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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중국의중앙-지방차원에서편제개혁의문제와그특징을논구하고있다. 일반적으로편

제체계는모든국가기관과조직들내에있는기구들과인원들의수를편성하고있다. 편제체계와그

작동방식을이해하는것은중국정치행정시스템이어떻게운영되는지그리고행정개혁추진과정에서

직면하고있는문제와딜레마를이해하는데유용하다. 이글이강조하고자하는주요내용은네부분

으로나뉜다. 첫째, 중국공산당과정부는제도개혁에관한상이한태도를가지고있기때문에, 편제개

혁이본래달성하고자했던목적들을달성할수없었다. 편제개혁과관련하여공산당은정치적후견

자로서정치적정당성을획득할뿐만아니라사회적불안정을회피하기위해편제개혁에대해현상

유지적태도를견지해왔다. 이런당과대조적으로, 중앙정부는경제적효율제고와재정손실을줄이기

위해편제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둘째, 중앙편제관리의영역에서보면, 당은중앙정부와비

교하여1990년대내내자신의영향력을확대해왔다. 이와동시에중앙정부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

회’ 신설사례에서처럼전문화된행정직능을강화해왔다. 최근들어당과정부는서로상충됨이없이

서로협조적인관계를맺으면서자신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그리하여당정관계는제도개혁을통해

법치화와규범화를마련하고있다. 셋째, 편제개혁에서두드러진현상가운데하나는 ‘차오삐엔’(超編)

으로서개혁개방이래로계속악화되어왔다. 특히지방정부의 ‘차오삐엔’은하급정부단위로내려갈

수록 상급 정부보다 심각하다는 점이다. ‘차오삐엔’은 장기화된 문제이지만, 지방정부는 편제개혁을

추진하려는일체의시도에강력하게반발하고있다. 끝으로이런 ‘차오삐엔’ 문제를극복하려면일련

의개혁이요구된다. 제도적관점에서예를들면, 당정관계의규범화가필요하고나아가 ‘분절화된권

위주의 패턴’, ‘연성예산제약’ 그리고 지방정부관료들의 부패 등을 근절할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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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1990년대 이후 중국정부는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단행해왔다. 이 개혁은 
이른바 싼띵(三定: 定職能, 定机构, 定人員)으로 집약 표현될 수 있는데, 즉 
직능전환(定職能)과 기구조정(定机构) 그리고 방대한 행정관료들을 감원(定
人員)하는 간소화(精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가 행정개혁을 하게 된 주요배경은, 우선 공무원 및 준공무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재정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1978

년 1,470만 명에서 10년만인 1988년에 2,540만 명으로 상승했으며, 2000년
에 3,400만에서 2003년에는 무려 4,500만 명으로 증가했다(Brødsgaard, 

2002: 364365; 新華社, 2003/03/06). 이에 따라 재정지출도 1979년 55억 
위안에서 91년 414억 위안, 2000년 2,768억 위안, 2002년에는 무려 4,101억 
위안으로 동반 급증함으로써 행정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國家統計
年鑒, 2001: 251; 程瑶, 2004: 41). 둘째, 중국정부가 직능전환과 기구간소화
를 추진함으로써 시장화 개혁과 경제발전에 부응하는 ‘소정부 대시장’의 발
전논리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상의 배경 속에서 진행된 ‘싼띵’ 개혁은 경제발전이 잘 이뤄진 
대도시 지역일수록 그리고 중앙부처 단위일수록 더 잘 추진된 반면, 반대로 
지방하부 단위로 내려갈수록 ‘싼띵’ 개혁이 미진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지방정부의 편제간소화가 가장 난항을 겪어왔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이후 10여 년이 넘게 간소화(downsizing)로 표현되는 기구개
혁(organizational streamlining)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편제(編
制)’개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1 특히 중앙보다 지방차

1. 중국특색의 용어인 ‘삐엔즈(編制)’, 즉 편제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수백만의 공
무원과 준공무원을 포괄하며, 당정기관․ 事業單位 ․ 企業 등과 같은 공식직장인 ‘단



중국의 행정편제개혁과정의 특징에 관한 연구   3

원에서 두드러지는 이른바 ‘차오삐엔(超編: 편제초과)’ 현상은 기구개혁이 얼
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이 ‘차오삐엔’ 분야
는 그 동안 서구에서 대체로 연구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Brødsgaard, 

2002: 366). 중국의 ‘차오삐엔’ 문제는 서구의 관료제 확대과정에서 나왔던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2의 프리즘을 통해서만 볼 수는 없고, 중국 
특유의 정치체제와 정황을 이해할 때 비로소 보다 명확해진다. 

본 글이 다루고자 하는 주요문제는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행정 편
제개혁 과정의 특징을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차원에서 편제관
리문제를 주로 특히 당정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행정기
구 편제개혁들이 어떠한 난항에 봉착하는지를 구명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중앙차원의 편제관리를 당정관계의 맥락에서 볼 때, 1990년대 이후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행정 계통(系統, system)의 편제관리 권한이 당 조직부
와 같은 당 계통으로 상당히 많이 이관됨으로써 여전히 행정 계통에 비해 당 
계통의 영향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 문제는 편제개혁에 
대해 당 차원, 중앙정부 차원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대응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지방차원의 편제관리의 문
제점을 주로 ‘차오삐엔’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보다 지방 이하 행정단위에서 ‘차오삐엔’ 현상이 심각했다는 점에서 이 
고질적 문제의 형성원인과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과 제도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살펴 볼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요컨대 본 논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주
요 내용은 첫째, 정부의 직능전환과 기구개혁은 개혁에 대한 중앙지방 사이, 

당정 사이의 입장과 이해관계 때문에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work-unit)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조직들(organs)의 편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편제초과’ 혹은 ‘편제팽창’ 현상을 ‘차오삐엔(超編, overstaffing)’이라고 한다.

2.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영연구가인 C.N. 파킨슨이 발견한 사회생태학적 법칙으로서,

공무원의 수가 일의 경중이나 일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급 간부가 타 조직과 비교하여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향유하기 위해 부하의 수를 늘리려고 하는 강한 조직 팽창욕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원확대의 필요성 때문에 공무원 수가 해가 갈수록 일정
한 비율인 즉 연평균 5. 75%씩 증가한다는 법칙이다(鳥杰, 1998: 443; 劉智峰,

2003: 26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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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편제개혁에서 양자간의 불일치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당
은 편제개혁에서 행정부에 비해 한층 더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 태도를 견지
하고 있다. 즉 당은 당의 권위유지와 체제안정을 위해 편제축소와 감원에 대
해 소극적이며 당정기관에 대한 축소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당은 행정체제개혁에서 행정부처럼 경제적 효율의 논리
에 치우치기보다 오히려 정치적 후원자이자 정치체제안정의 마지막 보루라
는 자신의 존재이유에 치우친 정치논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1990년대 내내 행정기구개혁에서 당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
어 왔던 것이다. 둘째, 중앙 편제관리권 영역에서 1990년대 이후 줄곧 당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지만, 앞으로 행정부의 전문화 직능이 강화되는 추세이
므로 당 우위의 편제관리권에서 벗어나 점차 균형잡힌 당‐정 관계로 나아갈 
것이란 점이다. 즉 편제관리분야에서 당정 간에 일정정도 상호관계의 규범
화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기존의 편제관리과정에서 특히 
지방간부들이 보인 ‘인치(人治)’ 현상과 자의적 편제관리 관행 때문에 ‘차오
삐엔’이 횡행했지만 이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위해 법치화와 제도화의 수준
이 지속적으로 제고될 것이라는 점이다.  

2. 기존연구검토

기존연구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면, 대체로 직능전환과 행정기구개혁을 
양적 증감에 따른 평면적 역사적 서술에 그친 내용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趙立波, 1998). 중국 내 여러 연구서들 가운데서도 행정개혁과정을 역사적
으로 다룰 뿐만 아니라 각 지방별로 행정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소
상히 다룬 전면적인 전국적 성과물로 우지에(烏杰, 1998)가 편집한 책을 꼽
을 수 있다. 한편 행정개혁과 정치개혁의 상관관계를 다룬 글로서, 일부 중국 
내 진보적인 학자들이 행정기구개혁의 선결조건으로 당정분리와 정치체제개
혁를 부르짖기도 했다. 가령 까오팡(高放) 교수는, 중국 정치개혁의 관건적 
문제는 당․ 정 분리이며, 행정기구 개혁과 같은 것은 정치개혁의 하나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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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기는 하지만 부차적일 따름이라고 본다. 따라서 당․ 정 분리와 권력 하
방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기구 개혁을 운운하는 것 자체는 근본 문제를 회피
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정치개혁 선행론’을 강조했던 바 있다(高放, 

1999). 하지만 대체로 주류의 견해는 행정기구개혁과 정치개혁을 법치화 · 규
범화 · 제도화란 차원으로 축소하거나 우회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북경대 판웨이(潘維)가 이 입장의 대표적 논자이다. 그는 단적으로 
민주화와 법치화 과정은 양립 공생할 수 없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민주화는 
관리의 공무집행 · 행정부의 법집행 · 사법부와 같은 3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한층 더 악화시킬 가능성 높다고 본다. 반면 법치화의 
방향으로 공무집행을 핵심으로 한 정치 및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국의 
특수한 사정에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변한다(潘維, 1999; 黃仁宗, 

2002: 7576). 또한 경제우선의 논리에 치우친 나머지 직능전환과 기구개혁
을 실용주의적 효율의 논리에 따라 선 경제발전 후 정치개혁의 입장에서 파
악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런 관점의 대표적 학자로 청화대의 후안깡(胡鞍鋼)

을 들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경제체제전환국가의 정치개혁은 두 종류의 상이
한 개혁방식을 나타내는바, 첫째는 ‘경제발전촉진형의 정치개혁’이고, 둘째는 
‘서방식 민주화를 추구하는 정치개혁’으로 나눈다. 후안깡에 따르면, 중국의 
정치체제개혁의 목표는 전자인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집약된다. 

