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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학의 관료주의 문화
정하영*15)
본고는 사회인류학적 측면에서 중국대학의 관료주

발생하고, 인정과 체면 및 '꽌시'가 작동하고 있

의문화를 제도적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을 나눠서

다. 이런 권한관계의 불명확와 중국문화의 영향은

분석하였다. 대학영도 간, 특히 당서기와 교장의

당정기관도 마찬가지이다. 당정권력이 비대화 되

권한과 상호관계가 불명확하다. 이는 당위영도하

는 반면에, 학술위원회는 행정권력의 통제에서 벗

의 교장책임제라는 제도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또

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물질적 이익과 체

한 중국의 전통문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로

면 및 관료주의 문화로 인하여 쐉지엔티이아오가

인해 권한중복 및 충돌, 월권 및 책임전가 등이

되려고 한다.

주제어 : 당위영도, 권한, 체면, 쐉지엔티이아오

Ⅰ. 서론
중국의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계획에 관한 요강(2010-2020)>의 제13장
제38조에, "학교의 특성에 맞는 관리제도와 일련의 정책을 탐색·건설하고, 실제 존재
하는 행정 급별(級別)과 행정화(行政化)관리모델을 점차 없앤다." 여기서 행정화라는
개념은 관료주의를 의미하는데,1) 현재 대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관료주의를 들고
이를 개혁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 요강의 주요 취지는 현재 중국대학의 관료주의,
*15)中國中山大學南方學院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겸 교수 (2021hyc@naver.com)
1) 중국학자들은 행정화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대학 내 외부, 즉 관료제에서 일어나
는 각종 현상과 특징들을 논의하고 있다. 즉, 대체로 정부가 대학을 행정기관처럼 여기고, 각종의 자
원과 수단을 통해 대학에 대해 엄격한 간섭과 통제가 이루어지고, 이와 동시에 대학내부도 행정기관
처럼 행정 급별이 형성되고, 대학의 행정권력이 비대화 되면서 교사들의 학술권력이 약화되고, 또한
이러한 체제에서 관료화 혹은 관료우월주의가 형성되고, 이로써 각종 관료주의의 폐단이 발생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행정화라는 개념 대신에 관본위(官本位)문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관을 중심에 두는 사고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징은 관존민비사상이고, 관료의 의지와 이
익이 중시되고, 엄격한 상하관계가 형성되고, 사회지위와 인생가치를 관직의 고저(혹은 계급)에 두는
것이고, 관에 대해 존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어떤 학자는 관료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고는 중국 대학 조직 혹은 관료제에서 관에 중심을 두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여기에 나타나는
각종 병폐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베버의 이념형인 관료제가 아닌)관료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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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부의 학교에 대한 과도한 간여, 대학 내부의 행정 권력의 비대화 및 관료주의
문화와 이에 따른 학술권력의 위축, 법규가 아닌 인치(人治) 및 의사결정 과정 및 절
차의 문제점 등을 개혁하자는 것이다. 이 요강의 발표전후로 중국대학의 관료주의에
대한 담론과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주로 이론적인 면 보다는 대학에 존재하
는 관료주의와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실천성을 강조한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중
국대학의 관료주의를 전반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중국대학 내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세
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쪼꾸오화(周國華)의 중국대학교사의 조직 동일시
에 대한 연구(2012)2), 리소우하오(李碩豪)의 조직정치학 측면에서의 G대학 영도(領
導, 명사일 경우 리더 혹은 책임자 혹은 상사의 의미이고 동사로 쓰일 경우 지도 내
지는 리더한다는 의미) 권력에 대한 사례(2011), 현재 중국대학의 관료주의에 영향
을 미친 체제 및 역사적 과정에 대한 연구(嚴蔚剛 2015; 田虎 2012; 齊舒 2012),
천진성(陳金聖)의 신제도주의 이론에 입각한 학술권력 제도화 구축에 관한 연구
(2014)3), 꾸오웨이루(郭爲祿)의 경로의존이론에 근거한 대학내부 정책결정 제도에
관한 연구(2012)4) 등이 있다. 앤웨이깡(嚴蔚剛)과 티앤후(田虎) 등의 당위(黨委，당
상무위원회의 약자, 일반적으로 당의 각급, 특히 지방과 기층 위원회를 말하는 것으
로서 대학은 기층위원회에 속함, 이하 당위)영도하의 교장책임제 및 당위와 행정 간
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 중국대학 제도 및 체제의 역사적 과정을 비교적 체계적
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원래 제도는 단순히 법규나 규칙뿐만 아니라 전통과 문화
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위와 같은 연구는 문화적 측면을 소홀한 나머지
제도 혹은 체제의 역사적 과정을 단순히 서술한 감이 있다. 천진성과 꾸오웨이루는
2) 쪼꾸오화는 중국대학교사의 조직 동일시에 대한 연구에서, 서구대학교사의 동일시는 개인주의, 이성
적, 독립적인 것에 비해 중국대학에서는 가족주의, 정감적, 관계지향이라고 분석해냈다. 그리고 대학
구성원은 자신의 속한 대학을 가정으로 동일시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3) 천진성은 신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서구대학의 학술권력과 교수가 학교를 주도적으로 관리(敎授
治敎)하는 제도화구축과정을 분석하고, 또한 중화민국시기의 중국대학의 학술권력의 제도화구축과정
을 분석하였다. 현재 중국대학의 학술권력은 당정권력에 예속되고, (비록 형식적으로 학술권력기구
가 설치되었어도)교사들이 학술사무에 참여하는 제도와 실제적 운용은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교사들의 적극성과 교육 및 연구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대
학의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학술권력의 제도화 구축을 위해서 규칙, 규범, 문화-인지 측면에서 대안
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신제도주의적 이론적 기초위에 대학제도의 공통된 고유의 속성(예를 들면
대학자치, 학술자유 및 교수의 주도적 학교운영 등)과 중국대학의 특수성(전통적으로 정부주도로 설
립 및 운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 중국대학제도의 문제점과 학술권력의 제도화 구축에 대
안을 제시하였다.
4) 꾸오웨이루 등은 대학내부의 정책결정계통, 즉, 정책결정주체, 행정정책결정기구, 학술정책결정기구,
정책결정집행기구, 정책결정자문기구, 정책결정중심위치, 정책결정감독기구를 분석하였다. 행정정책
결정기구에서 미국대학의 이사회를 분석하고 중국대학의 당위영도하의 교장책임제를 분석하고, 또한
학술정책결정기구에서 미국대학의 학술평의회를 분석하고 중국대학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
국과 미국의 각 대학의 장정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현재 중국대학정책결정시스템의 개혁시도 및 방
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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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바탕위에 중국대학과 서구의 대학을 비교분석하여 중국대학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연구는 어느 정도 보편성을 지니고 있지만, 형식적
제도 내지 규칙적인 면을 중시하여 제도와 중국문화의 특수성을 분석해내지 못 했다
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쪼꾸오화는 대학교사의 조직 동일시에 관련된 생생한 사회
조사를 행하였고, 리소우하오는 G대학 영도사례 및 당위의 회의 자료를 사용하여 제
도와 문화의 측면에서 중국대학 관료주의를 분석하였다. 비록 필자가 중국대학에서
교급 학술위원회 위원이고 약간의 행정직무와 교수 직위를 담당해서 중국대학의 실
생활을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 외국인(중국인 교사도 마찬가지임)이 당위의 중요한
회의 자료를 획득하기 어렵고 교사의 의식에 관련된 생생한 사회조사를 행하기 어렵
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G대학 당위의 회의 자료와 대학교사의 의식에 대한 생생한
사회조사는 본고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5) 그러나 이 연구는 현재 대학의 사례
와 조사에 치중한 나머지, 전통과 현대를 상호 비교하면서 분석하지 않았다는 한계
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사회인류학의 관점에서 제도와 문화를 둘러싼 대학
내부의 관료주의문화 분석에 초점을 둔다. 사회인류학에서는 주로 '사회구조(혹은 사
회관계 및 제도)'를 파악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구조'는 그 사회 내에 존재하는 대
인관계와 사고구조의 저변에 내재하는 기본원리이며, 이것에 의하여 표면으로 나타
난 것이 '문화적 현상'이다. 또한 사회구조는 '통시성'을 지니고 있다.6) 필자는 동아
시아사회의 근기(根基)는 가족주의라고 하고 중한일 가족구조와 문화를 비교분석하였
다.7) 중국의 가족 및 종족의 사회구조는 집권과 평균, 실력(능력)주의, 통합과 분화
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대학(국공립대학)의 관료주의문화를 분석한다.
대학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무시할 수 없지만, 본고는 논의의 초점을 주로 대학 내
부의 관료주의문화에 두려고 한다. 물론 Ⅱ장에서 중국대학의 관료주의를 낳은 전통
문화와 대학내외의 환경에 대해 기존의 연구를 검토 및 정리하고, 또한 현재 대학의
체제 및 제도를 결정짓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규인 <중국 공산당 보통고등학교
기층조직 공작 조례-이하 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이하 고등교육법>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독자를 위해서 중국대학 내의 체제 및 제도를 간략하

5) 시진핑 총서기의 반부패척결과 정부의 대학개혁을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실시하여 대학 사회도
약간 변화가 있다(특히 재정적인 측면). 위의 자료가 2011년, 2012년의 자료이어서 2016년 현재
대학사회 혹은 문화현상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인류학의 사회구조의 측면에서 보
면, 위의 자료와 현재 대학에 내재하는 기본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위의 자료는 현재 대학을 분석
하는데 참고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6) 예를 들면, 사회현상이 인간의 인체에 해당한다면 '사회구조'란 골격에 해당된다. 사회현상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뼈는 쉽사리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광규.1998. 『한국가족의 사회인류학』, 집문당,
p.14. 이런 점에서 본고는 현대와 전통, 특히 청대와도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7) 정하영(2006)을 참고하라.

