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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의 ‘여성할당제’는 오랫동안 ‘민주주의 선거’가 실시되었음에도 여성 정치엘

리트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제도인데 중국에서는 

거꾸로 오랫동안 여성할당제가 실시되다가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존의 여성간

부들이 낙선하였다. 여성간부들의 대거 탈락으로 ‘여성할당제’는 ‘촌민자치제’와 함

께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점정책이 되었고 향진정부의 간부들은 이 중점정책을 완수

하기 위해 선거에서 선출된 여성이 없을 경우 향진의 여성간부를 촌에 파견하거나 

마을 부녀주임을 촌위원회 선출자 명단에 끼워 넣어 여성할당 비율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여성할당제는 농민 스스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자치제의 성격을 

훼손하게 되어 두 중점정책은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이렇게 선출된 여성간

부는 정당성도 부족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라는 ‘여성할당제’ 본연의 취지에서도 

벗어난다.

  전직전선( 職 選)과 같이 부녀위원 직위를 놓고 경쟁하는 여성할당제 정책의 경

우 이 직위가 실권이 없고 주로 마을의 부녀주임 경력이 있는 1~2명의 여성들만 입후

보하기 때문에 ‘여성권력참여’가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농촌에서 여성할당제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부녀주임 외에도 선거후보로 공천 받을만한 여성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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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목적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이다. UN은 여성들이 정계에 입문하는데 사회적 제약요인이 있다는 사실

을 직시하고 1995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공

천 확대, 여성의석 확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여성 정치인의 비율

을 최소한 30%까지 끌어올리자는 내용의 《북경행동강령》을 결의하였

고, 그 후 세계 여성참정권 비율은 급격히 높아졌다.

한 편, 중국 공산당은 1931년 강서소비에트 자치구 시절부터 “여성 정

치참여권 보호(保護婦女參政權)”라는 이름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해 왔

다. 여성할당제는 민주선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데 중국은 민주선거 없이

도 “여성대표와 여성간부의 일정비율을 확보한다”는 공산당의 결정만으

로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을 어느 정도 보장해 왔던 것이다. 중국에서 기

층민주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이 1998년이었던 것을 생각

해 보면 중국에서는 ‘민주선거’와 ‘여성할당제’라는 두 제도의 순서가 뒤

바뀌어 실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보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 개혁시기 이후 여성들이 집체노동에서 벗어나 농가

로 귀속되면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농촌에서 

‘여성할당제’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촌민자치제’의 자치

적인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촌민 소조장, 촌민대표들 가운데 여성 비율을 50%까

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여성할당제가 실시된다면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적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되어 촌민위원회 선거에 나갈 여성후보의 인력풀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정치저변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 향진간부가 ‘촌민자

치제’의 자치적 성격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 ‘촌민

자치제’의 자치적인 활동이 강화되면서 ‘여성권력참여’를 높여나가는 것이 되어 이 

두 중점정책은 긴장관계가 아닌 보완관계가 될 수 있다. 

주제어 : 민자치제, 여성할당제, 기층선거, 북경행동강령, 사회주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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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국농촌에서 ‘기층선거’가 없을 때는 공산당이 규정한 대로 일

정 비율의 여성간부 수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선거제도가 도입되자 기존

에 임명되었던 여성간부들이 대거 탈락하였다. 이와 같이 촌민들의 자치

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중점정책이 된 기층선거가 그 이전부터 공산당

의 중점정책이었던 ‘여성할당제’의 근간을 약화시키자, 지방정부는 여성

할당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런

데 ‘촌민자치제’는 향진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촌민들이 스스로 행정간

부를 선출하는 ‘자치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여성간부의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향진정부의 개입은 이를 역행하는 것이 되어 이 두 중점정책은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된다.

‘여성할당제’는 선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조건이 부족해도 일단 정치

엘리트로 활동하면 결국 실질적인 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근

거한다.1) 그렇다면 중국 기층선거에서 향진정부가 자치적 성격을 약화시

키면서 진행하는 여성할당제 정책들은 농촌에서 실질적인 성별 정치평등

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중국의 기층간부들이 ‘촌민자치제’에 반(反)하는 선

거 개입을 통해 여성간부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여성할당제’ 원래의 취

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촌(村)단위에서 ‘촌민자치제’의 

자치적인 성격의 훼손 없이도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가능한가를 보고자 

한다.

B. 기존연구의 검토

본 연구는 중국에서 ‘촌민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기존에 진행되던 ‘여

성할당제’와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촌

민자치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층선거의 도입이유와 과정2) 그리고 기

 1) 김민정,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서울: 인간사랑, 2016), 13쪽.
 2) Kevin J. O’Brien and Liajiang Li, “Accomodating “Democracy” in a One-Party S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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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선거 절차를 소개한3) 연구와 향진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치적

일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4) 중국 농촌의 기층선거와 관련된 

‘여성할당제’ 연구는 주로 다음의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는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제시하고 참여율이 낮은 원인들을 살펴보는 연

구들이다. 이는 시대불문 농촌의 성별역할 관습이라는 전통적인 사고와 

여성개인의 자질 부족 등을 원인으로 제기하는 연구와5) 개혁시기 농촌의 

변화로 인해 여성들이 전문성(학력)과 경제력에서 밀려난 것을 원인으로 

보는 연구6)로 나누어진다. 

두 번째는 주로 각 지역에서 실시되는 여성할당제 정책을 소개하는 연

구보고서들이 있다. 기층선거 실시 이후 기존 여성간부들이 대거 낙선하

자 공산당은 각 성에서 여성할당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

고 성 단위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어졌다. 이러한 시범 정책들 가운

데 여성대회 직접선거(婦大 直選),7) 전직전선( 職 選),8) 성별양표제

(性別兩票制) 등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며9) 주로 농촌기층선거에 여성

할당 비율을 높이려는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시범정책들의 내용과 실시과정을 주로 보고 있을 뿐 

이러한 구체적인 ‘여성할당제’ 정책들과 ‘촌민자치제’간의 관련성까지 보

Introducing Village Elections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Vol. 162(2000).
 3) 조수성, ｢중국촌민위원회선거-모델 조사분석｣, 국제학논총 제3집 (1998), 1-28쪽.
 4) 이동영, ｢중국 농촌 촌민위원회 간부들의 역할선택 연구｣, 國際政治論叢 제49집 1호

(2009), 255~276쪽; 이동영, ｢촌민자치 실시 과정 중 향진정부의 통제와 촌민위원회의 행
정화｣, 유라시아연구 제7권 3호 (2010), 211-231쪽.