따라서 개혁의 방향과 목표도 당연히 우선 정치영도집단의 안정성 문제를 해
결하는 것으로서 최고영도집단내부 및 게임규칙방면의 제도화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공정책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정책결정의 과학화 · 민주화 · 투명화와 전문화 등이며 공공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문제가 된다. 셋째는 국가기구의 현대화를 촉진시키고 정
부직능을 전환하며 청렴 · 근면 · 고효율적 정부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胡鞍鋼, 1999; 黃仁宗, 2002: 7576). 판웨이와 후안깡은 둘 다 주류의 
입장을 대변한 실용주의적 입장에 선 정치 및 행정개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한편 남경사범대학의 진타이쥔(金太軍) 교수는 98년 이후 최근 5년 사이
의 행정개혁과정을 분석하면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행정기구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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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패는 전체 공무원 비중에서 극소수를 차지하는 중앙차원의 개혁이 아니라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기구개혁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지방
정부의 편제관리의 법제화가 관건이라고 본다(金太軍, 2003: 3639). 다른 
한편으로 정부직능전환과 기구개혁을 정부와 기업의 분리(政企分离)라는 각
도에서 행정개혁 문제를 분석하는 글도 존재하는데, 정기분리야말로 정부직
능전환의 선결조건이라고 본다(辛向陽, 2003: 100116). 이상에서 보듯이 대
다수 중국학자들은 법치화․ 경제발전․ 정치안정․ 정기분리를 핵심으로 해서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체로 서구의 학자들이 당정관계 및 행정기구 개혁문제를 다룰 
때,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에 많이 착목했지 실질적인 편제 문제에 대
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3 그러나 최근 들어 
기구개혁문제를 둘러싸고 키엘 에릭 브로스고(Kjeld Erik Brødsgaard)는 상
당히 의미있는 연구성과를 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중국 내 행
정기구개혁의 전개과정을 살피면서, 왜 행정기구개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
는지 그 제도적 원인과 배경을 논구했는데, 그가 특히 주목한 것은 바로 편
제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 내 행정기구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철저
한 정치개혁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개혁 없
는 행정개혁은 불완전하며 일시적이라는 것이다(Brødsgaard, 2001; 2002). 

또한 하급 지방 간부들의 ‘차오삐엔’ 현상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편제축소와 
같은 행정개혁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즉 간부들의 이익극대화
를 향한 자의적 선택은 ‘차오삐엔’ 현상을 낳을 수밖에 없고 소위 ‘파킨슨 
법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흐른다. 특히 당정관계 맥락에서 볼 때, 의미있는 
지적은 행정기구개혁에 대해 당조직들이 반개혁적 성격을 띤다고 고발한 점
이다. 이것은 당조직부의 재중앙집권화 과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Brødsgaard, 2002: 378385). 존 번스(John P. Burns)는 브로스고와 마찬가
지로 당의 정치적 후견(political patronage)과 사회 안정화(social stability) 

3. 노멘클라투라는 구소련 공산당 중앙위원이나 각급 당 위원회들이 연공서열에 따라 
배치된 직위 리스트로서 일종의 직무일람표를 나타내면서도 특권층을 의미한다
(Burns, 1989; 1994: 458491; Manion, 1985: 203233; Lee, 1991: 206209; Zheng,

1997: 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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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로 말미암아 실제로 정부기구개혁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
정부차원에서는 ‘차오삐엔’ 현상마저 낳고 있다고 보았다. 즉 정부기구개혁
에 대한 당과 정부의 상이한 입장과 이해관계 때문에 기구개혁이 실효를 거
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번스 역시 편제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
중앙기구편제위원회'를 문헌 검토와 함께 간부 설문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했으며, 실증적 통계자료를 통해 중앙과 지방차원의 기구개혁의 비대칭
성을 해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는 인구수와 행정기구 수가 더 적
은 성일수록 인구수와 행정기구 수가 더 많은 성보다 일인당 해당기관 내 공
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사실이다(Burns, 2003: 

775802). 요컨대 지방 하급단위로 내려갈수록 ‘차오삐엔’이 더 심하다는 점
이다. 그러나 브로스고와 번스 두 사람 모두 ‘차오삐엔’ 형성에 관한 입체적
인 원인규명과 정부의 대응논리와 정책에 대한 최근 동향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이들은 편제관리영역에서 당정
관계가 90년대의 갈등적 관계에서 점차 협조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있음도 
간과하고 있다. 한편 Che-po Chan과 Gavin Drewry는 1998년 국무원 기구
개혁을 집중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부직능의 실질적인 전환이 없고서는 편제
의 감원(감축)은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행정체제개혁
과 경제개혁의 상관관계를 논구하면서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관
리가 철저하게 폐지되지 않고는 간부들의 감원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편제개혁의 전제로서 정기분리를 강조했다(Chan and Drewry, 2001: 

553572).

국내의 연구는 대체로 깊이 있는 분석적 연구가 되지 못한데다가 문제의
식이 투영되어 있지 못한 채 단지 시대 순으로 사실 나열식의 평면적 서술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나마 정인화는 당우위의 절충형 
행정체계라는 개념화 작업을 시도한 점에서 다른 연구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다(박동균․ 이재호, 2000: 3562; 정인화, 2000: 155183).    

본 글의 연구방법은 주로 본 주제와 관련된 최근 국내외 문헌연구에 의존
해서 이뤄졌다. 특히 중국문헌의 경우 관련저서 외에도 중국 청화대학에서 
운영하는 ‘中國知識資源總庫(www.cnki.net)’의 학술잡지서비스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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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1999년부터 2004년 말까지이며, 자료들은 키워드로 行政改革, 机构
改革, 職能轉換, 編制管理, 超編 등 용어를 이용해 100여 편의 자료들을 뽑
은 다음 그 가운데 주제와 부합하는 자료를 취사선택해서 인용 자료로 활용
했다.  

II. 중앙차원의 편제개혁과 당정관계

1. 노멘클라투라와 편제의 구분

중국에서 ‘편제(the establishment)’는 한 단위, 직장 또는 조직 내에 편성
된 직위의 수를 가리킨다.4 이제까지 중국의 당-국가 관계와 인사문제를 다
루는 대다수의 서방측 연구들은 편제체계 내에 속한 사람들의 수와 당-국가 
조직들 내에서 영도역할을 담당하는 소위 핵심 간부들의 수를 등치시키는 오
류를 범하곤 했다(Lee, 1991: 206209; Zheng, 1997: 209215). 심지어 어
떤 학자들은 중국의 ‘편제체계’를 소련에서 사용했던 소위 ‘노멘클라투라
(Nomenklatura)’와 동일시하기도 했다(Schurmann, 1968: 186; Wai, 1999: 

4780; Shambaugh, 2000: 161187). 구소련과 러시아에서 노멘클라투라라
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연공서열에 따라 배치된 직위 리스트로서 각 직위
에 맞는 의무들을 명기”하고 있다. 구소련 공산당 중앙위원이나 각급 당 위
원회들이 이 노멘클라투라인 직무일람표를 지니고 있었다. 중국은 소련을 거
울로 삼아 이와 유사한 직무일람표를 가지게 된다. 노멘클라투라의 본 뜻에 
맞는 중국식 표현은 ‘職務名称表(job title lists)’ 혹은 중공중앙의 관리하의 
놓인 ‘간부직무명칭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핵
심 간부들만을 가리킨다. 단지 중앙차원의 당정 지도급 간부로부터 지방의 
지도급 간부들만을 포함하는 것이다.

4. 중국의 관료체계에 관한 고전적 연구자로 손꼽히는 바네트 역시 ‘편제’를 단지 한번 
정도 언급했을 따름이며, 그 의미도 ‘조직표(tables of organization)’ 정도로 번역했
음(Barnett, 196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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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편제는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수백만의 공무원과 준공무원을 포
괄하며, 당정기관․ 事業單位 ․ 企業單位 등과 같은 공식직장 ‘단위’에서 근무
하는 사람들의 수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5 편제 체계에 속한 사
람들의 숫자는 1978년 1,470만 명에서 1988년 2,540만 명, 2000년 3,400만, 

2002년에는 무려 3,60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Brødsgaard, 2002: 364365; 

劉智峰, 2003: 248). 그리고 2005년 접어들면서 편제개혁과 관련하여 관민
비(官民比)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현재 편제에 속
한 공무원 수가 4,572만 명에 달하며 관민비는 1:26으로 개혁초기 1:67에 비
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로서 공무원 감원의 절박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인사부는 긴급 진화작업에 들어가 1:26이라는 정협의 주장은 공무원 개
념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며 실제는 1:198이 정확하고 실제 공무원에 (정부
관련)기업단위와 사업단위 종사자 수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조
선일보, 2005/05/31). 최근 중국 법제일보(法制日报)는 편제에 속한 공무원이 
무려 7,000만 명에 달해 관민비가 1:18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法制日报,

2005/06/13). 이처럼 서구학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당정기관 
공무원과 편제인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대체로 편제인원 가운데 약 2/3가 정부관련 사업단위와 기업단위에서 근
무하고 있으며, 약 1/3은 당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기구개혁의 주요대상
이 되는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핵심그룹, 즉 당정기관 내 관료들의 수가 
1978년에 370만이었지만 2000년에는 약 970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Brødsgaard, 2002: 366). 

