시 농민 인터뷰 년 월 한 농민의 자기를 위해 복무 한다는 표현은  Y , 2013 8 . " "
중국공산당의 대표적인 표어인 인민을 위해 복무 를 비꼰 표현이다" ( )" .為人民服務

47) 미국의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과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Gary Orren, 
"Fall from Grace: The Public's Loss of Faith in Government," in Joseph S. 

일본에 Nye, Jr., Philip D. Zelikow, and David C. King(eds.)(1997), pp. 77-107. 
대해서는 Masao Kikuchi, "Assessing Government Efforts to (Re)build Trus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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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시대로부터 이어지는 문화와 전통 정부의 성과에 대한 인식 매스미디어의 , , 

영향 연령과 교육의 영향 등 다양하다, .

먼저 전통적인 황제 숭배와 유교문화 때문에 중국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강할 수밖에 없다 근대 이전에도 황제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안정을 위해 세율을 . 

최소화하고 농민에 대한 착취를 자제하는 입장을 취했다 왕조시기에도 공식적인 . 

세율이 낮아 재정부족에 시달렸던 지방정부들은 농민을 쥐어짤 수밖에 없었다 지. 

방정부가 공식적인 조세 체제가 아닌 자신의 비공식적인 준조세를 통해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이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또한 지주들은 황제의 명령에 저항하거나 . 

이를 교묘하게 위반해 농민을 수탈했다 황제는 농민에 대한 수탈을 막기 위해 오. 

늘날의 신방 제도와 유사하게 농민들이 상급정부에 지방관리들의 준조세 남( ) 信訪
용에 대해 보고토록 했으며 청의 옹정제는 최근의 세비개혁과 유사하게 지방정부, 

의 비공식적 준조세를 공식적 조세에 편입하는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다.48)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민들은 황제를 자신의 보호자로 간주하고 자신들을 수탈하는 지, 

방관리와 지주를 적대의 대상으로 삼았다 위계적 정부신뢰는 왕조시기부터 연원. 

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민중이 환영할 만한 정책을 . 

내놓기 쉬운 데 반하여 지방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잃기 쉽다. 

하급관리의 부패 폭로에는 열정적이지만 고급관리와 중앙정부에 대한 기사는 조

심스러운 중국 미디어의 행태도 위계적 정부신뢰를 강화한다.49)

위계적 정부신뢰의 구조는 중국의 국가 사회 관계에서 저항의 형태에 영향을   -

미친다 지방정부의 착취에 맞서 중국 농민들은 중앙정부가 옹호하는 가치 정책 법. ‧ ‧
률 등을 근거로 상급정부에 호소하는 정당한 저항 의 전략을 ‘ (rightful resistance)’

사용한다 정당한 저항은 후원자와 악당의 구분이 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 즉 그. . 

것이 실제 인식이든 아니면 목표 달성을 위한 전술이든 중앙정부를 후원자로 삼

아 악당인 지방정부에 대항하는 구조인 것이다 중앙정부도 인민의 옹호자로서 자. 

신을 포장하여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도전이 아닌 

Government: Challenges and Lessons Learned from Japanese Experiences," 
Research in Public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7(2008), pp. 201 225.–

48) Thomas P. Bernstein and Xiaobo Lü,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in 
contemporary rural China(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20-25; 
Kevin O’Brien and Lianjiang Li, Rightful Resistance in Rural 
China(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42-47.

49) Lianjiang Li(2004), pp. 22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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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러한 전략에 동참한다.50) 한 연구에 따르면 년대 중반 이후의 집단소 , 90

요 사건 중 는 정당한 저항 에 해당했다90% ' ' .51) 저항의 성공 여부도 저항의 강도 

와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용과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달려 

있다 체제의 정당성을 위협하지 않는 평화로운 저항은 지방정부와 지방관리들에. 

게 위험과 비용을 초래하지만 중앙정부는 그만큼의 위험과 비용이 없이 자신의 , 

정당성을 증명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52) 위계적 정부신뢰에 따른 정당한 저항이  

중앙정부의 개입과 관용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체제를 위협하는 저

항보다 성공하기가 쉬운 것이다.

보콴과 커우콴의 동학과 농민들의 전략적 불신은 위계적 정부신뢰와 정당한 저  

항이 민주적 기제가 부재한 재정유입 증가에 따라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촌의 국가 사회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투입이 증가할수록 민. -

주적 기제에 의존할 수 없는 농민들은 전략적 불신으로 대응하게 된다 불신은 . 

민주적 기제가 부재한 비대칭적 권력관계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파렐. (Henry 

에 따르면 신뢰는 신뢰의 주체와 객체 사이의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Farrell) , 

다 내가 상호관계에서 철수할 권력과 대안이 없다면 상대방이 나의 신뢰를 필요. , 

로 할 이유가 없다 반대로 나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커 임의적으로 관계에. 

서 철수하여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상대방은 나를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권력, . 

의 비대칭이 크지 않아야 신뢰가 문제가 된다.53)

농민들의 커우콴에 대한 의심과 기층정부에 대한 보편적인 불신에도 불구하고   

지방관리들이 자신들의 신뢰를 높이고 거버넌스를 개선할 유인은 크지 않다 주민. 

들의 지지와 공평한 공공재 공급이 자신들의 권력과 신분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시행되던 직접선거의 쇠퇴와 기층 당정 통합의 강. 

화로 권력 비대칭이 개선될 가능성은 더욱 줄었다 지방간부들은 중앙정부의 안정. 

유지 강조에 따라 자신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50) Kevin O’Brien and Lianjiang Li(2006), pp. 25, 42-47.
51) Jae Ho Chung, “Assessing the Odds against the Mandate of Heaven: Do 

the Numbers (on Instability) really Matter?” in Jae Ho Chung(ed.), Charting 
China’s Future: Political, Social, and International Dimensions(Lanham : 
Rowman & Littlefield, 2006), pp. 113-114.

52) Yongshun Cai, Collective Resistance in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1-20, 87-109.

53) Henry Farrell, "Trust, Distrust, and Power," in Russell Hardin(ed.)(2004), 
pp. 85-105.



233

하지만 근본적으로 농민들의 신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농민들도 이를 잘 알고 , , 

있다 상층정부의 감독과 개입 이외에는 주민들이 지방관리들의 이기적인 인센티. 

브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은 지방관리와 주민 사이의 권력 . 

비대칭의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실제 재정투입의 당사자인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와 연대가 주민들의 유일한 대안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에 . 

대한 불신이 고착화되고 기층 거버넌스가 악화되는 동시에 위계적 정부신뢰와 정

당한 저항이 강화된다.

