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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후진타오 정부 시기 정책 전환의 재정적 기원을 분석한다. 후진타오 정부

는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라는 명칭 하에 경제성장을 최우선하는 발전전략에서 사

회발전, 분배와 공평을 함께 추구하는 총체적인 발전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개혁·개방

의 핵심전략은 분권화를 통해 기업과 지방정부에 경제성장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었

다. 이 과정에서 감소된 국가의 재정능력을 복구하기 위해 1994년 재정 연방주의에 기

초한 분세제 개혁이 단행되었다. 국가의 재정능력 복구와 동부·중부·서부를 기준으

로 한 균등화라는 분세제 개혁의 핵심 목표는 2000년대 이후에야 달성될 수 있었다. 

이것이 후진타오 정부 시기 정책 전환의 재정적 배경이다. 아울러 이는 중국이 뒤늦게 

근대 재정국가의 기본 요건인 재정 집중화를 달성했음을 의미한다. 개혁 과정에서 소

외된 농촌에 대한 재정투입과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에 대한 강조는 재정 집중화의 

달성에 따른 논리적 수순이며, 정치적 분권화 없는 재정 집중화를 추구해온 권위주의

적 당-국가 체제로서의 중국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사회 관계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주제어: 조화사회, 분세제 개혁, 공공 재정, 근대 재정국가, 재정 연방주의, 균등화

I. 서론

2003년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6기 3중전회)에서 공식 제기된 과학

적 발전관은 2007년 17차 당대회에서 당헌에 삽입되어 덩샤오핑 이론, 장쩌민이 주창

한 삼개대표 사상과 함께 당의 지도 이념이 되었다. 후진타오 정부는 2004년 9월 공산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이다(NRF-2009-362-A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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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16기 4중전회에서 조화사회(和諧社會)를 제기하고 2006년 10월 16기 6중전회에서 

이를 사회발전 전략으로 확정하였다.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로 대변되는 후진타오 

시대의 변화는 1978년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래 GDP를 지표로 경제성장을 최우선하

는 이전까지의 방침에서 사회발전, 분배와 공평을 함께 추구하는 총제적인 발전전략으

로 전환한다는 의미였다. 이를 위해 농촌·농업·농민 등 이른바 삼농(三農)문제의 해

결과 민생 개선이 핵심 과제로 추진되었다. 이는 시진핑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이

희옥 2014, 46-79; 조영남 2012a, 179-189: 2013, 113-144).

이러한 정책 전환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웡(Christine Wong)이 말한 대

로 개혁·개방 이후 20년 동안 지속된 재정긴축으로 정부가 공공재 공급에서 후퇴하던 

시기가 종결되었다. 농민과 노동자 등 개혁·개방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재정 

투입이 증가했다(Lam 2006, 63-106; Wong 2009). 2000년대 초반까지를 분석한 웡

은 이러한 변화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왔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만,  

출처: 『中國衛生和計劃生育統計年鑒』(2013, 91); 『中國教育經費統計年鑒』(2012, 2-3).

<그림 1> 보건의료 경비 중 국가 및 개인 지출 비율과 교육 경비 중 재정예산 비율(1991~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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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보듯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핵심적인 공공 서비스인 보건의료와 교

육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확연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개인 부담이 감소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왜 발생했는가? 정치학에서는 개혁·개방이 초래한 각종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이고 의도적인 정책결정을 강조한다. 경제성장 일변도의 발전

전략이 가져온 불평등의 확대, 환경 악화, 사회주의 정체성의 동요 등으로 초래된 국

가-사회 관계의 불안정을 진정시키고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산당의 계획

적인 전환이었다는 것이다(Lam 2006; 이희옥 2014; 조영남 2012a: 2013). 경제학자

들은 주로 불평등과 공공재 공급 수준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이 실제 시민의 삶에 어

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면서 정책 목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

다(Lou and Wang 2008; Wong 2009). 중국학계는 정책전환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

적 근거를 제공하거나(俞可平 외 2007), 새로운 정책이 실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

도록 과거의 재정체제를 평가하고 미래의 정책을 제안하는 데 주력했다(馬海濤 主編 

2009).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들의 내용을 반대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여 기존 연구들을 보충하고자 한다. 재정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 인과관

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정책결정에서 정치행위자들의 의도와 선택이 어디까지인

가를 분석하기 위한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에 따른 구조적 인과관계는 향

후 정책 방향에 대한 1차적인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이러한 1차적인 예상은 정

치행위자들의 의도와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먼저 이를 제약하는 구조를 명확

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근대 재정국가 건설의 관점에서 현재의 재정체제의 근간이 되는 

1994년 분세제 개혁의 배경과 원인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분세제 개혁의 내용과 결과

를 서술한다. 특히 분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이를 통해 2000년대 이후 재정 집중화의 달성과 지역 간 균등화의 개선이라는 재정체

제의 변화가 후진타오 정부 시기 정책 전환의 구조적 원인임을 드러낼 것이다. 마지막

으로 근대 재정국가의 또 다른 요소인 정치적 분권화가 부재했다는 점을 서술하고, 결

론에서 정치적 분권화가 부재한 재정 집중화로 규정될 수 있는 중국의 현대적 재정국

가 건설이 갖는 함의를 서술한다.