그럼 중국에서 편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편제관리를 둘러싼 당정 간의 관계는 어떤 변화를 보여 왔는지 우선 살펴보
자. 

5. 중국의 국가는 3가지의 주요한 제도적 구성요소를 두고 있다. 즉 행정기관 , 사업단
위 그리고 기업이 바로 그것이다. 사업단위는 다른 조직들에 대해 행정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기관과 다르며, 이윤축적을 지향하는 기업과도 다르다. 따라서 사업단위
는 때때로 비영리조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예컨대 병원, 학교, 유치원, 대학 및 기
타 보건․ 스포츠․ 사회보장․ 연구단체들이 이에 속한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사업단
위는 약 100만 개 이상이며, 인원편제총수는 2,000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刘黔,

2003: 84). 사업단위에 관해서는 Chiu and Perry(2001: 19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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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 편제관리 기구 내 당정관계의 변화

(1) ‘중앙기구편제위원회’와 당정관계 
인사․ 편제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부서로 우선 거론할 수 있는 부서는 역시 

국무원 소속의 인사부․ 재정부․ ‘국가기구편제위원회(國家机构編制委員會)’

와 당 중앙소속의 조직부․ ‘중앙기구편제위원회(中央机构編制委員會)’ 등이
다. 

일찍이 편제를 총괄적으로 담당해왔던 기구는 국무원 소속의 ‘국가기구편
제위원회’였지만, 동 기구가 1991년에 국무원 소속에서 당 중앙 소속으로 이
관되면서 명칭도 ‘중앙기구편제위원회’로 바뀌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 

1988년 당시 국가기구편제위원회는 국무원 소속으로서 리펑(李鵬) 총리가 
본 위원회 주임직을 맡아 주도하고 있었고 부주임은 국무원 비서장과 인사부 
부장이 맡고 있었지만, 그 스텝 구성원 대다수들은 국가계획위원회 부주임, 

경제체제개혁위원회 부주임, 재정부 부부장, 인사부 부부장, 국무원 부비서장 
등 국무원 위원들로 채워졌다. 반면 당시 ‘중앙기구편제위원회’의 통상적 업
무는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에서 수행하며 판공실 주임은 인사부 부장
이 맡았다. 판공실 부주임은 인사부 부부장, 중앙판공청 부주임, 국무원 판공
청 부주임 그리고 풀타임 행정일을 맡는 중앙기구편제위원회 부주임 등이 맡
았다. 판공실에는 하부 4개의 국이 존재하는데, 중앙급 조직을 관리하는 부
서, 지방급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 대중조직을 관리하는 부서, 마지막으로 사
업단위 관리부서 등이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성급, 현급, 향진 급에도 유사한 
조직들이 설립되어 있다. 대체로 성급 차원에서 보면, 성 기구관리위원회는 
당정 연합체 조직으로 꾸려져 있으며, 보통 성장이 동 위원회 주임을 맡는다. 

가령 안휘성의 경우, 위원회는 성장, 두 명의 부성장, 두 명의 당위원회 고위
직 간부— 두 명 가운데 한 사람은 당조직의 책임자— 로 이뤄진다고 한다
(Burns, 2003: 778783). 

그러면 편제 총괄부서가 ‘국가기구편제위원회’에서 ‘중앙기구편제위원회’
로의 기구전환을 한 의미는 무엇인가? 단순히 명칭을 바꾼 것 정도로만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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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주관기구의 변화, 즉 국무원에서 당중앙 차원으로 주관단위가 바뀌
었다는 것이 주목할 문제이다. ‘중앙기구편제위원회’는 총리 주도 하에 국가
부주석, 중앙조직부 부장, 인사부 부장 등을 포함하며, 다양한 기구편제를 결
정하는 일은 재정적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부 부장 역시 이 위원회의 
중요한 구성위원 가운데 한사람으로 들어간다. 이 위원회는 중앙과 성급 차
원에서 모든 행정기구 단위와 당 조직들의 기능과 편제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6 

이 위원회는 외국의 행정개혁기구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
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중국공산당 일당 체제라는 중국정치체제의 
성격을 반영하여 이 위원회는 중국공산당의 하나의 예속기관이라 할 수 있
다. 이 위원회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위범위는 명목상으로 상당히 넓다. 

왜냐하면 이 조직은 행정부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공산당 자체 그리고 8개의 공식적 민주당파, 총공회(總工會)와 같은 대중단
체 및 학교․ 병원․ 연구소 등과 같은 비영리 사회서비스 단체도 포괄하고 있
다. 외국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행정개혁기구는 행정부 주도하에 세워져서 
개혁을 추진하며 그 권위의 범위는 보다 좁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의 유
사한 행정개혁기구들과 달리 재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다. 많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 편제 신설은 공무의 비용과 규모 등과 같은 문
제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재정부 관료들이 강력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다. 그
러나 중국의 경우, 편제의 통제는 행정부(국무원)가 아닌 공산당의 수중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즉 중국 내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정부의 역할은 취약하다는 점이다(Bachman, 1989: 167187).

(2) 국무원 인사부와 당 조직부 사이 편제관리권의 변화
편제개혁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문제는 역시 국무원 인사부 

영향력의 약화현상이다. 주지하다시피 인사부의 경우 1990년대 들어 그 영향

6. “中共中央 國務院 關于 成立 中央机构編制委員會的通知” 中發 No.

14(1991); 中國地方政府机构改革編輯組, 中國地方政府改革(北京: 新華出

版社, 1995), pp.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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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현저하게 줄어든 대표적인 부서라 하겠다. 1987년 제13차 전당대회에
서 당정분리가 전격적으로 결의되고, 이어 1988년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국무원은 인사부를 세운다. 이 1차 회의에서 통과된 소위 ‘국
무원기구개혁방안에 관한 설명(關于國務院机构改革方案的說明)’에서 인사부 
설립의 목적은 당정직능분리와 간부인사제도개혁의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
니라 나아가 국가공무원제도를 실행하고 정부의 인사관리직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당시 당 중앙조직부는 국무원기구개
혁에 상응하여 일정 직급의 간부관리권을 인사부에 이양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遲富林 ․ 田夫, 1998: 487488). 이처럼 19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인사부는 ‘국가기구편제위원회’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었다. 이 부서
는 기술․ 전문관료들과 공무원들의 관리와 조정업무를 맡아왔다. 특히 대형
국유기업의 지도급 간부들의 임면이나 노조업무 감독과 같은 분야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인사부 권
한 가운데, 기업의 사회보장업무나 서비스 업무는 ‘노동사회보장부’로, 학생
들의 해외파견업무는 교육부로, 각각 이관되었으며, 그 밖에 여러 구체적 업
무들도 하급 기관으로 이관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인사부
가 중국 관료체계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 할 수 있는 각급 부․ 위원회․
직속기구의 국장급 주요간부들을 관리해왔던 인사권을 상실한 점이다.7 이 
권한이 1988년에 인사부로 편입되었다가 다시 1990년대 이후 ‘당 중앙조직
부’로 이관되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사분야에서 당 중
앙조직부가 역할을 다시금 강화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이다.  

인사부가 또한 대형 핵심 국유기업이나 그룹들을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을 부
분적으로 가지고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인사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이제 행정적 지도(指導)나 조정 그리고 규제안을 마련하는 업무
에 한층 더 많이 집중하도록 그 위상이 재조정되었다(了望編輯部, 1998: 

8592). 정부 중앙부처의 핵심간부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인사부에서 
중앙조직부로 이관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국무원(행정부)이 공무원을 관리할 

7. 국장급 간부들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Huang(1996)의 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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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즉 
행정기구개혁 과정에서 행정부에 비해 당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는 단적인 
증거라 하겠다. 편제개혁 핵심 담당기구가 국무원에서 당중앙 소속으로 이관
되었다는 점과 인사부의 많은 권한이 당 조직부 쪽으로 많이 이관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편제개혁에서 당의 주도권이 강화되었다는 징조일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행정기구개혁의 실질적 담당자여야 할 국무원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은 1990년대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2003년 국무원 기구개혁 과정을 보면 편제분야에서 당정 기
구 내부의 영향력이 새로운 조정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
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당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有資産監督管
理委員會: 이하 ‘국자위’로 표현)’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의 
등장을 들 수 있다.8

(3) 국자위 설립과 당정관계의 변화
이미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이하 제16차 당대회

로 약함)에서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과 사회주의 정치문명 건설이란 목표가 
강조되었다. 그 핵심은 정치체제개혁 및 행정관리체제개혁을 천명한 점이다. 