94 인하사회과학논총

게 서술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조직정치 측면에서 영도 및 행정권력, 학술권력, 교사
권력에 관련된 제도에서 비롯된 관료주의문화를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위에서 나타
난 문화적 현상, 특히 위에서 서술한 중국가족 구조와 문화의 원리의 관점에서 중국
문화의 키워드인 인정·체면·'꽌시(關係, 이하 꽌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위에서 열
거한 중국문화의 키워드는 우리의 문화와도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동안 필자의 연
구와 중국에서의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중국과 한국문화(대학도 포함)는 아주
많은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나라 간의 가족구조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약간 다른 점도 있다. 그래서 본고는 그 약간 다른 점을 분석해내기 위하여 종
종 한국과 비교를 한다.8)
본고는 중국대학이라는 하나의 사회조직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지만, 아래에서 분석
하는 것처럼 중국대학은 당정기관과 같은 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당 내
지는 행정기관의 관료주의문화를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 유용성의 또 다른
이유로는, 사회인류학의 관점 및 그 주요 방법인 비교를 하면, 중국대학과 당정기관
의 '사회구조'는 공통성 내지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9)
위와는 다른 측면에서, 비록 한국이 중국에 비해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른 선진적
인 대학의 제도와 문화는 존재하지만, 한국대학도 정부의 대학에 대한 과도한 간여
및 관주도의 대학개혁, 그리고 제도 속에 녹여든 관료주의 문화 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대학의 관료주의, 특히 대학내부의 관료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참고가 될 것이다.

8) 본격적인 비교연구는 정하영(2011)을 참고하라.
9) 비록 본고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을 본격적으로 비교를 행하지 않았지만, 필자의 기존연구, 사회인류
학적 관점에서 보면 (약간의 형태와 내용은 다르더라도)중국의 당정기관과 기타 사회조직의 '사회구
조'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런 사회조직은 전술한 것처럼 전통 가족구조와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국동구(家國同構)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가족과 국가(기타 사회조
직)는 동일한 구조와 문화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사회인류학의 주요 연구방법에 따라 한국
(및 일본)과 중국의 조직을 비교분석하면, 중국조직문화의 공통성 내지는 보편성이 더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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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대학의 체제 변화 및 대학 조직체제에 대한
개괄
1. 중국대학의 역사적 전통과 대학외부환경에 의한 체제 변화
중국대학의 관료주의는 전통 문화와 현대 대학 내외의 환경에서 비롯된다. 그 전
통문화는 관료주의 문화로서 뿌리 깊은 관 우월주의 및 관존민비사상, 학이우칙사(學
而優則仕, 학문을 닦고 학문을 닦다가도 여유가 있으면 벼슬을 한다)라는 교육이념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즉 과거의 과거제(科擧制)와 같이 사회엘리트들은 관료
(대학에서는 당정직무를 담당)로 진출한다. 전통적인 학교나 근대 중국대학은 주로
정부에 의해서 설립되고, 또한 관료관리체제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이런 체
제하에서 대학은 독립적인 학술자치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교육행정부문의 부속단
위로 전락되었다(于忠海 2012, 6; 馮鐵蕾 2011, 66).
신 중국 성립 초기 고도 집권화한 계획경제체제를 실행하였다. 따라서 교육도 국
가가 영도를 하고 국무원과 각부위원회가 집권화한 관리를 실시하였다. 이런 체제하
에서 대학내부 관리체제는 1950년에 대학의 최고책임자를 교장(한국의 총장, 이하
교장)으로 하는 교장책임제와 대학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교무위원회제를 실시하였다.
1958년 당위영도(黨委領導)하의 교무위원회 책임제가 실시되어, 당위가 학교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교장의 권한과 책임은 약화되었다. 그러다가 잠시 당위영도하
의 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무위원회 책임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문화대혁
명 시기는 교장의 권한은 물론이고 당위 영도체제도 무력화 되었다. 문화대혁명 후
당위영도하의 교장분업 책임제가 실시되어 영도체제하의 교장의 권한과 책임이 강조
되었다. 즉 당위가 학교 정책을 결정한 후, 결정사항을 대학의 최고책임자인 교장에
게 넘겨 집행하게 하였다. 또한 원래의 교무위원회는 폐지되고 학술위원회를 실시하
였다. 학술위원회는 교장의 영도 하에 학교발전계획·교육·연구 등의 중요문제에 대해
건의를 하고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석박사생의 논문을 심사하고, 교수 및 부교수의
업적을 심사하고, 교내학술토론을 주관하고, 국제학술회의를 조직하였다. 이로써 학
자들이 어느 정도 학술사무에 참가하게 되었지만, 체제적으로 하나의 자문기구에 불
과하였다. 또한 당위영도하의 교장분업 책임제는 분업의 형식이기 때문에 실제적으
로 대학운영에서 효율이 떨어지고 정책결정 시기의 지체 등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그리하여 1985년에 교장책임제를 실시하고, 학교사무의 심의기구로 교무위원회가 설
치되고, 또한 민주적 관리와 감독을 위하여 교직원대표대회제도를 설치하였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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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하에서 당위의 정책결정이 약화되고 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 권력이 강화되
게 되었고, 교수들도 학술위원회와 교직원대표대회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학술사무
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목표로 하는 경
제체제 개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학도 시장경제체제와 상업문화라는 외부환경의 영
향을 받았다. 즉 전통적인 정부주도의 모델에서 사회와 시장의 운영으로 전환되고,
또한 이런 운영모델은 대학내부의 권력구조와 관리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구체적
으로 대학 교육관리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고, 이와 동시에 대학에
입학, 전공조정, 기구설치, 간부인사, 경비사용, 직위평정, 급료분배 및 국제교류에 관
한 권한을 이양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형식적으로 대학운영의 자주권을 부여한 것처
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혁이 지체되어 여전히 정부가 대학에 대한 간섭과 통제
를 실시하였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대학의 자주권은, 대학 내부의 당정권력이 자유재
량권을 획득하여 많은 자원(및 이익분배)을 장악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학술자원을
획득함에 따라 행정의 학술화 및 관료주의를 강화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陳金聖
2014; 田虎 2012; 齊舒 2012).
1989년부터 조례 혹은 통지 혹은 행정명령을 통하여 당위영도하의 교장책임제를
실시하였지만, 1998년에 이르러서 국가의 입법형식으로 당위영도하의 교장책임제를
명확히 하였다. 이와 동시에 1998년에 <고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당위영도하의 교장
책임제를 실행하여 당위의 영도지위와 교장의 여섯 가지 중요한 직권을 강조하였고,
이와 동시에 학술위원회는 학술사무에 관한 심의권을 갖고 교직원대표대회는 민주적
인 관리권과 감독권을 부여하였다. 이어 1999년 <보통고등학교 당 건설 공작 기본
표준>과 2010년 수정본인 <조례>를 통하여 당위영도하의 교장책임제를 더욱더 강화
시키었다. <조례>의 제3조에, “고등학교(이하 대학)은 당위영도하의 교장책임제를 실
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위영도에서 당위의 구체적인 권한은, 첫째, 당 및 사
상교육에 관한 것(당 노선의 선전과 집행·당 건설·당 사상 학습·통일전선)이다(제10
조). 둘째, 영도에 관한 것이다. 우선 교장 및 행정부문에 관한 영도(제3조)는, “대학
의 당위는 학교업무를 통일적으로 영도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장이 적극적이
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행하게끔 하고, 또한 교육·연구·행정관리 등의 각종임무를 완
성하게끔 지지해준다.” 그리고 당 부문 및 기타부문에 관한 영도(제22조 7항)는, “학
교의 공회(工會, 한국의 노동조합), 공청단(共靑團, 공산주의 청년단의 약자), 학생회
등의 군중조직 및 교직원대표대회를 영도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권이다
(제10조). 2항에, “학교의 기본 관리제도를 심의 확정하고, 학교개혁발전 및 교육·연
구·행정관리에서 중대사항을 토론 결정한다.” 넷째, 인사권에 관한 것이다(제10조). 3
항에, “학교내부조직기구의 설치 및 책임자 인선을 토론결정하고, 간부관리권한에 따
라 간부의 선발·교육·양성·고과 및 감독에 대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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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영도하의 교장책임제에서 ‘책임’이라는 것은 교장은 당위에서 내린 정책결정을
집행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이고, <고등교육법> 제41조에, 교장은 학교의
교육·연구와 기타 행정관리업무에 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41조에 교장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발전계획을 입안하고 구체적인
제도와 연도업무계획을 제정 실시한다. 둘째, 교육·연구와 도덕(思想品德)교육을 조직
한다. 셋째, 내부조직기구의 설치방안을 입안하고, 부교장 임면을 추천하고, 내부조직
기구의 책임자를 임면한다. 넷째, 교사 및 교직원을 임면하고, 학생의 학적관리 및
상벌을 행한다. 다섯째, 연도경비예산방안을 입안하고 집행, 학교재산을 관리 보호,
학교의 합법적인 권익을 옹호한다. 여섯째, 장정에 규정된 기타 직권을 갖는다. 그리
고 제41조에 교장은 교장판공회(校長辦公會) 혹은 교무위원회를 주관하고 위의 조
항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대학은 교
무위원회와 교장판공회의를 두고 있다. 교무위원회는 교장의 정책결정을 협조하는
상설회의이고, 교장판공회의는 교장의 일상적이고 중요한 행정사무의 처리를 협조하
는 상설회의이다.