144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3호(2015)

II. 1994년 분세제 개혁: 현대적 재정국가로의 전환

1. 근대 재정국가 건설: 재정 집중화와 정치적 분권화

국가건설에서 재정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국가건설은 기본적으로 정부

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과정이며(Bräutigam 2008, 2), 국가능력은 영토 내에서 군사

력과 행정력을 통해 보장되는 주권의 통합, 정부를 조직하는 인적 자원, 그리고 정부

가 자신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자원 등의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Skocpol 1985, 15-17). 슘페터(Joseph A. Schumpeter 1991, 99-140)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왕실이 소유하는 자산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영지국가(domain state)’에서 광

범위한 사회를 대상으로 조세를 징수하여 수입을 충당하는 ‘조세국가(tax state)’로 전

환되면서 근대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근대 재정국가(modern fiscal state)’라고 불리

는 이러한 재정체제의 탄생이 유럽 선진 국가들이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

근대 재정국가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가장 잘 알려진 관점은 전쟁의 역할을 강조하

는 주장이다. 유럽의 군주들이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을 매개

로 근대국가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전쟁비용 폭증에 따라 재정위기에 직면한 군주들은 

징세 대상을 확대하면서 그 대가로 정치적 양보를 해야만 했다. 또한 효율적인 징세를 

위해서 행정체제를 확대하고 전문화해야만 했다. 이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가 발생하고 

현대적 관료제가 탄생했다는 것이다(Tilly 1985, 161-91; Mann 1986, 451-490). 딘세

코(Mark Dincecco 2011)는 이러한 과정을 재정의 집중화, 의회에 의한 왕권·행정부 

권력에 대한 제약 등 크게 두 가지로 개념화했다. 사실 두 입장은 근대 재정국가의 탄

생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상반된 관점이었다. 그는 이 두 입장이 모순되지 

않으며 두 요소가 모두 근대 재정국가 건설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11개국 유럽 근대국

가들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실증했다. 먼저 재정이 집중화되어 투자와 공공재 공급에 

사용할 수 있는 물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왕실과 행정부의 권력을 제한할 

수 없다면, 증가된 재정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나 공공재 공급에 사용되지 못하고 낭

비될 수밖에 없다. 재정의 집중화라는 강한 국가의 특징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약

한 국가의 특징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의 병존과 균형

은 경제성장과 강력히 연관된다(Dincecco and Katz 2014). 결국 재정의 집중화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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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분권화가 근대 재정국가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근대 유럽국가들이 세계를 지배

하는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건들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현재의 개발도상국에 적용될 수 있다(Dincecco 2011, 116-120).

  

2. 개혁·개방과 재정 집중화의 감소

계획경제 시기의 중국은 근대 재정국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사회로부터의 광범위한 

징세가 아닌 국유기업의 수익 등 국유재산을 국가 수입의 주요 원천으로 삼았다는 점

에서 중세의 영지국가와 유사한 ‘자산국가(資產國家)’였다. 개혁·개방 이후에야 국유

기업 이윤의 세금으로의 전환('利改稅') 등을 통해 현대적 조세제도를 모색하기 시작했

다(王紹光·馬駿 2008, 23-24). 

그러나 개혁·개방은 오히려 재정의 집중화를 감소시켰다. 개혁·개방의 핵심전략은 

분권화를 통해 기업과 지방정부에 경제성장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재정분권화

와 재정책임제(財政包乾)를 통해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수익이 크게 확대된 것과 달

리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재정책임제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

성이 극대화된 정부 간 재정관계로서 협상을 통해 정해진 고정액을 중앙정부에 상납

하는 의무 이외에 대부분의 세입이 지방정부에 귀속되었다.1) 이는 지방정부의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했지만, 국가 재정이 전체 경제성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고 전체 재정수입 중 중앙정부의 비중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전체 재정

수입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1990년대에 들어서 20%대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거시경제 조정능력이 약화되고 정부의 운영 자체가 곤란을 겪었다(Naughton 

2007, 427-442; 謝旭人 主編 2009, 222-227).

3. 재정 연방주의

1994년 단행된 분세제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중앙의 재정능력 회복, 즉 재정의 집

  1) 분세제 이전까지 정부 간 재정관계는 성급 지역마다 상이했으며, 시기별로도 자주 변화했

다. 분세제 이전의 중앙과 성급 지역 간의 재정관계에 대해서는 정재호(1999, 155-162)와 

리핑(李萍 主編 2010, 1-2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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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였다. 중국의 뒤늦은 재정국가 건설이 시작된 것이다. 국무원은 1993년 12월 「분

세제 재정관리 체제 실행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을 반포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분세제를 시행했다. 「결정」에서 드러나는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의 재정

수입 비중을 제고하여 중앙의 재정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거시조정 능력을 강화한다. 

둘째, 지역 간 재정능력 분배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강화와 재

정 재분배를 통한 지역 간 격차 축소가 분세제의 중요한 목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결

정」은 “해외의 성공적인 방법을 본보기로 삼아” 분세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분세제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재정 연방주의를 지칭한다.

재정 연방주의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다층적인 연방제 국가의 

재정에 관한 이론이다. 국가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느냐가 핵심이다.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중층적 정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재정 연방주의는 연

방제 국가뿐 아니라 보편적인 중앙과 지방의 정부 간 역할에 관한 이론으로 활용된다

출처: <國家數據> 홈페이지.

<그림 2> 1980~1995년 재정수입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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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tes 1972, 3-20; Boadway and Shah 2009, 306). 중국도 연방제 국가가 아니지만, 

분세제 개혁을 통해 재정체제는 재정 연방주의의 외양을 갖추게 되었다(Bahl 1998, 

71).

현대 재정 연방주의 이론의 기본 개념을 정립한 오츠(Wallace E. Oates 1972)에 따

르면, 재정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은 분배(distribution), 안정화(stabilization), 자원할당

(allocation) 등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분배는 소득의 공평한 분배, 즉 불평등

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화는 통화·금융·가격·고용률 등에 대한 거시경제

적 관리이다. 자원할당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치해야 된다는 의미

로 공공재 공급을 의미한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느

냐이다. 오츠는 중앙정부가 안정화와 분배를 담당하고 자원할당은 국방 등을 제외하

고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봤다. 이러한 역할 분담이 재정 연방주의

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이다. 즉 먼저 중앙정부로 재정을 집중시켜 거시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불평등이 축소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방에 재분배한다. 빈곤한 지

역에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사실상 부유한 지역에서 빈곤한 지역으로 재정을 이전시

킨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투입된 재정을 매개로 지방에서 공공재가 공급되어 불평등이 

축소된다. 중국의 분세제도 이러한 재정 연방주의의 기본 논리에 따라 시행되었다.