이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규범화된 고효율의 행정관리체제 건설이 
목표로서 제기되었다. 이런 정책을 배경으로 하여 2003년 2월 중국공산당 
제16기 2중전회에서 “행정관리체제와 기구개혁을 심화시킬 것에 관하여(關
于深化行政管理体制和机构改革的意見)”란 결의문이 통과되었다.9 곧이어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이 제기되었다. 

8. 현재 중앙소속의 핵심적 대형 국유기업의 총괄적 편제 관리권은 2003년부터 ‘중앙기
업공작위원회’(폐지됨)에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쪽으로 위임되었다. ‘국
자위’에 대해서는 마웨이민(马为民, 2003: 3839), 천샤오쉬에(晨小雪, 2003), 베리 
노튼(Barry Naughton, 2003: 110), <企業國有資産監督管理暂行条理> http://

www.sasac.gov.cn/zcpg/zcpg_0003.htm(검색일: 2004년 5월 25일) 참고.

9. http://www.people.com.cn/GB/shizheng/16/20030226/9317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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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구개혁의 중요내용을 보면, 국자위, 은감회,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
회,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을 신설한 점이다. 이 기구개혁 가운데 무엇
보다 당정관계와 정부기업관계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당의 최고영도
소조들인 ‘중앙기업공작위원회’(2000년 2월 24일 2003년 3월)와 ‘중앙금융
공작위원회’(1998년 6월 22일 2003년 3월)가 폐지되고 그 직능이 각각 국
무원 소속의 정부급(正部級)인 국자위와 은감회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정기관계 뿐만 아니라 당정관계가 규범화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
기도 하다. 가령 기존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국유기업개혁․ 관리직능, 중앙기
업공작위원회의 직능, 그리고 재정부의 국유자산관리직능을 국자위가 부분적
으로 통합하여 국유자산관리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 또한 주목
할 만하다. 

국자위 설립의 당정관계적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국자위 설
립을 둘러싸고 가장 많이 지적되는 정치적 이슈들은 국자위가 공무원에 속하
는 초대형 국유기업의 경영자와 이사들을 임면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
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권한의 이양은 중앙 편제관리 차원에서 2가지
의 직접적인 정치적 이슈들을 낳고 있다. 그 첫째가 편제관리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상이한 당정 시스템들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노멘클라투라를 임면
할 수 있는 인사권은 오랫동안 중국공산당의 핵심적 권한 가운데 하나였다. 

게다가 공산당이 핵심인사 및 편제관리권을 유지하는 한에서 실제로 그 당의 
중요 결정이 우선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사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당이 후견인으로서 통제뿐만 아
니라 결국 정치적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1998년에 업종주관부문과 기구들이 축소되었을 때, 대형 중앙소속 기업들
의 총경영 지도부를 누가 임면할 것인가가 불명확해졌다. 이전에는 이들 기
업의 지도부는 업종별 주관부문의 당위원회에서 통제해왔다. 처음에 주룽지 
총리는 이들 기업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구로서 국무원 산하에 인사와 
회계를 통제할 수 있는 모종의 조직을 세웠다. 이른바 ‘대형기업공작위원회
(大型企業工作委員會, 이하 ‘대형공위’로 약함)’를 당의 파출기구로 세워 인
사부에 부속시켰다(人民日报, 1998/07/10).10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리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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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鹏)을 비롯한 여러 보수적 지도자들이 국무원으로의 권력이양에 대해 도
전했다. 이들은 중국공산당이 인사 및 편제결정권을 행사 통제해야함을 재강
조하면서 주룽지 총리가 이런 중요한 후견세력들을 통제하는 것을 견제하고
자 했다. 그 결과 타협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중앙기업공작위원회(中央企業
工作委員會，이하 ‘중앙공위’로 약함)’이다(人民日报, 2000/02/24; 02/28).11 

이 기구는 대형기업에 대한 인사․ 회계감사권을 가지게 되었고,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직접적 관할 하에 놓이게 된다. 그리하여 국무원 관료
들과의 일정정도 타협을 이끌 수 있었던 반면, 공산당은 자신의 고유권한인 
인사결정권을 거듭 공고히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당조직부의 관할 하에 놓
게 만든다. 그리하여 ‘중앙공위’는 당의 정치적 후견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기구개혁에 따라 ‘중앙공위’의 기능들이 ‘국자위’로 이관되
었다. 국자위 설립의 정치적 의미는 이전에 ‘중앙공위’가 당정(국무원) 간의 
타협안으로 등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표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충분한 근거로서 들 수 있는 것은 ‘국자위’ 구
성 멤버 8인 가운데 4인은 우선적으로 국무원에서 선발되었고, 나머지 4명은 
당에서 선발되었다는 사실이다(http://www.sasac.gov.cn/ldjs.htm; Naughton, 

2003: 8). 흥미로운 사실은 ‘국자위’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주임인 리롱롱
(李榮融)은 본 조직의 ‘당위원회’ 서기가 아니라 부서기라는 점이다. 오히려 
당위원회 서기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리이종(李毅中)으로서 ‘국자위’ 제1부
주임직을 겸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천하’(党天下), 즉 당이 중요문제를 
지휘․ 관장하고 행정부는 실무를 집행하는데 불과한 중국정치권력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행정적으로 리롱롱이 최고 책임자이지만 당위원회에서 부서기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리이종의 영향력이 내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
다. 리이종은 또한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라는 당내 고위직을 역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리롱롱에 못지않다고 볼 수 있다. 외관상 
리롱롱이 국자위 행정수장으로서 영향력이 큰 것처럼 주장하는 학자들도 없

10. ‘대형공위’는 1998년 7월 9일에 설립됨.

11. 2000년 2월 24일 ‘대형공위’는 ‘중앙공위’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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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지만(Naughton, 2003: 8), 중요의사결정 과정이 최종적으로 당위원회
에서 집체적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에 비추어보면, 당위원회 서기로서 리이종
의 영향력 역시 리롱롱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당 소속의 중앙공위에서 국무원 소속의 국자위로 권한이 이행한 것에
서 추론할 수 있듯이, 최소한 국자위가 국무원 부속 정부(正部)급 특수기구
로서 국무원이 관장하는 한에서 행정수장으로서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강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국자위는 국무원과 당의 합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편, 중국정치체제를 특징짓는 ‘교차겸직제’의 맥락에서 보면, 위 리롱롱
과 리이종의 사례에서처럼 두 사람 모두 당정 직위를 겸직하면서, 대형국유
기업을 관장하는 현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들에게 대형기업의 경
영진을 임면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이 지속적으로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핵심적 인물에 대한 인사결정권은 최고정치지도부 내에서 협상될 것이
지만, ‘국자위’와 같은 국무원 행정기구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하고 있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형기업공위(국무
원) → 중앙공위(당중앙과 당조직부) → 국자위(국무원)로 직능전환과 행정
기구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대체로 당(당조직부)과 정(국무원)이 시
소 게임을 하면서 결국 당정합의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사 및 편제 결정과정에서 당의 정치적 후견자 역할보다 국무원의 
전문적 행정역할과 직능이 점차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행정기구개혁이 진행
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럼 편제개혁을 둘러싼 당정관계의 변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중앙지방 
차원에서 편제개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 살핀 다음, 편제개혁의 실패
라 할 수 있는 ‘차오삐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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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990년대 이후 중앙지방차원의 편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1. 1990년대 편제개혁의 특징

1990년대는 대체로 중앙기구편제위원회가 지방에 하달한 편제계획이 제대
로 실행되지 못했으며, 더군다나 불균등한 비대칭적 편제개혁이었다는 평가
가 가능하다. 이런 평가의 적실성 여부는 실제로 국가기관 직원들의 증감을 
통해 ‘싼띵’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국가기관은 편제 수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3년부터 2000년 
사이에 약 879만 명에서 1,020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당
정기관 내 고용상태는 비교적 안정된 상황을 유지했던 반면, 사회단체 가령 
노조(工會)나 전국부녀연합(婦聯)과 같은 조직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1991년
부터 2000년 사이에 약 150만 명에서 16만 7천 명 선으로 대폭 감원되었다. 

비핵심적 하급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감원의 희생양
이 되었던 반면, 핵심권력기구에 속한 국가기관 공무원들은 19931994년 소
폭으로 줄다가 1990년대 후반기에 다시금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표 1> 19912000 국가기관․ 당정기관․ 사회단체 편제직원들의 증감 
(단위: 100만 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國家机關 NA NA 8.79 9.06 9.39 9.95 10.032 10.141 10.171 10.221

党政机關 NA NA 0.53 0.52 0.53 0.51 0.533 0.51 0.515 0.519

중간집계 8.27 8.53 9.32 9.58 9.92 10.46 10.565 10.651 10.686 10.741

사회단체 1.47 1.43 0.98 0.59 0.35 0.29 0.23 0.186 0.198 0.167

총 집계 9.74 9.96 10.30 10.17 10.27 10.75 10.795 10.83 10.884 10.908

 출처: Burns (2003: 79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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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재정부 통계자료 역시 전체 공무원 숫자가 1993년 2,920만 
명에서 1998년에는 3,79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Burns, 2003: 793). 이
에 따라 당정기관 차원에서부터 기구편제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
과 편제는 단지 미미하게 소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몇몇 부서는 직능전환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는 대조적인 현상도 나타났
다. 가령 1994년에서 1995년 사이에 가령 세무총국 직원(48만에서 56만 명
으로), 국가경제무역위원회(101% 증가),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20.4%), 노
동부(17%), 국가계획생육위원회(12.9%) 등이 대표적으로 증원된 부서들이다
(Burns, 2003: 795). 