변화의 가능성  (4) 

오브라이언과 리 는 중국 농민의 저항 형태를   (Kevin O'Brien and Lianjiang Li)

위계적 신뢰에서 비롯된 정당한 저항 으로 규정했음에도 중앙정부의 능력과 의도' '

에 대한 신뢰가 쇠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당한 저항자들이 기층에서 해결되지 . 

못한 불만과 불신을 상급정부에 호소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국가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거나 중앙정부와 공산당이 정말 자신들에게 호의적인지 의

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냉소와 정치적 수동성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 

저항의 대상이 중앙정부와 체제로 변경되거나 저항의 폭력성이 증가될 수도 있

다.54)

국가의 재정능력 확보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재정투입 증가는 이러한 저항의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봤듯이 증가된 재정투입. 

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층 거버넌스가 악화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지

만 재정투입의 근원으로 인식되는 중앙정부와 공산당에 대한 신뢰는 손상되지 않, 

았다 오히려 농민들은 기층정부에 대한 전략적 불신 속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높. 

은 신뢰를 유지하면서 상급정부와의 연대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표 에. < 7-7>

서 보듯이 향 진의 신농촌 종합체 진의 신농촌 종합체 외부 간의 공산당 중A , B , B

앙과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차이가 없이 매우 높다 각 집단별 검정. T-

에서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통계적 의미는 없지만 진의 신농촌 종합체 외부의 중앙 당정에 대한 신뢰의   , B

강도가 신농촌 종합체보다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진 신농촌 종합체 외부의 매. B '

54) Kevin O’Brien and Lianjiang Li(2006), pp. 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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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신뢰한다 는 응답 비율은 신농촌 종합체보다 약 낮으며 대신 비교적 신' 10% , '

뢰한다 는 응답이 약 높다 이러한 차이가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인지 아니면 ' 10% . 

신농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향의 중앙 당. A

정 신뢰도의 분포가 진 신농촌 종합체 외부보다는 진 신농촌 종합체에 가깝고B B , 

종합체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신농촌 건설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사실상 두 지역

이 이전에는 동일한 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농촌 건설을 통한 차별적 재, 

정투입이 중앙 당정의 신뢰도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최소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차별적 재정투입과 기층 거버넌스의 . 

악화가 중앙 당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 

만 중앙 당정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매우 강하며 신뢰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표 향 진 신농촌 종합체 진 신농촌 종합체 외부의 중앙 당정 신뢰도< 7-7> A , B , B

단위( : %)

이런 점에서 차별적 재정투입이 역설적으로 초래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과   

기층 거버넌스의 악화는 중앙정부와 공산당에게 양면적이다 중앙정부와 공산당은 . 

공공재 공급을 위한 재정의 공급자로서 인민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지방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과 기층 거버넌스의 악화는 재정의 분배와 공. 

공재 공급에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중앙 당정과 체제에 대한 위. 

협은 아니더라도 기층에서 정당한 저항 이 끊임없이 분출될 조건을 생성하기 때' '

문이다.

향A 진B
신농촌 종합체

진B
신농촌 종합체 외부

매우 신뢰한다1. 64.7 60.4 50.6
비교적 신뢰한다2. 30.1 35.4 45.7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3. 3.7 4.2 2.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4. 1.5 0.0 1.2

사례수 명( ) 136 96 81
평균 1.42 1.44 1.54

표준편차 0.639 0.57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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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결7. 

본 장의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역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농촌으로의 재정  . 

투입이 기층정부에 대한 신뢰와 거버넌스 평가의 개선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이

다 오히려 농민들의 광범위한 커우콴 인식을 통해 더 많은 재정투입이 더 많은 . 

의심과 불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보콴과 커우콴의 동학을 통해 . 

확인된 농민들의 기층정부에 대한 불신은 단순히 재정투입의 증감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민주적 기제가 부재한 당 국가 체제의 수직적인 상하정부관계라는 조건 , -

하에서 선택된 전략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들이 주민들의 선호를 반영하도록 . 

하는 정치개혁이나 최소한의 민주적 기제의 강화 없이 재정투입과 공공재 공급의 

증가만으로 기층 거버넌스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기층 거버넌스에 대한 재정투입의 효과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국가 농민   -

관계의 근본적인 악화를 가져올 것 같지 않다는 점이 또 다른 역설이다 위계적 . 

정부신뢰에 따른 정당한 저항에서 보았듯이 기층 거버넌스의 악화가 당장 공산당

과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보콴과 커우콴에 . 

대한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농민들은 재정투입의 원천이 공산당과 중앙정부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재정투입과 공공재 공급의 증가에 대한 고마움은 공산당과 . 

중앙정부를 향하고 있으며 이 고마움만큼이나 커우콴을 하는 기층정부에 대한 냉, 

소와 불만이 커지는 것이다.

농민들의 기층정부에 대한 불신은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비  

용을 초래한다 이는 장에서 살펴본 기층에서의 균등화의 무력화와 함께 민주주. 6

의 없는 재정 연방주의가 발생시키는 또 다른 비용이다 중국이 재정투입과 공공. 

재 공급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해 민주적 기제의 부재가 가져오는 비용을 벌충하

며 국가 사회 관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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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 중국 농촌의 국가 사회 관계와 농민8 : -

민주주의 없는 재정 연방주의 고능력 저효율의 공공재 공급 체제1. : ‧

현대적 재정국가로의 도약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  (1) : 

현대 국가에서 보건의료 교육 인프라 등 공공재 공급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는   ‧ ‧
정부의 재정이다 개혁 개방 이후 분권화가 확대되면서 공공재 공급에 투입할 수 . ‧
있는 재정이 감소되어 중앙정부는 공공재 공급으로부터 후퇴했다 공공재 공급은 . 

재정보다 탈집단화 분권화 시장화의 영향력과 지방정부의 인센티브에 좌우되었다. ‧ ‧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가 약해진 것이다 집체에 의존했던 농촌의 보건의료 . 

체제가 탈집단화에 따라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가 일정 부분 상품화되

면서 소득이 증가된 농민들은 더 많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었다 대. 

조적으로 시장화가 어려웠던 농촌의 교육은 재정의 후퇴가 그대로 반영되어 공급

이 감소했다 농촌의 지방정부들은 경제성장의 욕구 때문에 전체적인 인프라 공급. 

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도로 보수와 건설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처럼 년대 공. 1980

공재 공급은 일관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

개혁 개방 과정에서 훼손된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을 복구하기 위해 중국은   1994‧
년 분세제 개혁을 단행했다 재정 연방주의의 논리를 따라 중앙정부에 먼저 재정. 

을 집중시키고 재정이전을 통해 지방정부에 분배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거시적 통

제능력을 복구하고 지역간 균등화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공공재 공급의 측면에. 