4. 1992~1994년의 경기과열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재정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

라 구체적인 정책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項懷誠 1989). 하지만 1980년대 내내 견고

한 성장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개혁을 시도하려

고 하지 않았다. 1989년 천안문 사건과 1992~1994년의 경기과열이 미루어졌던 재정

개혁 시행의 계기가 되었다. 천안문 사건은 인플레이션이 거시경제적 배경이었는데, 

199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 수준이 비슷한 수준에 접근하고 있었다(Lee 2000, 1011-

1015; Naughton 2007, 442-444). 천안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시기에 중국 당

국은 급박한 위기의식에서 갑작스레 개혁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분세제 개혁은 “즉

흥적이고 반응적”으로 개시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의도가 모두 반영되지도 못했다(Lee 

2000, 1009-1015; Wong 2009, 939). 이는 분세제 개혁이 단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

기 어렵다는 점을 예측하게 해준다. 실제 분세제 개혁은 1994년의 단일한 사건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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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속적인 조정과 변동의 과정이었으며, 그 효과 또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발

휘되었다. 이후의 논의는 수많은 기존연구들이 다루었던 1994년 분세제의 상세한 조

치들이 아니라 재정 집중화와 재정 분배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조정과 효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III. 분세제 개혁의 내용

1. 중앙의 재정능력 강화

1) 1994년의 분세제 개혁

‘분세제(分稅制)’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1994년 개혁의 핵심은 중앙과 지방 간

의 세수 구분이었다. 중앙과 지방이 가져가는 세금의 범주를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중

앙정부의 수입이 크게 늘었다. 1993년 958억 위안이었던 중앙 재정수입이 1994년에 

2097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지방 재정수입은 크게 줄어 3391억 위안에서 2312억 위

안이 되었다. 앞의 <그림 2>에서 보듯이 1994년 재정수입 중 중앙정부의 비중이 순식

간에 50% 이상으로 상승했다. 현재까지 50% 전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강화라는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최소한 수치상으로는 성공적이었다. 또한 

GDP에서 전체 재정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013

년 현재 약 22.7% 수준에 다다랐다(國家數據 홈페이지).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적인 재

정 통제 능력을 가늠하는 “두 개의 비율(兩個比重)”이 모두 강화된 것이다.2)

수치상으로 중앙정부 몫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중앙의 재정권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뒤따랐다. 먼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세무기구를 수립하여 기존의 지방 

중심의 징세권한을 중앙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국가세무국과 관세 관련 기관이 중앙

의 징세를 담당하고, 지방의 세무국이 지방세를 책임지며, 중앙과 지방의 공동 세목은 

국가세무국이 징세한 이후에 분배하는 구조가 되었다. 또한 세제 관련 입법권을 중앙

이 독점한다고 규정했다.

  2) “두 개의 비율”은 전체 재정수입 대비 중앙정부의 비율과 GDP 대비 재정수입의 비율이다. 

이에 대해서는 왕샤오광(Shaoguang Wang 1997, 801-80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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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적인 재조정: 세수반환과 소득세 및 유류소비세 재조정

1994년 이후에도 중앙의 재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뒤따랐다. 증권

거래 활성화로 증권거래세가 증가하자 중앙과 지방이 50:50으로 가져가던 증권거래

세를 1997년부터 수차례 재조정하여 대부분 중앙의 몫으로 전환했다. 수출장려를 위

해 수출상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대부분 지급하던 수출환급금이 수출 폭증으로 늘어

나자 재조정하여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기도 했다(李萍 主編 2010, 39-46). 중앙정부는 

이처럼 조세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중앙의 몫

이 증가하도록 재조정했다.

특히 중앙정부는 중앙의 몫으로 걷힌 세금의 일부를 ‘세수반환’이라는 이름으로 지

방에 되돌려줬다. 이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듯이 중앙으로 재정이 집중되어 수입이 

줄어든 지방정부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 연방주의의 일반적인 방법이자, 

분세제 개혁에 대한 지방정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1994년 「결

정」에 따르면, 세수반환의 목적은 ‘지방의 기존 이익을 보전’하는 것이다. 즉 분세제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입 감소를 보상한다는 의미이다. 표면적으로 이 원칙은 지속되었지

만,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앙의 재정능력이 강화되도록 설계되고 재조정되었다.

① 양세반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의 반환

분세제 개혁으로 중앙의 재정수입이 급등하고 지방정부는 수입이 급감했다. 1994년 

「규정」은 지방의 세입 감소를 보상해주기 위해 중앙세인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중 중앙

의 몫인 75%에서 일부를 지방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였다. 1994년에는 1993년의 부

가가치세 75%와 중앙세인 소비세 전부를 지방에 반환했다. 1995년 반환액부터는 두 

세금의 전국 증가율 평균의 30%씩만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즉 1% 증가 시 반환액은 

0.3%만 증가했다. 지방정부의 징세 유인을 증가시키기 위해 1994년 8월에 기준을 변

경하여 지역 증가율 평균의 30% 반환으로 수정하였다(謝旭人 2009, 384-386). 시간이 

갈수록 중앙의 몫이 증가하고 지방에 대한 반환액 비중은 감소했다. 이를 ‘양세반환

(兩稅返還)’이라고 한다. 지방의 기존 이익을 보존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

앙정부의 재정권력이 강화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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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세의 공유세로의 전환과 세수반환

분세제에 따른 세수 구분에서 소득세는 중앙의 국유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지방세

에 포함됐다. 개인·기업 소득세는 모두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

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악화시켰으며, 세입 증대를 도모하는 지방정부들 간의 중복투

자를 부추겼다.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공평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재조정이 필요했다(朱鎔基 2011, (第四卷) 282-283; Tsui 2005, 191). 이런 이유로 「소

득세 수입 공유의 개혁 방안」(이하 「방안」)에 따라 2002년부터 소득세가 공유세로 전

환되었다. 소득세의 중앙과 지방 간 비율은 첫 해인 2002년에는 50:50으로 시행하고 

2003년에는 60:40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증가된 중앙정부의 수입은 주룽지 