이상 표 1의 변화의 증감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바는, 전체적으로 편제개
혁의 결과는 애초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국가기관은 증가했으며, 당정기관은 
이른바 ‘철의자’를 계속 지키면서 안정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반면 
힘없는 비영리 사회단체는 대폭적인 감소를 보임으로써 결국 편제개혁은 힘 
있는 당정기관들에게 유리한 개혁이었으며, 특히 국가기관들은 변죽만 울리
는 유명무실한 개혁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관료기구들이 
직능전환에 맞춰 선택적 생존과 증감을 했음을 알 수 있다.

2. 2000년 이후 편제개혁의 진전과 그 특징

우선 중국정부는 최근 들어 어느 정도로 편제개혁을 단행했는가?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중국정부는 전국적 차원에
서 행정편제 1백 15만 개 폐지시키는 개혁을 추진했다. 관계당국은 현급․ 향
진급 단위에서 ‘차오삐엔’ 상태로 근무하던 공무원 43만 명을 감원하는 개혁
조치도 추진했다. 정부는 국무원 부․ 위원회를 40개에서 29개로 감축했으며 
200여 개의 국을 폐지하기도 했다. 이어 성급 차원의 경우 55개 부서에서 
40개 부서로, 현급 차원의 경우 45개에서 35개로, 향진 정부의 경우 28개에
서 18개로 각각 감축했다. 한편 중앙과 성급 당관료기구들의 경우 종사자의 
20%를 감원했던 반면, 중앙의 국무원은 47.5%를 감원했다. 공식적으로 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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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지방정부의 경우 직원의 48.2%를 감원한 반면 그 아래 현급․ 향진급
은 19.4% 정도로 직원을 감원했다고 한다(文匯報, 2002/06/20). 그 정도 규
모의 감원과 축소만이라도 정부 핵심기구 내 전체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개괄적으로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 살펴보자. 

(1) 중공중앙과 국무원 기구편제개혁
다음으로 2000년 이후 먼저 중공중앙의 기구개혁을 보면, 2000년 말에 19

개 부문 가운데 외사판공실을 제외한 18개 부문에 대해 개혁을 단행했다. 

개혁의 주요내용은 첫째, 직능관계를 개선한 점이다. 당과 정부부문․ 인민
단체와 상관된 직책을 다시금 분명하게 나누는 개선안을 내옴으로써 중공중
앙 각 부문 사이에서 그리고 부문 내 설치된 기구들 사이에 존재하는 직능교
차와 관리중복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둘째, 내부기구와 인원편제를 간소화하는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직능이 
교차되고 중복되는 불합리한 조직들을 폐지함으로써 인원편제를 평균 20% 

정도 감원했다. 셋째,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기율검사위․ 감찰기
구의 영도체제와 편제에 대해서도 감축조치를 내렸으며, 2002년 4월에는 21

개의 대중단체기관12에 대한 기구개혁도 전면적으로 전개해 약 25% 정도의 
편제감축을 했다고 한다(新華社, 2002/04/16).

(2) 성급 당 기구와 정부기구의 편제개혁
중국의 각급 지방정부 계통에는 현재 행정편제 인원이 518만 명이라고 하

나, 실제로는 약 548만 명 정도로 그 규모가 방대하며 지역에 따라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개혁은 실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999년 3
월 주룽지 총리는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중앙이 정식으로 성급 지방정부에 
대한 개혁방침을 천명했으며 ‘싼띵’ 방침에 따라 인원편제는 약 반으로 줄이
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의 이런 정책에 따라 가령 北京市의 경우 2000년에 
개혁을 추진했는데, 시 당위원회 소속 각 기구개혁에 있어 그 행정편제 개혁

12. 21개의 군중단체기관은 中華全國總工會, 團中央, 全國婦聯, 全國文聯, 作協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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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20%선에서 이뤄졌고, 반면 시 정부소속 행정편제는 약 50% 선으로 
감축되었다(劉智峰, 2003: 251). 

장수성(江蘇省) 역시 2000년 5월에 성급 당정기구개혁을 단행했는데, 성 
당위원회 기관인원편제의 감원은 20%였던 반면, 성급 정부기관의 인원편제 
감원비율은 무려 49%에 달했다. 

2001년 초에 이르면 전반적으로 성급 기구개혁이 기본적으로 완결된다. 

전국 성급정부는 인원편제에서 7만 4천 명 정도를 감원했다. 성급 정부기구
설치는 평균 55개에서 40여 개로 감소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당정부
문 내 설치된 기구의 감축은 평균 20% 선에 그쳤으며, 인원편제 측면에서도 
성 당위원회는 평균 20% 정도 밖에 감원하지 않았지만, 반면 성급 정부기관 
행정편제는 평균 48.2%를 감원했다(劉智峰, 2003: 252). 

위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당 내부의 편제개혁의 폭이 행정
부 편제개혁의 폭에 비해 월등히 낮고 개혁에도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시․ 현 ․ 향진급 단위 편제개혁
2001년 이후 당시 주룽지 총리와 후진타오 국가부주석은 전국 시․ 현․ 향

정부 기구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할 것을 하달한다. 이들 기관들은 대체로 
기구중첩․ 인원팽창․ 직책부적격․ 관료주의 팽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단
위들이었다. 요컨대 여러 문제점 가운데서도 특히 ‘차오삐엔’ 문제가 가장 심
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중앙지도자들은 지방 하급 시․ 현․ 향진 인원
편제의 경우, 전국적․ 성급 수준의 감원규모인 50%보다 적은 약 20%에서 
감원 조치하라고 강조했다(人民日報, 2001/02/03). 가령 난징(南京)시의 경
우 시당위원회 기관 인원편제에서 20%를 감원했고, 시 정부기관의 인원편제
는 27% 정도로 감원을 단행했다. 광시성(广西省) 역시 지시현(地市縣) 당위
원회 기관행정편제는 20% 선에서 개혁이 이뤄진 반면, 大中도시 정부기관 
행정편제는 30% 정도로 감축이 추진되었다(劉智峰, 2003: 253257).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편제개혁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시․ 현․ 향진급 차
원의 감축비율이 중앙정부나 성급 정부차원의 편제 축소비율보다  낮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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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가 보기에 무엇보다 당이 기구개혁에서 행
정부보다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앙에서 지방 하부로 내려갈수록 행
정부 주도의 경제적 효율의 논리보다 당 주도의 정치적 후원과 사회적 안정
이란 정치논리가 정책적 배려를 통해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구
체적 예를 들면, 중공 중앙이 대폭적인 급속한 감원으로 초래될 수 있는 사
회적 불안정을 막기 위해 향진단위의 경우 성급 감원규모인 50%보다 낮은 
20% 선에서 편제축소 명령을 하달한 것에서 알 수 있다(人民日報, 2001/ 

02/03). 셋째, 아래로 가면 갈수록 중앙의 지방간부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
어 편제감축과 기구감축에서 중앙이나 성 정부만큼 대폭적으로 철저하게 추
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간부들의 자의성과 인치(人治)를 
통한 ‘차오삐엔’ 현상이 한층 더 쉽게 조장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위로부터의 편제개혁이 대대적으로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하부로 내려갈수록 편제개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편제가 팽창하
는 역효과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Che-po Chan과 Gavin Drewry(2001: 

560561)는 중국정부의 공식적 입장과는 달리, 편제축소개혁이 성공을 거두
지 못했고 오히려 현․ 향진급 지방정부차원으로 내려갈수록 개혁에 반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차오삐엔 
현상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원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해보자.  

IV. 차오삐엔 형성원인과 정부의 대응 

대체로 서방측의 중국 관료기구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적 
공백분야가 바로 차오삐엔이라고 할 수 있다(Brødsgaard, 2002: 366). 주지
하다시피 중국의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직책구분이 불명확하고 비합
리적이었기 때문에 국가기구는 부단히 확대되었고 해당 공무원 역시 지속적
으로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작업효율은 끊임없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부담도 늘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
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보다 특히 행정부가 편제축소에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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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심각한 재정적 위협을 주
는지 살펴보자. 

1980년대 이래로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재정수입(세입)의 비율이 지속
적으로 하락되어왔다. 1980에 GDP의 25.7%에 해당하던 재정수입이 1995년
에 이르면 10.7% 수준으로 급락하게 된다. 19981999년에 이르러 14% 선으
로 어느 정도 회복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1978

년부터 1996년까지 공무원 숫자가 82.3%가 증가한 3670만 명에 이르러 전
체 인구면에서도 2.1%에서 3%에 달하게 되었다. 이런 급속한 공무원 수의 
증가는 재정적자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1990년부터 1999년 사이에 재정
적자는 140억 6,000만 위안에서 1,744억 위안으로 급증했다(Burns, 2003: 

777). 이처럼 재정적자와 세출의 급속한 증가는 공무원의 감원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정부의 강력한 기구개혁과 감원방침에도 불구하고 편제
축소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고 오히려 차오삐엔이 나타났다. 