 5) 李毅, 袁玲紅, “農村婦女政治參 的天花板效應及 策,” 山東行政學院學報 第8期
(2014), pp.  46-50; 欒愛峰, “從法律的差距透視中國婦女參政,” 山東敎育學院學報 第6
期 (2006), pp. 117-120.

 6) 柳莉, “改革後中國農村工業化 農村婦女政治精英構成的變化-以浙江省C T鎭T村爲例,”  
浙江學刊 第6期 (2003), pp. 202-207.

 7) 丁娟, 李文, 黃桂霞, “2005年以來中國婦女參政的進展 挑戰,” 中華女子學報 第1期 

(2010), pp. 93-95.
 8) 李慧英, “婦女 參政,” 中國婦女發展報告 No 1(95+10), (北京: 社 科學文獻出版社  

2005), pp. 241-263.
 9) 陳琼 ․ 劉篠紅, "保護性政策 婦女公共參 -湖北廣水H村 “性別兩表制” 選擧試驗觀察

思 ," 婦女硏究論叢 第1期 (2008), pp.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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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는 못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여성할당제를 통해 촌위회에서 직위를 얻는 것이 ‘여

성할당제’의 목적인 여성권력참여를 가져오는가를 보고자 하는데 농촌에

서 선출된 여성간부는 주로 여성업무만을 담당하고 촌 전체의 일을 결정

하는 실권을 가지지 못하며 급여와 복지 면에서 남성위원과 차별을 받는

다는 연구가 있다.10)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여성의 업무

특성으로 인한 차별 이유를 살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농촌에서 여

성간부 비율이 여성의 진정한 권력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범정책들 

가운데 어떤 부분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하는지를 분석하여 ‘촌민자치

제’와 ‘여성할당제’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중국의 ‘여성할당제’와 선거제의 도입

A. 중국 ‘여성할당제’의 역사

정치영역에서의 ‘여성할당제’는 여성이 정치권력에 참여하는 것이 남

성에 비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여건을 반영하여 정

책결정기구에 일정한 숫자의 여성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이다.11) 일반적으로 여성할당제는 오랫동안 민주주의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선거제도’의 틀 안에서 여성들이 정치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한 편, 중국공산당은 ‘농민운동’과 ‘여성해방’ 등 중국사회에서 가장 억

압받는 두 집단의 해방을 기치로 내걸고 혁명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남녀

평등’의 정책 기조가 경제영역뿐 아니라 정치영역에도 반영되어 의회인 

10) 李慧英, 田曉紅, “制約農村婦女政治參 相關因素的分析-村委 直選 婦女參政硏究,” 
中華女子學院學報 第2期 (2003), pp. 6-11.

11) 조현옥, 신은영 외(저), 여성정치할당제 (서울: 인간사랑, 2011), 1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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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뿐 아니라 당․정(공산당과 정부) 각 부문에서 일정정

도 비율의 여성간부를 뽑아 ‘여성할당제’가 잘 지켜져 왔다.12) 

중국은 이미 1930년대 공산당 점령지역인 강서소비에트 시기부터 각 

지역 인민대표회의에 25%의 여성정치할당제를 실시하였다. 건국 이후에

도 덩샤오핑(鄧 平)은 1956년 9월 《중국공산당 제8차 전국대표대회보

고》에서 ‘여성 간부 양성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은 반드시 여성간

부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문제에 대해 큰 결심을 해야 하며 여성 간부들이 

부단히 앞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13)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자도 할 수 있

다”는 표어와 함께 농업과 산업분야에서 성과를 보인 여성 모범노동자들

이 ‘진정한 혁명정신이 살아있는 모델’로 선발되어 전국적으로 선전되었

고 정치 스타가 되어 고위직에 올랐다. 1980년 전국의 여성 간부 수는 

470여 만 명으로 전체 간부의 26%였다.14) 

그런데 ‘여성할당제’는 오랫동안 실시된 ‘민주주의 선거’가 여성의 정

치권력 참여를 가져오지 못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제도인

데 중국에서는 거꾸로 오랫동안 여성할당제를 실시한 뒤에서야 선거제도

가 도입되었다. 즉 중국은 1949년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계속 여성할당

제를 실시하던 중 1978년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된 이후 정치개혁의 일환

으로 ‘사회주의 민주’ 선거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적인 선거

제도 도입 이후 기존에 공산당이 임명한 여성간부들이 낙선하여 선거제

와 ‘여성할당제’ 간에 모순을 보이게 된다. 

12) 신은영, ｢중국 전국인대 여성할당제의 분석과 평가｣, 중국지식네트워크 제 8집 (2016). 
135쪽.

13) 董妙玲, “建國以來婦女幹部選拔任用的歷程及其基本經驗,” 河南大學學報 41(4) (2001), 
p. 36.

14) 韓賀南, “新中國參政婦女群體結構的變化及其原因 影響” 中華女子學院學報 第3期 

(1998),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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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여성할당제’에 역행하는 사회주의 ‘민주’

후진타오 총서기가 2007년《제 17차 당 대회 정치보고》에서 “흔들림 

없이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건설하자”고 했을 때, 그는 그 전 20년간의 민

주적인 제도화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15) ‘사회주의 민주’는 ‘당내 민주’

와 ‘인민 민주’ 두 가지 영역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가운데 ‘당내민주’는 

차액선거(差額選擧 :한 명 이상의 후보 가운데 선출함)를 통한 공산당 권

력구조의 제도화를 의미하며 ‘인민 민주’는 농촌의 ‘촌민위원회’ 선거를 

뜻한다. 