2. 대학조직 체제
위와 같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조직 체제를 이해하여만 한다. 대학은
‘사업단위(事業單位)’에 속하나 실제적으로 ‘기관단위(機關單位, 즉 당정기관을 말함)’
의 체제와 수단으로 대학을 관리하고 엄격한 행정 급별을 설치한다.10) 학교 및 각급
간부들의 대우는 학교의 행정 급별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중국의 행정 급별과 직
무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중국의 행정 급별과 직무 및 주요 직책
영도 직무

비영도 직무

급별

국가급 정직(正職)

1급

국가급 부직(副職)

2-4급

성·부(省部)급
정직

4-5급

주요 직책
국가주석, 국무원총리, 전인대상무위원장,
정협주석, 정치국상무위원 등
국가부주석, 부총리, 국무위원,
전인대상무부위원장, 정협부주석,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검찰장 등
성서기, 성장, 부장(장관), 직할시장,
특별행정구행정장관, 국가급 국영기업
총경리 등

10) 단위(單位)는 계획경제시대에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하여 모든 사회조직을 기관단위(당정기구), 사
업단위(학교, 공익기관 등), 기업단위(국유기업)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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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급 부직

6-10급

청·국(廳局)급
정직

순시원

8-13급

청·국급 부직

부순시원

10-15급

현·처(縣處)급
정직

(조사)
연구원
부(副)(조사)
연구원

현·처급 부직
향·과(鄕科)급
정직
향·과급 부직

주임과원

12-18급
14-20급
16-22급

성부서기, 부성장, 부부장(차관), 국무원
산하기관 국장, 국가급 국영기업 부총경리
등
일반시 서기, 시장, 성 산하기관 국장,
중앙부처 사장(司長) 등
일반시 부서기, 시장, 성 산하기관 부국장,
중앙부처 부사장(副司長), 부성급도시의
구청장 등
현급시 서기, 현장, 일반시 국장 등
현급시 부서기, 부현장, 일반시 부국장, 성
산하 청(廳)의 부처장 등
향·진(鎭, 읍)서기, 향장·진장, 현 산하 국장
등
향·진(鎭, 읍)부서기, 부향장·진장 등

부주임과원 17-24급
과원
18-26급
판사원
19-27급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公務員法(2005)>을 수정보완
주: * 중국에서는 당 계통 인원도 공무원으로 분류 * 주요 직책에서 군인을 포함하지
않았고, 또한 지면의 관계로 주요 직책만 표기

