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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현급정부는 국가 통치 대리자이자 자율적 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진 

마지막 의사결정 단위로 ‘이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 

기여한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고, 간부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다. 현급 간부들은 많은 재량권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재원 마

련과 승진 등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능동성과 자율성을 발휘한다. 이들

은 토지재정이 한계에 부딪히자 2⋅3차 상업을 육성해 세원을 늘리고, 도

시군 발전전략에 맞춰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

다. 이 과정에서 미래 성장산업을 유치하려는 현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정

치력이 중요해졌다. 현급 간부는 상급기관과의 관계와 동급의 수평적 관

계를 잘 형성해야 하고, 농민들의 요구도 잘 수렴해야 한다. 그러나 농촌 

소외현상은 심화됐고, 그 결과 농민들 ‘상방’을 통해 불만을 해결하려고 

해 농촌거버넌스 위기가 격화되고 있다. 

핵심용어 : 현정부, 현간부, 향진정부, 전략 행위, 농촌거버넌스, 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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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县)정부는 국가의 축소 이다.”(Thomas Heberer, 2013:39) 이 말

은 국 정부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행정구조와 기능이 앙정부의 

그것과 유사할 정도로 완정된 행태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 지

역경제 발 과 농 행정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역할과 상을 단

으로 표 한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학계에서는 지방을 

표하는 정부 층 로서 부분 성 정부에 한 연구에 집 하고 정

부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방정부에 한 연구가 주

로 앙정부에 한 응 측면에 집 되었기 때문이다. 즉 앙-지방

계 분석에 집 되었기에 지방정부의 분석 상은 자연히 성 정부로 귀

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국경제 발 과정 평가에서 정부가 크게 주목받

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요한 역할을 담당한 단 는 정부

다. 정부는 지역경제 발 과정에서 각종 인 라투자를 책임지는 재

정투자의 주체 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국유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독

려하는 역할과 향진기업에 한 지원까지도 부분 담당했다. 한 

정부는 국가 통치의 리자로서 향진정부를 할하면서 에게 정

책을 집행하는 마지막 의사결정 단 이다.1) 한 복지정책과 사회안

망 확충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리 책임기 이자, 다른 한편

으로는 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일선기 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

부는 앙의 정책을 철하는 책임과 함께 지방 의 요구를 반 해야 

하는 ‘이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이들은 앙정부의 리자이자 

1) 물론 기층정부로서 향진정부가 있지만 재정권이 이미 정부로 귀속되어 있

고, 향진정부는 단순한 행정집행 기 의 역할이 강해 정부를 마지막 의사

결정 단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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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  하는 일선간부라는 특수한 치에 있어, 이들 양쪽으

로부터 압력을 받는 치에 처해 있다. 이것은 곧 정부가 국 행

정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단 이자 핵심기 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  근거이기도 하다. 때문에 “군 을 잘 다스려야 천하가 안정된

다”(郡县治, 天下安)는 고 념은 재도 여 히 유효한 셈이다. 

정부가 국행정 단 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을 반 하듯, 국 재정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 은 약 37.43%(2010년)

에 이르고, 지방재정 총액에서의 비 도 약 45.5%에 이르고 있다.(陶勇, 

2014: 76) 그러나 사실 그 동안 이 비 은 차 낮아졌다. 1994년 분세

제 시행 이후 재정수입이 앙정부로 집 되자, 성 정부는 시 정부에 

부담을 가 시키고, 시 정부는 정부에 그 부담을 가하 다. 이에 

응해서 정부는 향진정부에 공공재 공 의 많은 부담을 가했다. 

그러다 2006년 농업세 폐지 이후부터는 재정이 극도로 취약해진 향진정

부의 재정권을 정부가 직  통제하고 있다. 이로써 향진정부는 재

정편성권을 상실한 채 고유한 정부로서의 의사결정 기능도 사라져 정

부의 출기 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국가업무 행과 지방고유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향 정부 간부들은 새로운 재원 마련을 한 지역개발정책을 수립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많은 재량권을 발휘하면서 간부들

의 능동성과 자율성이 발휘된다. 이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간부들의 이

익추구 공간과 략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 이런 재량권과 

자율성의 능동  발휘는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정 인 역할을 하고 있

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의 자의성과 부패⋅지  추구 등 부정

2) 국은 방 한 토와 많은 인구를 통제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정책을 집행할 때, 기층 료에게 많은 재량권과 정책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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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도 래하고 있다. 그래서 후자를 강조하는 의미로 “ 에는 

정책이 있고 아래는 책이 있다(上有政策,下有对策)”는 말이 범 하

게 회자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향  도간부는 ‘ 략  선택’을 하는 집단

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이들의 행 기제를 분석한다. 이런 ⋅향정

부의 도간부들이 개하는 ‘ 략  행 ’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국의 국가정책이 지에서 잘 실 되지 않

는 이유를 규명한다. 우리는 그 동안 지방간부들이 ‘이익기제’를 심으

로 움직인다고 피상 으로만 설명하 기 때문에, 앙의 정책이 장에

서 어떤 과정을 거쳐 왜곡되거나 단되는지, 왜 앙에서 추진하는 개

이 일선에서는 실 되지 않는지를 구체 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즉 

우리는 정책집행에 한 지방간부의 향력과 그들의 행 양태를 무

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 략  행 ’를 추 해 보면, 농 의 도

시화(城镇化) 과정에서 변화하는 ‘이익기제’ 내용을 알 수 있다. 즉 도시

화에 따른 도농 계 변화  산업구조 조정은 농 거버 스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에 따른 이익기제도 재구성한다. 우리가 략  행 를 하

는 ⋅향 도간부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①정책집행의 최종 

실행자 ②지역발 의 책임자 ③정책조정 결정자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

의 선택  정책집행이나 정책조정  새로운 규칙 제정은 주민생활과 

농 거버 스에 향을 미쳐 국가-사회 계도 변화를 가져온다. 둘째,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  변화에 응하는 ⋅향진 도간부들

의 행 방식을 추 한다. 도시화 비율이 56%를 넘어선 국은 농 에

서도 2⋅3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세 이 면제된 농업보다는 새로운 조세 조달처인 2⋅3차 산업을 시해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한다. 따라서 농 의 도시화⋅산업화라는 경제⋅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간부의 ‘행 기제’를 연구하는 것은 농 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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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실질 으로 추 하는 유력한 방법이 된다. 셋째, 지방재정이 약화

되자 새로운 략으로 자신의 정치⋅경제  지 를 유지고자 하는 ⋅

향진 간부의 행동양식을 분석한다. 농업세가 폐지되자 ⋅향진정부는 

재정능력이 약화돼 상 정부 교부 에 의존하는 비 이 커짐으로써 정

책자율성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왔다. 그런데 오히려 행정서비스는 요구

는 크게 늘어나 이 의 어려움 속에서 농 거버 스 방식과 간부의 

응양태도 크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 략  행 ’를 분석하면 

선택  행정집행과 자율  정책조정 매커니즘을 알 수 있다. 한 이들

이 승진을 해 활용하는 인  네트워크와 민 계 형성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향

진 간부의 평가방식과 승진 메커니즘, 둘째, ⋅향진 정부의 재정상황 

변화에 따른 간부의 응 방식, 셋째, 농 의 도시화에 따른 산업변화와 

간부- 민 계 변화, 넷째, ⋅향진 간부 사이의 네트워크 방식, 다섯

째, 국가정책의 선택  집행 방법과 지방행정 운 방식, 여섯째, ⋅향

진 간부의 경제이익 취득방식과 이에 한 주민 반응이 그것이다. 

Ⅱ. ⋅향진 간부의 략집단 개념과 유형 

１. ‘ 략  집단’의 의미와 범주

‘ 략 ’이라는 의미는 부단히 변화하는 환경에 특정한 목 과 계획

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에서 정의하

는 ‘ 략  집단’은 앙정부 혹은 상 기 의 정책과 명령을 지역실정

과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정하거나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제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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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정부의 도간부 집단을 지칭한다. 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치  이익(승진, 업  평가, 험 회피 등)과 경

제  이익(지  추구, 경제 발 , 조세 증진 등)  사회  이익(사회  

지  유지⋅확 , 체면 유지 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 략 ’이라 한

다.(Berner, 2005) 그리고 이들은 ‘특수한 권력구조’ 내에서 정보를 교환

하는 등 상호 력을 통해 자신의 정치⋅경제  우세를 유지하거나 확

하는 ‘집단  속성’을 지니고 있다.3) 다시 말해, 략  집단은 ① 략

 수단을 통해 실 할 수 있는 모종의 공동이익 공유 ②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집단의식 공유 ③유사한 행동패턴과 습  보유라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한 이들은 새로운 지역경제 발 방식을 창조하는 등 능동

인 활동을 하는 주체이자 상 기 에 집단 으로 응하는 동류의식

이 강한 속성도 가지고 있다. 즉 ‘ 략  집단’은 집단 내부에서 목표지

향  력(goal-oriented cooperation)을 하면서 지방엘리트로서의 자아

인지(self-perception)를 바탕으로 앙의 정책과 지시를 집행할 뿐만 아

니라, 이를 자신에게 유리할 방향으로 바꾸기도 한다. 