서 보면 이는 재정을 통해 공공재를 공급하는 현대적 재정국가 혹은 예산국가로 , 

전환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이 주장하듯이 분세제 개혁이 바로 중앙. 

정부의 재정능력을 복구시킨 것은 아니다 년이 넘는 지속적인 재조정을 통해 . 10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이 확보되었다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초보적인 균등. 

화 기제도 마찬가지였다 공공재 공급과 재정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아직 복구되지 . 

못한 재정능력과 미성숙한 균등화 기제가 그대로 공공재 공급에 타격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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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이 중앙정부로 집중화되고 예산외 자금도 억제되면서 지방정부들은 자체

적인 재정능력을 잃어버렸다 주민들의 선호를 반영할 민주적 기제가 부재한 상황. 

에서 재정곤란을 겪던 지방정부들은 공공재 공급을 축소하거나 농민들로부터 추

출을 증가시켜야만 했다 보건의료 공급은 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급격히 악. 1990

화되었다 반면 년제 의무교육은 중앙정부의 강조 속에서 급격히 개선되었지만. 9 , 

대신 막대한 농민부담을 초래했다 공공재 공급의 악화와 농민부담의 증가는 . 

년대 새로운 개혁의 심화가 초래한 국가 사회 관계의 불안정을 가속화시켰1990 -

다.

년대 들어서 분세제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국가의 재정능력이 복구되고 동  2000

부 중부 서부를 기준으로 하는 초보적인 지역간 균등화 체제가 완성되었다 투입할 . ‧ ‧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었고 확보된 재정을 좀 더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국가 사회 관계의 악화로 인한 불안정이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로 대표. -

되는 후진타오 정부 시기 정책 전환의 정치사회적 원인이라면 성숙한 분세제 체, 

제가 가져온 재정능력의 복구와 균등화의 심화는 물적 재정적 토대였다 이런 점. ‧
에서 후진타오 정부 시기 중국은 재정과 공공재 투입이 연계되는 현대적 재정국

가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재정능력의 확보 고능력 국가의 완성  (2) : 

년대 국가의 재정능력이 회복되었다 년대에 진입하여 대비 전  2000 . 2010 GDP 

체 재정수입의 비중은 약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정수입에서 중앙정부가 20% . 

실제 차지하는 비중도 안정되었다 전체 경제규모와 대비하여 국가의 재정능력이 . 

얼마나 되어야 최적인지 정해진 기준은 없다 년대 국가들의 . 2000 OECD GDP 

대비 세입 비중의 평균은 거의 에 근접했다 비교적 비중이 낮은 미국도 35% . 

전후였다25% .1) 이 기준으로만 보면 중국 정부의 재정능력 확보 약 는 아 ( 20%)

직 수준 미달이다 각국의 산정 기준 재정수입과 세입의 내용이 상이하기 . GDP ,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하기는 쉽지 않다 분명한 사실은 년 분세제 개혁 이. 1994

1)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3 국가별로 기준이 (OECD, 2014), pp. 24-26. 
상이하지만 전체 재정수입이 아니라 세입을 기준으로 한 자료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입이 재정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재정수입에. , 
는 세입 이외의 국가 수입도 포함된다 따라서 국가들의 대비 재정수입 . OECD GDP 
비중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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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와 비교하면 중국의 재정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내의 평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거시적   . '

세수부담 이라는 명칭 아래 국가 수준에서 조세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 )'宏觀稅負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세수부담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 ' , 

는 재정수입이자 재정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거시적 세수부담이 너무 높다. 

는 평가가 증가하고 있다.2) 이들의 근거는 납세자인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단순히 조세부담이 과중하다는 것만은 아니다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수치를 . 

조정하면 중국의 재정수입 규모가 이미 선진국을 넘어섰고 국가가 가져가는 세수, 

가 비대해져 경제발전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추가로 체제적 특. 

성 때문에 중국은 재정수입 이외에 실제 정부가 통제하는 자금이 크다는 점도 고

려되어야 한다 거대한 규모의 국유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가장 좋은 예이. 

다.

거시적 세수부담과 관련하여 정부로 유입되는 자금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구분  

하기도 한다 소범위 세수부담 또는 명목상의 세수부담 은 조세수입만을 . ' ( ) ' ' '小口徑
의미하고 중범위 세수부담 은 재정수입을 의미한다 대범위 세, ' ( ) ' . ' ( ) 中口徑 大口徑
수부담 또는 세수부담 총수준 은 재정수입뿐 아니라 사회보장 기금과 같은 정부' ' ' , 

가 운용 통제하는 기금과 국유기업 등이 발생시키는 국유자본의 경영수입을 모두 ‧
합산한 금액이다 이들 또한 기준이 모호하고 국가별로 상이하기는 마찬가지이지. 

만 중국의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년 사이 중국의 대비 대범위 , , 1997-2013 GDP 

세수부담은 에서 로 증가했다14.8% 38.3% .3) 같은 기간 재정수입의 증가폭보다  

더 크다 이미 수치상으로 미국과 일본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다. .4) 분세 

제 개혁 이후에 재정수입뿐 아니라 국유기업의 이익과 각종 기금 등 정부가 통, 

제하는 전체적인 자금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서 일부에서 이를 우려할 정도가 

된 것이다. 

재정능력 증대를 위한 중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는 점도 정부의 재정능력이   

2) , ( , 2004); , "李普照 宏觀稅費與經濟增長相關性研究 經濟科學出版社 楊斌 關於我國《 》
," 2005 1 ; 稅制設計和稅制改革理論基礎及現實依據的論辯 公共經濟學評論 年第 期 高《 》 

, 2009/2010 ( , 2010); , 培勇 中國財政政策報告 中國財政經濟出版社 馬海濤 中國稅《 》 《
2011 ( , 2011); , "收風險研究報告 經濟科學出版社 薛剛 我國宏觀稅負的經濟分析與優化》

," 2011 3 ; , "路徑 中南財經政法大學學報 年第 期 董根泰 我國宏觀稅負國際比較一種基《 》 
," 2014 4 .於可比性的分析 財貿經濟 年第 期《 》 

3) "1997 -2013 ," 2014 4 , p. 81.年 年我國宏觀稅負情況 地方財政研究 年 期《 》 
4) (2014).董根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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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당한 수준에 다다랐다는 방증이 된다 최근 대비 전체 재정수입의 . GDP 

비중이나 전체 재정수입 대비 중앙정부의 가처분 재정수입의 비중이 지속적인 증

가세를 멈춘 상태이지만 중앙정부는 년 소득세의 공유세 전환과 같은 조세, 2002

구조 변동이나 지방정부의 몫을 줄이고 중앙정부의 몫을 늘리기 위한 세율의 분

배 조정 등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반이전의 확대 공공서비스 균등화의 . , 

강조처럼 재정의 분배와 재정의 공공재 공급으로의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결론적. 