중공중앙과 교육부 직속 대학(2014년 기준 31개 대학이 있음)은 부부(副部)급, 교
육부와 성에 속하는 4년제 대학 등은 청(廳)급(국급도 있음)이고, 2년제 대학은 부청
(副廳)급 혹은 국(局)급에 속한다. <당정영도간부선발임용공작 조례> 제4조에, “현급
(縣級) 이상의 당위, 정부직속 사업단위와 공회, 공청단, 부녀연합회 등의 인민단체
영도성원의 선발임용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처(處)급 이상의 비(非)영도직
무의 선발임용은 본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이 조례에 따라, 부부급의 대학의
경우, 당위서기와 교장(부부급)은 당 중앙에서 결정하고 당 중앙과 국무원이 임면하
고, 상무부서기와 상무부교장(正廳級)은 교육부 당조(黨組, 당정 및 기타 기관 내에
설치한 것으로 당위와 같은 역할을 함)와 소재 성(省) 당위가 의논 결정하여 교육부
당조와 교육부가 임면하고, 부서기·부교장·기율검사위원회 서기·기타 당위위원(副廳
級)은 교육부 당조와 소재 성(省) 당위가 의논하여 결정하여 교육부당조와 교육부가
임면하고, 당정기관의 부문의 부(처)장과 서기 및 원장(正處級, 한국의 단과대학의 학
장, 이하 원장)은 학교당위가 결정하여 당위와 행정이 임면하고, 당정기관의 부문의
부처장과 부서기 및 부원장(副處級)은 학교당위가 결정하여 당위와 행정이 임면한다.
청급 학교는 부부급의 학교보다 한 계급씩 내려간다(예를 들면, 당서기와 교장은 청
급 간부로 교육부 당조와 소재 성 당위에서 의논 결정). 그 선발 임용절차는 민주추
천, 고찰(개별인터뷰, 의견청취, 민주측정, 현장 및 자료조사, 후보자 면접), 토론결
정, 공시로 이루어진다.
대학당위, 북경대학의 예를 들면, 당위위원은 11명으로 서기 1명, 상무부서기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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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기 2명·기율검사위원회 서기 1명(상무부서기가 겸직)·교장과 부교장등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되고, 형식적으로는 각 분업에 따른 집단영도체제를 취한다. <조례>
제3조에서, “대학은 당위영도하의 교장책임제를 실시한다... 당위는 민주집중제(民主
集中制,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의미, 즉 어떤 문제에 대해 구성원 개인 간에 활발
한 토론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소수는 다수, 지방정부 혹은 하부기관은 중앙정부 혹
은 상급기관의 결정에 따른다는 의미), 집체(集體)영도와 개인분업책임이 결합된 제
도를 실시한다.11) 중요한 문제는 집체영도, 민주집중, 개별토론, 회의결정의 원칙에
따라 집체토론으로 결정한다. 위원들은 집체결정과 분업에 근거하여 자기의 직책을
착실하게 이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내부의 당계통의 기관은 본부에
당위판공실, 조직부, 선전부, 통일전선부, 기율검사위원회판공실, 기관당위(하급 당
조직의 통합 관리하는 부서), 공청단, 대학원(본과)공작부 등이 있다.12)
학원(學院, 한국의 단과대학, 이하 학원)은 교급의 축소판으로 원급(院級, 즉 학원
급) 당총지부위원회(당원이 50명 미만의 경우 지부위원회라고 함)가 설치되고(또한
하부조직으로 교직원당지부와 학생당지부가 있음), 공청단, 공회 등이 있다. 당총지부
위원회는 (처급)서기와 부서기 및 보도원(輔導員)등으로 구성된다(여기에도 위원회의
위원이 있지만 대부분 겸직). 서기와 부서기는 본 단위 당위에서 고찰임용하고, 보도
원은 하급직원으로 일반적으로 본 단위에서 공개채용의 형식으로 선발된다. 교급과
는 달리 영도체제에 대해 국가가 제정한 법률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논
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원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당총지부의 서기는 감독 작
용을 하는 원장책임제를 말하기도 하고, 당정 각자의 분업에 따라 당은 당건설과 사
상정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원장은 교육과 연구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본부문의 개혁
과 발전에 관한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제를 실시하는 당정공동책임제를 말하
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당정연석회의를 통해 학원에 관한 당과 행정 사무를 결정한
다.
행정계통의 영도, 북경대학의 예로 하면, 교장 1명, 상무부교장 3명, 부교장 4명,
비서실장 1명, 총회계사 1명, 교장보좌인(校長助理) 8명으로 구성된다. <고등교육법>
의 교장 직권에서의 셋째에 해당하는 교장은 부교장을 당위에 제청하여 임면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41조에 의거하여, 교장의 주관 하에 교장의 정책결정에 협조하
는 교무위원회와 당위의 결정을 집행하고 행정사무에서의 중요한 문제를 토론 결정
11) 집체는 한국의 집단과 같은 의미이지만, 집체가 약간 개인 혹은 각자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듯하다. 이에 대한 개념사적 연구는 금후의 과제로 삼으려고 한다.
12) 중국에도 사립대학이 있지만, 당계통의 체제와 기구 등은 국공립대학과 동일하다. 그리고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 구조와 문화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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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교장판공회의를 두고 있다. 위의 당계통의 급과 대응하는 행정계통의 조직은
인사처 등의 기능부문 및 부속 기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교사들의 학교(특히 학술)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학술위원회와 교직원대
표대회이다. 중국대학에서 학술사무에 대해서 학술위원회, 평정위원회, 교학위원회,
직위심사위원회등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학술위원회이다. 학
술위원회는 각 학원에서 거의 교수(가끔 부교수도 있지만 극소수)를 추천하고 학교차
원에서 투표의 방식으로 선발된다(보통 10-20명이지만 30-40명이 있는 학교도 있
음, 여기에도 당정인원도 참가). 학교에서 사정하여 결정 혹은 위원회에서의 제명과
표결방식으로 주임을 선발한다. 그리고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학술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학과 및 전공 설치를 심의하고, 교육
및 연구 계획방안과 평가에 대한 학술적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학교에 따라 다르
지만, 부교수 이상의 교사임면에 대해 심의 결정한다. 또한 원급 학술회의가 설치되
었다(본고에서는 주로 교급 학술회의를 분석함). 교직원대표대회는 보통 전체교사들
이 참여하고,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르면, 민주적 관리와 감독을 행하고 교직원
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7조 제5항에, 교사는 학
교교육, 관리업무와 교육행정부문의 업무에 대해 의견을 내고 건의를 할 수 있다. 교
직원대표대회 혹은 기타형식을 통해 학교의 민주관리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Ⅲ. 제도적 측면에서의 관료주의문화
상급 주관부문이 대학영도를 선발 임용하는 인사제도는 대학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위만 바라보고 아래에 책임을 지지 않는 행
태를 가져온다(陈金圣 2014, 236). 이런 체제하에서 학교영도는 상급기관과 영도의
평가를 중시하지 교사와 학생의 평가 및 이익을 중시하지 않는다. 영도들은 상급부
문의 수많은 고과·검사·평가·평가비교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량의 인력과 재정을
사용하고, 영도뿐만 아니고 그 임무가 교사와 직원에 하달된다(張曉軍·席酉民 2011,
55). 즉 관료지향과 형식주의 및 획일주의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 승진 및
학교간의 횡적 이동도 있고, 최근 직선제를 실험하는 학교도 있지만) 교육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당정간부가 낙하산 형식으로 학교영도로 임용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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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학교영도의 선발 및 임용 중 민의측정, 개별인터뷰, 공시 등 민주적 절차가 있지
만, 실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영도를 선발하는 결정권은
상급주관부문과 영도의 수중에 있다. 또한 공시가 어느 정도 영도 고찰과 선발에서
공개성과 투명성이 보인다하더라도 전체 체제의 제한으로, 영도선발에 대해 실질적
인 감독을 행하기가 어렵다((吳增基 2006, 263-265). 이러한 체제에서 (당정간부가)
대학영도로 임명된 자는 대학 및 교육 이념의 실현, 혹은 학교발전을 위해서 노력하
기 보다는 더 높은 직위를 위해서 노력한다. 또한 더 높은 직위로 승진하기 위해서
는 임기 동안 업적을 쌓아야 하는데, 그 업적은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업적,
이미지 혹은 전시적인 면을 중시하는 체면공사(面子工程, 크고 호화로운 건물을 건축
하는 것, 혹은 형식적 사업 내지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말함)에 치중한다(熊文
銷 2011, 87). 필자는 종종 어느 대학의 교장(혹은 서기)이 상급교육부문 혹은 상급
기관으로 영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한 당사자인 본인은 물론이고 그
대학의 구성원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한다. 이는 감투의식 및 관료우월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국대학과 관련된 가장 권위적인 법규인 <조례>와 <고등교육법>을 보면, 당위(특
히 당서기)와 교장의 권한과 상호관계가 불명확하다. 이러한 불명확한 권한은 권한중
복 및 교차, 인치적요소의 개입, 월권 및 책임전가 등이 발생한다. 첫째, 공식적으로
는 당위의 당서기가 교장보다 서열이 위지만, 둘 다 동일한 급별이고, 특히 당위영도
하의 교장책임제이기 때문에 각각 당과 행정의 일인자이다. 이는 관료제의 계층원리
에 맞지 않게 일인자가 두 명이라는 것이다. 이런 불명확한 권한관계와 상하관계 하
에서는 각자가 일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치의 개입과 권한 충돌이 발생한다.
특히 <조례> 제3조에서 보았듯이 당위는 당위위원들이 분업에 따른 집단영도체제만
두었지 당서기의 권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13) 이렇게 권한이 불명확
한 체제하에서 당서기가 실력이 있을 경우는 당이 행정을 장악하지만, 반대로 당서
기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행정을 잘 모를 경우에는 당위영도는 한계에 봉착한다. 둘
째, <조례> 제10조 2항에, 당위는 “학교개혁발전 및 교육, 연구, 행정관리에서 중대
사항을 토론 결정한다.” ‘중대사항’ 이라는 말이 구체적이지 않고 범위가 없기 때문
에 실제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어떤 업무에 대해 교장은 행정업무에
속한다고 생각하여 결정하지만, 이에 대해 당서기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교장
이 월권을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어떤 업무에 대해 당서기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
각하여 결정하지만, 이에 대해 교장은 이는 행정업무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당서기가
월권을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조례> 제3조에서 당위가 “학교업무를 통일영도.”한
13) 당위의 집단영도체제에서 당위위원간은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기는 단지 반장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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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등교육법> 제41조에서 “교장이 학교, 연구와 기타 행정관
리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일영도'와 '전면적 책
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다(李碩豪 2011, 77; 嚴蔚剛 2015, 21). 이
런 애매모호한 문구가 권한 충돌 및 중복과 인치를 발생하게 하고, 또한 문제가 발
생한 경우 책임전가를 하게끔 하고 있다. 셋째, 당계통의 중층간부는 당위가 임면하
지만 행정계통의 중층간부의 임면에 대해 당위와 교장의 권한이 중복되어 타협 혹은
충돌이 존재한다. <조례> 제23조에 의하면, 당위는 당이 간부를 관리(黨管幹部)의
원칙을 견지한다... 중층 행정간부의 임면은 당위조직부문이 고찰하고, 행정계통 영도
의 의견을 들은 후, 당위가 집체토론을 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41
조6항에서, 교장은 내부조직기구의 설치방안을 정하고, 부교장 인선에서 추천을 하
고, 내부 조직기구의 책임자를 임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권한관계가 불
명확하고 실력이 우선시되는 중국문화 하에서, 일반적으로 교장이 당서기 혹은 위원
들 보다 행정업무를 잘 알고 또한 <고등교육법>과 교장판공회의 등의 법규 및 제도
의 힘을 빌려 독단적으로 혹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당위영도하의 교장책임제는 무력화 된다. 다섯째, 부교장은 교장이 추천하고 상
급당위에서 임명하지만, 상급당위는 본 당위와 의논하기 때문에 본 당위의 영향력이
크다. 비록 부교장은 교장의 지휘권을 받고 교장에게 책임을 지지만, 위와 같은 구조
하에서 부교장은 본 당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극단적인 경우, 교장은 부교장에 대
한 지휘권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교장은 부교장을 무시하고 직
접 중층간부를 지휘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여섯째, 원급에서도 영도체제와 권
한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위에서 당계통과 행정계통 및 부속기관에서 본 것처럼, 기구가 방대하고 많은 인
원이 존재한다. 북경대학의 예로, 서기와 교장 등을 포함한 학교영도가 무려 22명(상
무부서기가 기율검사위원회서기를 겸직)이다.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8명의
교장보좌인인데, 교장보좌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교장보좌인에 관한 법적 근거
가 없지만, 관례에 따라 부교장(副廳級)과 당정부분의 부 혹은 처장(正部處級) 사이
의 급별로, 교육부 당조와 소재 성(省) 당위가 의논 결정하여 교육부당조와 교육부가
임면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다른 견해도 있다. 예를 들면, 북경대학은 교장보좌인
의 영도직무를 만들고 또한 인원이 너무 많다는 비판을 받았다(중국대학에서 보편적
으로 교장보좌인이 있음). 이에 대해 교장은, 이들은 겸직(원장 및 교수 혹은 기능부
서의 부장)이고 학교에서 선발 임용하였기 때문에 행정 급별이 없다고 답하였다.14)
어쨌든 이것은 관료주의 문화에서 서로의 이해관계(예를 들면, 교장보좌인은 영도라