3) 그 지만 이들은 집단 내의 한 개인이 반드시 다른 구성원과 직 으로 연결

되거나 서로를 잘 아는 1차  집단일 필요는 없으며, 단지 공동의 이해 계를 

가지고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한 개체의 합이 아니라 정치엘리트 혹은 이익동맹체의 성격을 지닌 

‘특정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동업자 의식’은 다른 한편에서는 엘리트로서

의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국 통의 ‘교화 사명’(civilizing mission)이 동

질감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즉 ⋅향 간부가 건시  감이 갖는 ‘부모 (父
母官)’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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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향진 간부의 략  능동성과 선택  정책집행 

개념도

다음으로, ⋅향진 도간부가 ‘ 략  집단’인 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이들은 앙정부와 상 정부의 정책에 탄력 으로 응하면

서 지방이익과 간부이익을 극 화하는 집단  행 를 한다. 둘째, 

정부는 상 기 의 정책에 해 상당한 집행탄력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

한 방법으로 상 정부와 상을 진행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셋

째, 이들은 공동의 이해 계를 바탕으로 집단 이고 능동 으로 이익을 

추구한다. 넷째, 이들은 최종 정책집행자로서 국가와 농민을 연결하고 

간부와 농민을 지도⋅통제하는 치에 있다. 다섯째, 이들은 사실상 

연 책임제로 운 되는 인사평가제 때문에 집단  응을 할 수밖에 없

다.(Thomas Heberer, 2013: 315) 즉 업무 련 간부의 잘못에 해 책임

자(  서기 혹은 장)는 반드시 해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운명

공동체와 같은 연 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간부는 반드시 보

고-승인 과정을 거쳐 상 과 책임성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요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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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따라서 이들은 내부의 책임자와 구성원이 상호 략  동맹을 맺

어 상부의 평가에 응하는 ‘동업자 의식’이 농후하다. 

<그림 2> 지방정부 략  집단인 ⋅향진 간부 개념도

한편, 국에서  도간부와 향진  도간부는 비록 엄격한 계

 차이가 있다.5) 하지만 이들은 직무 배치에서 서로 출입이 가능하

4) 를 들어, 상 기 의 고과(考课) 평가와 시찰이 있을 경우 상하가 력하여 

다음과 같이 응한다. 첫째, 지역발 계획을 화려하게 작성하여 정 인 이미

지를 만드는데 모두 력하거나, 둘째, 상 기 의 평가가 시작되기 에 먼  

상 기 에 한 공작을 펼쳐 시찰 부담을 이거나, 셋째, 집단 내부의 개인이

익이나 다른 기 의 이익을 본 행정단 의 집단이익으로 환하는데 력한다. 

5) 간부는 처 (处级)간부라고 하고 향진 간부는 과 (科级)도 한다. 국 행

정직 은 科员－科级－处级－司(厅)级－部级－国务院－国家主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은 행정체계가 5단계로 복잡하고 각  정부의 숫자도 단히 많다. 

여기에 포함된 간부는 의의 개념으로도 500여만 명이나 되고, 당⋅정기 과 

사회단체 간부를 포함하는 의의 개념으로 보면 1천만 명이 넘는다. 국은 

간부를 “당, 정, 군, 기업, 사업단 , 단체” 등 6개 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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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력행사에서도 력과 경쟁을 하는 계이며, 상 기 의 평가에는 

공동으로 응해야 하는 공통의 이해 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을 하나의 ‘ 략  집단’으로 범주화 한다. 다시 말하면,  직능부문 

간부와 향진 당 원회  정부부문 간부는 서로 자리를 바꾸는 계이

기 때문에 ⋅향진 양 (兩级) 당 원회와 정부부문 도간부 상황은 

체 기층간부 오 실을 반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당서기와 

정부부문 정직(正职)간부는 부분 상 기 에서 견해 내려오지만, 부

직(副职)간부는 부분 향진정부 기층간부에서부터 성장한다. 그래서 

 부직 이하 간부의 능력과 소질은 향진  기층간부의 승진  발  

상황을 총체 으로 보여 다.(袁国友, 2013: 41) 따라서 략  집단인 

⋅향진정부 도간부를 구체 으로 시하면,6) 서기⋅ 장 등 처

정직(处级正职) 도간부에서부터 향진 부서기가 포함된 부과(副科)  

도간부로 한정되며, 과원 (科员级) 이하의 직 이 간부(股所级)는 포

함하지 않는다.(Thomas Heberer, 2013: 41) 여기서 주의할 은,  당

그런데 이 에서 분석하는 략  집단은 ⋅향진정부의 ‘당⋅정 도간부’만

을 상으로 한다. 

6) 县정부의 간부를 분류하는 범주는 4개 층차로 구성할 수도 있다. 첫째, 가장 

좁은 범 로는 당 원회 상임 원들로 구성된 1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서기, 부서기, 장, 부 장 1-2명, 조직부장, 선 부장 기율 서기, 무장부장 

등과 향진정부의 서기가 포함된다. 둘째, 县정부의 副  이상의 간부를 포함

하는 범주로, 첫 번째 항의 인원 이외에 인 , 정 의 부직 , 법원 검찰원 등 

개별 주요부분의 정직 , 부  우를 받은 단체의 간부를 포함하여 수 십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县정부의 부과(副科)  이상의 간부로 당 원

회의 리를 받는 간부로서 첫째와 둘째 항 이외에 향진정부의 부과  의상의 

간부도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 가장 넓은 범 는  당정기 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의미하나 실질 인 간부로서의 의미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 략  집

단’ 상의 간부는 좁은 의미로는 두 번째까지가 해당되지만, 당 조직부의 

리를 받는 상까지 넓힌 상을 포함해도 세번째 유형인 副科  이상으로 

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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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서기나 장은 략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말단행정을 보조하지만 행정체계상 공무원이 아니고, 한 정책

집행의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 략  집단’의 역할 유형

국의 모든 농민정책은 결국 ⋅향진정부를 통해 실 된다. 따라

서 농  발 정책이나 농 개 에서 이들 간부의 역할은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국 농 사회를 이해하려면 이들 기층간부

의 행 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들 기층간부는 “국가-지방-

사회”의 ‘3원 구조’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들에 한 평가

도 다 일 수밖에 없다. 략집단 ⋅향진 도간부의 역할을 유형

별로 보면, ①국가이익 리인 혹은 국가의지 집행자 ②지방이익 표

자⋅보호자 ③지방사회경제발  설계자⋅지도자 ④국가의지에 한 반

역자⋅이탈자 ⑤지방이익 침범자 ⑥외부의 힘에 흔들리는 내부 분열자

로 분류된다. 앞의 세 개는 상 기 에 한 자주성과 내부의 일체성을 

지닌 존재라는 정  역할을 강조한다면, 나머지는 부정 인 면에 

한 묘사이다. 즉 략  집단인 기층간부의 한 평가는 ‘국가이익 리

인’에서부터 ‘간부이익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게 기층간부에 한 평가가 상반되더라도 이들의 능동

성에 한 견해는 일치한다. 바로 이들은 행 결과에 계없이 자신의 

‘이익 최 화와 험 최소화’를 해 집단 으로 극 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향진 도간부를 ‘개별 분자’가 아니

라 ‘ 략  집단’으로 범주화해서 하나의 분석단 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일탈행 는 비록 개인 으로 일어나고 있지

만, 크게 보면 이들은 특수한 정치⋅행정 구조에서 집단 으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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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추구하는 력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공동의 이익을 해 략 으로 력하는 이들도 내부 으로

는 다양한 속성과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속성이 이 게 다 인 

원인은 역사⋅제도 흐름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간부 내부

의 자연  분화와 국가-지방-사회의 ‘3원 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간부는 ‘업무상 종  계(条条)’ 이외에도 다른 간

부들과의 ‘횡  네트워크(块块)’ 필요성이 증 하면서 간부 내부 계가 

복잡하게 분화되었다. 이들은 출신, 인맥, 정치성향, 개 속도, 지향  

등에서 여러 벌로 나눠지고 종횡 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 그

런데 이 게 이들은 조건에 따라 여러 분 로 나눠져 있다하더라도 자

신의 집단  권리가 침해받을 경우에는 서로 력하는 공통의 신분인 

것만은 분명하다. 두 번째 이유는 국가 통제가 엄 한 층  정부구조

로 인해 행정 차와 정책집행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개별 간부는 직

무상 수직 계가 매우 요해 앙-성-지 시의 련부문 상 자와의 

인맥을 형성하면서 벌이나 출신으로 묵여질 수밖에 없게 된다. 동시

에 이들은 동  간부들과는 력과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좋은 평가를 받아 승진하기 해서는 원만한 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사실 평가라는 것도 간부 내부평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동료와 

계를 잘 하는 것은 매우 요한 과제이다. 이 외에도 시장화와 다원

화 속에서 주민의 권리의식이 강화되자 이들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이라는 압박도 받는다. 결국 이들 도간부에게는 종횡으로 다양한 능

력을 갖춘 정치행 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세 번째 이유는 갈수록 복

잡해지는 업 평가 방식에 따른 응방식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들이 

승진하기 해서는 ①상  기 장의  신임 ②일표부결(一票否決)

제도 통과7) ③집단시 나 ‘상방(’上訪)이 없어야만 한다. 특히 집단항의

7) 일표부결제도는 업 평가에서 한 가지 항목만 기 치에 미달해도 승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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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방’ 여부가 업 평가에서 주요항목으로 추가 되면서 농  장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한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평가의 

핵심기 이 바  것도 이들에게 부담을 가 시키고 있다. 즉 1980년

는 국유기업 개   외자유치 같은 경제실 이 가장 요했으나, 2000

년 에는 환경과 안정  공공서비스 제공 같은 삶의 질과 련된 사항

이 더 시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도간부는 상 기 과의 수직  연

계와 동료집단과의 수평  연 를 잘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주민과도 

원만한 계를 유지해야 한다. 결국 이들의 행 는 고려사항이 복잡해

지면서 팔색조의 형상을 띠는 다  속성을 갖게 되었다. 