으로 중국은 후진타오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고능력 재정국가로의 이행을 완료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분세제 개시 직전인 년 왕샤오광과 후안강은 중국 국가능력 보고  1993 (『 中國
를 통해 분세제 개혁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국가의 ) . 』國家能力報告

재정추출 능력이 가장 중요한 국가능력의 요소이며 중국의 재정추출 능력을 보장, 

하기 위한 재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년대 축소된 중국의 국가능력을 . 1980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세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었다.5) 이들이 말하는 국 

가능력은 라는 영어 번역이 보여주듯이 사실상 정부능력을 의미하'state capacity'

며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을 의미했다 분세제 개혁은 국가능력을 회, . 

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고능력 재정국가로의 . 

도약은 단순히 재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중국이 국가능력과 국가건설에서 새로운 ,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층의 재정 분배와 공공재 공급 민주적 기제의 부재와 저효율의 공공재   (3) : 

공급 체제

기층에서 균등화의 무력화  ① 

중국은 재정능력을 복구하고 확보된 재정을 공공재 공급에 투입하면서 균등화  

를 심화시켰다 안정화 분배 자원할당이라는 재정 연방주의의 정부 역할 구분으로 . ‧ ‧
보면 거시경제적 안정화를 유지할 능력을 확보하고 분배의 측면에서 동부 중부, , ‧ ‧
서부의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자체적인 기준의 균등화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 

문제는 성급 이하의 균등화와 자원할당이다.

재정 연방주의의 관점에서 자원할당은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기에 적합한 지방  

5) · , ( , 1993).王紹光 胡鞍鋼 中國國家能力報告 遼寧人民出版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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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수입이 주민의 조세에 기초하며 민주적 기제. , 

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증가된 재정투입의 낭비와 부패를 막는 가장 합리적이고 값싼 , 

방법은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는 민주적 기제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분

권화 확대인 것이다 권위주의적 당 국가 체제로서 중국은 민주적 기제를 선택할 . -

수 없었다 일부 도입된 직접선거는 당 국가 체제 안에서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 -

했다 남은 대안은 수직적인 감독 관리의 강화와 다층적인 정부간 관계의 축소였. ‧
다 성관현과 향재현관 등의 행정적 조정을 통해 농촌의 재정 전달체계는 지급을 . 

우회하고 향진을 축소하여 중앙 성급 현급으로 간소화되었으며 현급 정부가 농- - , 

촌의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중심이 되었다 현급의 확대는 소도시화와 농촌 산업. 

화를 통해 도농 격차를 해소하고 삼농문제를 해결한다는 농촌 전략에도 부합했다.

민주적 기제가 결여된 재정투입의 증가는 재정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재정을 효  

율적으로 공공재로 전환하고 있는가 쓰촨성의 구에서 진행된 신농촌 건설을 ? Q

사례로 살펴보면 재정투입의 증가가 균등화의 심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현, . 

급 정부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기보다는 경제성장과 정치적 

업적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수준이 높은 향진에 프로젝트와 재정을 집중시켰다 향. 

진 내부에서도 구의 신농촌 종합체처럼 시범촌 중심으로 재정과 공공재가 집중Q

된다 실험과 확산을 통한 정책의 결정과 시행이라는 당 국가 체제의 전통이 재. -

정과 공공재의 집중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한다 차별적인 정책특혜와 재정분배는 . 

균등화의 목적과 역행하여 향진 간의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기도 한다 시범촌 중심. 

의 전략이 중국공산당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쓰촨성은 물론 다수의 성급 정, 

부가 신농촌 건설 과정에서 선택한 보편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층의 , 

균등화 역행은 구만의 특이한 사례로 볼 수 없다 더구나 구의 차별적 재정투Q . Q

입은 신농촌 건설이라는 특수한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개혁 개방 이후에 지속된 , ‧
지방정부의 인센티브와 행태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는 재정능력이 향상된 중앙정부가 대량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전체적인 재정   

수준에서는 충분히 공공재를 공급할 만큼 재정지원 위임 상태가 되더라도 하급정

부로 갈수록 균등화가 무력화되어 기층에서 비재정지원 위임 상태가 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균등화가 아래로 갈수록 무력화되어 재정과 . 

공공재가 필요한 지역에 효과적으로 분배되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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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입 증가와 기층 거버넌스 악화의 역설  ② 

차별적 재정투입과 정책 특혜의 수혜자인 진에서 기층정부에 대한 신뢰와 거  B

버넌스 평가가 개선되지 못한다는 점은 또 다른 비효율을 보여준다 구의 전체. Q

적인 재정투입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진 내부에 위치하지만B , 

신농촌 종합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수혜를 덜 받은 신농촌 종합체 외부는 오

히려 기층정부에 대한 신뢰와 거버넌스 평가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차별적 재. 

정투입이 균등화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기층정부의 신뢰와 거버넌스를 훼손할 , 

수 있는 것이다.

보콴과 커우콴의 동학을 통해 이러한 역설이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농민들은 상급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콴을 기층의 간부들. 

이 커우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농민들은 민주적 기제가 . , 

부재한 당 국가 체제에서 간부들의 내포된 이익이 보콴의 공평한 분배를 통한 지-

지 획득이 아니라 보콴에 대한 커우콴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현급에 모인 재정, . 

이 기층의 향진 정부와 촌에 분배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 기층간부들은 사실상 

상층정부의 보콴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돼버린다 농민들은 간부들의 커우콴이 . 

많을수록 자신들의 몫이 작아지고 커우콴이 적을수록 자신들의 몫이 증가할 것이, 

라는 제로섬 게임을 합리적으로 상정하게 된다.

커우콴이 간부들의 합리적 선택일 수밖에 없는 제로섬의 상황에서 농민들로서  

는 근거가 불확실하더라도 불신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간부들을 견제할 마땅. 

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신뢰를 통해서는 커우콴을 줄일 수도 없고 보콴에서 자신

들의 몫을 늘릴 수도 없다 위계적 정부신뢰와 정당한 저항 의 논리에서 보듯이 . ' '

시끄러운 불신과 불만이 조용한 신뢰와 만족보다 상급정부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
여 지방간부들을 제어할 가능성을 높여준다.6) 상급정부의 재정투입을 두고 기층 

간부들과 경쟁하는 농민들로서는 기층정부에 대한 전략적 불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농촌 건설을 통한 농촌으로의 재정 투입은 공공재 공급을 개선하여 국가 사  -

회 관계를 개선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콴과 커우콴의 동학은 재정투입. 