중국공산당이 처음으로 차액선거를 실시한 것은 1987년 13차 당 대회

였는데 당시 전국대표대회는 정수보다 20%, 중앙위원 및 중앙기율위원은 

5%, 후보위원은 12%를 넘는 후보자들을 명단에 올려 그 가운데서 선출

하였다. 그 결과 중앙위원 4명, 후보위원 10명, 중앙고문위원 16명, 중앙

기율위원 4명이 각각 낙선하였다.16) 

《중국여성신문(中國婦女報)》에 따르면 1987년에서 88년까지 실시된 

각급정부 선거에서 여성간부들이 속속 낙선하였다. 허난(河南)성 안스(安

師)현(縣) 안스향(鄕) 양급 당위원회와 정부 부서에는 단 한 명의 여성간

부도 남지 않았고 산시성(山西) 후이베이띠(匯北地) 구(區)의 경우 기존

의 13명 여성부현장들이 선거에서 전부 낙마하였다.17) 

이렇게 여성간부들이 차액선거에서 낙선하자 “선거제 하에서 여성의 

할당비율을 유지하라”는 내용의 새로운 ‘여성할당제’가 공산당의 중점정

책으로 다시 강조된다. 1989년 11월 중국공산당 총서기 쟝쩌민(江擇民)은 

여성관련 대중단체인 ‘중국여성단체(全中國婦女聯合)’의 집행위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금 각급 당위원회가 지도급 간부들(領 班子)중 여

성 간부비율이 너무 낮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15) 新華網, 2007. 10. 24. http://hn.rednet.cn/c/2007/10/26/1356184_5.htm(검색일 2017.3.10). 
16) 모리 가즈코, 현대중국정치 : 글로벌 강대국의 초상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3), 122쪽.
17) 董妙玲 (2001),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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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발언 이후 1989년과 1990년, 중앙과 지방의 당 조직들은 ‘여성간부 

선발을 위한 업무회의’를 수차례 열었고 그 결정에 따라 여성간부의 비율

을 다시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조치들이 실시되었다. 이것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1990년대 초반부터 여성 간부 비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

했다.18) 그렇지만 농촌의 ‘촌민위원회’ 선거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전

국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국단위에서 나타난 ‘여성간부의 

낙선사태’는 촌급 단위에서는 15년 정도 더 늦게 나타나게 된다. 

C. ‘촌민자치제’와 기층선거의 실시

중국농촌은 1958년 이후 점차 집단화되어 인민공사(人民公社) – 생산

대대(生産大隊) - 생산소대(生産 隊) 단위로 20년 동안 집단농업을 하다

가 1980년대 초반에 각 농가가 생산방식과 생산물 처분을 결정한다는 내

용의 ‘농가생산책임제’로 전환하였다. 그 후 인민공사는 향진정부로, 그리

고 생산대대와 소대는 촌민위원회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1984년 말, 전국

의 70여 만 개의 생산대가 95만여 개의 촌민위원회로 바뀌었다.19) 지역별

로 촌의 인구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1,500명에서 3,000명 정도이

다.20) 

‘촌민자치제’는 인민공사가 해체되면서 권력의 공백이 나타나자 당장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80년 말과 1981년 초 광시(廣西)성

의 몇 개 마을에서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던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

18) Ibid, p. 37.
19) 촌 행정단위가 70만 개에서 95만 개로 늘어난 이유는 남부 중국의 경우 한 개의 생산대대

가 12개의 자연촌을 포괄하는 곳도 있어 윈난(雲南)성과 광동(廣東)성은 생산소대를 촌민
위원회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Kevin J. O’Brien and  Li Liajiang (2000), pp. 471-472.

20) 조수성의 현지조사 지역인 허난성(河南) 루난(汝南)현에는 21개의 향․진(鄕․鎭)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인 라오쥔먀오( 君廟) 진(鎭)에는 14개의 행정촌이 있는데, 인구가 가장 
적은 촌은 1,416명, 가장 많은 촌은 3,038명였고, 이동영의 현지 조사 지역이었던 3개 촌
은 인구가 각각 1,935명, 1,974명 2,937명이었다. 조수성 (1998), 1-28쪽; 이동영 (2009), 
255~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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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1) 그러나 농촌에서 촌민위원회 선거가 중국의 전 지역에서 매 3년

마다 예외 없이 실시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1982년 

헌법에 “농촌에서 선거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지만 1987년 11월이 되

어서야 관련 선거법인《中華人民共和國村民委員 組織法/試案(이하 ‘촌

위회조직법/시안’으로 약칭)》이 13번의 수정을 거친 뒤에서야 전국인민

대표대회에서 통과되었던 것이다. 

기층선거는 1980년대 초반 인민공사 해체 이후 농민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부담금 및 기층간부들의 전횡이나 부패 문제로 고조된 농민불만

을 ‘자치’를 통해 해소할 목적으로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

원장이었던 펑전(彭眞)이 적극적으로 그 실행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찬성

과 반대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바로 실행되지 못하고 수많은 수정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이다. 기층의 현(縣) 및 향진(鄕鎭)의 간부들은 촌민

자치가 농촌지역에서 당의 통치 지위를 약화시키고, 농촌지역에 씨족이나 

가족 등 종파세력이 다시 만연할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 공산

당 중앙조직부와 정부의 민정국은 기층선거가 농촌지역 관료들을 혁신시

키고 농촌지역에 대한 중앙의 정치적 통제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

는 입장이었다.22)

그리하여 1988년 ‘촌위회 선거법/시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촌위회 선

거’는 기층간부들의 반발로 그 시행이 순조롭지 않았다. 1989년 첫 번 째 

시범 선거에서 산동성(山東)의 향(鄕) 간부들 가운데 60%가 선거 실시를 

반대했고,23) 1990년 전국적으로 시범촌을 지정하여 선거를 실시하라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9호 문건》이 공표된 이후인 1991년의 제2차 선

거에서도 산시성(山西)의 시범현(縣)이었던 허커우(河口)현 150개 향(鄕) 

21) Kevin J. O’Brien and Li Liajiang (2000), p. 465.
22) J. James Kennedy, "The Implementation of Village Elections and Tax-for-free Reform in 

Rural Northwest China," in Elisabeth J. Perry and Merle Goldman(eds), Grassroots 
Political Reform in Contemporary China(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pp. 
48-74.

23) Kevin J. O’Brien and Li Liajiangi (2000), p.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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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60개 향이 여전히 선거를 하지 않았다.24) 이러한 저항들이 있었지

만, 1998년 1월에 이르러 공식적인 《촌위회조직법》이 수정 반포되면서 

기층선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쟝쩌민(江擇民)은 ‘촌민자치제’ 선거

가 “농가생산책임제와 향진기업에 이은 세 번째 위대한 발명”이라고 추

켜세웠다. 