Ⅲ. ⋅향진 략  집단의 조직 외부에 한 행  

1. 정치  행 : 행정재량권과 정책결정권 행사 

“참새가 비록 작아도 오장육부를 다 갖추고 있다(麻雀虽小五脏俱

全)”. 이는 정부를 표 하는데 꼭 들어맞는 국 속담이다.  서기와 

장은 상당한 수 의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경제분야

에서 비교  재량권을 크게 행사하는데, 그것은 지역발  책임과 개발

권한이 온 히 정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이다.8)   

락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간부들이 가장 스트 스를 받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모

두에게 잘 보여야 하는 처세술을 강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8) 장이 갖는 독자 인 권한을 몇 가지 로 들어 보면, ①경제⋅사회 발 에 

한 장기계획과 연도별 목표   추진업무를 지정할 수 있으며 ②농⋅공업 

담당부서를 재배치하여 투자유치와 도시건설  산업클러스터 형성 등 경제⋅사

회 발 에서 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③재정 ⋅결산 방안과 한 수지조정 

방안 등 자 사용 계획을 확정하며 ④ 정부 각 조직기구의 편제와 설치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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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정부의 재량권을 법률로 보장하여 이들 간부들의 극성

을 유도해 왔다. 그 하나의 로, 성이나 지 시는 정부에 해 구체

인 정책을 반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지 않으면 상 기

이 간부의 권한에 간섭하여 그들의 주체 인 정책수립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게 확보된 자율권을 바탕으로 지방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할 때 가장 요한 역할을 했다. 한 이들 간부는 자신

의 업 을 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집행했다. 그 기 때문에 

개 개방 이후 국의 경제발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때 가

장 정부가 핵심 이었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다만, 이 게 자율권과 재량권이 지역경제를 발 시키는데 큰 기여

를 했다는 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에서 가장 권한이 큰 서기

의 재량권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서기의 재량권은 모든 

부분에서 크게 발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서기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시정(施政)에서는 자율  권한을 크게 행사하지

만, 법률에 규정된 합법  권력에서는 재량권이 상 으로 작다.(李克

军, 2011: 70-71) 이것은 정책집행 과정에 한 규정은 거의 없어 이 부

분에서는 권력을 자의 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상 기 에 해 발언

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정부가 행정재량권과 정책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상 기 의 정책을 집행할 때 지 실정에 맞게 용한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행정권한을 두고 상 기 인 지 시(地级市)와 경쟁 계에 

있다는 뜻도 포함된다. 이런 할권 경쟁은 국이 2005년 재정부문을 

‘성이 을 직  할(省直管县)’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개 한다는 방침

을 정한 다음 차 두드러지고 있다.9) 이 방침은 재정개 에서 출발하

하며 ⑤ 한 항목에 한 조정방안을 결정하고 ⑥  간부에 한 조정과 임면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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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정권 할범  조정으로 확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재량

권 확 를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0년 ≪12⋅5규획≫에서 

“조건이 갖춰진 과 시(市)부터 ‘성 (省直管县) 체제’로 환한

다.”고 결정한 이후,10) 지 시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정부의 노력 지

속되고 있다. 여기에 농업이 주산업으로 재정능력이 약하거나 낙후한 

은 성이 직  리하기를 강력하게 원한다. 그래서 간부들은 시장

경제가 이미 안착되어 행정지도 필요성이 어들었고, 자정부를 추구

하는 방향에 맞춰 정부의 재량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행정낭비를 이기 해서도 지 시의 역할을 폭 축소하는 성 (省

管县)으로 환을 강조하고 있다.11) 사실 의 재정 할권을 성이 가

지는 ‘성 ’ 체제와 인사권은 하 일 (下管一级)원칙에 따라 지 시

가 행사하는 ‘이 구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즉 ‘재정과 인사’라는 가

장 요한 분야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아 정책혼선과 행정효율 

하가 만연하고 있다. 

이 게 ‘성 ’과 ‘시 ’이 혼재된 상황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  

간의 갈등과 이에 한 각각의 응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이 할

9) 국은 2005년 공 16차 5 회 ≪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
规划的建议≫와 2009년 재정부가 공포한 ≪关于推进省直接管理县财政改革的意
见≫을 통해서 26개 성에서 재정부문 ‘省管县’ 개 을 면 으로 시행했다.

10)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11) 사실 국에서  ‘지 시가 을 할(市管县)’하는 재의 운 방식은 헌법에 

명기된 ‘ 앙―성― ―향진’ 행정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 시 규정은 

1975년 헌법에만 있을 뿐, 행 헌법에도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그런데 정부는 

1999년 ‘국무원 제2호 문건’을 통해서 지 시가 정부를 지도⋅ 리한다는 

정책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성이 할하는 지역이 무 넓고, 정부가 많

아 성정부가 직  할하기에는 행정효율이 떨어지는 실을 반 한 결정이었

다. 그러나 1994년 분세제 이후 지 시와 정부의 모순이 격화되자 지방정부 

리방식에 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즉  ‘시 ’ 방식은 시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분치(分治)원칙에도 어 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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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벗어나고 자신의 향력을 강화하기 해 행 제도의 문제

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재량권 확 를 한 여러 가지를 시도한다. 첫째, 

정부 입장에서는 ‘성 ’과 ‘시 ’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시어머

니가 둘로 늘어난 결과’이다. 재정업무는 할권을 가진 성정부에 보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 으로 인사권이 있는 시정부에 보고를 안 

할 수도 없어 ‘ 복보고’라는 행정낭비가 계속된다. 한 형사업 추진

계획서나 연구보고서  외자이용 계획 같은 사업은 성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정부가 독자 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시정부와 

의를 하지 않으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성에서 개최한 회의를 시에서 반복하여 개최하는 것도 간부들이 이

출장을 다녀야 하는 행정낭비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 둘째, 지 시가 

에 해 방 인 지도를 하고 있어 의 행정자주권이 심각하게 

축된다. 상 기 의 행정지시는 규범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하 기 의 

재량권은 작을 수밖에 없으나, 정책집행의 자율성은 상 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앙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정부에

서 사사건건 간섭한다는 것이 간부들의 인식이다. 셋째,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지 시의 할이 의 경제발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즉 지 시가 행정권력을 이용하여 법정 이외의 세목을 설치해 세

을 거둬가는 경우가 많아 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지 시는 2,3

차 산업을 시해 1차 산업에 한 지원을 외면하여 도농 계에서 불균

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결정 으로 지 시는 재정능력

이 약해 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지 못해 오히려 지역발 에 도

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과 논리를 들어 서기나 장

은 국 으로 일치된 목소리로 의 재량권과 자율권 확 를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간부는 재량권을 확 하기 해 기존의 ‘시 ’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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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먼 , 각종 매체와 내부보고

를 통해 행정개  당 성을 주장하거나 각종 좌담회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행정 리제도 변화를 구하는 여론 을 진행한다. 둘째, 

의 행정권한을 강화하기 해 경제건설에 매진하여 상 정부와의 상

력을 높인다. 인구가 많거나 경제가 발달한 지역은 세 을 걷는 원천이 

많아 상 기 과 상에서 보다 유리한 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행 ‘시 ’ 체제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문제를 폭로하거나 그것

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간 으로 앙정부에 압력을 행사한다. 

한편, 성정부는 지 시의 권한을 제한해 자신의 향력을 확 하려

는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지 시와 력을 받아야 하는 실  요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성이 을 직  리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

해 시를 통한 리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때문에 성은 

의 재정보고서를 직  결재하지 않고 시를 경유하도록 해 지 시와 일

정한 력 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에 한 지 시

의 통제력을 축소하기 해 서기의 정치  상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12) 한 성의 권한을 강화하는 다른 방식으로는 2009년 

≪关于加强县委书记队伍建设的若干规定≫을 통해 서기를 성 당상무

원회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선발권은 성에게 귀속되었지만, 일상 

리는 여 히 지 시에 있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게 성 으로 서기의 권한과 정치  상은 강화되고 있으나, 

이것이 가져오는 문제도 뒤따르고 있다. 즉 서기들 사이에 새로운 등

(副厅级 우)이 생겨나자, 경쟁에서 려난 다른 간부들은 행정에 소

극 인 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서기를 감독⋅견제할 수 없는 문제

12) 를 들면, 둥성에서는 2005년 처음으로 서기를 성 부청 (副厅级) 간부로 

선발해 기용했고, 이후 쓰촨성과 장쑤성에서도 연이어 서기를 지 시 부시장

으로 겸임발령을 내기도 했으며, 장⋅ 시⋅지린성에서는 서기에게 시당 

상임 원을 겸직하도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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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두드러지고 있다. 왜냐하면 상 기 의 주요 보직을 겸한 서기는 

감독 상에서 거의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 시는 이런 정부의 주장과 활동에 응해 각종 여론

과 도시 규모 확장 략으로 맞서고 있다. 첫째, 이들은 상 기 에서 

감독해야 하 기 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로 시 할의 정당성

을 주장한다.13) 한 시 권한을 확 하기 해 일정한 경제력을 갖춘 

유력한 을 지 시의 구(区)로 편입하는 략을 통해, 시 공간과 재정 

규모를 확 한다.14) 그런가 하면, 지 시는 서기를 실권이 없는 시정

부 인민 표나 정 원으로 겸직하도록 조치하여 이들과 타 을 시도

하기도 한다. 서기와 장의 입장에서는, 비록 실권 없이 이름뿐인 자

리일지라도 이런 직책을 받는 것은 동 의 다른 경쟁자보다 인정받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극 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

와 같은 재정권을 심으로 개되는 갈등보다 더욱 직 인 이해 계

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인사와 련된 사항이다. 지 시는 국 

평균 8.58개의 을 장한다. 그러나 지 시에는 도간부 자리가 많지

가 않다. 그래서 자체 승진기회가 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도

간부를 으로 내려 보내는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는 경우가 많아 두 

정부 간의 마찰을 불러오기도 한다. 간부들은 이들 낙하산 인사들이 

농 장을 알지 못하는 무능력자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더구나 서기

와 장의 경우도 승진에 성공한 비율이 20%를 돌고, 간부들이 지

시로 승진할 기회는 훨씬 은 상황이 이들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킨

13) “ 앙은 은인, 성은 친척, 시는 호인, 은 나쁜 놈, 향은 악당, 은 원수”(中央
是恩人, 省里是亲人, 市里是好人, 县里是坏人, 乡里是恶人, 村里时仇人)라는 

의 정서를 활용해 상 기 이 할하는 것이 주민에게 더 좋다는 여론을 조성

한다. 