대체로 차오삐엔 문제는 중앙단위 보다 하급 지방정부로 내려갈수록 심각
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다룰 차오삐엔 문제는 주로 지방하급 정부단위를 그 
분석대상으로 한다. 

1. 차오삐엔 형성 원인과 그 유형 

그럼 차오삐엔 형성의 주요배경과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마치 “중앙에 정책이 있으면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

는 희화화된 표현처럼, 국무원기구개혁에 비해 지방정부기구개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차오삐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요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
다. 

첫째, 행정기구 및 편제설치와 조정에서 지방 지도자의 ‘자의성’과 ‘인치’
적 색채가 농후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제까지 ‘간소화-팽창-재간소화-재팽
창’의 악순환을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 지도자의 자의
성과 인치현상을 살피면, 각급 지방정부 주요지도자들이 기구편제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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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통상적으로 주요 지도자의 견해나 입장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영향력이 크게 미칠 수 있는 기구편제의 조정이나 관리에서 명확하
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요 지도자가 임의대로 편제를 편성
해왔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 결과 지방지도부는 각 지역 및 부문 
기구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자의적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기구를 
증설하거나 승격시키고 심지어 직책을 늘리는 편제확대를 시도해왔다. 이같
은 지방행정책임자의 인치적이고 자의적인 권력남용은 쉽게 지방간부들의 
정실주의와 부패를 초래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구체적 사례로 하이난성
(海南省) 링쉐이현(陵水縣)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의 지도급 간부들
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재정적으로 친인척 및 동료들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Brødsgaard, 2002: 368369).

둘째, 지방차원의 편제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방행정법제건설이 미약하고, 행정입법과 기구개혁이 
서로 조응하지 못하며, 행정조직․ 직능 그리고 업무절차 특히 기구편제 등 
방면에서 건전한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구편제관리의 법률 
법규와 정책성 문건은 대체로 1982년 헌법 가운데 기구편제관리와 관련된 
주요조항, 기본 법률(국무원 조직법․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지방성 법규, 

그리고 정책규범성 문건 등 네 가지 종류가 있을 따름이다. 비록 기구개혁의 
법제건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건국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기
구편제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법규가 없고 단지 유관 조직법 가운데 편
제관리에 관한 일정 정도의 원칙적인 규정을 내리고 있을 뿐이다. 헌법과 조
직법의 법률적 특성상 실제로 기구편제관리에 관한 모든 규범을 헌법과 조직
법에 담을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따라 기구편제관리가 자주 습관적
으로 정책에 의해 법률을 대체하는 관행이 있어왔다. 따라서 기구편제와 관
련된 상응하는 구체적인 법률․ 법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할 수
밖에 없다. 

셋째,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앞에
서 이미 편제확대에 따른 재정지출확대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한 바 있다(程
瑤, 2004: 41). 이제까지 중국의 거의 모든 정부기구들이 경성적 예산제약이



24   김재관

란 수단을 통해 편제증가를 억제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차오삐엔의 충동을 가
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했다. 이런 
현상은 중앙정부보다 지방하급정부로 내려갈수록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가
령 많은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재정수입의 70%, 심지어 100%를 직원 월급으
로 지불했다고 한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는 대출을 얻어 임금을 지불하는 경
우도 있었다고 한다(金太軍, 2003: 37). 통제불능의 예산제약은 편제가 예산
에 따라 맞추어지기보다 예산이 오히려 편제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기구편제관리와 행정경비관리 사이의 부조응현상은 연성예산제약을 가
져왔고 자연스럽게 편제팽창으로 이어졌다.  

넷째, 중앙차원에서 지방으로의 새로운 프로젝트와 업무부과는 지방 하급 
단위로 하여금 이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비상설기구를 만들도록 부추김으
로써 결국 차오삐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설령 일단 프로
젝트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이 비상설기구는 반드시 폐지되지 않고 잔류하
여 정식 상설기구로 둔갑하게 되어 결국 차오삐엔 현상이 대두한다는 것이
다. 

다섯째, 서구의 ‘파킨슨 법칙’처럼 관료기구들은 원래 기존의 자신들의 자
원과 토대를 팽창시키고자하는 내재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다른 조
직들 내부의 상급 부서들 및 지도급 간부들과 비교하여 조직 내 자신의 권력
과 권위를 상승시키려는 그와 같은 편제 팽창욕이 차오삐엔 문제를 야기시키
는 심리적인 요인인 것이다(Chan and Drewry, 2001: 554).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차오삐엔은 서구의 ‘파킨슨 법칙’의 중국식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
다.

이상과 같은 차오삐엔 형성요인들을 바탕으로 차오삐엔은 어떤 유형으로 
현상했는가? 대체로 차오삐엔은 두 가지의 주요한 형태를 띠고 있다. 첫째, 

행정부 각급 차원에서 중앙의 편제가 규정한 것 보다 더 많은 조직을 세우는 
것이다. 지방성급(자치구․ 직할시) 차원에서 보면 평균 70여 개의 조직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중앙이 허용한 것보다 15개 정도 조직이 더 
많은 것이다. 전국 지구(地區) 一級 상설기구는 평균 50여 개, 지급시(地區
市)는 65개, 縣一級 45개 등으로, 각각 20개, 15개, 10개 정도 초과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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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13 지방 하급 단위인 시, 현급 단위로 내려갈수록 이런 차오삐엔 
현상이 제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鳥杰, 1998: 

232233). 

둘째, 비상설기구의 상설화 전환과정이다. 1980년대 동안 공식적인 관료기
구들이 비공식적 영도소조나 비상설 기구(非常設 机构)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충되어왔다. 14차 당 대회 무렵 한 조사에 따르면, 국무원은 1993년에 85

개의 비상설기구를 두고 있었다 한다. 1993년 이래로 중앙차원에서 이런 비
상설기구를 폐지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으나 그래도 26개 정도가 
남아있다 상설기구로 전환했다고 한다(謝慶奎, 1999: 105). 그런데 지방차원
으로 내려가면 이런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진다. 어떤 모 지역의 상설기구는 
29개 정도인데, 그 하부 내부비상설기구가 무려 236개나 되었다고 한다. 또
한 가령 어떤 한 현에는 1989년 이래로 각종 명목으로 설립한 임시영도소조
(臨時領導小組)가 무려 146개나 되어 상설기구보다 무려 1배 이상 많았다
(鳥杰, 1998: 232). 

셋째, 기구 혹은 부서에 할당된 인원보다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이
다. 최근 몇 년전에 지방차원에서 차오삐엔 문제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린 대
표적 사례를 든다면, 산시성(山西) 따닝현(大宁縣)을 들 수 있다. 따닝현은 
전국적으로 가장 빈곤한 현 가운데 하나이지만 산시성 내 재정부양인원(공무
원)이 차지하는 총인구 대비 비율이 가장 높은 현이다. 전체 현 인구는 6만 
2천 명이지만 재정부양인원은 무려 4,200명이 넘어, 평균 현민 14인이 1명의 
공무원을 먹여 살렸던 셈이다. 이 14:1의 비율은 산시성 전체 평균 비율 
28:1보다 두 배 가까이 높고, 전국 평균비율 34:1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樊江洪, 2002: 32). 이 사례는 역설적이게도 가난한 소규모 지방 현 이하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차오삐엔이 심각하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13. 이런 조직들을 編外机构라 부른다. 즉  編制외부의 조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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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오삐엔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대안모색

차오삐엔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가 있다. 하나의 관점은 편제관리의 법치화와 제도화란 차원에서 접근이요, 

두 번째 관점은 행정구획체제의 개혁이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전자가 
긴박성과 실효성이 있는 반면, 후자는 상당히 시론적인 대안모색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1) 편제관리의 법치화와 제도화
차오삐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행정기관편제법 제정을 통해 

기구편제 심사비준의 절차를 개선하며, 나아가 각급 및 부문 간 편제인원의 
수․ 직위 및 조직구성의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며 기구편제의 법률적 책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적인 편제관리방법을 도입하여 편제관리의 자
기제어 기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대안들은 결국 편제관리의 제
도화와 법치화로 집약된다. 이 내용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 논하면 아래와 같
다. 

첫째, 서로 다른 성격의 국가기관이 기구편제에 대해 분류하여 편제관리를 
해야한다는 점이다. 중국 정치체제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온 이른바 ‘당정 미
분리’, ‘정기 미분리’, ‘행정기관과 사업단체의 미분리’라는 일련의 폐단 때문
에 각종 국가기관이나 인원에 대한 분류관리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구편제에 대한 심사비준의 운영절차를 개선해야한다. 현재 중국기
구편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심사비준 절차가 법적으로 명료하지 않다는 점이
다. 비준 받을 수 없는 편제가 쉽게 인가를 얻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 지도자
가 사리를 도모하기 위해 심사비준권을 남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법률의 형
식으로 엄격하게 기구편제에 대한 심사비준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가령 규정 사항으로 들 수 있는 것으로 주관기구의 운영절차와 업무
제정, 각종 편제설치의 제기․ 논증․ 심사․ 확정 절차, 편제의 절차, 영도직 수
의 확정과 변경의 절차; 기구편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위법행위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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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검사할 수 있는 절차 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각급 인원의 수와 직위 그리고 조직 간의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오삐엔이 발생할 수 있었던 주요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런 
불합리한 조직 내부 비율에 있다. 가령 지방 과학연구기구 중 실제로 과학연
구에 종사하는 자는 단지 2030%에 불과하다고 한다(金太軍, 2003: 38). 따
라서 각급 단위 편제인원의 최고한도를 정해 가이드라인이 있을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편제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劉黔, 2003: 85).  