당시 총리가 강조했듯이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一分錢也不留下)” 모두 지방에 사용

됐으며, 특히 재정이전을 통해 낙후된 중부와 서부에 투입되었다(朱鎔基 2011, (第四

卷) 429, 457; 李萍 主編 2006, 28-32, 93-94). 중앙의 수입이 모두 지방으로 투입되었

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재정권력에 큰 변동이 없어 보이지만, 증가된 중앙의 수입은 

중부와 서부로 투입되어 지역간 격차 해소라는 중앙정부의 정책 의도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소득세 조정에서도 「방안」은 양세반환과 동일하게 지방의 기존 이익을 보장하고 세

수반환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2001년을 기준으로 삼아 지방이 가져간 소득세 수입

이 이전의 소득세 수입보다 적으면 중앙이 세수를 반환하고, 많으면 지방이 중앙에 상

납하도록 했다. 기준 연도가 2001년인데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재정부가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지방으로 반환되는 액수는 소득세 증가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시행 첫해인 

2002년 597억 2천만 위안이던 중앙의 반환액은 2008년 910억 2천만 위안을 정점으로 

2013년까지 거의 같은 액수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소득세 조정을 통해 중앙의 재정능

력이 강화되고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될 수 있었다.

③ 유류소비세 인상과 세수반환

2008년 국제유가 하락으로 조세저항이 작은 시기를 틈타 유류소비세(成品油消費稅)

를 인상하면서 동시에 지방정부의 도로유지비(養路費) 등 운수 관련 비용 징수를 폐지

했다. 이러한 조정은 가격 인상으로 유류 소비를 축소해 환경보호를 촉진하는 한편, 

인프라 건설과 연계되던 지방정부의 교통운수 관련 준조세를 철폐함으로써 인프라 건

설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전국적인 교통발전의 조건을 공평하게 만들고, 국민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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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지방정부의 수입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수입을 증

가시켰기 때문에 지방의 기존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세수반환을 실시했다(徐博 2010, 

69). 반환액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1531억 1천만 위안으로 사실상 고정되어 있

다. 소득세 반환처럼 반환액이 고정되어 증가한 세입이 모두 중앙으로 귀속됨으로써 

중앙의 재정능력이 강화되었다.

2. 재정 분배: 중앙-지방 재정구조의 변화

1) 수직적 재정 격차와 격차 해소의 수단들

<그림 3>은 분세제 개혁 이후에 정부 급별로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어떻게 변화했

는지를 보여준다. 1994년 분세제 개혁이 가져온 중앙의 재정수입 증대와 지방의 재정

수입 감소라는 효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성급보다는 지급·현급·향급의 재정 

축소폭이 컸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출은 분세제 이후에도 거의 변화가 없다. 분세제 개

혁은 지방정부에게 수입의 감소와 지출의 유지를 의미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수입과 

지출의 격차는 현급 및 향급의 높은 지출 수준에서 보듯이 하급 정부로 내려갈수록 커

졌다.

상·하급 정부 간 수입과 지출의 격차로 발생하는 각급 정부의 재정수입 부족을 재

정 연방주의 이론에서 수직적 재정 격차(vertical fiscal gap)라고 부른다. 수직적 재정 

격차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지출 책임보다 많은 재정수입을 보유하고, 지방정부가 지출 

책임과 비교해 적은 재정수입을 보유하는 형태이다. 수직적 재정 격차가 극심하다면 

해당 정부는 불안정해지고 궁극적으로는 붕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수직적 재정 격차를 해소해야만 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지출 책임의 재조정, 

중앙의 지방에 대한 조세 경감, 지방정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세할 권한을 주는 세원

(稅源) 공유(tax-base sharing) 등이 있다. 또한 재정이 풍부한 정부에서 재정이 부족

한 정부로 재정을 이전하는 정부 간 이전(intergovernmental transfer)과, 징수한 세금

을 중앙과 지방이 분할하는 세입 공유(revenue sharing) 등이 있다. 정부 간 이전은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쌍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이 주요한 형태다. 이러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재정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수직적 재정 불균형(vertical fiscal imbalance)이라고 한

다(Boadway 2005, 51-80; Shah 2007, 17-20). 



152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3호(2015)

(단위: %)

가. 전체 재정수입 중 정부 급별 비중

나. 전체 재정지출 중 정부 급별 비중

출처: 江慶(2007, 26-29, 33-35).

<그림 3> 전체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중 정부 급별 비중(1993~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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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세제를 시행한 첫 번째 목적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늘려 거시경제적 관리 능력과 

지방에 대한 재정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방에 대한 조세 경감이나 지

방정부와의 세원 공유는 대안이 될 수 없었다. 결국 분세제 체제 하에서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조치는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과 세입 공유에 집중되었다.

정부 간 재정이전과 구별하여 세입 공유는 지방정부가 걷은 세입을 규정된 기준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한다. 정부 간 재정이전은 세입이 아니라 지역 

간 불평등 해소 등 다른 기준에 근거하여 이전한다. 하지만 개념상의 용법일 뿐 구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Boadway and Shah 2009, 293-295). 본 논문은 현재 중국의 

분류법에 따라 정부 간 이전을 앞서 다룬바 있는 세수반환(稅收返還)과 재정이전(轉移

支付)으로 크게 구분하고, 재정이전은 일반 이전(一般性轉移支付)과 지정 이전(專項轉

移支付)으로 세분한다.

2)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

① 일반 재정이전과 지정 재정이전의 정의

정부 간 재정이전은 크게 일반 이전(general transfer)과 지정 이전(earmarked 

transfer)으로 분류된다.3) 일반 이전은 무조건 이전으로도 불리는데, 중앙정부가 재정

이전에 대한 정책적 조건이 없이 지방정부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경제상황에 따

라 수직적 재정 격차는 다를 수밖에 없다. 재정 연방주의 이론에 따르면, 지역 간 재정

과 경제발전 격차가 너무 크면 전체 경제의 효율성과 공평성이 저하되므로 중앙정부가 

재정이 풍부하고 부유한 곳에서 재정이 부족하고 낙후한 곳으로 재정을 재분배하는 

소득분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수평적 재정 격차의 해소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과

정을 균등화(equalization)라고 하며, 일반 이전이 균등화의 주요한 수단이 된다.

