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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사위원회 7대부(청) : 중앙군위판공청 / 연합참모부 / 정치공작부 / 후근보장부 / 장비발전부 / 훈련관리부 / 국방동원부
**중국인민해방군 6대 병종(兵種) : 육군 / 해군 / 공군 / 로켓군 / 전략지원부대 / 련근보장부대(联勤保障部队)
***중국인민해방군 5대 전구(戰區) : 동부군구/ 남부군구 / 서부군구 / 북부군구 / 중부군구

1. 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구조
□ 중앙정부(中央政府)

[중앙(中央)]
①당중앙위원회-->당중앙. ②중앙정부(中央政府)-->중앙

[중앙정부(中央政府)]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中華人民共和國 中央人民政府)

②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

==>중화인민공화국 최고국가행정기관

[중앙정부 구성]
▫ 9개 부문

1)지도부 :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

2)국무원 판공청
3)국무원 구성 부문
4)국무원 직속 특설기구
5)국무원 직속기구
6)국무원 판사기구
7)국무원 직속사업단위
8)국무원 부·위(部 · 委)관리 국가국(國家局)
9)국무원의사협조기구(國務院議事協調機構)

[국무원 지도부]
▫ 1 + 4 + 5 + 1 시스템

▫총리 : 리커창(李克強)

▫부총리 : 한정(韓正) 순춘란(孫春蘭, 여), 후춘화(胡春華), 류허(劉鶴)

▫국무위원 : 웨이펑허(魏鳳和), 왕용(王勇), 왕이(王毅), 샤오제(肖捷), 자오커즈(趙克志)

▫비서장 : 샤오제(肖捷, 겸임)

[국무원 구성 부문]
▫ 26개 부문 : 21개 부(部) + 3개 위원회(委員會) + 1개 행(行) + 1개 서(署)
1)외교부, 2)국가발전개혁위원회, 3)과학기술부 (국가외국전문가국간판 대외 게시), 4)국

가민족사무위원회, 5)국가안전부, 6)사법부, 7)인력자원사회보장부, 8)생태환경부 (국가
핵안전국 간판 대외 게시), 9)교통운수부, 10)농업농촌부, 11)문화여행부, 12)퇴역군인사
무부, 13)중국인민은행, 14)국방부, 15)교육부 (국가어언문자공작위원회 간판 대외 게시),
16)공업정보화부 (국가항천국, 국가에너지기구 간판 대외 게시), 17)공안부, 18)민정부,
19)재정부, 20)자연자원부 (국가해양국 간판 대외 게시), 21)주택도시농촌건설부, 22)수

리부, 23)상무부, 24)국가위생건강위원회, 25)응급관리부, 26)심계서

[국무원 직속 특설기구]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무원 직속기구] 10개
1)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2)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간판 대외 게시),
3)국가체육총국

4)국가국제발전합작서
5)국무원참사실
6)국가세무총국

7)국가광파전시총국(國家廣播電視總局)
8)국가통계국
9)국가의료보장국
10)국가기관사무관리국
*국가신문출판서(국가판권국) 중앙선전부 관리 귀속 / *국가종교사무국 중앙통전부 관리 귀속

[국무원 판사기구] 2개 부문
1)국무원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2)국무원연구실
*국무원 화교사무판공실 중앙통전부 관리 귀속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 중공중앙대만공작판공실 하나의 기구 두 개 간판으로 중공중앙직속기구로 편재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중앙인터넷안보정보화위원회 판공실 하나의 기구, 두 개 간판의 중공중앙직속기구
*국무원신문판공실 중앙선전부 관리 귀속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 9개 부문
1)신화통신사, 2)중국사회과학원, 3)국무원발전연구센터, 4)중국기상국, 5)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6)중국과
학원, 7)중국공정원, 8)중앙광파전시총대(中央廣播電視總臺), 9)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행정학원, 중앙당교는 한 개 기구 두 개 간판으로 중앙직속사업단위

[국무원 부위 관리 국가국] 16개 부문
1)국가신방국(국무원판공청), 2)국가에너지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3)국가연초전매국(공업정보화부), 4)국가임
업초원국(자연자원부, 국가공원관리국 간판 게시), 5)중국민용항공국(교통운수부), 6)국가문물국(문화여행부), 7)
국가매광안전감찰국(응급관리부), 8)국가약품감독관리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9)국가양식물자저비국(국가발
전개혁위원회), 10)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공업정보화부), 11)국가이민관리국(공안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
관리국 간판 게시), 12)국가철로국(교통운수부), 13)국가우정국(교통운수부), 14)국가중의약관리국(국가위생건강

위원회), 15)국가외환관리국(중국인민은행), 16)국가지식산권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공무원국 중앙조직부 귀속 관리

*국가당안국과 중앙당안관, 한 개 기구 두 개 간판, 중공중앙직속기관 편재
*국가보밀국과 중앙보밀위원회, 한 개 기구 두 개 간판, 중공중앙직속기관 편재
*국가비밀번호관리국과 중앙비밀번호공작영도소조판공실, 한 개 기구 두 개 간판, 중공중앙직속기관 편재

□ 지방정부(地方政府)
[지방정부 지위와 성격]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집행기관(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 인민정부)
-이중 영도 :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일급(上一級) 국가행정기관 이중 지도 받음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인대 상무위원회 지도 받음
-전국 지방 각급 인민정부 모두 국무원의 통일영도를 받고 국무원(중앙정부)에 복종해야 함