6) Kevin O’Brien and Lianjiang Li, Rightful Resistance in Rural 
China(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25, 42-47; Yongshun Cai, 
Collective Resistance in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1-20, 
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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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을수록 농민들이 기층간부들을 불신할 근거가 많아지고 기층정부에 대한 신, 

뢰와 거버넌스 평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년대 이후 분세제 . 2000

체제가 제기능을 하면서 중국은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을 확보하고 공공재 공급을 

위한 재정투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당 국가 체제는 민주적 . -

기제를 확대할 수 없었다 민주적 기제가 부재한 재정투입은 기층에서 균등화가 . 

무력화되고 공공재 공급으로의 효율적 전환이 보장되지 못한다 농민들의 지방정. 

부에 대한 구조적 전략적 불신이 가져오는 기층 거버너스의 악화도 정치사회적 비‧
용을 추가할 수 있다 결국 민주주의 없는 재정 연방주의로서 중국의 분세제 체. 

제는 고능력 저효율의 공공재 공급 체제로 귀결되었다. ‧

중국의 국가 사회 관계와 농민2. -

거시적 안정구매 체제의 수립  (1) 

후진타오 정부의 정책 변환이 년대 중반 이후 악화된 국가 사회 관계를   1990 -

실제 안정시켰는지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본격적으로 재정투입과 공공재 공급. 

이 증가한 년대 중반 이후부터 집단소요 사건 등 국가 사회 관2000 ( ) -群體性案件
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공개되지 않는데다가 중국 정부의 자체적인 평가를 

신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한 비공식 통계 자료에 따르. 

면 년 이후에 집단소요 사건이 폭증했다, 2010 .7) 이 자료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 

이는 칭화대 쑨리핑 교수의 추정으로도 년 집단소요 사건이 년 ( ) 2010 2006孫立平
대비 두 배로 폭증하여 만 건 이상이었다18 .8) 반면 최근 새로 공개된 후진타오  

전 주석의 년 월 발언에 따르면 년 신방 과 집단소요 사건의 총2011 2 , 2010 ( )信訪
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년과 비교해 감소했다2009 .9) 농촌의 집단소요 사건이  

세비개혁과 농업세 폐지 등의 영향으로 년 크게 감소했다는 중국학계의 추정2006

7) 조영남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민음사 , : ( , 2013), pp. 197-198.『 』
8) Will Freeman, "The Accuracy of China’s ‘Mass Incidents’," 

FinancialTimes,March 2, 2010, 
www.ft.com/intl/cms/s/0/9ee6fa64-25b5-11df-9bd3-00144feab49a,s01=1.html

검색일#axzz1SCTI2xlj( : 2014.11.16.).
9) , ( , 2013), p. 217.胡錦濤 論構建社會主義和諧社會 中央文獻出版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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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10)

논란이 많은 수치 추정을 제쳐 두고 보면 중국의 국가 사회 관계가 극단적으  , -

로 폭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년대 이후 분세제 체제가 안정되면서 . 2000

후진타오 정부가 제기한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는 물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

었다 개혁 개방 이후의 공공재 공급에서 후퇴했던 재정긴축이 종결되고 공공재 . , ‧
공급을 위해 투입할 재정이 마련된 것이다 보건의료와 교육 등 공공 서비스에 . 

투입되는 정부예산이 급증했으며 대량의 재정을 농촌에 투입할 수 있었다 재정, . 

투입과 공공재 공급을 통해 국가 사회 관계의 안정을 교환하는 일종의 거시적 안-

정구매 체제가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들은 불만과 저항에 대응하여 . 

돈을 지급하거나 공공재 공급을 통해 안정을 도모하는 미시적 안정구매 전략을 

구사하며 이에 필요한 안정유지 자금 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 ' ( )' .維穩資金 11) 중 

앙정부의 재정능력 확보와 거시적 안정 구매 체제는 지방정부들의 이러한 미시적 

안정 구매 체제에 재정적 기반을 제공한다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의 논리대로 공공. 

재 공급과 충성의 교환을 통한 국가 사회 관계의 안정 구조가 수립된 것이다- .

문제는 안정구매 전략이 고비용이며 민주적 기제의 부재로 재정 분배와 공공  , 

재 공급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농민들의 커우콴 인식과 전략적 불신에서 . 

보듯이 재정투입이 기층 거버넌스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방정부에 대. 

한 불신과 중앙정부 및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교환하고 기층 거버넌스의 악화와 , 

당 국가 체제의 안정을 교환하는 형태다 거시적으로는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더- . 

라도 미시적으로는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과 저항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구조이다. 

한마디로 중국 농촌은 끊임없이 시끄럽지만 공산당의 통치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

다 국가 사회 관계의 안정이 지속될지 여부는 중국이 기층 거버넌스의 불안정을 . -

조정하면서 고비용과 비효율을 극복할 만큼 지속적으로 재정투입을 할 수 있는지

10) , ( 2010), p. 228.溫鐵軍 中國新農村建設報告 福建人民出版社 《 》
11) Ching Kwan Lee, Yonghong Zhang, "The Power of Instability: Unraveling 

the Microfoundations of Bargained Authoritarianism in Chin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중국 재정부는 년 해외 언118:6(2013), pp. 1475-1508. 2011
론들의 보도에 대응하여 안정유지 예산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이 안정유지 예산이, 
라고 지칭한 것은 다른 국가와 동일한 공공안전 예산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 
한 보도가 중국사회가 불안정하며 안정유지를 위해 치르는 대가가 높다는 인식을 조
장한다고 비판했다. , " “ ” ," 劉陽 財政部中國政府預算根本沒有 維穩 一項 人民網《 》 

검색일2011.11.15., http://finance.people.com.cn/GB/16253011.html( : 
2015.1.5.).



245

에 달려 있을 것이다.

중국 농민의 비근대적 시민성  (2) 

다음으로 시진핑 정부 등장 이후 최근의 상황과 함께 중국 농민의 변화를 민주  

화와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농촌의 재정 및 공공재 공급과 국가 사회 관계의 측. -

면에서 시진핑 정부 시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 현재까지의 변화를 보? 

면 민주주의 없는 재정 연방주의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인센티브를 , . 

변화시킬 정치개혁이나 민주적 기제의 도입이 발견되지 않는다 후진타오 정부부. 

터 시작된 변화들이 심화되고 있을 뿐이다.

재정이전의 비중 증가와 지방정부의 지대국가화  ① 

먼저 주목할 부분은 장에서 봤듯이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세수반환의 비중이   3

계속 줄고 상급정부의 재정이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이는 . 

분세제 개혁 이후의 제도설계가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장에서 봤듯이 재정이전 . 5

중 일반이전의 비율을 늘리고 있다 재정 연방주의 이론에 따르면 이는 균등화 . , 

효과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이 강화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변화가 지방정부가 좀 더 균등하게 재정을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재  

를 공급하도록 할 수 있을까 최소한 이론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상급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은 일종의 지대 이. (rent)

다 자신의 노력이나 이익추구보다 재정 관련 제도에 따라 재정수입이 결정되기 . 