14) 湖北省黄石市가 下陆县을 区로 합병했고, 石家庄市도 4개 县을 합병했으며, 叁
峡市도 하나의 县을 합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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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승진을 포기한 도간부가 부정부패에 빠지는 것도 인사문

제가 래한 병리 상의 하나이다. “희망이 없는 료는 반드시 부패한

다.”는 언이 여기에 꼭 맞는 말이다.

2. 경제  행 : 재정확보 략과 산업구조 조정

 정부는 재정수입-지출 불균형이 가장 큰 행정단 이다. 특히 농

업세를 폐지한 이후  정부의 재정부담은 폭 확 되었다. 그 결과 

국 으로 정부의 75%가 자재정이며, 재정자립도 역시 47.5.%에 

머물고 있다.(陶勇, 2014: 76) 이런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향

진정부가 담당하던 지출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재정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합법⋅편법⋅불법

인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합법 인 방법으로는 첫째 상 기 의 

교부 을 최 한 확보하거나, 정부의 지출항목을 향진정부로 가하

는 것이다. 이 때 성정부와 산지원 상하는 것은 서기나 장에게 

매우 요한 일로서 인맥을 포함한 종합능력을 발휘하는 기회이자 기

의 시기이다. 상에 성공하면 그만큼 강한 네트워크가 작동한다는 증

거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실 을 충분히 쌓을 수 있지만,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반 의 상황을 공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출

한목을 향진정부로 가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재정능력이 극도로 취약한 향진으로 많은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은 그

다지 명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향진정부의 재정권을 정

부가 가지고 있어 어차피 많은 부분을 직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요한 요인은 정치 인 부담이 크다는 사실이다. 처

정직(处级正职)인 서기나 장이 한 단계 인 사 (司级)으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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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서는 주 에 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국 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종의 ‘잠재규칙’이다. 왜냐하면 향진정부 책임자

도 큰 권력은 없지만 여론을 조성하는 힘은 있고,  앙이나 성 의 

지도자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기 때문에 정부 최

고책임자의 능력은 상 기 으로부터 교부 을 많이 받아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합법 인 재원 마련 방안의 두 번째는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새로

운 세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 책임자에게는 개 개방 

기의 외자유치 실  이상으로 요하게 능력을 입증하는 사안이다. 왜

냐하면 재 국의 성장 략은 도시화를 통한 내수시장 확 략과 공

측 개 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과 생산효율 제고 략인데, 서기나 

장에게는 이 국가발 략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는지 여부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의 도시화

는 도시군(城市群) 략으로 성장거  도시를 심으로 주변 소도시를 

하나로 묶어, 산업을 합리 으로 조정하여 각 도시마다 경쟁력 있는 성

장주도 산업을 배치하여 복투자와 불필요한 경쟁을 제거하려는 방향

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네트워크형 도시군 발 략에서 자신이 속

한 에 유망한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과거에 외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각 성정부가 일 일로와 연계한 

발 략을 경쟁 으로 발표하고 있고, 물류와 통신  AI산업을 육성

하겠다고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여기에서 경쟁력과 특색을 갖

춘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여 성공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

다. 더구나 주변의 다른 들도 산업구조가 비슷한 상황에서 서로 유리

한 성장산업을 육성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산업구조 조정에서 자연

자원과 인력자원 같은 객  조건 이외에 정치  향력의 크기가 상

당히 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정부는 단순한 2,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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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육성이 아니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

는 일에 매진하면서 동시에 상 기 과 정책연계에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 이런 상황은 규범 으로는 행정분권과 지방 정책자율성이 강조되

기는 하지만, 도시군 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산업을 재배치하는 할 

때는 오히려 앙과 성정부의 행정권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역설  

실에서 정부 책임자들의 정치행 는 더욱 실할 수밖에 없다.

에서 지 한 산업구조 조정 같은 거시   말고도, 할지역 

내에서 2⋅3차 산업을 육성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 책임자의 

실 (政绩)을 올리는 좋은 방법이고, 실 으로 가장 극 으로 활용

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2⋅3산업에서 나오는 세 은 정부에 가장 

많이 배정되기 때문이다.15) 즉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세목별 비

은 업세>부가가치세>기업소득세>건축세>개인소득세 순으로 크다.(陶

勇, 2014: 65.)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증 를 해 산업구조 

재편에 극 으로 나설 동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업세가 포함된 3차 산업을 육성할 동기가 충분하고, 분배 비율이 높

은 기업소득세를 높이기 해 2차 산업에 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합법 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가장 쉽게 자주 사

용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을 개발해 임 수익과 토지매각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표 1>에서 보듯, 2010년에는 토지임 료가 2조 9,110억 안

으로 국 재정수입의 35.03%, 지방재정수입의 71.68%나 차지했고, 재

15) 를 들면, 지방세인 업세는 성정부가 35%를 가져가고 정부가 65%를 확보

하고, 지기업이 내는 기업소득세의 40%가 정부에 귀속되며, 개인소득세의 

26%도 정부의 몫이 된다. 세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부가가치

세는 내 세 의 일부( 앙 75%, 성 8.75%,  16.25% 분배)를 배정받지만, 

이것은 이미 오래 에 확정된 비율이기 때문에 정부가 크게 심을 두지는 

않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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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차지하는 토지양도 순수입만 해도 국 으로는 18.91% 고 지

방에서도 38.69%나 되었다. 물론 갈수록 토지 양도에 의한 재정확보 비

이 어들고 있으나, 국은 오랫동안 ‘토지재정’이 지속되었다. 이런 

토지재정은 지역경제 발 의 물  토 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불필요

한 개발구 지정 등의 난개발과 경지면  감소 그리고 새로운 빈부격차 

조장 등의 문제를 유발해 왔다. 그래서 앙정부는 지방의 토지재정을 

억제하고 난개발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여 히 토지

재정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게 토지재정이 가능한 이

유는 정부가 농민에게 토지보상은 게 하고 높은 가격으로 임 하기 

때문이다. 2000년  반의 통계를 보면, 정부가 경매로 토지사용권을 

매각한 가격은 1무(660㎡)에 35.67만 안이었으나, 농민에게 보상한 토

지 가격은 1.5∼3.5만 안에 불과했다.(马焕明, 2015: 75) 이러한 정부의 

폭리에 농민은 집단시 로 맞설 수밖에 없고, 이것이 지 까지 농 사

회의 큰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국토지

양도수입

국

재정수입

토지양도

수입/

국재정수

입(%)

지방

재정수입

토지양도

수입/지

방재정수

입(%)

국토지

양도 

순수입

토지양도

순수입/

국재정

수입(%)

토지양도

순수입/

지방재정

수입(%)

2009 13,965 68,518 20.38 32,602 42.83 7,354.47 10.73 22.56

2010 29,110 83,102 35.03 40,613 71.68 15,714.34 18.91 38.69

2011 33,166 103,874 31.93 52,547 63.12 7,185.21 6.92 13.67

2012 28,422 117,210 24.25 61,077 46.53 5,797.00 4.95 9.47

출처: 马焕明, 2015: 75

<표 1> 국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수입과 비   순수입 비율

(단 : 억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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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각종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정부는 늘어나

는 지출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만성 인 재정 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2016년 국 지방정부 채무가 7.01조 안 이상이다.(中国发展

网, 2017.9.29) 이런 상황에서 채권을 독자 으로 발행할 권한이 없는 

정부는 자구책으로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들로 하여  채권을 발행하

게 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말 재, 정부설립 투자

회사 6,576개 가운데 정부가 설립한 회사가 4,763개로 72.4%나 되

고 있다.(国家审计署, 2011) 이 투자회사가 차입한 액은 정부 부채 통

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 채무는 훨씬 심각한 수 에 이른

다고 볼 수 있다. 이 게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는  도산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함께 자신의 재직기간에 성과를 많이 내서 승진하려는 

서기와 장의 개인  욕심이 빚어낸 결과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선출직인 지방정부 장이 득표를 해 무리한 부채경 을 한다면, 임명

직인 국의 지방정부 책임자는 승진을 해 부채경 을 서슴지 않고 

있어 개인의 달을 해 미래사회에 한 무책임하고 공공자원을 남용

하는 본질은 동일하다고 하겠다. 