지정 이전은 조건 이전으로도 불리며, 중앙정부가 특정한 정책에만 사용되도록 규정

하거나 제시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조건 하에 지방정부로 이전한다. 예를 들어 도로 건

설로 지정된 지정 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 건설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재정이전에 대해서는 Boadway and Shah(2009, 306-314, 341-347)와 Boadway(2007, 55-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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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국의 재정이전

분세제 이후 중국의 재정이전 운영 방식은 재정 연방주의의 일반적인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일반 이전은 균등화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복잡한 수학공식에 따라 중앙

에 모인 재정을 지방에 재분배한다. 재분배의 과정에서 일반 이전은 서부와 중부에 집

중된다. 일례로 2009년 일반이전의 동부·중부·서부의 비중은 각각 7.83%, 46.74%, 

45.43%였다(李萍 主編 2010, 101). 일정한 공식에 따라 분배되는 일반 이전과 달리 지

정 이전은 특정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분배를 결정한다. 2014년 현

재 일반 공공서비스, 국방, 교육, 과학기술, 사회보장 및 취업 등의 20개 분야에서 약 

150개 소항목에 걸쳐 다양하다(財政部預算司 2014). 성급 이하도 유사한 방식이기 때

문에 지정 이전은 상급정부가 하급정부에 대한 분배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중국이 재정이전을 일반 이전과 지정 이전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인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일부 일반 이전은 지정 이전처럼 구체적인 정

책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퇴경환림환초 재정이전(退耕還林環槽轉移支付), 자연

림 보호사업 재정이전(自然林保護工程轉移支付)은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일반 이전으로 분류되다가 2009년에 지정 이전으로 재분류되었다. 반

대로 일부 지정 이전들은 일반 이전처럼 균등화 효과를 고려하여 이전되었기 때문에 

일반 이전으로 재편성되었다. 계획경제 시기의 지정 이전은 주로 기업발전 촉진과 같

은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분세제 체제에서는 공공지출과 지역의 균형발전

을 고려한 이전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지정 이전도 일반 이전처럼 낙후한 중부와 서

부에 집중되었다. 2000년 이후 해마다 중부와 서부에 약 40%씩 배정되었으며, 이들보

다 GDP가 두세 배 많은 동부는 항상 20% 미만만을 받았다(李萍 主編 2006, 82-86; 

2010, 86-89).

이처럼 중국은 일반 이전과 지정 이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며, 지정 이전도 사실

상 균등화 효과를 발휘하도록 분배되었다. 균등화의 주요한 기준은 동부·중부·서부

의 구분이다. 즉 중앙정부에 모인 재정이 재정이전을 통해 부유한 동부에서 낙후한 중

부와 서부로 재분배되는 것이다.4)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부·중부·서부의 구분이 재

  4) 동부·중부·서부 등 지역 구분은 지리적 위치에 따른 자연지리와 경제발전 상황, 정책적 필

요성을 반영한 경제지리가 함께 반영된 것이며, 시기별로 자주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현재

의 서부는 2000년 서부 대개발의 대상이 된 지역이다. 특히 재정부는 2005년 「동·중·서부 

지역 구분에 관한 의견(關於明確東中西部地區劃分的意見)」(財辦預[2005] 5號)으로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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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전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재정이전의 기본 행정단위는 성급이

다. 다만 경제발전의 격차가 동부·중부·서부로 비교적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에 균등

화의 목표에서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③ 중국의 수직적 재정 균형

<표 1>을 보자. 지방 일반예산지출(一般預算支出)은 지방정부가 실제 지출한 재정지

출을 말한다. 지방 일반예산수입(一般預算收入)은 지방세와 공유세 중 지방정부 할당

액에 기타 수입을 더한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재정수입이다. 중앙 반환 총액은 앞서 언

급한 세수반환, 일반 이전, 지정 이전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반환한 금액을 합

된 독자적인 삼분 분류를 따른다(李萍 主編 2010, 209-210). 이는 통용되는 동부 11개, 중

부 8개, 서부 12개 성급의 삼분 분류와 상이하므로 재정부의 정책과 통계 분석시 주의해야 

한다. 재정부의 지역 구분은 아래와 같다. 

 동부지역(9개 성급): 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수, 저장, 산둥, 푸젠, 광둥, 랴오닝

 중부지역(10개 성급): 산시(山西), 허난, 후베이, 후난, 안휘, 장시, 지린, 헤이룽장, 하이난, 

허베이

 서부지역(12개 성급): 네이멍구, 광시, 닝샤, 시짱, 신장,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산시

(陝西), 간쑤, 칭하이

<표 1> 분세제 이후의 지방의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과 중앙 반환 총액(1995~2011, 격년)

(단위: 억 위안)

연도
지방 일반예산

지출(A)

지방 일반예산

수입(B)

중앙반환

총액(C)
재정상납(D)

B+C-A-D
(E)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4828 

6701 

9035 

13135 

17230 

25154 

38339 

61044 

92734 

2986 

4424 

5595 

7803 

9850 

15101 

23573 

32603 

52547 

2533 

2801 

3992 

6117 

8058 

11120 

17325 

28695 

42023 

617 

562 

563 

638 

689 

781 

873 

1031 

1206 

73 
-38 
-11 
148 
-11 
286 
1686 
-777 
630 

출처: 『地方財政研究』(2013, 81); 國家數據 홈페이지.