때문이다 지대국가론 에 따르면 국가유지를 위한 자원의 출. (rentier state theory) , 

처가 시민의 조세가 아닐 경우에 민주주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으로부터 . 

나오는 조세가 아닌 석유 등의 재원을 통해 유지되는 정부는 시민의 선호를 반영

하고 시민에게 정치적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12) 허브 

는 이러한 가설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울(Michael Herb) , 

12) Michael Ross, "Does Oil Hinder Democracy?" World Politics 53(April 2001), 
pp. 356-357; Charles Tilly, "Extraction and Democracy," in Isaac William 
Martin, Ajay K. Mehrotra, Monica Prasad(eds.), The New Fiscal Sociology: 
Taxation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Perspective(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1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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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더 는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후퇴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지대(Jay Ulfelder)

를 통해 유지되는 권위주의 국가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보여줬다.13)

이러한 논리는 국가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동일하다 지방  .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관할권에 거주하는 시민이 아닌 기업 천연자원 재정, , 

이전 등으로부터 유래한다면 지방정부는 시민에 대한 선호를 반영할 이유가 없는 , 

것이다 저바소니 의 아르헨티나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에 따르. (Carlos Gervasoni)

면 지방정부의 운영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민주, 

주의가 후퇴했다.14)

중국의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자체적  . 

인 징세나 자신의 징세능력이 반영된 세수반환의 비중이 줄고 상급정부의 재정이

전이 증가할수록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지지를 신경 쓰지 않고 시민들의 선호에도 

무관심해지기 쉽다 장에서 살펴봤던 국가 사회 관계의 안정을 위해 지방간부의 . 5 -

업적 평가에 사회안정을 높게 반영하는 공산당의 조치가 일정 정도 효과를 발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갈등의 표출을 막으려는 안정구매 전략이 시민. 

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민주적 기제와 동일할 수는 없다 재정이전의 비중 증가와 . 

재정이전 중 일반이전의 비중 증가는 상급정부가 하급정부의 몫을 빼앗는 상하정

부간 약탈 행위를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

주적 기제의 효율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는 민주적 기제의 후퇴와 이. 

로 인한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세금도 대표도 없는 농민  ② 

지대국가론의 논리는 지방정부의 행태뿐 아니라 농민의 시민성 과   (citizenship)

국가 사회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재정이전을 통해 공공재 공급의 수준보다 - . 

낮은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는 시민과 집단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정치적 책임

을 덜 요구하고 민주적 대표에 대한 열망도 줄어들기 쉽다 재정이전이라는 지대. 

13) Michael Herb, "No Representation without Taxation? Rents, Development, 
and Democracy," Comparative Politics 37:3(April 2005), pp. 297-316; Jay 
Ulfelder, "Natural-Resource Wealth and the Survival of Autocrac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8(August 2007), pp. 995-1018.

14) Carlos Gervasoni, "A Rentier Theory of Subnational Regimes: Fiscal 
Federalism,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in the Argentine Provinces," 
World Politics 62:2(April 2010), pp. 3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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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취자가 된 시민들은 체제에 대한 저항에 동조하려 하지 않고 현상유지를 선

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가가 불평분자들을 손쉽게 제압하고 국가 사회 . -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15) 지난 년간의 민주주의 역사를 분 200

석하면서 틸리 는 시민으로부터 추출하는 재정체제가 민주주의를 반(Charles Tilly)

드시 보장하지는 않더라도 민주주의 출현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16)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는 표어만큼이나 과세 없이 대표 없다 " " " (No 

는 표어도 가능한 것이다representation without taxation)" .17) 자신의 조세가 아 

닌 재정이전을 통해 공공재를 공급받는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잃기 

쉬우며 이로 인해 국가의 시민에 대한 통제가 수월해질 수 있다, .

년 농업세 폐지로 중국의 농민들은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농업세를   2006 . 

납부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농업세 폐지 과정에서 . 

농민으로부터 개인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농, 

업세만 폐지되었다 물론 농업세 폐지로 농민 개개인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 

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농업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해. 

야 하고 최근 농촌에서 활발해진 토지 거래에서 창출된 수익에도 세금이 붙는다, . 

세비개혁을 통해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었지만 지방정부들은 여전히 주거지 개, 

선 도로 건설 사회복지 관련 기금 조성 등의 이유로 농민들로부터 준조세를 징, , 

수할 수 있다 하지만 농민으로서 납부하는 농업세는 사라졌다 대신 대량의 재정. . 

이 농촌에 투입되었다 농업이 공업을 위해 희생하고 농촌이 도시를 위해 희생하. 

던 시대가 공업이 농업을 먹이고 도시가 농업을 지원 하는 이른바 두 개의 반" , " "

포 로 완전히 전환되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농민( )" . 兩個反哺
들은 중앙정부와 공산당이 농업세 폐지를 통해 농민부담의 가장 큰 원천을 제거

해 주었으며 농민들을 위해 보콴을 내려준다고 믿는다 한편 중국의 민주화 논의, . 

에서 민주주의의 맹아로 자주 거론되던 직접선거의 확대는 후진타오 정부 이래로 

억제되고 있다 촌민위원회 선거를 중심으로 한 촌민자치는 지속되고 있지만 권. , 

력의 최말단에 위치해 말 그대로 정치가 아닌 자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 

도 당정융합을 통한 공산당의 통제력이 강조된다 후진타오 정부의 정책 전환 과. 

정을 거치면서 중국 농민은 세금도 대표도 없는 시민이 되었다.

15) Carlos Gervasoni(2010).
16) Charles Tilly(2009).
17) Michael Herb(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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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 은 중국 농민들의 권리의식이 증진되고 있으며 중국인  (Merle Goldman) , 

들이 동지에서 시민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농민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

다.18) 세금도 대표도 없는 농민이 동지에서 시민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보콴과  ? 

커우콴의 동학에서 보듯이 농민들의 의식은 권리의식을 가진 시민이라기보다는 

중앙의 재정투입이라는 지대를 놓고 기층정부와 경쟁하는 지대생활자와 유사해진 

것 같다 민주적 대표를 요구하기보다는 커우콴을 억제하여 보콴에서 자신들의 몫. 

을 늘리기를 바랄 뿐이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민주적 기제가 부재한 농촌으로의 . 

재정투입 과정에서 중국 농민들은 시민적 권리의 획득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근

대적 시민성에서 더 멀어진 것처럼 보인다. 

함의와 전망3. 