3. 사회  행 : 농 거버 스 변화와 갈등 리 

농 거버 스는 ⋅향진 도간부와 간부와의 계를 한 축으로 

하고, 간부와 농민의 계를 한 축으로 구성된다. 이 때 간부는 

도간부와 농민을 연결하면서 동시에 농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인력

을 동원⋅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간부는 그 동안 농 거버 스에서 

매우 요한 임무를 수행해 왔는데 농업세 폐지 이후 이들의 역할에 커

다란 변화가 왔다. 즉 간부는 농업세 징수임무를 매개로 도간부와 

‘이익 계’를 공유하면서 농민의 민원 해결통로 역할로 마을에서 권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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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수 있었으나, 농업세가 폐지되면서 이런 ‘연결고리’가 사라진 것

이다. 그 결과 농 거버 스 기가 왔고, 갈등을 자율 으로 해결하는 

통과 기능이 사라졌다. 그리고 ‘상방’이 갈등해결 방법으로 빈번하게 

사용됨으로써 농 사회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 농업세 폐지와 농 거버 스 변화는 어떤 계가 있는지부

터 살펴보자. 국은 도농격차를 이고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해 

2006년 농업세를 격 으로 폐지했다. 이 조치로 연간 300억 안의 

농업세와 1,250억 안의 각종 부담이 면제되었다.(李汝胜, 2016: 32) 이

로써 연간 농민 일인당 120 안 정도의 혜택이 돌아갔다.(吴哲, 2014: 

106) 그런데 정부 재정의 20%와 향진정부에서는 그 이상의 비 을 

차지하던 농업세가 폐지되어 정부는 물론 향진정부의 재정을 결정

으로 어렵게 만들고 상 기 에 한 재정 의존도를 크게 높이게 되었

다.(张博骁⋅王辉, 2015: 80) 하지만 농민은 앙정부가 농민 부담을 

이기 해 노력하는 동안 지방정부와 기층정부는 이에 반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앙-지방정부에 한 신뢰수 을 달리하는 경향을 더욱 벌여

나갔다. 즉 농업세 폐지는  “ 앙정부와 앙의 리더는 신뢰하지만 아

래로 내려올수록 믿지 못하는” 국 농민의 통  인식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정부간 신임도를 달리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이런 농민의 인식과는 별개로, 농업세 폐지를 계기로 농 사회의 정

치  의사소통과 갈등 리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간부가 향진정부

를 신해서 세 징수 업무를 신한 력기제가 사라졌다는 것은 농

거버 스의 간고리가 실종되었다는 의미이다. 즉 간부는 세  징수

실 에 따라 장려 을 받았기 때문에 징세에 극 으로 참여하 고, 

향진정부는 이들 간부가 농민에게 정치  향력을 행사하도록 각종 

권한을 부여하 다. 그래서 향진정부는 민 원회 선거에 개입하고 마

을 표 선출에도 여했다. 그러나 농업세가 폐지된 이후 간부의 활



‘전략적 집단’ 중국 현⋅향진 영도간부의 행위기제 연구  135

용성이 하게 떨어져 향진정부는 더 이상 이들에게 심을 갖지 않

게 되었다. 결국 간부와 농민은 농 행정에서 소외되고 농 은 도시

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려나고 있다.16) 

보다 큰 문제는, 농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내부에서 자율 으

로 해결하던 통과 능력이 사라지고, 법  분쟁이나 ‘상방’을 통한 방

식으로 환되어 농 사회의 갈등 긴장도가 히 높아지고 있다는 

이다.17) 이 게 21세기 들어 폭 증가하고 있는 ‘상방’은 농 거버 스

가 무 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주민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측면을 

반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층정부의 사회갈등 리능력이 어들었

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상방’은 ⋅향진 간부들에게는 가장 힘든 업무

16) 가장 큰 이유는 도시화 그 자체이지만  다른 요인으로는 ⋅향정부가 2⋅3

차 산업에서 새로운 세원을 찾는데 주력하면서 농 과 간부에 한 심과 

지원을 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곧바로 농 에서 민 원장이나 장 

혹은 여성주임 등 간부를 하려는 사람이 하게 게 만들었다. 특히 농

엘리트의 간부 기피 상이 심각하다. 그래서 노인층이나 문화수 이 히 낮

은 실직자 혹은 도시에서 돌아온 무직자가 의 행정을 맡으면서 민자치 능

력과 마을의 갈등 리 수 이 히 약화되고 있다. 이 게 ⋅향진간부와 

간부의 이익기제가 해체되자 농 거버 스가 붕괴되는 상치 못한 상황이 

개된 것이다. 그 결과 농민부담을 이려는 농업세 폐지로 인해 오히려 삼농

문제를 해결하려는 앙의 정책의지가 장에서 심각한 기를 맞고 있다.

17) 간부는 그 동안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역할을 하면서 농민에게 향력을 행사

해 왔으나, 향진정부와의 계가 소원해지자 농민의 이익을 변하는 기능과 

농민에 한 향력도 상실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농업세 징수 실 과 장려

이 연동되었기 때문에 간부는 마을에서 평 이 좋거나 완력을 동원할 수 있

는 은이를 자기세력으로 만드는 정치행 를 통해 마을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런 동기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그 결과 민원 해결 창구가 막혔을 뿐만 아니

라, 도로 보수나 개시설 정비 등 마을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심세력이 사라

져 농  사회기반시설이 쇠락하는 지역이 많다. 그 결과 공동 개시설을 수리

하는 신 각 개인이 정을 뚫어 물을 끌어들이는 비효율⋅고비용 행태가 만

연되고 있으며, 공동사무에 참여를 거부하는 무임승차 행 가 늘어 농 이 공

동체로서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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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가장 우선 으로 막아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 

⋅향진정부는 국가-사회 계의 모순이 직  노출되는 행정단 이

다. 그래서 이들 간부는 권리의식이 향상된 의 불만과 요구를 어떻

게든 처리해야 하는 입장인데, ‘상방’과 같은 돌발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개별 간부는 업무평가에서 주민평가가 

략 10% 정도 반 된다. 그리고 평가항목 가운데 하나만 통과하지 못

해도 승진이 되지 못하는 새로운 규정(一票否決) 때문에 과거처럼 일을 

권 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 어떤 이유든 일단 ‘상방’

이나 ‘집단시 ’가 발생하면 련 책임자는 당해 연도에 승진 상에서 

배제된다. 그래서 간부들에게는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는 정 인 실

보다는 ‘상방’을 막아야 하는 방어 인 행정이 더욱 긴박한 과제로 되고 

있다.18) 

그런데 상방에 한 이해 계가 이 게 극명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등도 상당하다. 농민은 상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도간부는 이를 원천 으로 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농민 

입장에서는 ‘상방’이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19) 

18) 사회학 으로 보면, 빈번한 ‘상방’은 그 동안 국이 집단주의  통제를 시행하

면서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워 주민의 권익을 침해해 오던 행이 무 진 사회변

화를 반 하고 있다. 시장화가 진 됨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식과 행정서비스에 

한 높이가 높아졌고, 다양한 매체 등장과 통신기술 발달로 주민의 불

만을 직 으로 사회에 달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한 것도 이런 경향을 부추

기고 있다. 주민의 권리의식 향상은 정부를 상 로 한 행정소송이 격히 늘어

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행정소송 가운

데 가장 높은 비율인 40% 이상이 정부를 상 로 하고 있다. 정부는 그만큼 

농민생활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단 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19) 그 다면, 국의 빈번한 ‘상방’을 이런 사회변화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상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해서는 국의 제도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상방’은 문화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첫째, ‘상방’은 갈등이 발생하면 

먼  행정기 을 찾아 해결하려는 국 특유의 ‘신문고’제도의 하나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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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상방’과 련된 일은 법률 규정을 용하면 해

결이 안 되는 것이거나, 이나 향진정부의 도간부의 잘못을 드러내

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상 기 에 문제를 제기한다. 상

기 일수록 법률  검토보다는 정치 으로 해결하라는 압력을 하 기

에 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한 문제를 크게 일으킬수록 해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학습해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동원해 집단시

로 압력을 높여 나가면서 동시에 언론을 활용하는 술도 병행한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주체는 결국 향진정부이거나 

정부이다. ‘상방’의 특상 정부는 정치⋅행정권력만 있을 뿐 문제를 해

데 향진정부의 거버 스 역량이 약화되고 자치조직인 민 원회가 자율  해

결능력을 상실하자 각  행정기 을 찾는 행이 부활한 것이다. 둘째,  ‘상방’

은 사법체계에 한 주민의 불신을 반 하고 있다(信访不信法). 재 은 소송

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실 인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사법부에게 공정한 재 을 기 하지 못하는 농민의 불신 때문이다. 셋

째, ‘상방’은 “상 정부는 믿지만 기층정부는 신뢰하지 않는다”(信上不信下)는 

국인 특유의 정서 표출이다. 이런 정서는 마치 고을원님인 ‘ 감’은 가렴주구

를 일삼는 부패한 리지만 나랏님인 ‘황제’는 백성의 어려움을 어루만지는 인

자한 존재라는 건의식이 재화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넷째, 농 의 뿌

리 깊은 ‘알음알음사회’(熟人社会)에서 유지되는 인맥 계가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상 기 에 호소하려는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 문화는 법률보

다 인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짙게 한다. 다섯째, 그 동안 많은 토

지보상 분규 과정에서 습득한 농민의 학습효과와 효과 인 투쟁방법에 한 숙

지가 ‘상방’ 증가에 향을 주고 있다. 농민들은 직⋅간  분규경험에서 문제를 

크게 일으킬수록  상 기 을 끌어들일수록 이익이 크다는 것을 학습했다. 