14) http,//news.sina.com.cn/c/2012-07-05/15382471887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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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투와 물질적 이익 등을 향유)가 일치해서 위인설관(爲人設官)을 한 것이다. 또
한 당위판공실과 교장판공실 및 교무위원회(북경대학은 특이하게 당위판공실과 교장
판공실를 하나로 합병하였고, 당서기가 교무위원회의 주임)를 두는 것은 옥상옥의 구
조이고,15) 당위위원회와 발전계획부는 기능이 중첩된다.
북경대학의 예로 당 계통 기구 11개(공청단과 노동조합의 군중기구를 포함), 행정
계통의 기능기구 22개, 직속 및 부속기관 21개, 이외에도 명의등록기구(挂靠, 편제의
제한으로 대개 기능 기구에 명의를 등록하여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말함)가 있다. 보
통 중국대학에서 부(처)급(학교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부처급 부직인 부부장 혹은
부처장은 한 부서에 보통 3명 이상)간부가 (큰 대학의 경우)200-300명이 있다. 그래
서 중국에서는 복도에 학교영도가 꽉 차고 강당에 처급간부가 꽉 차고 운동장에는
과급간부가 꽉 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인원이 있다. 더구나 이러한 기구
들 간에 명확한 권한 구분이 안 되어 권한중복 및 기능교차, 책임전가, 공문여행(公
文旅行, 원스톱 행정이 아니고 여러 기관의 수속을 받는 것을 말함)등의 현상이 나타
난다. 특히 당 기관과 행정기관 간에 권한 중첩 내지는 중복이 되어 간단한 업무도
많은 기관과 연계되었다(郭爲祿 2012, 232).16)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부문 간의 협
조와 인간관계가 중요시되고, 좋은 일은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나쁜 일은 다른 기관
에 전가시키는 현상이 일어난다. 또한 권한이 중복 내지는 중첩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원이 있다.
학원레벨에서는 당 계통으로는 (처급)당서기와 부서기, 공청단 서기(부서기) 및 당
과 행정계통의 관리를 받는 보도원 등이 있고, 행정계통에는 (처급)원장-부원장(보통
교육연구, 인사, 재무 등을 담당하는 여러 명의 부원장이 있음)-판공실주임(부주임)과장-비서(행정, 외사, 교무, 대학원, 자료실, 설비 및 실험실을 담당하는 여러 명의
비서가 있음)등이 있다. 이렇게 과도한 계급(층)은 관료주의를 생성하고, 정보전달의
떨어지고, 관리부문의 저효율을 가져온다. 특히 중국대학에는 많은 인원이 업무를 과
도하게 세분화되어 권한(혹은 기능)중첩, 책임전가, 불필요한 업무추가(文山會海, 산
더미 같은 문서와 매우 잦은 회의), 인원 간에 업무량의 차이, 공문여행 등의 관료주
의가 존재한다.
학술위원회 위원의 배경은 각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개 반 이상은 학교영도
(교장 혹은 부교장), 기능부문의 처장 및 원장인 쐉지엔티이아오(双肩挑, 쐉지엔티이
15)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교무위원회의 주임은 교장인데, 북경대학은 당서기가 맡고 있는 것에 대해
추후의 검토가 필요하다.
16) 예를 들면, 인재양성방면을 두고 행정부문은 교무처, 대학원, 학생처를 설치하고 당부문은 대학원
공작부, (본과)학생공작부, 공청단을 설치하고 서비스형 기구인 학생취업지도센터(혹은 학생발전서비
스센터)등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기구에는 수많은 인원이 있다. 郭爲禄，林炊利.2012. 『大學運行
模式：大學内部决策系统改革的路徑選擇』，上海教育出版社,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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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는 '겸직'의 의미, 이하 쐉지엔티이아오. 위의 인원들은 학술과 관리 직무를 동시
에 담당하는데 학술에서 관리직무로 가는 루트와 관리 직무에서 학술로 가는 루트가
있음)인원 이고, 나머지는 행정 직무를 담당하지 않는 교수들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학술적 배경이 없는 기능부문의 처장 혹은 당계통의 간부가 학술위원회의 위원
으로 선발되는 것이다(즉 쐉지엔티이아오). 이는 중국대학에서 당과 행정계통의 인원
이 고등교육 관리계열 학술 직함(예를 들면, 연구원, 부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을 갖
고 참여하는 데에서 비롯된다.17) 전술한 것처럼, 학술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하
는 주임은 대개 학교영도의 제명 혹은 추천으로 선발된다. 의결방식이 주임의 주관
하에 표결제를 취하는데, 주임은 일반적으로 학교 혹은 행정영도의 의지를 인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들은 학술적 표준에 의거하여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혹은
행정의 조정 혹은 컨트롤 하에 이루어진다(陳金聖 2014, 181). 특히 학술사무에 속
한 의제인데도 불구하고 학술위원회에서 토론되지 않고 행정부문(예를 들면 인사처)
혹은 권력 있는 영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학술위원회가 아직
은 행정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또한 제도화가 되지
않은 과도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교직원대표대회는 교직원이 학교에 대해 민주적 관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조례> 제22조 7항에서 “당위는 교직원 대표대회를 영도한
다.”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당정인원이 학교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정인
원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 교직원대표대회의 구성, 개최시기, 의제 심의, 회의방향, 회
의순서를 결정한다. 따라서 교직원대표대회에서 교사의 주체적 지위를 보장할 수 없
다(张建祥 2011, 59; 馮铁蕾 2011, 66）. 이는 교직원대표대회가 실질적으로 형식에
머물고 교직원대표대회의 본연의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교사들은 물질적 이익과 체면 및 관료주의 문화로 인하여 당정직무를 맡으려
고 한다. 이런 관료주의 문화가 생성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쐉지엔
티이아오를 하면 더 많은 수입과 물질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25조에 “교사의 평균급료는 국가공무원의 평균급료보다 낮지 않거나 높
아야하고, 점차 교사의 급료를 높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수의 수입은 다른 전문직, 심지어 공무원에 비해서 낮다.18) 류진웨이(劉金偉) 등의
17) 이는 <표1>에서 비영도직무인 (조사)연구원, 부(조사)연구원 등과 관련이 있지만, 금후 다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18) 교사수입이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면 수입이 낮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 관련된 직업은 10.4만원
이고, 금융업의 평균수입은 20.03만 위안이다. 劉金偉外.2012. "北京高校敎師薪酬滿意度及其影響因
素分析", 『復旦敎育論壇』, 第10券 第1期, P.73. 중국에서 공무원 수입과 대학교사 수입의 격차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개된 수입 외에 많은 복지(공개된 복지와 비공개된 복지)
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사보다 수입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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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의하면, 2011년 북경 소재 대학 교수의 평균 수입은 8.24만 위안이다.19) 연
4-8만의 수입이 조사대상 중에서 56.9%이고, 10만원 이상은 22.9%이다. 북경소재
대학의 정교수가 처급간부를 담당하는 비율은 25.8%이고, 과급간부를 담당하는 비율
은 6.2%이다. 처급간부를 담당하는 교수의 연 평균 수입은 14.73만원이고, 쐉지엔티
이아오가 아닌 정교수의 연 평균 수입은 11.56만 위안이다. 과급직무를 담당하는 부
교수의 연 평균 수입은 9.88만 위안이고, 쐉지엔티이아오가 아닌 부교수의 연 평균
수입은 7.87만위안이다(劉金偉 2012, 74). 위의 조사는 2011년에 이루어졌기 때문
에, 현재는 수입이 약간 상승했지만, 다른 직업과의 격차 및 쐉지엔티이아오의 유무
에 따른 수입의 격차는 변하지 않았다. 더구나 쐉지엔티이아오 인원은 각종 보조금·
행정비용·출장비(고찰이라는 명목의 해외출장비 포함)·접대비용 등을 향유할 수 있고,
또한 연말 보너스 등에서 다른 교사들보다 더 많이 분배 받는다.20) 그리고 각 대학
의 사정은 다르지만 일반교사들은 독립적인 연구실이 없는데 당정인원 및 쐉지엔티
이아오인원은 호화스러운 연구실 혹은 사무실을 갖고 있다. 둘째, 쐉지엔티이아오 인
원은 이런 물질적 이익뿐만 아니고 많은 권력을 갖는다. 예를 들면, (학교마다 다르
지만 한국에 비해)원장은 인사 및 재정권을 어느 정도 자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이외에도 학원운영자금·강의 및 업무배정·교사들의 업적 평가·각종 추천권 등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력이 부여된다. 셋째, 더욱 심각한 것은, 쐉지엔티이아오 인원은 학술
자원을 장악하고 있다. 쐉지엔티이아오 인원은 교급 연구과제뿐만 아니고 성 및 국
가급 연구과제를 독점한다.21) 이들이 연구과제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은 관료들과의
교류관계, 즉 ‘호혜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관료들은 자기 자신 혹은 친척
들의 학위를 얻고 그 대신 교수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박
사가 많은 곳은 학교보다 관청에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학 호혜가 존재한
다. 여기서 부패가 생기기 쉽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국가급 및 성급 교육우수자에게
표창을 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교육우수자 후보의 추천권이 대개 원장 혹은 쐉지
19) 대학교사의 수입은 보통 급료와 수익창출(創收, 개인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예를 들면 겸직, 연구
과제 공제금 등)로 이루어진다. 지역(국가급료는 비슷한데 지방보조금 등이 있기 때문에 지역격차가
심함. 연해지역과 서부지역의 차이가 심하고 연해지역에도 광저우, 상해 북경 순으로 급료가 높음),
학원 및 전공(각 학원의 수익창출의 차이에 따라 학원 간의 격차가 심하고, 또한 이공계는 문과에
비해 상당히 높음), 개인(겸직 및 연구과제 등, 특히 연구 과제를 1년에 몇 개씩 하는 교수가 있음)
마다 수입의 차이가 크다.
20) 연말보너스 중 한 가지는 수익창출(創收)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연말에 수입 분배). 수익창출이
란, 예를 들면 원단위에서 외국어교육, 공무원 교육 , 평생교육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는 것으
로, 이를 학교본부에 교부하지 않고 자기 단위에 둔다. 이를 사방전(私房錢) 혹은 사금고(私金庫라고
한다.
21) 중국대학에서도 정부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정부의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교사의 평가지표로 확정
한다. 학교는 국가급, 성급, 교급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또한 직무수당과 직위심사를 실시한다. 물론
평가주체와 방식도 행정기구 및 행정인원이 평가의 주체가 되고 평가를 수량화, 등급화의 방식을 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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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이아오인원에게 있고, 후보자를 추천하면 학교본부(인사처 혹은 학술위원회)에서
선발하여 (형식적으로)국가 및 성 교육청에 추천한다. 추천권을 지닌 쐉지엔티이아오
인원이 자기 자신 혹은 관계가 좋은 교사를 추천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교사들이 학문에 매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주위의 시선에 의한 무능력자라는 자
괴감(체면) 혹은 생활의 문제뿐만 아니고 학술활동의 공간이 부족하고 학술 혹은 학
교업무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학회활동이 활발하지 않고,22) 또
한 학회 및 학술단체의 임원들이 대개 관료 혹은 쐉지엔티이아오 인원이다. 그리고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일반교사들이 학술위원회 혹은 교직원대표자대회 등을 통해
학술사무에 대해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다. 위와 같은 구조와 문화에서는 교사들은
학문 및 학교에 대해 적극성·창조성이 결여되고(石若坤 2007, 165), 교사로서의 존
엄을 갖을 수 없는 교사 쟁이(教師匠,敎書匠, 중국에서 교사에 대한 경멸적인 단어)
로 지내든가, 그러하지 않으면 쐉지엔티이아오 인원이 되려고 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중국대학에서 교사가 쐉지엔티이아오, 즉 행정직무뿐만 아니라 당 직무(교사들이 당
서기 등의 직위를 맡기도 함)까지도 담당하려고 한다.