본 논문은 국가재정이 공공재 공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현대적 재정국가의 일반  

적인 논리와 공공재 공급이 국가의 존속과 안정을 결정한다는 기능주의적 조직이

론에 따라 재정 공공재 공급 국가 사회 관계 간의 순차적이고 긍정적인 인과관, , -

계를 가정하며 시작했다 그러나 공공재 공급의 증가가 기층정부에 대한 신뢰와 .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농민들의 커우콴 인

식에서 드러나듯이 본 논문은 결론적으로 공공재 공급과 국가 사회 관계 간의 기-

능주의적 관점을 반증한다 또한 기층에서 균등화가 무력화되는 과정에서 보듯이 . 

국가 차원의 재정 증가가 지방에서 공평하고 보편적인 공공재 공급의 증가를 가

져온다는 보장은 없다 이는 재정과 공공재의 공급을 제약하는 체제적 요소와 이 . 

구조 하에서 행위자들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이다 민주적 재정기제가 부재한 상황. 

에서 중앙정부의 균등화 노력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방정부와 간부들의 유인에 

의해 왜곡된다 아울러 자신의 몫을 최대화하려는 농민의 전략적 대응으로 공공재 . 

공급과 국가 사회 관계의 기능주의적 관계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가 중국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국가 사회 관계에 대  -

해 갖는 함의와 전망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명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분세제 체제는 일종의 균형 상태이다 특별한 충격이 없는 한 변  , . 

18) Merle Goldman, From Comrade to Citizen: The Struggle for Political 
Rights in China(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pp.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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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동인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최소한 단기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

이다 민주주의 없는 재정 연방주의로서 분세제 체제는 구조적으로 저효율의 공공. 

재 공급 체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년대 중반 이후부터 재정능력이 확보되. 2000

어 중국은 고능력의 현대적 재정국가로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비효율을 벌충할 만. 

큼 재정투입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안정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공공재를 .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된 상황에서 공산당이 권위주의적 당 국가 체제에 역-

행하는 민주적 기제를 확대할 이유가 없다 공공재 공급의 확대를 통해 정치적 .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주적 기제의 부재가 가져오는 균등화의 , 

무력화와 기층 거버넌스의 악화라는 비효율이 체제를 위협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 

버콴과 커우콴의 동학에서 보듯이 기층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공산당과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강력한 통제를 정당화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분. 

세제 체제는 거시적인 체제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산당이 이를 변화시킬 , 

이유가 없다.

둘째 정치개혁에서 제도화와 법치가 강조되고 기층선거의 확대와 같은 민주화   , 

요소는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 정치. ‧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년 공산당 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 1997 15 (依

을 당의 새로운 방침으로 결정하고 법치를 강화해왔다) .法治國 19) 민주적 기제를  

확대하지 않고 분세제 체제에 내재한 비효율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도화와 법치

를 통해 지방정부와 기층간부의 부패 정책 불이행 행정비효율을 막고 수직적 통, , 

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당 국가 체제 하에서 기층에 국한된 직선제의 확. -

대는 효율성을 강화하는 민주적 기제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안정화 국. 

면에 접어든 분세제 체제는 민주적 개혁 없이 제도화와 법치를 강조하는 현재의 

정치개혁 방향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동할 것이다.

셋째 기층의 미시적인 국가 사회 관계의 불안정은 지속될 것이다 분세제 체  , - . 

제가 거시적인 체제 안정성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기제의 부재로 기층의 

불신과 기층 거버넌스의 악화를 개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기층간부. 

를 향한 불신과 불만이 당 국가 체제를 위협하지는 않더라도 집단소요 사건 신- , 

방 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러한 결론은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재 . 

공급이 뒷받침하는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국가 사회 관계와 기층의 불신과 불만이 -

19) 조영남 세기 중국이 가는 길 나남 조영남 중국의 법치 , 21 ( , 2009), pp. 55-98; , 『 』 『
와 정치개혁 창비(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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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정치 로 표출되는 미시적인 국가 사회 관계를 구별해야 한' (street politics)' -

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가 사회 관계의 불안정을 예증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집단. -

소요 사건 신방의 증가가 당 국가 체제의 근본적인 위협이나 거시적인 국가 사, - -

회 관계의 불안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년대 중반 이후 안정화된 분세제 체제와 공공재 공급 체제는   2000

중국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는 개혁의 심화와 분세제의 미성숙으로 . 

년대 중반부터 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구조적인 국가 사회 관계의 악화1990 2000 -

와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하지만 현재의 안정화된 분세제 체제는 공산당 일당. 

지배의 권위주의적 당 국가 체제의 한계를 보여준다 양적 측면에서 재정능력이 - . 

확보되고 질적 측면에서 재정 연방주의에 기반한 공공재 공급 체제가 제도화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기제의 부재로 기층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거버넌스 악

화를 개선하기 어렵다 몇몇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는 오히려 공산당에 . 

좋은 소식일 수 있으며 의도된 것일 수도 있다 다층적인 정부구조 하에서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방정부에 대한 상대적 불신은 체제에 대한 위협을 막고 국

가 사회 관계의 파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0)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간부들에게 비난을 전가하려는 의도와 전략을 갖고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권위주의적 당 국가 체제로서 중국은 안정화된 균형상태에 도달한 분세제 체제에 -

새로운 민주적 기제를 도입하거나 제도화와 법치를 넘어서는 민주적 정치개혁을 

감행하기보다 기꺼이 고비용을 감수할 것으로 보인다.

20) Bruce J. Dickson, Mingming Shen, "They Have Issues: Do Public Goods   
Produce Public Support in China? Performance Legitimacy and Popular    
Support in China," (Working Paper) (2011), https://gwucpw.files.wordpress.co

검색일m/2011/10/dickson-and-shen-they-have-issues-cp-workshop.pdf   ( : 
2015. 4. 3.), pp. 25-26; Xiaobo Lü, "Social Policy and Regime Legitimacy:  
The Effects of Education Reform in Chin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8, No. 2(May 2014), p.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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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향진 정부 평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 

대상 개 현급의 개 향급 농촌 지역 명의 개 문항에 대한 응답: 3 5 , 1,035 15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회전 방법 직교회전방식: (varimax)

고유값 이상 요인적재량 이상의 기준을   (Eigen-value) 1.0 , (factor loading) 0.5 

적용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의 결측값이 많아 요인분석 과정에서 목록별 결측값 제. 

외를 사용할 경우에 요인이 추출되지 않아 대응별 결측값 제외를 사용했다 척도 . 

순화과정을 통해 개 문항 중 공통성이 이하인 치안 교육 환경 문항을 제15 0.5 , , 

거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를 거버넌스 평. 2 , 

가와 업적 평가로 해석했다 아래 표에 요인 적재량 공통성 신뢰도 분석 등의 . , , 

통계량을 기재했다. 