여기에 사회단체의 지원과 활동가의 등장은 언론과 ＳＮＳ를 활용하는 등 기

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토록 했다. 여섯째, ‘상방’에 한 엄격한 

리방침인 ‘상방책임제’의 도입, 그리고 기층간부 승진에서 평가 항목이 추

가되면서 ‘상방’의 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래서 각  정부는 ‘상방’을 못

하도록 사회활동가나 핵심인물에 한 감시와 회유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격 인 리는 주민과의 마찰을 증폭시켜 기층간부와 농민 사이의 긴장

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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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능력과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상 정부는 사안을 발생지역 

기층정부로 되돌려 보내게 되는데, 이 때 해결주체는 권한이 미약한 기

층정부가 되기 때문에 이들 기층간부의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게 상 정부와 주민들로부터 이 의 압력을 받는 존재인 ⋅향진간

부는 ‘상방’과 련해서는 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은 

집단 으로 서로 략  력을 통해 상부의 지시와 주민의 요구에 

응한다. 즉 상부의 명령에는 책임과 권한범 를 최 한 상부로부터 끌

어들이고, 주민에 해서는 회유와 결탁을 포함한 다양한 합법⋅불법

인 방법을 동원한다. 

Ⅳ. ⋅향진 략  집단의 조직내부 행  

1. ⋅향진 간부의 업무환경과 응 

기층 도간부 생활은 생각보다 어렵고 승진의 희망도 밝지 않은 곳

이다.20) 더구나 향진간부는 권한이 매우 어서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

는 일이 별로 없다. <지방정부조직법>에는 향진정부에 많은 직권을 부

20) “ 로는 수 천 개의 실이 걸려 있지만, 아래로는 바늘하나 꽂을 데 밖에 없다.” 

이 말은 향진 기층간부가 처해 있는 입장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비유이다. 즉 

로는 상 기 과 감독기 이 층층이 존재하지만, 아래로는 정작 일을 시킬 

상과 권한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상 기 은 업무편제에 없는 일을 시

키거나 심지어 같은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지시하는 경

우도 있어, 기층간부들이 받는 심리  압박은 상당한 수 이다. 한 향진간부

는 보통 10∼20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어 심신이 피로한 상태로 근무한다. 그

래서 휴일도 없는 이들의 근무형태는  ‘5+2’로 묘사되는데, 임명 기 몇 년은 

휴일이 거의 없다. 한 조사에 의하면, 향진간부의 96%가 그들의 업무가 무 

과 하다고 응답한 사실도 이들의 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赵晨, 2017: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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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지만, 실 으로 그런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

러나 업무 수행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법률의 권한규정에 따라 책임

을 묻게 되므로, 향진간부는 매우 억울한 치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

다. 그리고 기층간부를 어렵게 하는  다른 이유는 경제  어려움이다. 

2016년말 기 으로, 첫 부임한 간부의 연 은 략 3.5만 안이고, 

사원은 3.7만 안, 과원 은 4.1만 안, 부과 은 4.5만 안, 과 은 

4.9만 안 정도 된다.(赵晨, 2017: 84) 여기에 각종 수당과 보조 을 합

하면 향진간부의 기본수입은 연간 략 4∼7만 안 정도여서 낮은 연

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데 한 몫 한다. 

한편, 과도한 성과경쟁에서 오는 스트 스도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 

향진 당서기나 향진장은 일선간부의 업 이 좋지 않으면 자신의 승진기

회도 멀어지기 때문에 간부들에게 높은 실 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

래서 기층간부의 업 은 사실상 ‘연좌제 혹은 상하연동제’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만약 실 이 좋지 않으면 상 으로부터 질책도 심하지만 동

 간부들의 원망을 받게 된다. 여기에 동 의 간부들과 경쟁에서도 경

제⋅환경⋅안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종합순 를 보기 때문에 이들 

기층간부는 제 로 쉴 틈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런데 이런 근무

환경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간부로 승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좌 감이다. 한 에는 보통 수천 명의 간부가 일을 하지만, 처

(处级) 자리는 10여 개에 불과하고, 과 (科级)도 100개가 되지 않는

다. 성 정부 간부는 6∼7년 근무하면 과 이나 처 으로 승진도 할 수 

있지만, 기층간부에게는 이런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사실이 의욕

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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级别 行政职务 직　　　　책
승진 

직

7∼10

处级正职, 

县级正职, 

调硏员

앙부처 국장, 성정부 처장, 지 시 국장,  당서

기, 장,  인 원장,  정 주석
12∼18

8∼11

处级副职, 

县级副职, 

理调硏员

 부서기,  상무 원, 부 장,  인 부 원장, 

 정 부주석, 지 시 부국장
14∼20

9∼12

科级正职, 

乡级正职, 

主任科员

향진 당서기, 향진장, 사처 주임, 향진 인 원장, 

시 국장, 지 시 처장
16∼22

9∼13

科级副职, 

乡级副职, 

副主任科员

향진 부서기, 부향진장, 향진 사처 부주임, 향진 

인  부 원장, 시 부국장, 지 시 부처장
17∼24

9∼14 科员 *股所级( 도직무 아님, 말단 직 ) 18∼26

10∼15 办事员 *股所级( 도직무 아님, 최말단 직 ) 27∼29

＜표 2＞ ・향진　 도직무・직 과　상 기 　동 직 　

그 기 때문에, 일부 은 엘리트를 제외하면 향진간부의 상당수는 

승진을 포기한다. 여기에는 학력 부족과 나이제한에 걸리는 경우도 있

으나, 더 많은 간부들은 승진에서 능력보다 인맥이 더 크게 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게 승진을 포기한 간부들은 상 기 의 실 평가

를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조직 리 방침에도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기

도 한다. 이들은 비록 자포자기한 것은 아니지만 승진 의욕이 없어 일

을 하지 않으려는 책임회피형이 많다. 그리고 실 을 올려 좋은 평가를 

받기 보다는 하루하루 무사히 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형 인 복지부동

의 자세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들은 업무에서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을 

최선이라 보고, 만약 책임져야 하는 일이 생기면 최 한 미루거나 다른 

부서로 돌리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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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간부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먼 , 규정성 업무로

는 주로 상 기 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이다. 이는 정책집행에 한 것

이기 때문에 결과평가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할지역의 

실정에 맞게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발 을 선도하는 임의성 업무이다. 

그런데 이 역은 일을 많이 할수록 책임 역도 커지게 된다. 물론 실

평가에서도 잘한 부분에 한 인센티 보다는 잘못한 것에 한 지

이 주류를 이룬다. 그래서 부분은 ‘일하지 않고, 튀지 않고, 잘못을 범

하지 않는’ 보신주의로 흐르게 된다. 복지부동은 주로 이 두 번째 역

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평가제도의 한계와 크게 연 되어 있는 제도

인 문제이다. 

그래서 기층간부의 이런 복지부동은 개인 인 성향보다는 구조 인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첫째, 업 평가에서 정책실수를 인정

하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다. 즉 의욕 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발생한 

실수에 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 제도가 장에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시진핑이 강력한 개 드라이 를 추진하자 기층간

부들은 더욱 몸조심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주석은 이를 해소하기 

해, 정책오류를 일반 잘못과 구분하여 기층간부의 극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3개 구분’을 강조하고 있으나,21) 일선 장간부들이 이를 어느 정

도 받아들일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둘째, 기층간부는 지 가 낮고 

권한이 작으며 보수가 무 어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를 들

어, 향진정부에서 15년차 근무 (2011년 副科级으로 승진)인 한 공무원

21) ‘三个区分’은 ①간부가 개  추진과정에서 경험부족과 선행  시범내용이 없어 

범하는 실수는 명백한 기율 반 행 와 구분 ②상 기 에서 명확한 지침이 없

어 실험 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발생한 실수는 상 기 이 명백히 한 사업을 

추진하다 발생한 잘못과 구분 ③발 을 해 추진하다 무의식 으로 범한 과실

은 사익을 취하려고 기율을 한반 행 와 구분한다는 내용으로 기층간부의 

극성을 추동하기 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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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16년 월 이 3,360 안에 불과했다.(人民日报, 4월 22일: 2016) 

국은 정부기구를 축소하면서 많은 업무를 기층정부로 이 했다. 그런데 

업무의 부분은 사소한 정책집행이어서 업무량이 폭 늘어났지만 그 

성과는 드러나지 않는다. 즉 기층간부의 일은 범 가 범 하고 자잘

하면서 번잡하고 복잡하게 얽힌 일들이어서 하루 종일 매달려도 끝나지 

않지만, 일년 내내 업무성과를 내기도 어려운 것들이다.22) 셋째, 국의 

행정체계는 ‘직능별 동일구조’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일을 시킬 

부하가 거의 없는 기층간부는 많은 상 기 을 모시고 산다. 그런데 승

진기회는 매우 제한 이어서 80% 이상은 향진장⋅향진서기⋅ 정부 직

능부문 정직(국장)인 과 (科級)에 이르지 못하고 부과 (副科級) 이하

에서 정년퇴직을 한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기층간부가 승진하는 길은 

나라로 가는 길만큼 어렵다”는 말이 리 회자되고 있다.23) 

한편, 상당부류의 기층간부는 에서 지 한 제도 인 요인과 개인

의 조건(학력, 능력, 꽌시 등)이 불충분한 이유로 복지부동이나 의도

인 회피자세를 보인다. 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王静, 2017: 43) 첫째, 소수이기는 하지만 법률로 지정된 업무를 이행하

지 않거나 상 기 의 명령을 시에 수행하지 않는 유형이 있다.24) 둘

22) 여기에 업무분장이 불분명하여 책임소재가 확실하지도 않다. 그 기 때문에 연

말 업 평가에서도 개인 실 에 다른 평가가 어려워, 객  업 보다는 같은 

분야에 근무하는 간부는 체로 비슷한 평균 인 수를 받는다. 이런 평가는 

일을 많이 하거나 게 하거나 차이가 없어 일선 간부의 무임승차를 조장한다. 