156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3호(2015)

산한 것이다. 재정상납(財政上解)은 순수하게 지방이 상납한 금액이다. 지방 일반예

산수입과 중앙이 지방에 반환·이전한 금액에서 지방 일반예산지출과 상납액을 뺀 열 

(E)를 보면, 지방의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아떨어진다. 지방정부의 수직적 재정 격차는 

커졌지만, 이 격차가 중앙의 세수반환과 재정이전으로 보전되어 수직적 재정 균형이 

유지되었다. 결국 분세제는 세입의 집중화와 지출 책임의 분권화로 요약할 수 있다(Jia 

et al. 2014).5) 이러한 재정 흐름은 재정 연방주의가 정의하는 일반적인 연방제 국가에

서도 자주 보이는 형태다. 

IV. 분세제의 결과: 재정 집중화와 균등화

앞서 살펴봤듯이 중국은 재정 연방주의의 방식으로 재정을 집중화하고 균등한 재정 

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축소하려고 했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느

냐이다.

1.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분세제 이전에 중앙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지방정부와의 세수분할을 재조정하고 각종 기금을 설립해 지방의 재정을 흡수했다. 국

채 구매를 할당하고 지방정부로부터 차관을 빌려 갚지 않기도 했다(Huang 1996, 53-

55; 정재호 1999, 166-170).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약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

고 안정적으로 제도화된 방법도 아니었지만, 상당한 액수를 벌충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실제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운용되는 가처분 세입은 중앙의 명목상의 일반예산

수입보다 많았다. 지방에서 상납된 액수를 포함한 가처분 세입도 198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전체 재정수입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1991년 40.3%, 1992년 

  5) 일부 연구들은 이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여 분세제 구조 자체를 1990년대 중반 이후 국

가-사회 관계 악화의 재정적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지방정부의 지출 책임은 유지된 채 재

정수입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지출에 필요한 수입이 부족해 공공재 공급이 축소되고, 지방정

부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농민을 쥐어짜 농민부담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Saich 

2008, 58-67; Michels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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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로 <그림 2>의 명목상의 중앙정부 재정수입이 같은 해 차지했던 비중인 29.8%, 

28.1%보다는 훨씬 높았다(Zhang 1999, 121).

분세제를 통해 이러한 구조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 <그림 4>처럼 분세제 실시로 

중앙의 재정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순간에 50% 이상으로 올라섰다. 표

면적으로 중앙의 재정능력이 순식간에 향상된 것처럼 보인다. 몇몇 연구들은 분세제 

개혁을 국가능력 강화의 계기로 평가했다. 쩡(Zheng 2004, 117-119, 134-136)은 1990

년대에 국한된 연구에서조차 분세제가 성급 지방정부들로부터 중앙으로 재정권력을 

대폭 이동시켜 경제의 재집중화를 가져오고 근대적 경제국가 수립이라는 중국의 국가

건설에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양(Yang 2004, 70-81, 107-108)도 마찬가지로 분세제 

개혁을 통해 중앙의 재정권력이 확고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이 ‘지방의 기존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에 돌려주는 세수반환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지 못한다. 단지 수치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에 

(단위: %)

출처: 李萍 主編(2010, 173); 『地方財政研究』(2013, 81); <國家數據> 홈페이지.

<그림 4> 분세제 개혁 이후의 재정수입 비중 변화



158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3호(2015)

포함될 뿐이다. 중앙의 가처분 재정능력(可支配財力)에서 제외되는 것이다(李萍 主編 

2006, 36). 따라서 중앙정부의 일반예산수입은 명목상의 재정수입일 뿐이지 실제 중앙

정부의 재정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 정부의 재정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에 대해서

는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분세제 이후에는 명목상의 일반예산수입보다 여기에서 세수

반환을 제외한 수치가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을 더 정확히 반영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

다.

<그림 4>를 통해 중앙의 일반예산수입에서 양세반환, 소득세 반환, 유류소비세 반환 

등의 세수반환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여 중앙의 재정수입이 

전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1992년 가처분 세입 38.6%와 비

교하면, 분세제로 인해 중앙정부의 가처분 재정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

다. 오히려 수치상으로 전체 재정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은 2000년대에 와서야 분

세제 직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런 이유로 1998년까지를 분석한 한 연구는 분세제 

개혁이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확보라는 목표에서조차 실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Lee 

2000, 1015-1017).6) 전체 재정수입에서 중앙이 차지하는 비중만이 중앙정부의 재정능

력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조세 관련 입법권의 중앙정부 독점 등과 같은 제도 개혁

은 분명 중앙의 재정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그림 4>에서 보듯이 GDP에서 전체 재정

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1994년 분세제 개혁과 동시에 갑작

스레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 1994년 이후에 GDP 대비 전체 재

정의 비중과 중앙정부의 재정수입 비중이 확보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소득세 재조정으로 중앙의 재정수입 비중이 추가로 증가하도록 재조정하고 나서 

2004년이 되어서야 중앙의 가처분 재정능력이 전체 재정 대비 40%를 초과할 수 있었

다.

결국 분세제가 가져온 재정체제의 변화는 최근까지도 지속된 재조정을 포함하여 장

기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전체 세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소득세 재조정을 통

해 중앙의 재정능력을 다시 한 번 제고한 2002년 소득세 재조정 이후에야 분세제의 최

우선 목표였던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확보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정 연방주의의 용어로는 안정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이 복구

  6) 리(Lee 2000)는 세수반환과 재정이전을 모두 제외하고 중앙정부의 가처분 재정능력을 계산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재정 연방주의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후에 보듯이 중국의 재

정이전에 반영된 중앙정부의 지역간 격차 축소라는 정책적 의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후진타오 정부 시기 정책 전환의 재정적 기원   159

된 것이며, 근대 재정국가 건설의 관점에서는 재정 집중화가 달성된 것이다.