넷째, 합리적인 ‘티아오콰이(條塊)’관계 설정을 통해 편제관리기구의 직능
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14 중국은 오랫동안 ‘통일영
도 분급관리(統一領導 分級管理)’의 편제관리체제를 유지해왔다. 즉 중앙에
는 국가기구편제위원회, 지방에는 각급 당위원회․ 정부․ 인민대표대회가 편제
업무를 통일적으로 영도하고, 中央 ․ 省 ․ 地(地級市) ․ 縣으로 이뤄지는 四級관
리체제였다. 지방 당․ 정․ 대중단체 기관의 편제는 상급기관에서 심사‧ 결정
해 하달하면 하급 당위원회․ 정부는 규정에 따라 총괄적으로 안배해 책임지
고 일을 떠맡는다. 그러나 중국행정체제에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이중영도’, 즉 상급업무부문의 영도를 위주로 하는 부문은 ‘티아오콰
이(條塊: 종적․ 횡적 통합관계)’가 결합된 영도를 실행해 왔다. 다시 말해 상
급업무부문이 관리하고 지방정부와 편제주관부문이 책임지고 감독‧ 집행하는 
체제였다. 이처럼 중국의 편제관리체제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중국의 이 
독특한 ‘티아오콰이’ 관계를 이해하면 왜 편제관리가 어려운지 쉽게 이해가 
간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유기적이고 다층적인 전국적인 관
료체계 속에서 ‘수직적’(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조정) 통합과 ‘수평적’(해당 지
역 내) 통합이 복잡하게 얽힌 교차적 편제관리 그물망을 형성해왔다. 가령 
가칭 광동성 중산(中山)현 정부 산하 에너지 부서를 예로 들어보면, 이 기구

14. 중국의 독특한 정치체계에서 종횡적인 교차 지배 혹은 관할방식을 일컫는 생생한 용
어가 바로 이른바 ‘티아오콰이’이다. 티아오(條)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종적인 수직
적인 통합관계를, 콰이(塊)는 다양한 지역 내 횡적인 수평적인 통합관계를 지칭한다.

중국의 정치시스템이 고도로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것 같지만, 실제로 권위는 많
은 경우에 ‘티아오콰이’로 분절되어(fragmented) 있다. 당․ 정․ 지역기구 등 전체 시스
템을 관통하는 수많은 보고라인과 관리라인이 존재하면서 티아오콰이 관계를 형성하
고 있다. ‘티아오콰이’에 관해서는 리버설(Lieberthal, 2004: 186188)참고.



28   김재관

는 먼저 ‘티아오’ 측면에서 ‘광동성정부 산하 에너지청’과 ‘콰이’ 측면에서는 
중산현 정부 이 두 조직에 종속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동시에 중산현 정부 
또한 중산현 당위원회와 광동성 정부 이 양 조직에 대응해서 책임지고 업무
를 수행하게 되어있다. 게다가 중산현 당위원회의 조직부는 중산현 에너지 
부서의 책임간부들이 당원으로서 당 규율을 준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에 대한 인사 및 편제관리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사례에서 보듯 어떤 일개 한 지방정부 기관의 한 관료에게 다양한 영역에 있
는 여러 상관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정치시스템은 ‘분
절된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
황에서 자신들에게 어떤 상관들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문 내 우선적 관계에 있는 것을 ‘영도관계’라 하고, 구속력
이 없는 실무적인 관계를 ‘업무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영도관계’와 ‘업무관
계’ 사이를 구분 짓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니다. 현
실에 비추어 보면, 많은 조직들은 다양한 부문과 연계된 문제들을 다룰 수밖
에 없다. 만약 어떤 문제가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의 협조 아래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티아오콰이’ 교차적 권위 라인들은 매우 복잡하고 성가신 
문제가 될 것이다. 중국의 위계적인 정치행정체계 내에서 이러한 ‘권위의 분
절화’ 때문에 지방차원으로 갈수록 중앙의 편제개혁과 같은 중요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는 힘들다(Lieberthal, 2004: 186188). 게다가 대체로 
지방편제 관리기구 일반은 당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정부 그리고 유관부문의 
인원으로 구성되므로 하나의 실체적 권력조직이 아니다. 만약 지방편제관리
기구 내부 성원들이 간혹 서로 견제하거나 자신과 관련된 편제문제에 개입될 
경우, 각자는 자기가 소속된 부문을 위해 편제 쟁탈전을 벌이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의견일치를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편제위원회의 운영
자체가 아주 어렵게 된다. 따라서 편제법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편제
관리부문의 구성과 권한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직능부문이 독립적으로 자신
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증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기구편제관리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법률
적 책임이란 당사자가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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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기구편제의 법률법규에는 법률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 
각급 부문 행정책임자가 행정편제를 맹목적으로 팽창시켜 재정적 손실을 가
져왔다할지라도 이를 심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빈약했던 것이다. 따라서 
법률규정을 위배하여 자의적으로 기구증설과 인원편제를 늘린 각급 행정책
임자는 차오삐엔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책임내
용에는 징벌적 조항, 즉 상급기관이 하급단위 행정책임자에 대한 경고문 발
송이라든가 강등, 해직처분과 같은 각종 행정처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金太軍, 2003: 39; 劉黔, 2003: 85). 

여섯째, 지방행정간부들의 자의적인 편제 팽창욕, 정실주의 그리고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인민대표대회의 비준․ 견제․ 감독 기능을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는 자
의적으로 편제를 늘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행정구획체제의 개혁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2년 말 당시 중국의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는 모두 39,240개의 향진이 있으며, 그 가운데 진이 20,600개, 향이 17,196

개, 기타 1,000여 개 이상의 민족향 등이 있다고 한다. 2002년 말 향진단위 
인원편제의 수치를 보면, 먼저 전국향진행정편제는 1,150,530개, 향진사업편
제는 8,410,896개(교사편제 5,928,628개를 포함)라고 한다. 1992년 향진기구
개혁과 서로 비교해 보면, 비록 향진 수량이 9,000개 줄었고, 향진행정편제 
역시 86만 개 가까이 줄었다고 하지만, 향진사업편제는 개혁 전인 1991년 
722만 7천 개에서 무려 120만 개 정도가 늘어났다. 개개 향진에서 향진정부
의 녹을 받는 평균 인원은 230명 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많다고 
한다. 최근 강서성 모 현에 대한 조사에서 현 소속 15개 향진편제가 단지 
404인 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향진정부가 부양하고 있는 인원은 무려 882인
에 달한다고 했다. 때문에 일부의 학자들은 전국 향진단위 차원에서 향진정
부와 농민들이 부양하고 있는 인원은 대략 무려 1,4001,600만 명에 달한다
고 추측하기도 했다. 이처럼 차오삐엔 현상의 심각성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
었다고 한다(詹成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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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행정구획체제의 개혁이란 관점에서 차오삐엔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은 무엇인가? 민정부 기층정권․ 사구(社區)건설사 실무 책임을 맡고 있
는 짠청푸(詹成付)는 차오삐엔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아래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39,240개의 향진행정편제를 폐지하고, 대신 이것들을 일률적으로 현
급인민정부 산하의 파출기구로 바꾸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이자 효과는 
기층단위를 하나 줄일 수 있으며, 관리비용 역시 낮출 수 있고, 기구와 인원
을 감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방법의 폐단은 현행 헌법과 
지방조직법과 저촉되며 간부들의 편제 재배치가 비교적 많게 됨에 따라 많은 
간부들이 저항할지도 모르며 초기에 재배치에 따르는 비용 역시 상당히 많이 
들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향진을 폐지‧ 합병시키는 바탕 위에서 기구와 인원을 감축하고 직능
을 전환시킴으로써 향진권력운영기제와 감독기제를 과학적으로 배치시키는 
것이다. 가령 구체적으로 말해 인구 3만 이하의 동부지역, 2만 이하의 중부지
역, 1만 이하의 서부지역 향진들을 일률적으로 폐지․ 합병시키는 것이다. 이 
방안의 효과는 우선 향진을 폐지․ 합병시키는 문제에 있어 기존 헌법과 지방
정부조직법과도 상충되지 않으며, 다음으로 기구․ 인원의 간소화와 함께 재
정압력과 농민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소성진(小城鎭) 발전
전략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셋째, 소현제 행정구획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 이하 향진 1급 행정체제를 
폐지하고 소현제를 통해 현․ 향 양급정권의 직능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 방
안의 단점은 현급 행정구획과 수량를 다시금 조정하게 되어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고, 기층정부의 직능이 쉽게 어용화되고 간부의 관료
화도 쉽게 되며 사회의 자주적․ 민주적 역량을 확대시키는 데에도 크게 도움
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詹成付, 2004).