이런 조건에서 이들의 보신주의와 개인 부업활동은 그들로서는 일종의 합리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다. 

23) 다시 말해, 앙정부 지도자는 지방정부에서 업 을 인정받아야 승진하는 ‘잠재

규칙’이 통용되고 있으나, 기층간부에게는 이 원칙이 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상은 지방에서 출발해야 하고, 맹장은 병졸에서 선발해야 한다(宰相必起于州
部, 猛将 必发于卒伍)”는 춘추시  이래의 명언도 기층간부에게는 그  액자에 

새겨진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24) 를 들면, 2014년 개정된 <환경보호법>에는 환경지표 달성 책임을 해당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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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임무를 당히 수행하는 시늉만 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는 회피성 행 가 가장 두드러진 유형이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실

이나 개인 인 이익에 련된 일은 극 으로 추진하지만, 책임지기 

곤란한 일에 해서는 선택 인 회피 략으로 일 한다. 이런 행 는 

성과를 평가하거나 실  부족을 문책할 때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경

우가 많아 기층정부 개 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셋째, 간부의 

행 가 비록 부정부패는 아니지만 권력을 남용하여 공공자원을 낭비하

는 등 부정  결과를 래하는 경우이다. 이런 비효율과 낭비는 기층정

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 간부에 한 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권한-

책임 일치원칙’에도 벗어나 행정개 을 방해하고 있다. 

2. ⋅향진 간부의 승진방식과 성장네트워크

국에 존재하는 이 2,800여 개에 이르기 때문에  도간부의 

성장방식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처 부직(处级副职) 이하의 도간부는 

체로 공통 인 특징과 규칙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서기와 장 

같은 처 정직(处级正职)과 그 이하를 구분하는 이유는, 처 정직의 경

우 상 기 에서 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부분인 반면, 처

부직 이하는 부분 기층간부로 출발하여 걸출한 능력을 보여  

지도자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 이들 기층간부의 성장

과정에 을 둔다. 

기층간부가  도간부로 성장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들은 상

당히 많은 직무와 직 을 거치게 된다. 향진정부의 부직(부향장, 부진장 

부서기)에서 출발해서 향진 정직(향장, 진장)─향진 당  서기─  상

정부에게 지도록 했는데, 상당수의 지방정부는 이를 극 으로 이행하지 않아 

정책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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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원, 부 장─상무부 장─ (시)  부서기의 과정을 걷거나, 혹은 

 직능부분 부직─향진 당 ⋅정부 정직─  직능부분 정직─  

상무 원⋅부 장─  상무부 장─ (시)  부서기의 길로 승진한다.

(袁国友, 2013: 43) 이때 2곳 이상의 향진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일반

이다. 

이 게 기층간부가  도간부로 승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다. 그 다면 승진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 여느 나라

와 비슷하게 국도 학력, 능력, 기회 요인이 있지만 국에는 특유의 

선발⋅임용의 잠재규칙이 존재한다. 

첫째, 당정부분이 아닌 문기술직에서 출발해 당정부분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 인 승진코스이다. 기층간부는 보통 농림⋅교육⋅공안⋅정법 

등에서 출발해 문기술분야에서 5∼8년의 실 을 쌓으면 기술원⋅과원

(科員)⋅ 사원(办事员) 혹은 임시직 간부(股所级干部)가 된다. 물론 당

정부분에서 첫 간부생활을 시작한 경우는 다른 간부에 비해 훨씬 유리

한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그 비율이 높지는 않다. 이 과정을 거

치면 그 다음으로 부향장⋅부진장 는 향진 당 원회 부서기 등의 직

책을 받는데, 여기서부터 ⋅향 기층정부의 정식 도간부 열에 들

어간다. 그리고 이후로는 승진속도가 비교  빠른 성장코스를 밟는다. 

그런데 심을 집 하여 볼 것은, 바로 정식 도간부로 들어가서 부향

과 (副乡科级) 도직무를 맡은 이 때가 능력 인정과 인맥 형성 등 승

진을 계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요한 시기라는 이

다. 한편 승진속도를 보면, 처음 임용에서부터 부 장까지 승진하는 데

는 략 20여년 정도 소요되지만 이 자리까지 오른 간부는 소수에 불과

하다. 

둘째, 처 (处级) 이상의 도간부로 승진하려면 과 (科级)인 향진 

당서기 때 활동이 결정 으로 요하다. 물론 동 인 정부 직능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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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인 국장⋅주임 등  간부생활도 요하지만, 향진 당서기에 있

을 때 인맥 리와 함께 탁월한 실 으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 

비해, 과  직무는 보통 향진간부에게는 인생과 사업에서 성공한 지표

가 되는 자리이다. 과  직 는 향진 당서기나  요 직능부분의 

정직(국장, 주임)에 해당한다. 때문에 농  지에서는 이미 상당한 권

한과 지 가 보장돼, 자신의 생각과 방침을 일선 행정에 철시킬 수 

있는 자리이다. 그리고 이 자리는 부분의 간부는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는 한계선이기도 하다. 결국 향과 으로 승진하기 해서는 부향과

(副乡科级)에서의 간부생활이 결정 으로 요한 시기가 된다. 

셋째, ⋅향 도간부로 승진하기 해서는 상 기 과 자주 연락

하는 핵심보직을 거쳐야 한다. 공실, 정부 공실, 조직부, 공

청단, 농업국, 발 개 국, 교육국, 인사국, 재정국 등 실권이 있는 부서

에서 근무한 간부는 부과 인 부향진장이나 부서기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자리는 일단 도간부로 성장하는 디딤돌이다. 그래서 여기서

부터 자신의 총체 인 능력(업 ⋅인맥⋅ 평가)을 발휘해야 한다. 이

런 핵심보직에 배치된 간부는 원래부터 유능하거나 서기 혹은 ‘5인 

소조’의 측근일 가능성이 크지만, 상 기 인 성⋅지 시 해당부문과 업

무상의 수직 계(条条关系)를 활용하여 승진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마

찬가지로, 향진 공실에서 근무하는 일반간부도 부향진장⋅향진부서기

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 성(县城) 소재지의 향진 당서기는  처 (处

级) 도간부로 승진하거나, 혹은 부처  우를 받는 인구가 많고 경제

수 이 높은 향진 당서기로 하기도 한다. 

넷째, 기층간부의 성장기간을 보면, 임용 8∼15년차가 성장의 황 기이

로 략 35∼40세 후로 도간부로 성장한다. 연경화(年轻化)정책으로 기

층간부는 이른 나이에 임명되지만, 문분야에서 몇 년간 일하고 나면 그 

후로는 상당기간 승진 정체기를 맞게 된다. 물론 승진에는 학력⋅능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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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성별을 포함한 개인 인 조건이 요한 기 이 되지만, 조직의 

후원 정도와 업무의 특수성도 강하게 작용한다. 이런 조건의 차이가 있음

을 감안해도, 승진이 빠른 간부는 임용 10여 년이 지나면 부 처 (副县处

级) 도간부로 승진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향 도간부는 임

용 5∼8년차에 부향과 (副乡科级)간부, 10∼15 년차에 향진 당서기⋅정

부 공실주임⋅농업국장⋅교육국장 등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 15년이 

지나야 부 처  도간부로 승진할 수 있다. 나이로 보면, 28∼30세 

후에 부(副)향과  간부가 되고, 35세 후로 정(正)향과  간부로 활동

한다. 이 때 부분은 향진장을 거쳐 향진 당서기나  직능부문 정직

도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40세 후가 되면  당 원회 혹은 정

부부문에서 부 처  도간부로 활동한다. 그런데 만약 부처 에서 처

으로 승진하려면 7년 이내에 올라가야 하는 일종의 계 정년이 작동

하는데, 남자는 48세, 여자는 45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최근 이 제

한이 각각 50세와 48세로 완화된 지역도 많다.