Ⅳ. 전통 문화적 측면에서에서의 관료주의문화
중국의 가족구조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家)와 방(房)이다. (확대가족
의)가는 통합을 의미하는데 반해 방은 분화를 의미한다. 분방(分房, 분방은 분가와
다른데, 분가는 재산을 완전히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 데에 반해 분방은 분가전의 상
황임)에는 '자기 몫'이 있고 독자적인 계보의식이 존재한다. 중국대학에서 일인자가
권력을 독점을 하는 경향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집체영도와 개인분업 책임제라는 점
도 있지만)당위의 다수의 위원들 혹은 행정계통의 교장과 부교장도 각각 '자기 몫'에
근거한 권한으로 관할 부문별로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 북경대학의 예를 들면, 당서
기는 당무를 주관하고 조직부(인사 및 조직을 담당)와 통일전선부를 분관하고, 상무
부서기는 기율검사위원회판공실·감찰부·선전부를 분관하고, 부서기 1은 통일전선부를
협조관리하고, 부서기 2는 학생공작부와 인민무장부(군 입대와 보안 등을 담당) 및
단위(團委, 공산주의 청년단 위원회)를 분관하고, 교장은 행정업무를 주관하면서 심
계실(審計室, 감사실, 일반적으로 중국대학에서 교장은 재정과 감사 및 인사부를 분
관)을 분관하고, 상무부교장 1은 인사부와 발전계획부 등을 담당하고, 상무부교장 2
22) 중국에서는 학회활동보다는 강좌활동이 많다. 강좌의 강사는 '꽌시'가 있는 사람을 초빙하는 것이
많고,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불하고 그와 '꽌시'를 맺거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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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학(기업)관리위원회와 과학기술부 등을 분관하고, 상무부교장 3은 의학부(2000
년에 북경의과대학과 합병)를 분관하고, 부교장 1은 연구부 등을 분관하고, 부교장 2
는 국제교류부 등을 분관하고, 부교장 3은 교무부와 대학원실을 분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기 몫'에 근거한 권력분점을 한다.23)
특히 교장과 부교장은 행정계통에서는 상하관계이지만 당위에서는 평등한 관계이
고, 또한 (교장의 추천 하에)부교장 임명을 결정하는 것은 상급 당위(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본 당위의 영향력도 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교장의 지휘권이 약화
되고 당서기와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당서기와 교장의 관계가
갈등관계가 형성될 때 부교장은 당서기와 한편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
고 학교마다 다르지만 한국에 비해 원장도 원 레벨에서는 인사권, 재정권 등을 자주
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중국대학에서 권한과 상호관계의 불명확한 것은 체제 및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중국문화(특히 가족주의 문화)의 영향도 많이 존재한다. 첫째, 중국 전통문화에서는
권한 및 권리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학자 치앤무(錢穆)는, 서구는 권(權)
을 중시하여 논하지만 중국역사에서는 직(職, 관직 혹은 직관, 즉 직위의 구분을 말
함)을 중시하여 논하였다. 따라서 군권 혹은 재상권이라는 개념은 서구에서 나온 개
념이다. 실제적으로 중국정부는 직위 구분만 있지 권력(권한-필자 주)의 투쟁은 없
다. 중국인이 말하는 권(權)자는 권도(權度), 권량(權量), 권형(權衡)이라는 의미를 지
니고 있다. 각 관직은 자기 마음속에서 헤아린다. 이것은 외부적인 힘(즉 외부의 명
시적 권한)의 부여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국 전통 관념에서 (외부의 명시적
권한은 규정하지 않은 채-필자 주) 군직(君職), 재상직(宰相職)이라고만 한다. 모든
관직에 대해 각자는 가늠(혹은 헤아림, 權衡)을 갖는다. 관직을 만든다는 것은 관직
을 구분하는 것으로, 관직을 구분하면 각 관직의 (권한-필자 주)은 자연스럽게 구분
된다(錢穆 2001, 26).이는 중국사회에서 서구의 권한 혹은 권리에 근거한 형식적
합리성과는 달리 권한과 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그 권한과 책임은 정리
(情理)에 따라 가늠(혹은 헤아림)한다는 의미이다.24) 앞에서 서술한 학교영도 간의
23) 이러한 예는, G대학 2001년 당위민주생활회의에서 부교장 송영택이 교장의 월권에 대해 발언하기
를, “업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을 분관하는 내가 교사상황이나 교육상황을 잘 모른다…영도
간에 서로 존중해야한다. 李碩豪.2011. 『權力博弈, 一所中國大學內部權力運行的故事』, 中国社会科
学出版社, P. 114. G대학2002년 당위민주생활회의에서 당위 조직부장 유림이 교장이 월권에 대해
발언하기를,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관영도와 기능부문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게 해야 한다. …교육
부문을 분관하는 송부교장이 교육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고, 물자 및 인프라를 분관하는 마부교장이
이 부문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별로 좋지가 않다." 李碩豪 2011, P. 121.
24) 중국의 사회과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권한, 권리 등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권력 혹은 직책
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왔다. 요즘에 와서 '권한'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는다. 이에 대한 개념사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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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관계의 불명확은 형식적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위와 같은 중국문화의 영향도
존재한다.
둘째, 확대 가족 혹은 종족에서의 가장 혹은 족장은 공정(혹은 공평)하고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그래서 가장 혹은 족장은 한국과 달리 항렬이 높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담당). 그러나 확대가족 내에 친소관계가 존재하므로 인정 혹은
자원을 공정(공평)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리더는 공정(공평)을 표방하지만
갖가지 책략 등을 통해 불공정(불공평)을 행하고, 또한 구성원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
불신을 갖는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리더는 체면을 잃고 권력도 실추되는 것이다. 위
와 같은 예는 리소우하오의 G대학 '삼강(三講, 교육과 정치, 그리고 정의를 논함이라
는 정풍운동)'교육에 관한 교급 영도의 민주생활회 세미나 기록(2000년)에서 서기의
자아비판에서 볼 수 있다.
“업무에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살까봐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는 의식이 존
재하였다. 또한 업무에서 주로 격려와 칭찬을 하였다. 하급직원들에게 비판해야할 것
을 비판하지 못하고 고쳐야 할 것을 대담하게 고치지를 못하였다. 명절에 술 담배
등 선물은 받기는 하였지만, 청렴하려고 자기관리를 엄격히 하였다. …이번 J교사 선
발에서 동향사람을 임명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자기는 파벌의식을 만들지 않았다. 2
년 동안 27명의 중층간부를 선발했는데 동향사람은 2명밖에 없다(李碩豪 2011,
107).”
후에 G대학에서 서기가 동향사람을 대거 선발 임용 및 승진을 시키기도 하였지만
교장의 견제로 인하여 자기 뜻대로 되지가 안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서기는 체면을
잃고 권력은 완전히 실추되었다(李碩豪 2011).
셋째, 위와 같은 구조, 즉 체면이 손상되고 권력이 실추되는 상황 하에서 가족의
단결 혹은 화목을 강조한다. 위 사례는 리소우하오의 G대학의 당위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 G대학에서 서기는 당위에서 결정할 문제가 교장이 주관하는 행정(교장판공위
원회 등)에서 토론 결정되어 서기의 체면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다. 따라서 서기 등
당 계통에서는 '당위의 영도', 혹은 '민주집중제 원칙'을 강조하여, 결속을 다지고 또
한 권한확대를 도모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교장은 '당위영도하의 교장책임제(특히
교장책임제)' 및 교육법에 근거한 교장의 직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G
대학은 두 영도 간의 체면 다툼(爭面子)이 발생하였다. 중국대학에서 당정계통 혹은
파벌 간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협상 내지는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당정계
통간의 화합 등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양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각 방간의
평등한 관계는 실력주의도 생성하지만 타협 내지는 협상도 많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는 문중 간의 직계 혹은 정통성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한 것과는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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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국의 가족 및 종족은 집권적인 형태를 지니지만 (가산균분제 혹은 각방의
평균에 의해)평균의식이 존재한다. 이는 리소우하오의 G대학 당위자료에서의 서기와
구성원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 G대학 교장은 처음에 업적에 따라 상벌을 실시했는
데 벌점 혹은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당위서기와 부서기에게 하소연하
고, 그들의 동정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부서기는 G대학 '삼강'교육에 관한 교급 영
도의 민주생활회 세미나 기록(2000년)에서 교장의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하
였다.
“첫째, 모든 일은 우선 냉정하고 성숙 후에 다시 이야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부정
적 효과를 일으킨다. 둘째, 사람들이 다가가기 쉽게 해라. 셋째, 업무방식에서 예술을
중시해라(중국인은 인간관계를 마치 예술처럼 해야 한다고 하여 예술이라고 표현-필
자 주), 비판자는 예술을 중시해야 한다, 장소를 가리면서 해라, 직원들의 자존심에
영향을 끼치지 말라(李碩豪 2011, 110).”
후에 성위(省委, 즉 성의 당상무위원회)조직부가 중층간부를 상대로 교장에 대해
연도평가를 실시했는데, 교장은 우수가 아니고 적합을 받았다(이에 비해 서기는 우수
를 받았음). 이 사건이 있은 후 교장은 중층간부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 간부를 비