1998년 전국적으로 선거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지만, 실제로 선거를 실

시한 촌은 82%, 여러 후보자 가운데 선출하는 ‘차액선거’를 시행한 촌

은 60% 정도에 불과했다.25) 그러나 1999년 제4차 기층선거 이후 그 때

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공산당 중앙조직부(中組部)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2002년 제5차 선거부터는 거의 모든 촌에서 차액선거

를 하게 되었고26) 바로 이 선거에서 마치 1987년 전국단위 ‘민주’ 선거

에서처럼 기층 여성간부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기존의 여성할당제를 위

협했다.27) 

Ⅲ. ‘촌민자치제’와 ‘여성할당제’ 간의 관계

A. 기층민주 선거와 여성할당제

인민공사 시절 농촌의 여성할당제는 《농촌합작사장정(農村合作社章

程)》의 제60조에 “합작사의 지도자와 업무인원 가운데 일정한 수의 여성

이 있어야 한다. 합작사 주임과 관리위원회 부주임 가운데 최소 1명의 여

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이것이 잘 지켜졌다.28) 전국의 70만 개

24) Ibid, pp. 478-479.
25) Kevin J. O’Brien and Li Liajiang (2000), p. 486.
26) Daniel Kelliher, “The Chinese debate over village self-government,” The China Journal 

No. 37 (1997), pp. 63-86.
27) 柳莉, (2013), p. 202.
28) 婦女參政課題組, 新中國婦女參政歷史足跡 (北京: 中國婦女出版社, 1991),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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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대대 가운데 70% ~ 80%에 여성 주임 혹은 부주임이 있었다29)는 

연구결과를 보면 이 시기 전국적으로 약 50만 명 정도의 기층 단위 여성

간부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개혁시기 중국농촌에서 여성할당제는 1988년 기층민주선거가 일부지

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기 시작될 때부터 선거법의 규정을 통해 강조

되었다. 1988년에 공포된 《촌위회조직법/시범안》의 제 8조는 “촌민위

원회 성원 가운데 응당 일정한 수의 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 

규정은 1998년 촌민자치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공식화된 《촌위회

조직법》 제9조, 그리고 2010년 수정된 《촌위회조직법/수정안》제6조로 

계속 유지된다. 이와 같은 중앙의 법규는 ‘응당’ 혹은 ‘일정한 수’와 같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급(省級), 현급(縣級)으로 내려오면서 

보다 구체화된다. 가령 성급 단위에서 허난성(河南), 후베이성(湖北), 후

난성(湖南), 시짱(西藏), 깐수성(甘肅) 등 5개 省의 선거법은 2002년의 ‘촌

위회 선거’에서 ‘최소한 1명의 여성’위원이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

을 하였다.30) 

그러나 1998년 농촌에서 기층민주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자 기존의 

여성간부들이 많이 낙선하였다. 가령, 1999년 선거에서는 전국의 正․副

鄕長 가운데 10%만 남아 1970년대의 1/7의 수준이 되었고, 광시성(廣西)

의 경우 14,822개 촌위회 가운데 약 40%정도인 6,067개 촌에서 일하던 

여성 간부들 가운데 1/3의 여성들만이 자리를 유지했다. 또한 산동성(山

東)의 한 시범진(鎭) 선거에서도 60개 촌 가운데 7명의 여성만이 촌위원

으로 당선되었다.31) 광시성의 상황을 인민공사 시절 여성간부 상황과 비

교해 보면 1980년까지 여성간부들이 활동하던 촌이 70~80%라고 했는데 

29) 董妙玲 (2001), p. 36.
30) 신은영․민귀식, ｢중국식 여성할당제의 적용｣, 中 硏究, 39(2)(2015)은 기층선거와 관

련된 여성할당제의 정책이 중앙조직부(공산당)와 민정부(정부기관), 그리고 전국부련(대
중단체)의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성급 이하 단위에서 점차 구체화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
다.

31) 李慧英 (2005),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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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의 광시성에서는 40%의 촌에서만 여성간부가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층선거가 성 전체로 확산되면서 1/3가량만 자리를 유지했다는 

것은 그나마 40%의 촌에 남아 있던 여성간부의 60~70%가 낙선했다는 

것을 뜻한다. 

《촌위회조직법》에 ‘여성할당제’ 조항을 명시했는데도 여성간부들이 

낙선하자 중국공산당은 농촌 기층선거에서도 여성할당제를 완수해야 할 

중점정책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특정

정책을 중점정책으로 결정하면 지방정부는 이를 반드시 집행해야 하고 

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매년 인사고과를 비롯해 5년 임기마다 승진 여

부를 결정하는 업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32) 이러한 정책집행은 상

급 黨․政단위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성(省)-현(縣)-향진(鄕鎭) 단

위로 내려간다. 결국 기층의 향진정부에게 ‘기층선거실시’와 ‘여성할당제’ 

모두 완수해야 할 중점정책이 되었다. 그래서 2002년의 차액선거 실시로 

여성간부들이 대거 낙선하자 2005년 선거부터는 여성할당제라는 중점정

책을 완수하기 위해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여성할당제 관련 시범정책들이 

나오게 되었다. 

B. 여성할당비율 확보를 위한 시범정책들

촌위회 여성간부의 당선비율을 높이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선거에서 여성의 경쟁능력을 제고

하여 우수한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

나는 강제적 규정으로 여성간부 비율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여성대회 직선’이다. 중국의 여성 대중단체인 ‘중

국여성연합(이하 ‘부련’으로 약칭)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2008년 기준 전국의 부련기초조직은 83만 3,000개이고 여성간부는 7,600

32) 조영남, “중국의 꿈”, 한국고등교육재단, 중국,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5), 97-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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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이다.33) 

후베이성(湖北) 셴탸오(仙桃) 와 허베이성(河北) 치엔시(遷西)현은 촌

민위원회 선거 1년 후에 상급 당위원회 임명 혹은 간접선거를 통해 부련 

지도자를 결정하던 것을 촌위원회를 실시하는 해에 같이 직접선거로 선

출하는 것으로 바꾸어 현(縣) 내 1,500여 명 여성간부들에게 한 달 가량 

모의직선과 경선연설 등 선거경쟁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실시하여 선

거 경쟁력을 높였다. 헤이롱쟝성(黑龍江)에서는 2010년 초 전 성 83% 지

역에서 여성대회 직선을 실시하였다.34) 

두 번째 방법은 촌위회의 한 자리를 여성에게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다. 