2. 재정이전의 균등화 효과

1) 세수반환의 감소와 재정이전의 증가

중앙의 지방에 대한 재정 반환액 중 세수반환은 지역 간 세입의 격차가 그대로 반영

되어 균등화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반면 중국의 재정이전은 지정 이전도 낙후한 서

부와 중부에 편중되어 균등화 효과를 발휘하도록 시행되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중

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반환액 중 재정이전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었다. 이는 무

엇보다 앞서 봤듯이 세수반환액이 조세 증가율의 일부만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기 때

문이다.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내내 세수반환의 비중이 높아 분세제 

체제의 균등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알 수 있다. 2000년이 되어서야 재정이전이 

세수반환을 넘어설 수 있었다.

<그림 6>은 동부·중부·서부의 지방정부들이 자신들의 지방재정총수입에 대비하여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복잡한 회계 과정을 생략하고 실제 균등화

(단위: %)

출처: 『地方財政研究』(2013, 81).

<그림 5>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재정 반환액 구성 변화(1995~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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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방재정총수입 대비 지출의 비

율이 100 이상이면, 현지에서 걷힌 조세수입보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 등으로 

추가된 금액이 더 많아 실제 징세 능력보다 높은 지출을 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100 

이하라면 재정이전으로 받은 금액보다 자신들이 걷은 조세수입에서 중앙이 가져간 몫

이 더 많으므로 균등화로 인해 손실을 봤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세제 체제 하에서 균등화의 핵심은 부유한 동부의 재정을 재정이전을 통해 낙후

한 중부와 서부로 투입하는 것이다. 일례로 2009년을 보면, 랴오닝성을 제외하고 모든 

동부지역은 각 성급이 중앙에서 받는 금액보다 중앙에 상납하는 금액이 많은 “재정 순

공헌(財政凈貢獻)” 상태이며, 중부와 서부는 모두 이와 반대인 “재정 순유입(財政凈流

入)” 상태였다(李萍 主編 2010, 181-182). 그러나 <그림 6>을 통해 분세제 개혁 직후

에 균등화 효과가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부의 재정 순유입의 혜택이 약

(단위: %)

※   지방재정총수입 = 지방일반예산수입 + 해당 지역에서 징수된 조세 중 중앙의 몫인 소비세, 

부가가치세 75%, 소득세 60%(2002년은 50%)

출처: 李萍 主編(2006, 39).

<그림 6> 1993~2005년 동부·중부·서부의 지방재정총수입 대비 지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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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고, 중부는 재정 순유입이 사라졌다. 2000년대 이후에야 동부로부터 중부·서부

로의 재정이전이라는 균등화 효과가 안정화되었다.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확보의 경우처럼 균등화도 지속적인 재조정을 거쳐 2000년대 

이후에야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목표 두 

가지가 모두 이 시기에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분세제 체제는 1994년 

개혁 이후에 거의 10년에 걸친 조정을 통해 2000년대 이후에야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

다.

2) 균등화에 대한 평가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평가의 경우와 유사하게 2000년대 이전만을 평가한다면 분세

제 체제의 균등화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앞서 봤듯이 실제 균등화가 작

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이(Tsui 2005)는 1994~2000년까지의 분석을 통해 동부·

중부·서부 지역 간 격차가 개선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 내의 성급 지역들의 

격차도 더욱 심화되었고, 하급정부로 내려갈수록 균등화 효과가 사라졌음을 실증했

(단위: 동부의 역내 총생산=100)

출처:   1985~1992년은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彙編》(中國統

計出版社, 2010). 나머지 연도는 <國家數據> 홈페이지에서 재정부의 지역 구분에 따라 

계산.

<그림 7> 동부 대비 중부, 서부의 역내 총생산 비중 변화(1985~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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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웡(Wong 2010)은 2000년대 후반까지 포함하여 불평등과 공공재 공급 악화의 근

본적인 원인이 역기능적인 재정체제에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정이전을 핵심으로 하

는 정부 간 재정체제의 개선 없이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중국 재정부

와 밀접한 연계가 있는 중국 연구자들조차 분세제 개혁 직후인 1990년대 후반에 재정 

격차가 오히려 커졌음을 인정했다(佘國信 외 1999, 289-296).

이처럼 수치상으로 보면 2000년대 중반까지 분세제 체제의 균등화 효과를 긍정적으

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재정 연방주의가 제시하는 공평한 소득 분배의 수단으로서 재

정 균등화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불평등이 축소되어야 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 경제학의 수치상으로도 불평등의 정

도와 변동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1994년 이후의 소득 불평등 변동에 대해서도 평가

가 혼재되어 있다. 다만 불평등의 정체냐, 악화냐가 문제이지 이 시기에 불평등이 개선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Gustafsson et al. 2008, 56-57; Ravallion and Chen 2007, 18-

23). 복잡한 개인별·가계별 불평등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중국 스스로 목표로 삼은 

동부·중부·서부 간의 격차 변동을 통해 균등화를 평가해 보자. <그림 7>에서 보듯이 

중앙정부가 균등화의 단위로 삼은 동부·중부·서부조차 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 격차가 분세제 개혁 직후에 오히려 증가했다. <그림 8>처럼 재정지출의 격차

출처: <國家數據> 홈페이지에서 재정부의 지역 구분에 따라 계산.

<그림 8> 동부 대비 중부, 서부의 재정지출 비중 변화(1985~2013년)

(단위: 동부의 재정지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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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00년 개시된 서부대개발로 몇 년간 서부의 재정 상황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을 

뿐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분세제 개혁이 사실상 동부 연안에 위치한 부유한 

성급 지방정부들의 승리라고 평가되기도 했다(Bernstein and Lü 2003, 203-204).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확보와 지역 간 재정 균등화를 위한 장기간에 걸친 재

조정과 제도 설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불평등과 재정 격차의 확대가 분세제 체제 때

문만은 아니다. 경제발전에 따라 지역 간·도농 간 격차가 확대되고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수차례의 재조정을 통한 균등화 노력이 없었다면 불평등은 더

욱 확대되었을 것이 자명하다. 균등화의 기준을 불평등의 축소로 삼는 것은 너무 엄격

한 기준일 수 있다. 중국처럼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국가에서 재정이전을 통해 소