판하는 일이 아주 적었고, 중층간부와의 식사자리가 많아졌다(李碩豪 2011, 176).
물론 이는 체제 혹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롯되었지만, 중국은 가산균분제에 의한
평등의식이 있고, 자기에 대한 강한 자존심(즉 체면)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체면은 이
해타산적인 면도 강하다.
다섯째, 체제적인 측면과 전통문화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인정과 체면을 기반으로 한 ‘꽌시’가 중요시된다. 가산균분제와 각 방 간
의 평등한 관계, 중국에서는 종족조직을 형성할 때 우리나라와 달리 (인정과 신뢰 및
호혜가 없으면)장방(長房, 장자 혹은 그 직계후손)을 제외하고 방계, 예를 들면 이방
(둘째)과 삼방 혹은 사방끼리 종족 재산을 만들고 종족조직을 형성한다. 즉 여기서의
특징은 '자기 몫'이라는 의식, 신뢰와 호혜관계의 중시,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융
통성 내지는 포용성이 존재한다.25)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한국에 비해 정보다는 인
정과 호혜가 우선시된다.26) 물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정
(感情)'을 사용하는데, 주로 가족과 절친한 친구에게만 사용된다. 대학에서는 (한국과
25) 여기서 융통성과 포용성이라는 것은 비록 다른 부류(즉 외인)이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이 되든
가, 혹은 나의 체면을 세워주는 사람이든가, 혹은 실력이 있다든가 하면 포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원
칙적으로 동족에서 양자를 들이나 (한국과는 달리)이성 중에서도 양자를 들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
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가족 내 혹은 사회적으로 적서차별이 없었다..
26) 사회경제 통합의 한 형태인 호혜는 관계자 사이에 대칭성(비중심성), 특정성(비임의성)을 전제로 한
교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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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친인척관계와 사제관계를 중시하는 점은 같지만)한국과 달리 학연관계보다는
인정과 호혜에 기반 한 동향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27) 이는 전통 한국에서는
서원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한 것과는 달리, 전통 중국에서는 회관(會館)을 중심으
로 세력을 형성한 것과 비슷하다. 흔히 대학 내에서 어느 동향 세력이 학교를 장악
한 경우에 대해 00방(帮, 00집단 혹은 패거리）이라고 비난한다. 중국에서 “한 사람
이 도를 깨치면 집에서 기르던 닭이나 개까지도 승천한다(一人得道 鷄犬升天)”라는
속담이 있듯이, '꽌시'가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주변사람도 득세 한다. 이들
은 대학 내에서 중요한 직위를 차지하며, 설령 직위가 없더라도 호가호위하듯이 비
공식적 내지는 사적으로 행정관계 혹은 절차를 무시하면서 권력을 행사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서술한 교장보좌인에 대한 북경대학 교장의 답변이 맞는다면, 중
국의 전통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대에 주현(州懸)관들은 광대한 영토와 많은
인구를 통치하기 위하여 (과거에만 매진한 주현관들은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서리와는 다른 전문성을 가진 막우(幕友)를 선발하였다. 대개 막우는 신사(紳士, 과거
합격자)계층이고, 주현관과 공식적 관계가 아닌 사적인 관계로 맺어지고, 이들은 후
에 관료로 천거되었다. 중국은 전임자가 후임자를 선발하여 훈련시키는 문화가 있다.
중국대학에서 교장이 방대한 기구와 수많은 인원 및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장
보좌인이 필요하고, 교장보좌인은 나중에 부교장, 부서기로 임명된다는 점에서 청대
와 비슷한 면이 있다. 심지어 원레벨에서도 원장 보좌인이 있고 대개 후에 부원장
등의 직위로 승진한다.
확대가족하의 각방 간에 호혜가 우선시되며, 족산(族産)을 기반으로 종족조직을 만
드는 것처럼, 중국의 조직에서 추상적(종족일 경우 혈연적)감정교류를 중시하기도 하
지만 현실적 이익이라는 호혜적 관계가 이루어진다.28)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중층간
부들은 임명 내지는 승진을 위하여 당서기 및 교장에게 인정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를 做人情이라고 함). 그 인정의 매개는 선물, 식사대접, 호의, 아부, 혹은 뒷돈이
다. 식사 대접의 예를 들면, 2012년 절강대학의 삼공경비(三公經費, 공무로 인한 해
외 출장 경비와 차량구입 및 운행비, 공무 접대비)가 1107.8만원에 달하는데, 이중
접대비(즉 식사 및 음주)가 반 이상(590.96만원)을 차지하고, 차량구입 및 운행비가
275.2만원이고 해외출장비가 241.64만원으로 나타났다.29) 시진핑 주석의 부정부패
27) 왜냐하면 수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대학에 모교가 아닌 이상 어느 대학의 출신자들끼리 모여 세력
을 형성하기가 어렵고, 또한 중국의 '꽌시'는 자기중심성과 친소관계를 띤 확장성, 즉 학부도 중요하
지만 (비록 학부는 다르지만)대학원 졸업자를 포용하기 때문이고, 평상시의 경우 단결력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세력이 없다 보니 (교류관계는 있을 지라도)거기에 굳이 자기가 희생
하여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동향관계는 서로 말이 통하고 수적으로도 많고, 또
한 여기서 인정과 호혜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동향관계를 중시한다.
28) 한국은 제사를 기반으로 종족조직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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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결로 인해 삼공경비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식사 및 음주는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
이는 일상적 교류뿐만 아니고 간부고과 및 승진, 혹은 동료나 부하직원으로부터 좋
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인정을 매개로 한 '꽌시'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한국도 비슷하지만, 한국보다 중국대학은 (더)불명확한
권한 관계, 평균에 의한 각 기관의 분산화 내지는 독립성, 복수적 귀속원리로 인하여
인간관계는 더 복잡하고,30)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두루 관계를 잘 맺어야 한
다. 마치 꾀(교활한)있는 토끼는 굴을 세 개 파놓는다(狡兎三窟)라는 고사성어처럼,
항시 보다 많은 '꽌시왕(關系網, 관계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 인정을 보
내면(送人情) 상대방은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 중국에는 이를 회보(回報)라고
한다. 이는 한국도 같지만, 이론적으로 서열사회가 아닌 중국사회에서는 (서열적 관
계인)한국보다 신뢰(혹은 신용)와 보답이 더 중시된다. 여기서 인정이 개입되고 더
세심한 계산이 필요하다. 이처럼 당정계통의 간부들은 학교 및 학생에 대한 서비스
보다는 관계에 치중하고 있다. 비록 예전에 비해 당정기관의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
었지만, 당정계통의 간부들은 여전히 자원을 통제하고 또한 관료우월의식이 농후하
다.31) 이러하기 때문에 교사들도 쐉지엔티이아오 인원이 되려고 영도에게 줄을 서는
것이다.
학술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학문적 혹은 객관적으로 학술사무를 처리하기 보다는 자
기 속한 학원(부)의 일을 우선시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인정과 체면 및 '꽌시'가 작동
한다. 예를 들면, 학술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사안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의결
하는 것 보다 상대방의 관계 및 체면을 먼저 고려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체면을 생
각하여 좀처럼 발언을 하지 않고, 발언을 한다하더라도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발언을 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상대방이 자기의 체면을 봐주지 않거나 자기이익에
침해가 있을 경우이다. 특히 학술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표결제를 선택하는데 상
29) 人民網. 2013. “高校'三公經費'必须'透明化'.”
http,//opinion.people.com.cn/n/2013/1227/c1003-23961768.html(2015/12/26).
30) “한 문중은 그 문중에 포함된 조상만을 포함하지 그 위의 조상 또는 하대 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조상의 불가분성, 즉 단수적 귀속의 원리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것에 비해 중국의 종족조직
은 조상의 가분성과 복수적 귀속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광규.1997. 『한국친족의 사회인류
학』, 집문당, P. 50.
31) 이는 쪼구어화의 사회조사에서도 볼 수 있다. 어떤 교수가 말하기를, “행정인원이 보기에 교사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으로 보고, 우리가 보기에 행정인원은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이다...그들은 우리
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周國華. 2012.
『大學敎師組織認同研究：影響因素及其建構基础』，華東師範大學出版社, P. 254. 어떤 교수가 말하
기를, “협조를 구하는데 연줄을 찾아야한다…일이 성사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꽌시'이다. (행정
인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은, 교사가 찾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저녁에 자기 집에
찾아오라는 것이다.” 찾아오라는 것은 선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周國華 2012, PP.
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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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중국사회는 페이샤오통(費孝通)의
차등순서의 틀(差序格局), 프랜시스 슈(許浪光)의 상황중심(situation-centeredness)
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인은 개인(己)중심이고, 그 개인과 상대방의 (친소)관계에 따
라 그 행위선택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도가 학술위원회의 절
차를 밟지 않고 자기의 의견 혹은 주장을 관철하려는 경우도 있다.