향진정부에게 ‘여성할당제’는 중점정책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히 1명의 여

성간부를 확보하려 하고 여성이 선출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한 명의 여성

간부를 만들려고 한다. 

1) 쟝시성(江西)은 투표용지에 반드시 여성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는

데도 개표결과 여성위원이 선출되지 않으면 ‘간부초빙’형식으로 여성을 

촌민위원회 성원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여성 1인’의 성원을 확보하였

다. 

2) 허난성(河南) 지위엔시(濟源 ) 쓰리향(思禮鄕)은 여성의 직위를 정

하여 여성만 뽑도록 하고 그래도 여성당선자가 없으면 공석으로 비워두

고 초빙하는 ‘전직전선( 織 選)’ 방식을 실행하였다.35) 

3) 후난(湖南)성도 2002년 《제5차 촌민위원회 선거업무실시방안》에

서 선거결과 여성이 선출되지 않으면 위원 수를 한 명 더 늘려 여성후보

들로만 선거를 하도록 했다.36)

그 외에도 선거에서 여성간부가 한 명도 선출되지 못할 경우 향진정부

가 향급 여성 간부를 촌단위에 파견하여 직위를 촌 소속으로 하여 여성할

33) 丁娟, 李文, 黃桂霞 (2010), p. 95.
34) ibid, p. 96.
35) 李慧英 (2005), p. 246.
36) ibid,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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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비율을 확보하는 “향관초빙(村聘鄕管)” 제도와 촌위회 선거경쟁이 심

할 경우 일단 낙선시킨 뒤 그 마을의 부녀주임을 촌민위원회 간부로 편입

시키는 경우도 있다.37) 결론적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촌위회 여성위원 

할당비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기층선거 실시는 ‘자치’를 

위한 목적이지만 여성간부를 확보하기 위한 상급정부의 개입은 자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두 중점정책을 동시

에 실시하려 하면 두 정책 간에 긴장관계가 생겨난다. 

C. 두 중점정책간의 긴장관계

촌민자치제와 여성할당제가 긴장관계가 되는 이유는 ‘촌민자치제’가 

농민들 스스로 자신들을 통치할 지도자를 뽑는 것인데 향진간부들이 선

거 결과에 개입을 하는 행위 때문이다. 사실 서구의 ‘여성할당제’도 기존

의 선거 결과가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선거방식에 개입하는 것

이다. 그렇지만 선거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향진의 여간부를 촌에 파견하거나 부녀주임을 초빙하여 촌위원 

명단에 넣는 것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자치제의 성격을 약화시키는 결

과를 가져온다.

오늘날 ‘촌민자치제’의 모델이 된 광시성(廣西)의 촌위회는 자연촌 내

의 일을 관리하는데 그 책임이 국한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조직체였다. 

마을 일을 하는데 향진정부의 분배자원에 의존하지 않았고 향진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이나 ‘농업세 징수’ 등의 국가정책 실시를 돕지도 않았다. 

여기서 발전한 ‘촌민자치제’ 의 내용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촌민위원회가 

마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밝힌다.《촌위회조직법》의 제4조, 제16

조, 그리고 제19조는 촌주임이 선출된 이후에도 촌민자치관련 업무를 진

행하기 위해 특정업무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지출이 동반될 경우, 사

37) 劉篠紅, “支持農村婦女當選村委 成員的公共政策分析,” 華中師範大學學報 44卷 2期 

(2005),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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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인을 받거나 사후 보고를 해야 할 대상은 마을의 의결기구인 촌민대

표회의이고 촌민위원회 간부들이 부정․부패 등의 사유로 인해 촌민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 유권자인 촌민은 촌민대표회의 투표를 통해 해당 

촌민위원회 간부를 파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38)

그러나 기층 촌 단위의 실제상황이 점차 ‘자치체’라기보다는 국가의 말

단 행정기관에 더 가까워져 간다는 연구39)에서 볼 수 있듯이 촌에 대한 

향진정부의 영향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향진정부로서는 상급정부

(현급)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평가받기 때문에 중점정책을 잘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촌위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촌위회 

선거’의 주관기관으로서 후보자 결정 및 선거방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

정에 개입한다. 심지어는 선출된 간부를 해직하는 월권을 행사하기도 한

다.40) 향진정부가 ‘여성할당제’라는 중점정책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여성간부 1명을 확보하는 행위도 자

치제의 성격을 해치는 상급 행정기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D. 여성간부 확보와 여성의 권력참여

향진정부가 여성할당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에 개입을 하는 것은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여 아래 표를 보면 다양한 여성할당제가 시범적으

로 실시된 2005년 전후의 제6차 선거41)에서 여성간부의 비율이 높아진 

38) Richard Levy, “Village, Election, Transparency, and Anticorruption: Henan and 
Guangdong Provinces,” Elisabeth J. Perry, Merle Goldman(eds.) Grassroots Political 
Reform in Contemporary China, (Cambridge,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pp. 20-47.

39) 이동영, ｢중국농촌에서의 제한된 경쟁선거｣, 중국학 논집 29집 (2010), 205-227쪽.
40) 黃光明․何紅衛, “三年撤了187名民選村官,” 中國改革, 第 2期 (2003), pp. 19-20. 후베

이성(湖北) 첸장(潛江)시( ) 관할 329개 촌 가운데 향진정부 혹은 촌 당지부 서기가 촌민
위원회 간부의 선거에 개입해 월권을 행사한 촌은 269개로 81.7%에 달한다. 그리고 329
명 촌 주임 중 57%에 해당하는 187명이 각종 이유로 면직, 정직, 직위 변경 등을 강했고 
촌위회 간부(부주임과 위원) 432명이 강제 해직되었다, 이동영 (2010), 221쪽 재인용.