요컨대 이상의 3가지 대안모색은 행정구획체제의 개혁이란 관점에서 본 
시론적 논의라 하겠다. 즉 현행 성급 행정구역(政區)면적을 적당하게 축소하
고, 성급 행정구역 수와 성급정부의 관할범위도 증가시키고, 지방정부 층급
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현행 성 ․ 시 ․ 현 ․ 향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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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3급 구조로 회복 전환하고 성이 직접 시현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두 번째 방안을 근간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행정구획체제를 개혁해나간다면 일정 정도 향진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기타 대안
이상의 3가지 대안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몇 가지 더 지적할 만한 정책적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 향진 간부의 ‘동시겸직제(concurrent post: 一肩
挑)’의 확대이다. 필자가 보기에 ‘동시겸직제’는 간부 수를 줄일 수 있는, 즉 
차오삐엔을 막을 수 있는 행정기구개혁의 한 방안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마리아 에딘(Maria Edin)은 동시겸직제를 상급중앙정부가 지방
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고, 지방으로 갈수록 중앙의 통
제력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지․ 강화되고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
을 한 바 있다. 지방간부들을 관리․ 통제하기 위하여 현급 이하에 ‘동시겸직
제’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겸직의 여러 형태를 보면, 가령 현 당위원회 상임
위 멤버나 현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 멤버라든가 또는 행정직으로 현 부현장 
등과 같은 당 또는 행정직 내의 상층 직위에 동시겸직케 하는 것이다(Edin, 

2003: 4547). 당 내 직위상 위계적인 ‘동시겸직제’ 방법은 개혁 이전부터 
관행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최근 34년 사이에 특히 산동성에서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 장려되고 있다(山東省委 ․ 省政府, 1999). 그러나 필자가 보
기에 에딘의 이런 분석은 한 측면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중앙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차오삐엔 현상이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은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단적인 반대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
에 오히려 동시겸직제는 지도간부 수를 줄일 수 있는, 즉 차오삐엔을 줄일 
수 있는 행정기구개혁의 한 방법이자 도구인 것이다. 

둘째, ‘펀리우(分流)’조치도 차오삐엔을 줄일 수 있는 불가피한 대안 가운
데 하나이다.15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산동성(山東省) 윈청(郓城)현을 들 수 

15. ‘펀리우’란 잉여인원을 재배치시키는 것(reallocating redundant personnel)으로 일종
의 ‘구조조정’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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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현은 차오삐엔 때문에 재정적자가 심각했다고 한다. ‘펀리우’ 이전 
10,835명이었던 인원 가운데 무려 5,985명을 단지 5개월 만에 ‘펀리우’ 조치
를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예상치 못한 좋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윈청현 
사례가 전국적으로 선전된 바 있다. ‘펀리우’ 조치는 대략 8가지로 진행되었
는데, 一, ‘내부휴양’16; 二, ‘조기퇴직’17; 三, 전공분야와 일치하는 ‘사업단
위’로 이직; 四, 향진기업으로 전직; 五, 경제서비스업 창업; 六, 농업과학기
술시범단지 내 창업; 七, 농촌기층조직으로 전직; 八, 사직 등이다. 이 조치의 
효과는 크게 3가지로 나타났다고 한다. 첫째, 재정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농민
부담이 경감된 점; 둘째, 연령․ 학력․ 업무능력 분야에서 우수한 기관간부대
오를 형성한 점; 셋째; 간부와 일반대중 사이에 긴밀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이상적인 기관의 모습을 갖게 된 점 등이다(于滨, 2000: 2930).

V. 결 론 

본 연구는 행정기구 편제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부․ 당․ 지방관료와 같
은 이익주체들이 어떤 다양한 입장과 행태를 보이는가에 주목했다. 중국정부
는 과도한 재정지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기구 편제개혁을 단행해 왔다. 그러나 중앙차원에서의 적극적
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차원에서의 성과는 미미할 따름이었고 개혁의 이
해당사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재량권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드러
내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를 크게 두 차원, 즉 중앙편제관리의 차원과 지방편
제관리차원으로 나눠 그 특징을 집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중앙 편제관리의 특징을 당정관계 맥락에서 보면, 대체로 비대칭적 
경쟁관계에서 협조관계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래로 당
은 행정부에 양도했던 권력을 다시 회수함으로써 효율중심의 행정개혁에 제

16. 과급 간부로서 만 5354세, 일반직원은 51세에 달하는 사람들 중 본인 의견을 바탕으로 실시.

17. 남자의 경우 근무연수 30년 혹은 만 55세, 여자의 경우 근무연수 20년 혹은 만 50세
에 달하는 사람들 중 본인의 자원신청을 거쳐 조직의 비준을 거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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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걸었으며, 특히 개혁보다 정치적․ 사회적 후견인으로서 자신의 존재에 
더 연연해하는 보수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행정편제개혁 과정에서 당
의 영향력 확대는 첫째, 국무원 소속 인사부의 권한을 다시 당 중앙조직부 
계통으로 회수함으로써 간부편제관리에서 당의 권위를 제고했고, 둘째, 편제
관리 주관부서인 국가기구편제위원회를 국무원 소속에서 당 중앙 소속으로 
이관시켜 중앙기구편제위원회로 바꿈으로써 결국 국무원의 권력을 당 중앙
권력으로 회수했다는 점이고, 셋째, 당이 정치 안정화 논리에 따라 기구편제
축소와 감원 과정에서 소폭 조정에 그침으로써 현상유지와 안정을 선택하여 
당의 존재 기반을 강화했다는 사실이고, 넷째, 중앙 편제관리권 영역에서 
1990년대 이후 줄곧 당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지만, 제16차 당대회 이후 
국무원의 ‘국자위’나 ‘은감회’ 건설 사례에서 보듯 행정부의 전문화 직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국무원 쪽에 힘을 실어주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당 우위의 편제관리권에서 벗어나 점차 
균형잡힌 당-정 관계로 나아감으로써 결국 당-정 간에 상호관계의 규범화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 편제관리 차원에서의 주요한 특징은 ‘차오삐엔’이 심각하다
는 점이다. 행정부는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가능한 한 ‘싼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지방정부로 내려갈수록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편
제팽창이라는 차오삐엔 현상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차오삐
엔 현상은 하급지방단위로 내려갈수록 심각하며, 더욱이 산시(山西)성 사례
에서 보듯 경제가 발전된 대도시보다 낙후된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심하다
고 볼 수 있다. 이 차오삐엔 현상의 원인을 크게 한편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편제관리에 관한 법적 규범화가 결여되어있다는 점 그리고 재정관리에
서 연성예산제약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적 차원에서 보면, 지방지도부의 인치적 자의성과 정실주의
가 팽배해서 쉽게 차오삐엔을 저지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차오
삐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편제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 제도
의 구비와 개선이 급선무이다. 아울러 행정구획제도의 개선을 통해 차오삐엔
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위에서부터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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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편제개혁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중국특색의 ‘분절된 권위주의’와 ‘꽌시’ 
문화에서 연유된 이른바 지방관료들의 정실주의․ 담합․ 부패․ 도덕적 해이 등
의 고질적인 병폐가 당장 쉽게 사라지기는 힘들 것이다. 비록 중앙에서 행정
기구 편제개혁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할지라도 중앙-지방 관계의 비대칭성
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편제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당-정
과 중앙-지방 사이에서 편제관리의 규범화와 법치화 그리고 제도화를 마련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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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quiry of Characteristics of the Bianzhi Reform in

Chines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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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plores the issues of the Bianzhi reform and its characteristics in

China's governing institutions at the central and the local level. Generally speaking,

the Bianzhi system has brought about a considerable number of changes in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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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financed units and related organizations. By understanding theBianzhi system

and the way of its functioning helps in understanding the Chines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 as well as the issues and dilemma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further administrative reforms. The article is divided into four

parts. First, owing to the difference of opinions regarding institutional reforms

betwe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government (state council), the

Bianzhi reform couldn't attain its initial purposes. In relation to the Bianzhi reform,

the Party has maintained the status quo to evade social instability and to achieve its

political legitimacy. In contrast to the Party, the central government has consistently

sought for Bianzhi reforms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to alleviate the recurring losses. Second, in the 1990s in the

realm of central Bianzhi management, the Party has a greater influence in

comparis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t the same time, the central government

has reinforced specialized administrative functions such as the State-Owned Asset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SAC). In recent years, the Party and

government somehow are able to come together and have harmonized their own

roles they played without confronting each other. They are establishing a series of

regulations and legalism through institutional reform. Third, in the local Bianzhi

reform, one of the conspicuous phenomena is the overstaffing, which has been

aggravated since the commencement of the reforms. In particular, the overstaffing

of local government at the lower level is creating a serious problem. Overstaffing

has turned out to be a long-term problem, but local government is apparently

resistant to all efforts to bring about any change in the Bianzhi reform. Lastly, In

order to overcome the overstaffing, it is needed to carry out a set of reforms. Viewed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for example, it is important to achieve

normalization of relation between party and government, eradicate a pattern of

fragmented authoritarianism, soft-budget constraint, to put a check on the corrup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so forth.

Key Words: Administrative Reform, Organizational Reform, Bianzhi Reform,

Nomenklatura, Overstaffing, Relations between Party and Government,

Local Cad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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