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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행정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행정제

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제도， 행위， 관리 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

다. 중국행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얻는 지름길은 바로 중국행정에서 심장부 역

할올 하는 중국 국무원의 제도적 특성올 파악함으로서 가능하다. 이률 위해 우선

중국의 국가성에 대한 논의를 하면 첫째， 사회주의 국가의 형성은 노동자 인민의

권력수립으로 생겨났으며， 사회주의 국가의 본질은 계급조직체이다. 둘째， 중국의

국체는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노동자 • 농민연맹올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정치의 사

회주의 국가이며， 정체는 민주집중제를 원칙으로 하는 인민대표대회제도이다 셋

째， 중국의 국가기능은 사회주의 본질과 내용이 결정지우며， 중국의 국가기구는 지

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일련의 국가기관의 총칭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 국가성의 논의를 통해서 도출된 중국특색의 행정제도는 인민의 주

권과 기본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이중 중앙행정

부인 국무원의 제도적 특성을 보면 첫째， 국무원은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의 집행기

관이며，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라는 성격과 지위를 지닌다. 둘째， 국무원의 기능은

중국이 직면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계급적 본질을 반영하는 주요 행동노

선이며， 이러한 국무원의 기능을 담는 그릇인 국무원의 기구는 실무적으로는 국무

원판공(사무)청， 국무원구성부문， 국무원직속기구， 국무원사무기구， 국무원국가국 그

리고 국무원의사기구 · 협조기구로 구분된다. 셋째， 국무원의 행정기능은 행정기구

의 설치， 규모， 차원， 수량， 운행방식을 결정짓는 관계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I주제어 . 국가성， 국무원， 행정기능과 기구， 제도적 특성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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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inese statehood and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entral Government(GuoWuYuan)

Yun-Kwon Kim

The understanding of chinese public administration which is the oldest and largest

.administration in the world can give us the useful information about institution, action,

management, public policies, etc.. The best way to figure out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public administration is to catch up with the State Council' characteristics

which play a main role in Chinese public administration. To do this, we had better derive

the Central Government from Chinese Statehood by conceptual priority. That is, we need

to explain the formation and essence of socialist state. From this, we can view chinese state

regimes as people democratic political socialist state which is based on labor-peasantry

association and view chinese political regime as the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the

basic of Democratic Centralism principle. Chinese state function is determined by socialist

essence and socialist contents. Chinese state apparatus is composed of a series of state

organs which implement the state power formed by the ruling class..

We can derive the Chinese peculiar public administration from Chinese statehood. It is

suggested that Chinese public administration institutions can protect people sovereignty and

basic interests and can fulfill its aims. Seeing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State Council represents its characteristics and position by the executive of

top power organ and the top administration organ. The State Council's function executes

the important missions faced by China and reflects the essence of the class. The State

Council's apparatus which contains State Council's function is practically classified into State

Council Secretary General, Ministries and Commissions, Bureaux and Administrations directly

under the State Council, offices, Institutions, Bureaux are supervised by commissions and

ministries. From this, we can find the organic characteristics between administrative function

and administrative apparatus which can determine the effect of administrative function on

administrative apparatus' installation, size, quantity and operation mechanism.

[Key words : statehood, the State Council, administrative function and apparatu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