교사와 관련된 관료주의 문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으로 중국 지식인의 사
회적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 특히 명청대에서 빈번히 발생한 문자옥(文字獄, 자기
가 쓴 문장 때문에 화를 당하는 일을 말함)이 있고, 한국의 양반과는 달리 중국의 신
사는 세습이 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의 가산균분으로 인하여 항산(恒産)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군주나 사회에 대해서 자유롭게 혹은 비판적으로 발언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과 전술한 학이우칙사라는 관료주의문화로 인하여 지식인들은 관료가 되
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필자는 중국대학에서, 어떤 사람은 대학교수가 공무원의
처장급이고 부교수가 부처장급이라는 관직(이에 걸 맞는 대우)을 말하기도 하고, 어
떤 사람은 이에 대해 달리 말하는 것을 종종 듣는다.32) 이는 대학 교사사회의 관료
주의문화를 잘 표현한 것이다. 이런 관료주의 문화에서 교사는 쐉지엔티이아오 인원
이 되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쪼꾸오화의 사회조사에서도 보인다. 모(某)교수가 말하
기를,
“학교에 대한 동일시와 충성을 높이려면…중요한 것은 행정직위를 얻는냐 얻지 못
하느냐이다...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좋은 것은 행정인
원이 다 갖는다…만약에 행정직위를 담당하면 대외적으로 체면이 서고, 외부세계와
의 교류가 많아지고 연구과제도 많이 획득한다. 그리고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 수입
이 늘어난다(周國華 2012, 258).”
이는 중국대학에서 체면과 현실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쐉지엔티이아오 인원이 되
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청대에 한족의 지식인을 회유하기 위해서 사고전서 등을 편찬하고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관직제수를 못 받은 거인(擧人, 향시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관직을 주
는 시용(試用)을 채택하였다. 중국에서 국가급 및 성급 연구 과제를 꾸준히 발주한
다. 그런데 이 연구과제가 정권(혹은 정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발주되고, 심지어 연
구과제의 제목도 관에서 정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여기서 교사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연구과제 응모에 교사뿐만 아니라 당정인원도 신
32) 이는 <표 1>에서 (조사)연구원은 교수급에 해당되고 부(조사)연구원은 부교수에 해당되는 것을 근
거로 말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금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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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기 때문임)이 과제에 응모를 한다. 관에서 이 많은 연구과제 신청을 심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또한 '꽌시'를 중요시하는 문화에서, '꽌시'가 있는 사람
혹은 대개 직위가 높은 사람 혹은 쐉지엔티이아오 인원이 신청한 과제를 선정한다.
그리고 약간 차원을 달리하나 학교레벨에서 교사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혹은
교사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하여, 혹은 학교간의 경쟁으로 교사의 이동을 막기 위하
여 교사들에게 쐉지엔티이아오, 즉 위인설관을 한다.
셋째, 전술한 것처럼, 중국은 방분(房分, 자기 몫)에 의한 자기중심성, 가산균분제
으로 인한 균분의식 및 실력주의 등으로 인하여 중국의 대학은 의존과 자립(혹은 독
립)의 경향이 강하고, 인정과 체면 및 이해타산적인 면이 존재한다. 이런 현상은 쪼
꾸오화의 대학 연구팀에 관한 사회조사에서도 보인다. 부원장이 말하기를,
“연구팀이 협조가 잘 안 된다. 중국인은 “뭘 믿고 당신과 협력하느냐?”이익이 있
어야만 비로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밑에 있
는 사람이 실력을 쌓으면 곧바로 다른 곳에 간다(周國華 2012,249).”
모(某)교수가 말하기를,
“협력이 잘되는 연구팀을 만들려면, 첫째, 리더가 필요하고, 둘째, 비교적 관계가
좋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연구팀을 만들려고 한다. 내 생각에는 쉽지 않다. 누구든
지 꼬리는 싫어하고 머리가 되려고 한다. 꼬리는 평가체계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
문이다…(周國華 2012, 250).”
다시 말하면, 팀 혹은 단체에서 학문적 측면에서 진정한 의의의 협력과 팀워크는
없고 인정과 체면에 근거한 '꽌시'가 있거나 자기이익(몫)이 있을 때 비로소 협력과
팀워크가 이루어진다. 한국은 일인을 중심으로 강한 수직적 질서와는 달리, 중국은
누구든지 꼬리는 싫어하고 머리가 되려고 하는 강한 평등 혹은 균분의식 및 자립의
식이 존재한다. 물론 한국에도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경향은 있으나, 중국의 가족구
조와 문화(의존과 자립, 이해타산적인 체면, 자기중심성, 자기 몫)의 측면에서 볼 때
이론적으로 위와 같고 실제적으로도 이런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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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고는 사회인류학적 측면에서 중국대학의 관료주의문화를 제도적 측면과 문화적
인 측면을 나눠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대학영도의 선임방식은 대학의 자주성 결여 및 비민주적인 측면을 가져오고,
영도들은 더 높은 직위에 승진하기 위하여 단기적이고 전시적(체면)인 업적에 치중한
다. 대학영도 간, 특히 당서기와 교장의 권한과 상호관계가 불명확하다. 이는 당위영
도하의 교장책임제라는 제도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또한 중국의 전통문화에서 비롯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권한중복 및 충돌·파벌의식 조장·월권 및 책임전가·인치적
요소의 개입 등이 발생하고, 인정과 체면 및 '꽌시'가 작동하고 있다. 이런 권한관계
의 불명확와 중국문화의 개입은 당정기관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방대한 기구와 인
원·권한중복 및 기능교차가 발생하고, 관료 우월의식·인정 만들기 및 '꽌시왕'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당정권력이 비대화 되는 반면에, 학술위원회는 아직 행정 권
력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인정과 체면 및 '꽌시'라는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본연의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물질적 이익과 체면 및 관료주
의 문화로 인하여 쐉지엔티이아오가 되려고 한다.
본고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중국대학의 관료주의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
지, 실천적 개혁방안은 논하지 않았다. 또한 실천적 개혁방안은 서구·한중일을 비교
한 후에야 비로소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매체 혹은 필자의 경험을 통해 한국대학의 관료주의 현상을 종종 보아왔다. 모 대
학의 이사장이 반대교수에게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목을)
쳐 주겠다.” 라는 기사를 보았다. 이는 이사장의 전횡의 극단적 예일지 몰라도 가끔
재단 및 이사장의 전횡과 부패를 보아왔다. 이외에도 총장의 독단, 총장직선제를 둘
러싼 잡음, 정부주도의 대학평가(및 방식)과 대학개혁, 관(기업)학 호혜관계, 인정과
체면 및 파벌의식, 광범위한 학연 및 사적관계의 존재, 감투의식 내지는 관료우월 의
식, 권한관계의 불명확화와 월권, 대학 자치성의 결여 등을 보아왔다.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 비해)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했더라도 위와 같은 관료주의 문화는 여전한 것
같다.
우리가 그동안 선진적인 (형식적) 제도의 분석과 도입의 관심에 초점을 두었지, 제
도이면에 녹아 있는 전통문화에 근거한 관료주의의 분석에 소홀한 것 같다. 우리는
중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한 일제 통치를 받은 역사적 경험이 있다. 따라서
한국대학의 관료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에 근거한 한중일 대학의 관료주
의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선진적인 제도분석과 도입 및 개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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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논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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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ureaucratism Culture in China’s Universities
Choung Hayoung*33)
This thesis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bureaucratism culture in China’s univers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anthropology concerning system and culture. The authority
and mutual relationship among the leaders in universities, especially between Party
Committee Secretary and university president, is not clear. And this results from the
principal accountability system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arty
Committee rather than from traditional Chinese culture. It brings about the overlapping
of authority, conflict and buck-passing, as well as favors, faces and relations. This goes
to functional department too. The power of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grows, but the academic committee (academic power) cannot get rid of the control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eachers want to be double-tasked motivated by interest, face
and the bureaucratism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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