득과 재정지출의 격차가 근본적으로 감소되기는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 <그림 7>과  

<그림 8>를 통해 2000년대 중반부터 총생산과 재정지출 모두에서 지역 간 격차가 축

소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부터 균등화가 재정 재분배를 넘어 실제 

지역 간 불평등 개선의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V. 정치적 분권화의 부재

재정 집중화와 동부·중부·서부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 간 초보적 균등화의 달성과

는 대조적으로 딘세코(Dincecco 2011)가 제시한 또 다른 재정국가의 요소로서 집중

화된 재정의 낭비를 막는 권력에 대한 제한, 즉 정치적 분권화는 부재하다. 중국은 개

혁·개방 이후 경제적으로는 분권화를 진행하면서 정치 엘리트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여 체제를 유지했다(Landry 2008). 의법치국(依法治國), 공산당의 당내민주 확

대 등과 같이 정치개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당-국가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

한 제도화이지 민주화의 진전이나 공산당의 권력을 제한하는 정치적 분권화는 아니었

다(조영남 외 2011; 조영남 2012b). 정치적 분권화의 맹아라고 볼 수 있는 기층의 직선

제 선거도 최근 확대가 저지되었다(조영남 2013, 151-158)

중국은 오히려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했다. 2000년대 이후 지방정부들의 지방 보호

주의를 억제하고 정책이행을 표준화하기 위해 감독기구들이 성급으로 집중화되는 이

른바 ‘연성 집중화’가 진행되었다(Mertha 2005). 오이 등(Oi et al. 2012)은 1980년대

의 분권화와 달리 1994년 분세제 개혁 이후로 재정뿐 아니라 기층정부의 행정까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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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지속적으로 재집중화가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결국 ‘수직관리(垂直管

理)’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재정 부문을 중심으로 성급이 현급을 직접 관

리하고 현급의 자율성과 권력을 강화하는 성관현(省管縣)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이상

국 2009; 潘小娟·呂芳 2013). 현급으로만 보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처

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성급-지급-현급-향급에 이르는 기다란 수직적 행정체제를 

성급-현급의 축을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오히려 수직적 관리 체제의 효율성을 도모하

는 것이다. 권위주의적 당-국가 체제로서 중국은 정치적 분권화를 고려할 수 없었으

며, 수직적인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재정의 낭비와 부패를 막는 전략을 선택했다.

VI. 결론

1994년 분세제 개혁 이후의 변화를 추적하여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증가와 동부·중

부·서부를 기준으로 한 균등화라는 두 가지 목표가 2000년대 이후에야 소기의 성과

를 거두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것이 후진타오 정부 시기 정책 전환이 발생한 재정적 

기원이다. 무엇보다 투입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공재 공급에 대한 국

가의 기여를 늘리고 조화사회 건설을 위한 재정투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동부·중부·서부를 기준으로 하는 초보적인 균등화가 달성됨으로써 새롭게 균등화

를 심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삼농문제에 대한 강조와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라는 새

로운 목표의 등장이 대표적이다. 조화사회 건설을 천명한 2006년 16기 6중전회의 「결

정」은 조화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 건설의 하나로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의 점진적 실

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11차 5개년 계획에서 재정제도 개선의 주요 목적으로 언

급되었다.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강요에서는 사회건설 강화와 건전한 기본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이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되면서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추진

한다고 명시되었다.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가 발표한 「정치보고」 중 

관련 내용을 보면, 지난 5년간의 사회건설 관련 업적으로 기본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균등화 제고를 통해 교육·사회보장·양로보험·보건의료·주택문제 등의 개선이 있었

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목적과 관련하여 인민

생활 수준의 전면적인 제고를 위해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가 총체적으로 실현되어

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확보된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공재 공급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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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고 이를 통해 국가-사회 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의미다. 이는 분세제 개혁 이

후의 오랜 조정 끝에 중국의 재정과 공공재 공급 능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인 자캉(賈康 2009)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균등화는 지

역 간 균등화, 도농 간 균등화, 전 사회의 균등화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단계

는 동부·중부·서부로 구분된 성급 수준의 균등화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농촌으로의 

재정투입을 통해 도농 간 균등화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단계다. 최근 삼농문제에 대한 

강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근대 재정국가의 또 다른 요건인 정치적 분권화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에서 보듯이 균등화에 대한 심화는 정치적 분권

화로 나아갈 수 없는 권위주의적 당-국가 체제가 재정 집중화로 확보된 재정능력으로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사회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따

라서 최소한 현재의 재정구조 하에서 중국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재정투입을 증가시키

면서 정치적 분권화를 회피할 것이다. 정치적 분권화 없는 재정 집중화가 과연 재정의 

낭비와 부패를 막고 국가-사회 관계와 당-국가 체제의 안정을 유지시켜줄 수 있을지

는 아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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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scal Origin of the Change in Policies during the 
Period of the Hu Jintao Administration: 

The Achievement in Fiscal Centralization and 
Equalization between Regions

 Hyungjin Cho |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fiscal origin of the change in policies during the 

period of the Hu Jintao administration. The Hu Jinatao administration changed the 

previous developmental strategy putting top priority on economic growth into a more 

comprehensive strategy focusing on societal developments, distribution, and fairness 

together, in the name of ‘scientific development’ and ‘harmonious society.’ The main 

goal of the ‘reform and opening-up’ strategy was to give incentives businesses and 

local governments to trigger economic growth through decentralization. In 1994 

fiscal reform based on fiscal federalism was carried out in order to restore the state’s 

weakened fiscal capacity. The main aims of fiscal reform, such as the restoration of 

the state’s fiscal capacity and the fiscal equalization between the eastern, central, 

and western parts of China, could be achieved after the 2000s. This was the fiscal 

background of the change in policies during the Hu Jintao era. In addition, this means 

that China belatedly accomplished the fiscal centralization as a basic factor for a 

modern fiscal state without political decentralization.

Keywords: harmonious society, fiscal reform, public finance, modern fiscal state, 

fiscal federalism, equal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