다섯째, 기층 도간부는 재직기간 동안 학력을 높이는 등 부단히 개

인능력 개발에 노력한다. 간부들의 학력을 임명시기와 재직과정으로 비

교해 보면, 부분은 재직 이후 학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간

부들이 부단히 자기계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의미이다. 농 의 많은 

기층간부는 기술고등학교나 고졸학력으로 임명되지만, 이들은 고등학교 

과정과 문  과정을 거쳐 학졸업장을 받은 경우가 많다. 문  학

력으로 간부생활을 시작한 경우에도 학을 거쳐 석사학 를 받는 이들

이 많고, 학을 졸업한 간부도 부분 학원에 진학하여 학력을 높인

다. 지역 당교라든가 국가에서 운 하는 고 학교에 진학시켜 간부의 

수 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도 있지만, 치열한 승진경쟁에서 개인의 

능력을 입증하는 객  자료로 학력이 활용되는 실에 응하기 한 

간부들의 힘겨운 노력이라고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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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층간부의 행 제약 생태환경과 응 

“ 구나 부패했고, 구나 부패한다.”는 말은 국의 부패 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부패가 결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회문화 상이라는 도 말해 다. 국은 인  네트워크로 운

되는 인정문화(人情文化)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문에 응한 

1,133명 가운데 20.39%만이 ‘인정을 시하고 법을 경시’하는 경향에 분

명한 반 의사를 표했을 뿐(표 3, 두 번째 질문항목), 65.23%는 찬성의

사를 보인 것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59.0%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공무원 친구를 찾아가는 일이 보편 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 

만큼 아는 사람을 찾아 일을 처리하는 것은 구나 하는 매우 자연스런 

행 로 인식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는 공무원이 인정 계에 노출되어 

공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부패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태환경이 매우 공고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극 

동의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부동의
부동의

극 

부동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공무원 친구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은 보편  상이다
18.46 18.91 21.63 19.14 14.27 7.59

각종 인정 계 때문에 간부들은 

공무집행에 곤란을 겪는다
18.35 25.48 21.40 14.38 15.52 4.87

출처: 谭安富 외, 2017: 59

<표 3> 기층간부의 사회생태에 한 의 인식(2016)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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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 인정문화는 꽌시(关系) 사회의 다른 표 이다.25) 그러나 

인정문화는 공평함을 합리성의 요한 기 으로 삼는 사회와 조화

를 이루지 못한다. 다시 말해, 재 국은 공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공명정 한 원칙이 사  사회에서 강조되는 인정과 법과 충돌하고 있

는 것이다. 그리고 사  역에서 범 하고 강고하게 뿌리내린 꽌시

문화가 공  역까지 지배하면서 부정부패로 나타나고 있다. 인정문화

는 사  역에서는 윤리와 의리이지만 공 역에서는 부패의 수지

가 된다. 여기에 일이 있으면 청부터 찾아 호소하는 통  정치문화

가 결합되어 공  역의 부정한 방법이 더욱 힘을 발휘한다. 이런 측

면에서 보면, 국의 공무원 부패는 역사 인 행의 문제이자 사회문

화 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회구성원의 하나인 기층간부 역시 이런 인정문

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이 공무처리 원칙만 내세워 모든 

일을 규정 로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이들이 재량권 

내에서 가능한 한 편의를 주거나 혹은 법  한계를 뛰어 넘는 결정을 

할 때도 사회  항은 상 으로 작을 수 있다. 이런 환경은 국에

서 청렴한 공직자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렵게 만든다. 

즉 개인의 의지만으로 꽌시문화의 힘을 어내기가 힘든 사회이다. 그

래서 기층간부들은 인정문화를 하게 활용하는 선에서 직무를 수행

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확보하는 합법과 불법의 타기 생활

25) 꽌시는 자신과의 친소 계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이 (礼)라는 유교문화의 

체 이다. 즉 구에게나 동등한 우를 하는 것이 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우 하는 것이 진정한 법이다. 따라서 아는 사람이 부

탁을 하면 이를 들어주는 것 한 지극히 자연스런 사회규범이고, 이런 규범이 

바로 인정문화이다. 이 인정문화는 신뢰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사회  거

래비용을 이고 일을 처리하는 속도를 높이는 요한 사회기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원만하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는데 정 인 기능도 많은 문화시스템

이다. 



‘전략적 집단’ 중국 현⋅향진 영도간부의 행위기제 연구  149

을 하고 있다. 한 ‘상방’ 같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에 해서는 최

한 법률 규정을 강조하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생존방식을 찾는 동시에 

농민들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기 해 법집행에는 소극 으로 임하는 경

향이 강하다. 

Ⅴ. 결론

국에서 정부는 국가-사회 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행정단 이

다. 정부는 앙정부의 부분의 기구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민

들과 직  면해야 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은 국가의 축소 이고 

장은 여 히 건시  감의 별칭인 ‘부모 ’(父母官)의 역할을 한다. 

한 은 국에서 가장 역동 인 정부단 이자 행정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경제발 에 기여한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큰 

것도 정부이고, 간부들의 창의성과 극성이 가장 잘 드러난 것도 여

기이다. 그리고 정부개 과 정책집행의 효과를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 여부도 정부의 행정에 달여 있다. 정부는 행 재량권을 가진 마

지막 층 의 정부이지만 농민이 직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정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삼농문제를 해결할 주체이고 농 을 

안정시킬 책임이 주어진 기 이다. 여기에 행정개  방향이 정부의 기

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이 행정단 의 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물론, 향진정부는 농민과 직  하는 기층정부로 농민

과 호흡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정부가 재정권과 사업 할권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기 으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이 게 농 의 기층정부에서 근무하는 도간부는 조직집단 외부에 

해서는 이 게 집단 으로 략  응을 한다. 여기에는 행정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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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해 상 기 과 상과 담 을 벌이는 것을 포함해 인사권을 둘

러싼 자리확보 경쟁과 갈등이 포함된다.  성정부가 의 재정권을 

할하면서 정부의 상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인사권을 여 히 쥐고 

있는 지 시와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것은 기층 도간부들이 성과 

지 시를 상 로 동시에 훨씬 복잡한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출 한 

것이지만, 이들의 략  수단과 공간이 확 된 측면도 있다. 재정확보

와 련해서는 토지재정이 한계에 부딪히자 2⋅3차 상업을 육성해 세원

을 늘리는 고  방법 이외에도, 도시군 발 략에 맞춰 새로운 성장

주도 산업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산업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

역별 성장산업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앙과 성정부로 자원배치 권한

이 집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산업을 유치하려는 정부

의 략  응과 정치력은 어느 때보다 요해졌고, 서기와 장의 

능력도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

략  집단인 ⋅향의 도간부 조직 밖에 있는 집단인 간부 

 농민과의 계를 잘 정립하는 것은 농 거버 스 개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승진에도 매우 요한 건이다. 그러나 농업세 폐지 이후 

도간부와 간부를 연결하던 ‘이익기제’가 사라져 행정기 이 농 을 경

시하자 농 거버 스에 기가 닥쳐왔다. 농  엘리트가 간부 직책을 

멀리하면서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던 자율기제가 붕괴되고, 상  행정기

에 호소하는 ‘상방’이 폭 증가했다. ‘상방’은 간부의 승진을 막는 아

킬 스건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도간부와 농민의 긴장이 증폭되고 

있다. 한 농업세 폐지를 계기로 농 에 한 정부의 개입이 어들었

지만, 이것이 민자치 능력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부정 으로 작용하

고 있다는 이 국의 농 거버 스의 특별한 이기도 하다.

략집단인 ⋅향 도간부의 조직 내부에서는 개별 인 경쟁이 

매우 심하다. 서기나 장은 기층간부가 바라볼 수 있는 승진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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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지만 실 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향진정부에서 간부생활을 시

작해 간부로 일생을 마치는 부분의 기층간부는 여기에서 승진을 

한 실 경쟁과 료 특유의 정치행 를 개한다. 이 과정에서 추천

권과 선발권을 가진 핵심 도간부와 인맥을 구축하고, 직무와 련 있

는 상 기  간부의 이 서클에 들고, 동료와는 경쟁 속에서도 력

계를 잘 유지해야 하며, 농민의 반응을 유의해야 하고, ‘상방’ 같은 악재

를 피해야만 한다. 그러면서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해서는 원만한 인

간 계를 유지하면서도 강단 있는 리더의 모습과, 모나지 않으면서도 

능력 있는 간부로 비춰져야 하기 때문에 팔색조의 다양한 속성을 갖춰

야 한다. 동시에 이들 기층 도간부는 ‘업  운명공동체’인  ‘인사 연좌

제’에 묶여 있어 상 기 의 고과평가에 해서는 집단 으로 공동 응

하며, 상부의 정책을 집행하거나 자체 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재

량권과 정책자율권을 최 한 발휘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의 ‘ 험의 최

소화와 이익의 극 화’를 추구한다. 

국은 반부패 사정을 강화되고 있으나, 사회는 여 히 꽌시를 심

으로 한 인정문화가 지배하고 있어 간부들의 생태환경은 여 히 부패의 

수지 안에 갇  있다.  일이 있으면 청부터 찾는 정치문화가 인

정문화와 결합해 부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하기 때문에 

국에서 청렴하게 살아가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기층간부

들은 인정문화 속에서 합법과 불법의 타기 생활을 하면서 책임은 피

하고 사리는 챙기는 술의 경지로 나아간다. 료생활 자체가 오묘한 

처세 술을 실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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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Country and Township Cadre’s 

Action Mechanism as Strategic Group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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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y-level governments in China undertake a dual role; they are 

not only ag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but final decision-making 

units with autonomous policy-making power and policy-execution 

authority.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China’s economic growth in 

the past decades in that the executives demonstrated flexible and 

creative leadership in an attempt to create a new source of revenue, 

pursuing personal interests such as securing or expanding 

bureaucratic turf, keeping jobs or even boosting their careers. 

Reducing their dependence on land sales and property development 

revenu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keen to foster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in order to generate new tax revenue. Under 

the circumstances, the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o lure 

business with newly emerging business model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regional city clusters, has been 

increasingly vigorous. In this process, county-leve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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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planning and political power, which are determined by 

bureaucratic discretion, are key determinants. Many rural areas, 

however, are so marginalized and even ‘invisible’ in this 

policy-making process that there is growing number of collective 

petitioning cases and petitioners, which poses questions on the issue 

of local governance in rural are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