41) 중국농촌의 촌위회 선거는 지역마다 농한기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 선거
를 치루는 연도도 다를 수 있다. 이동영 (2010), 206-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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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최신 자료를 보면 2008년 실시된 ‘제7차 촌위

회 선거’ 결과 전국 촌위회 여성간부 비율이 21%로 더 높아졌다.42) 그러

나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향진의 여간부를 촌에 파견하거나 부녀주임을 

촌위원 명단에 넣는 것은 자치제의 성격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렇게 선출

된 여성간부의 권력의 정당성도 약화시킴으로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목적인 ‘여성할당제’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다. 

〈표 1〉 촌위회 여성 위원과 주임 비율

연 도 1991-1994 1995-1997 1998-2000 2001-2003 2004-2006

여성위원비율 17.7 15.5 18.0 17.8 19.4

여성주임비율 4.3 4.3 3.1 2.7 2.4

출처) 白鋼 主編, 中國村民委員 選擧-歷史發展 比 硏究 北京:中國社 科學出版社, 
pp. 231-238.

한 편, 중국농촌에서 선거제도 내에서 실시되는 ‘전직전선( 職 選)’

과 같은 경우처럼 여성업무 담당 직위를 정하여 여성을 선출하는 방식도 

여성의 정치권력참여에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가령, 지린성(吉

林) 리수(梨樹) 현(縣)의 337개 마을 제 4차 선거에 참가 등록한 여성 724

명 가운데 702명은 모두 부녀위원으로 등록하여, 337개 마을에서 각 1명

씩 부녀위원으로 당선되었다. 또한 허베이성(河北) 치엔시(遷西) 현(縣) 

타이핑싸이얼(太平塞爾) 촌의 제 5차 선거에서도 등록 여성 13명 모두 부

녀위원을 두고 경쟁하였지 회계, 치안 등이 아니었다.43) 

위의 〈표 1〉을 보면 여성할당제에 힘입어 여성위원의 비율은 점점 늘

어나고 있지만 여성주임의 비율이 1992년 4.3%에서 2005년 2.4%로 선거

를 거듭할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성 촌주임의 비율이야

말로 진정한 행정 권력을 가진 여성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

42) 全國婦聯婦女硏究所, 中國性別平等 婦女發展報告 (北京: 社 科學文獻出版社, 2013), 
p. 273.

43) 李慧英, 田曉紅 (2003),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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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농촌에서는 통상적으로 촌서기와 촌주임이 거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회계, 경제, 치안, 출산, 여성 전담 업무 순이어서44) 여성

만 전담하는 직무를 정하여 여성끼리 경쟁하여 선출되는 것은 남성과 동

등한 권력 참여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민공사 시절부터 

여성의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노동점수를 남성의 50%~70%만 받던 것

이 남녀간부의 차별로도 이어져 개혁 이후에도 부녀주임의 급여가 자연

촌의 경우 촌서기의 30%, 합병촌의 경우 70% 정도이고, 여성간부는 여성

전담업무만 하는 관계로 마을 전체의 일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여할 필요

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된다.45) 

여성할당제는 당선이 어려운 여성들에게도 촌 단위 정치권력에 참여 

기회를 주자는 취지이지만 여성의 직무를 제한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여성의 정치권력 참여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46)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는 중국농촌의 경우 선거에 나가 경쟁할 정도의 여성엘리트는 늘 마

을 당 1-2명에 불과한 출산 혹은 부녀업무 담당 여성들이라는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농촌에서 여성할당제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선거후보

로 공천 받을만한 여성엘리트 후보들이 많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촌민소조나 촌민대표대회와 같이 자치적인 영역에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Ⅳ. 두 중점정책의 관계변화: 긴장관계에서 보완관계로

A. 자치제 강화를 통한 여성정치참여 제고

중국은 ‘극도로 자본이 결핍’한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 1970년

44) 王金玲 外, 中國婦女發展報告 (北京: 社 科學文獻出版社, 2012), p. 119.
45) 柳莉 (2003), p. 206.
46) 劉篠紅 (2005),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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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까지는 농촌에서 지속적으로 여성노동력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었

고47) 또 1980년부터는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마을마다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고 가임여성들의 생리주기를 체크할 여성간부들이 필요

했다. 그러나 여성간부들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일을 하였고 이것이 당

시의 남녀차별적인 임금조건과 연동되어 남성간부에 비해 여성간부의 급

여와 대우가 차별적으로 책정되었다. 중국농촌이 공산화되었지만 남녀를 

구분하는 습속을 타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간부 대우에 

내재화된 것이다. 

마을 여성들은 산아제한정책과 같이 힘든 일을 하면서도 급여는 더 적

게 받는 여성간부를 그다지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또한 

당원이 아닌 이상 정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48) 그리고 이미 마을에는 당원으로서 부녀주임으로 활동

해 오던 여성들이 1-2명 있기 때문에 일반 농민여성들은 선거에 나가 경

쟁하는 것은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49) 

개혁시기에 들어와 중국농촌에는 ‘농가생산책임제’가 실시되어 집체농

업에서 벗어나자 농촌사회는 몇 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소농경제로 회

귀하였고, 여성의 노동도 집체정부의 관리에서 벗어나 다시 가정의 속박

을 받게 되었다. 매일 집단 노동을 하던 인민공사 시기와 달리 농가생산

책임제 하에서는 서로 얼굴을 보기 힘드니까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자

신을 어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결국 공적영역에 모습을 드러낼 일이 적

어진 일반여성들에게 선거에 나가 득표를 위해 경쟁을 하는 행위는 먼 나

라의 일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개혁시기 중국농촌여성들이 자기가 소속한 농가에서 벗어나 

‘촌민위원회 위원 선거’ 경쟁에 참여하기까지의 간격을 극복하기는 쉽지

47) 원톄쥔(溫鐵軍), 김진공 옮김, 백년의 급진 (서울: 돌베개, 2013), 47-54쪽.
48) 王 , “制約農村基層婦女參政議政的因素分析-以上海 松江區S鎭爲個案” 思想政治工作 

第11期 (2014), p. 143.
49) 仝雪, 屈錫華, “我國基層婦女幹部現狀分析-以河南省南陽 郭灘鎭․華店鎭農村婦女幹部

狀況爲例” 廣西社 科學 第11期 (2005),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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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않다. 현재 농촌에서 여성이 선거 경쟁에 참여하기에는 세 가지가 부

족하다.