문항

요인 분석 신뢰도

거버넌스
평가

업적
평가 공통성

Alpha
if Item 
Deleted

Croanbach 
α

촌민위원회 지도감독 .830 .211 .734 .899

.914

향진 정부 자체 감독 .800 .276 .717 .898
주민갈등 조정 .758 .152 .597 .908

공무원 업무 태도 .710 .354 .630 .899
주민 요구 처리 반영 .687 .419 .648 .899
상급정부 정책 실행 .664 .392 .594 .904

정부 투명도 .632 .449 .601 .903
지방경제 발전 .195 .727 .566 .784

.812
보건의료 .242 .717 .572 .769

인프라 건설 .197 .713 .547 .782
농산품 정보 기술 제공, .371 .646 .555 .777

취약계층 구제 .389 .644 .566 .767
고유값(Eigen-value) 4.145 3.182

분산설명(%) 34.542 2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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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Peasant Relations in China
- A Focus on the Supply of Public Goods in Countryside -

Cho, Hyungji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a change in the supply mechanism of public goods 
and its effects on the state-peasant relations in China after the reform and 
opening-up in 1978.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finance and the 
supply of public goods was weakened in the processes of decollectivization, 
decentralization, and marketization resulting from the reform and opening-up. 
Decentralization made local governments have burden to supply more public 
goods, and decollectivization induced individuals to buy public goods, which 
were being commercialized amid marketization, by themselves. However, 
these changes have not equally been applied to all kinds of public good. 
For instance, although the state retreated from health care service, its 
utilization rates could rather increase since individual income was enhanced 
and the health care was also commercialized. But educational service was 
declined, given that local governments had relatively less incentives to 
invest in it, because the service is essentially difficult to be commercialized 
and furthermore cannot have an immediate effect on economic growth. By 
contrast, rural roads could be developed relatively very fast on the basis of 
township roads, despite the stagnation of total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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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y could not only have an immediate effect on local economy 
but also were necessarily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TVEs(township 
and village enterprises). As such sectoral variation demonstrates, the supply 
of public goods for the Chinese rural area neither consistently increase nor 
decrease in the 1980s.
    In 1994,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carried out fiscal reform, in 
order to restore its fiscal capacity which had been undermined in the 
process of the reform and opening-up. Following the principle of fiscal 
federalism, it centralized the revenue and decentralized the expenditure. 
And, by bridging the vertical fiscal gap brought by the reform through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 it promoted the equalization, which could reduce 
the inter-regional inequality. This mean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attempted to restore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finance and the 
supply of public goods. Nonetheless, both the central government’s fiscal 
capacity and the equalization could not be achieved throughout the 1990s. 
Even though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capacity was undermined along 
with the centralization of the revenue, the central government shifted more 
responsibilities of the supply of pubic goods to its local counterparts. On the 
other hand, responding to such a “unfunded mandate,” local governments 
curtailed the supply of public goods or tried to extract more amounts of tax 
and fee from peasants. The worsening of the supply of public goods and 
the increase in the peasant burdens aggravated the instability of the 
state-society relations in the 1990s.
    With the start of the 2000s, the original goal of the fiscal reform began 
to be achieved.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s fiscal capacity was 
restored, but the inter-regional equalization between the three parts of the 
Chinese territory, that is, the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was 
also accomplished to a certain extent. In this context, the Hu Jintao and 
Wen Jiabao Administration could increase fiscal spending for the supply of 
public goods. In particular, the fiscal injection for promoting “Building a New 
Socialist Countryside” (XNCJS) and the economic stimulus progra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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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ing to the 2008-9 global financial crisis were successively initiated, 
and therefore a large amount of fiscal investment was provided to rural 
areas and the supply of public goods was also expanded. 
    This study aims to find how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fiscal input 
and the expansion of the supply of public goods would influence local 
governance in rural China, via the empirical case of Q District in Sichuan 
Province. In the Q District, a typical XNCJS which plans to concentrate the 
fiscal and policy prerogatives on the model localities such as  demonstration 
villages and demonstration towns/townships, was being executed. As a 
consequence, the fiscal and policy prerogatives are converging on relatively 
developed regions. The equalization for bridging the inter-regional gap could 
be distorted, and even the direction could go against its original goal in the 
grassroots level. This is because democratic fiscal mechanisms, such as 
elections or the freedom of residential mobility which induce governments to 
distribute fiscal resources and supply public goods in a way to serve the 
electorate, are insufficient.
    In the Q District, the B Town has received the largest amount of fiscal 
investment and policy favors, whereas the A Township is one of the areas 
which has been given the least amount of fiscal input and policy 
prerogatives. However, interestingly, the governmental trust for the A 
Township is higher than for the B Town. According to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evaluation on the performance of the township government in the 
B Town is higher than of the A Township Government, but assessment of 
the governance of the former is lower than of the latter. In addition, 
peasants’ recognition of “bokuan” and “koukuan” is widespread in rural 
areas of Zhejiang Province and Sichuan Province. “Bokuan” means the 
earmarked transfer from an upper government to a lower one. “Koukuan” 
implies the grassroots cadres’ action to deduct a part of “bokuan.” The 
majority of peasants recognize that local governments do “koukuan” the 
“bokuan” provided by upper governments. A considerable part of “koukuan” 
can be applied to local governments’ reasonable maintena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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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fees. Also, peasants’ recognition of “koukuan” is sometimes 
exaggerated due to its weak grounds. In an authoritarian regime which 
lacks democratic fiscal mechanisms reflecting peasants’ preference, they can 
reduce “koukuan” only through their distrust against cadres. In this respect, 
peasants’ distrust against cadres, discovered in their recognition of 
“koukuan” is quite strategic. Thus the gap between the evaluations of 
performance and governance, and peasants’ general recognition of 
“koukuan” demonstrate an irony that the central government’s decision to 
input more financial resources to countryside can generate distrust against 
relevant grassroots governments and aggravate local governance.
    As the state’s fiscal capacity was restored after the middle of the 
2000s, China became a capable modern fiscal state. However, the state is 
still inefficient, considering that the equalization is distorted and governance 
is not improved, despite the increase in the supply of public goods. The 
regime stability itself may not yet be threatened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 still maintains strong trust from Chinese people. But the central 
government is bound to have difficulty in accomplishing its end,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ance,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supply 
mechanism of public goods in the absence of democratic fiscal 
mechanisms. As peasants’ recognition of “koukuan” demonstrates well, 
distrust and dissatisfaction between the state and peasants will persist in 
the grassroots level.

Keywords: state-peasant relations, fiscal reforms, public goods provision, 
          Building a New Socialist Countryside, local governance,
          rural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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