첫째, 농촌에는 여당원이 적다. 개혁시기 중국농촌에서는 공산당원이 

아니면 정치학습반의 참여를 통해 당의 농촌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

회가 없기 때문에 정치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탁월하지 않은 

이상 당원이어야 한다.50) 그렇지만 농촌에는 여성 당원이 적어서 지린성

(吉林) 리수(梨樹)현 구위수(孤楡樹)촌의 경우에는 44명의 당원 가운데 

여성당원은 2명뿐이었다. 여성당원 비율 높이기 운동을 한 리양(凓陽)시

에서도 2000년 현재 여당원 비율은 8.8%에 불과했다. 

둘째, 여성 촌민대표가 적다. 이는 편차가 심한데 지린성 리수현 제 4차 

선거 촌민대표 15,120명 가운데 여성은 3.931명으로 25.9%였지만 허베이

성 치엔시현은 8%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여성 촌민소조장이 적다. 리수현 336개 촌 내 2,300개 자연

촌 가운데 여성 ‘촌민 소조장’은 한 명도 없어 여성이 정치참여가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51) 

2005년 신농촌 건설 이후 자연촌들이 합병되면서 농촌의 촌 단위는 점

점 더 커져가고, 3,000명 이상의 합병촌52)에서 농가로 숨어버린 여성들이 

가사육아와 가장의 존재를 뒤로 하고 정치 참여가 어려운 여건과 촌민위

원회 선거 경쟁에 나서기까지의 과정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존재한다. 

많은 향진정부들이 이 간격을 메우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할당제라는 중

점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간부 초빙’이나 ‘향관 초빙’ 같은 눈가림식 편법

을 통해 ‘1인 여성간부’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농

촌에서는 ‘촌민소조회의’나 ‘촌민대표회의’과 같이 농촌여성들의 참여가 

50) 농촌에서의 심층조사 내용을 보면 대다수의 농촌여성이 자신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선
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王 , “制約農村基層婦女參政議政的因素分析-以上海

松江區S鎭爲個案,” 思想政治工作 第11期(2014), p. 142.
51) 李慧英, 田曉紅 (2003), p. 8.
52) 劉篠紅, 吳治平, “農村婦女競選村委 成員的政治環境分析-基于湖北省S 的經驗,” 華中

師範大學學報 第47卷 5期 (2008),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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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쉬운 정치활동이 필요하다. ‘여성할당제’ 정책도 촌민소조장이나 촌민

대표에 대한 할당을 하는 편이 농촌여성의 ‘권력참여’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B. 여성 권력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 모색

농촌의 여성할당제 시범안 가운데 자치제 참여를 바탕으로 여성들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들도 있다. 이러한 정책이 제시된 곳은 후

난(湖南)성과 후베이(湖北)성인데, 후난성의 경우 2002년 제5차 촌민위원

회 선거에서 촌민위원회 뿐 아니라 촌민대표 중에도 일정 숫자의 여성대

표를 선출할 것을 요구했고53) 후베이성 광수이(廣水)시는 2005년 여성할

당제 시범안으로 “3개 30%, 1개 직위 보류”를 하자는 ‘성별양표제’를 제

시하였다. 이 시범안은 단지 ‘촌위회 1인 여성위원 확보’뿐 아니라 ‘촌민

대표회의’, ‘선거위원회’ 그리고 ‘선거후보자’ 등 세 영역에서 여성 30%

의 할당비율을 요구한 것이다.54) 이러한 시범정책들은 저변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할당제의 취지에 더욱 적합

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원래 양표제 선거는 1992년 산시(山西)성 허취(河曲)현에서 촌민위원

회와 촌당지부 사이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작된 것이다.55) 후베이

성에서 2002년 선거에서 이 양표제에 성별 표기를 한 투표용지로 ‘성별양

표제’를 실시하였지만56) 대부분 여성후보들이 낙선하였다. 결국 광수이 

시 산하 7개 향진 소속 154개 행정촌 가운데 31.9%인 49개 촌에만 여성

53) 李慧英 (2005), p. 246.
54) 陳琼․劉篠紅 (2008), pp. 22-23.
55) 이동영 (2010), pp. 206-207.
56) ‘양표제’ 선거는 1991년 시작되었으며 해당 촌의 공산당 지부 서기를 선출시, 먼저 지역촌

민들이 투표를 통해 당 서기 후보를 결정하고,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당서기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이는 소수의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당서기와 다수의 지역주민들에 의
해 선출된 촌민위원회 주임 사이에서 대표성과 관련해 야기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
된 선거제도로 ‘성별양표제’는 양표제 선거용지에 성별 표시를 한 것이다. 包俊洪, 吳治

平, 鄕村選擧中的“兩票制” (北京 : 紅旗出版社, 2004), pp.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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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가 남게 되자 후베이성 당위원회는 최종투표만으로 1인 여성위원 당

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2005년 6차 촌위회 선거 전에 다시 

《통지》를 내려 마을의회인 촌민대표회의, 선거를 담당하는 촌선거위원

회, 그리고 선거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뽑을 것을 요구하였다.57)

합병촌인 H촌을 시범촌으로 설정하여 실시한 이 정책은 상당히 성공적

이었다. 이 시범촌의 14개 촌민소조는 42명의 촌민대표 가운데 여성 14명

을 선출하여 여성할당 30%를 확보하였고, 촌 전체에서는 선거위원회 9명 

가운데 3명, 그리고 촌민위원회 정식 후보의 30%를 여성으로 확보하였

다. 이러한 시범촌의 사례는 그 다음 선거인 2008년의 제7차 선거에서 광

수이 시 소속 마을들 전체로 확대되었고, 그 결과 2005년 제6차 선거의 

31.9%보다 두 배인 66.8%의 마을에서 여성위원이 당선되어 ‘3개 영역 

30%’라는 시범정책이 촌민위원회 여성 행정 간부 당선에 긍정적이었다

는 평가를 받았다.58)

이와 같이 현재 기층선거가 실시되는 단위인 합병촌보다는 그 아래 자

연촌, 그리고 다시 그 아래 촌민소조 단위의 자치회의를 더 활성화시키고 

농가 단위의 여성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농가로 

귀속된 여성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그리

고 이 단계에서 촌민소조장이나 촌민대표의 여성 비율을 기존의 ‘3개 영

역 30%’에서 ‘3개 영역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여성할당제가 실

시된다면 더 많은 여성들이 마을의 생활정치에 참여하며 정치적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부녀주임 외에도 촌민위원회 선

거 경쟁에 나갈 여성후보의 인력풀이 형성되어 제한된 직무를 벗어나 다

른 직무에도 도전하여 선거경쟁을 하는 여성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여성할당제라는 중점정책을 완수하기 위하여 향

57) 劉篠紅, 吳治平 (2008), p. 22.
58) 촌민대표회의 구성원은 5-15가구로 구성된 각 촌민소조에서 1명씩 뽑게 되어 있어 40여 

가구로 이루어진 각 촌민소조는 한 명의 여성을 포함한 3명의 대표를 뽑았다. 陳琼 ․ 

劉篠紅 (2008),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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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간부가 선거결과에 개입하여 ‘촌민자치제’의 자치적 성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촌민자치제’의 자치적인 정치활동을 저변에서부터 강화하

여 ‘여성할당제’ 본래의 취지인 ‘여성권력참여’를 높여나가는 것이 되므

로 이 두 중점정책은 긴장관계에서 보완관계로 바뀌게 된다. 

Ⅴ. 결 론

서구의 ‘여성할당제’는 오랫동안 ‘민주주의 선거’가 실시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여성 정치엘리트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

시하게 된 제도인데 중국에서는 거꾸로 오랫동안 여성할당제가 실시되다

가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존의 여성간부들이 낙선하면서 여성할당제

가 재강조되었다. 기층단위의 향진정부에게 ‘여성할당제’는 반드시 수행

해야 할 중점정책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여성간부가 한 명도 선출되지 못

할 경우 향 단위 여성 간부를 촌단위에 파견하는 ‘향관초빙(村聘鄕管)’ 이

나 선거가 끝난 뒤 그 마을의 부녀주임을 촌민위원회 간부명단에 올리는 

편법을 사용한다. 

농촌의 촌민위원회 선거는 당의 또 다른 중점정책인 ‘촌민자치제’를 위

한 것인데 여성할당비율을 맞추기 위한 상급정부의 개입은 촌급 ‘자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선거와 무관하게 향진의 여성간부를 촌에 

파견하거나 부녀주임을 촌위회 위원 명단에 넣는 것은 자치제의 성격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렇게 선출된 여성간부는 정당성도 부족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목적인 ‘여성할당제’의 취지에도 벗어나게 된다. 결과적으

로 이런 방식의 ‘여성할당제’ 실시로 인해 두 중점정책은 긴장관계에 놓

이게 된다.  

또한 ‘전직전선( 職 選)’정책과 같이 선거에 입후보해서 선출된다 해

도 주로 마을의 부녀주임이 입후보하여 여성관련 업무만 담당하게 되어 

실권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성할당제’의 취지가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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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농촌에서 여성할당제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부녀주임 외에도 

선거후보로 공천 받을만한 여성엘리트 후보들이 많아져야 한다. 개혁시기

에 들어와 ‘인민공사’라는 공적영역에서 ‘농가’라는 사적 경제단위로 돌

아간 농민여성들이 가정 밖으로 나와 정치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

연촌 혹은 더 아래 단위인 촌민소조에서 소조장이나 촌민회의 대표로 활

동하면서 정치역량을 키워 선거경쟁에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농촌에서 ‘여성할당제’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촌민자치제’의 자치적인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

다. 왜냐하면 ‘촌민자치제’는 농촌 주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자치를 실행

할 간부를 뽑아 행정 일을 맡기고, 자연촌 단위 의회인 ‘촌민회의’나 합

병촌 단위 의회인 ‘촌민대표회의’를 통해 감독을 하는 ‘정치활동’이기 때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베이(湖北)성의 여성할당제 시범정책인 ‘3개 영

역 30%’정책이 잘 이행되어 그 효과가 입증된다면, 공산당이 이를 전국

적으로 확산시키고, 촌민 소조장, 촌민대표 그리고 촌위회 후보자 가운데 

여성 비율을 50%로 하는 ‘3개 영역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한다면 더 많은 여성들이 마을의 생활정치에 참여하며 정

치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존의 부녀주임 외에도 촌민

위원회 선거 경쟁에 나갈 여성후보의 인력풀이 형성되어 촌민위원회 선

거에서 여성관련 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에 도전할 수도 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정치저변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 여성할

당제라는 중점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향진간부가 ‘촌민자치제’의 자치적 

성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촌민자치제’의 자치적인 활동이 강화되면

서 ‘여성할당제’ 본래의 취지인 ‘여성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져 이 두 중

점정책은 긴장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나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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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nsion between two central policies of CCP

: ‘village self governing’ and ‘women’s quota system’

Shin Eunyoung

The women’s quota system has been implemented to solve the problem 

of women’s low political empowerment after the long-running ‘democratic 

election’. In China, on the contrary, women’s quota system has been a 

long time central policy kept well until the new central policy of ‘village 

election’ eliminated existing women cadres. Township government tried to 

secure the quota rate by filling up the list of the members elected in the 

village committee. However, in this way upper level cadres undermine the 

nature of ‘village self-governing’, thus these two central policies are in 

tension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chosen female cadres are also out of 

the real political power what the “women’s quota system” pursue. 

For those elected female cadres in the chinese rural areas, it is difficult 

to achieve a real political power because it is a competition between 1 

or 2 existing female cadres in the village to be elected as a committee 

member mainly doing women related work. In order for the women’s 

quota system to be implemented properly in rural areas, there should be 

more female elite candidates who are eligible to be nominated as election 

candidate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peasant women to appear in the 

public sphere since they have moved away from collective labor and 

become private farmers from the start of the reform policy in 1978. 

Therefore, in order to function the original purpose of the ‘quota system’ 

in China properly, the autonomous characteristics of the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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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icipality’ should be activated. If the more women participate the 

village councils and small group meetings near them, the more women 

could be able to raise their political capacities, which will create a pool 

of candidates for the village committee election. Thus, these two key 

central policies would be complementary rather than contradicted.

Key words: gender quotas, village self-governing, Beijing Women’s 

Platform, village council, socialist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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