[지방정부 역할]
-헌법, 법률, 행정 법규와 상급 국가기관 결의와 결정에 따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처리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 향유(명목상/실제상 차이 존재)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급(級)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상일급(上一级) 기관의 통제 받음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수장(성장省長, 시장市長, 현장縣長, 구장區長, 향장鄉長, 진장鎮長) 책임제

[지방정부 구성]
1)3급 행정제도(헌법 규정)
①성급(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
②현급(현县, 자치현自治县, 시市)
③향진급(향乡, 민족향民族乡, 진镇)

2)4급 행정제도(관행)
①성급(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
②지급(지급시地級市, 시할구市轄區)
③현급(현县, 자치현自治县, 시市)
④향진급(향乡, 민족향民族乡, 진镇)

[참고-성급] 산동성 정부 조직 구성
▫판공기구 :

산동성 인민정부 판공청

▫구성 부문(组成部门) : 23개(3개 위원회 + 1개 실 + 19개 청)

산동성 발전개혁위원회 / 산동성 교육청 / 산동성 과학기술청 / 산동성 공업정보화청 / 산동성 민족종교사무위원회 / 산
동성 공안청 / 산동성 민정청 / 산동성 사법청 / 산동성 재정청 / 산동성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청 / 산동성 자연자원청 /
산동성 생태환경청 / 산동성 주택과 도시농촌건설청 / 산동성 교통운수청 / 산동성 수리청 / 산동성 농업농촌청 / 산동
성 상무청 / 산동성 문화여행청 / 산동성 위생건강위원회 / 산동성 퇴역군인사무청 / 산동성 응급관리청 / 산동성 심계
청 / 산동성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특설기구(特设机构) :

산동성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직속기구 : 10개(2개 실 + 8개 국)

산동성 시장감독관리국 / 산동성 광파전시국 / 산동성 체육국 / 산동성 통계국 / 산동성 의료보장국 / 산동성 기관사무
관리국 / 산동성 인민방공판공실 / 산동성 인민정부 연구실 / 산동성 지방금융감독관리국 / 산동성 빅데이터국(山东省
大数据局)

▫부관리기구(部管机构) : 7개국

산동성 신방국(信访局) / 산동성 에너지국 / 산동성 양식과 물자비축국 / 산동성 감옥관리국 / 산동성 해양국 / 산동성
축목수의국 / 산동성 약품감독관리국

2. 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국제관계 업무 체계
[외교와 외사]
-외교(外交) : 일국의 정부 외교 부문이 전문적으로 대외활동에 종사하는 것
-외사(外事) : 비정부기구, 지방정부, 개인 등이 벌이는 일체의 대외 교류활동
*내정(內政) / 외교(外交), 내사(內事) / 외사(外事)
*중앙외사공작위원회(中央外事工作委員會)
*외사판공실(外事辦公室)
*협의로 보면 외사는 외교와 비슷하지만 외교는 훨씬 규격이 높은 국가간 관계, 외사는 대
부분 정부간 관계(민간, 개인 관계 포함)

[중국 외교(外事) 흐름]
▫ 국가중심(국무원) 외교 --> 지방정부 외교(外事) 증가(‘次國家行爲體’)
-개혁개방 전 외사 관련 사무도 국가(중앙정부)의 통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

-동력, 기회, 사람 등 외사 활동 자원 결핍(사실상 국가 독점, 위탁 대행)
-개혁개방으로 권력 하방과 대외개방의 추진, 지방정부 사무 확대와 권한 확대
-우호도시관계 수립, 외자 및 인재 유치, 선진 기술 및 관리 경험 등 지방의 외사(外事) 증가

▫ 중앙사무 증가에 따른 지방 외사 위임 사무도 증가
-국내정치의 국제화, 국제정치의 국내화에 기민하게 대응(중앙의 지방 외사 역할 강화)
-국제사무 증가로 개인, 지방, 국가, 국제 등 외사 주체 다원화 확대(지방의 역할도 강화)
-다원화 외교 수요 중가와 지방의 경제 이익 중시 심화(외자와 시장의 직접 이용 증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외사 기구 속속 등장(외사판공실 등)

[중국 외교(外事) 흐름]
▫ 국가중심(국무원) 외교 --> 지방정부 외교(外事) 증가(‘次國家行爲體’)
-개혁개방 전 외사 관련 사무도 국가(중앙정부)의 통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

-동력, 기회, 사람 등 외사 활동 자원 결핍(사실상 국가 독점, 위탁 대행)
-개혁개방으로 권력하방과 대외개방의 추진, 지방정부 사무 확대와 권한 확대
-우호도시관계 수립, 외자 및 인재 유치, 선진 기술 및 관리 경험 등 지방의 외사(外事) 증가

▫ 중앙사무 증가에 따른 지방 외사 위임 사무도 증가
-국내정치의 국제화, 국제정치의 국내화에 기민하게 대응(중앙의 지방 외사 역할 강화)
-국제사무 증가로 개인, 지방, 국가, 국제 등 외사 주체 다원화 확대(지방의 역할도 강화)
-다원화 외교 수요 중가와 지방의 경제 이익 중시 심화(외자와 시장의 직접 이용 증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외사 기구 속속 등장(외사판공실 등)

[지방정부 국제관계 업무 체계]
▫지방정부 외사판공실
-해당 지방 당위원회와 그 외사공작영도소조의 판사기구이며 정부 외사공작 직능 기구
-해당 지역 외교정책 집행과 중요 외사 업무를 처리
-각 지역 외사판공실은 해당 지역의 대외 소통 창구
-역할: 외사(外事)종합관리(참모, 조수, 중개, 전달, 협조, 점검, 관리, 서비스, 교량, 정보 등)

▫외사판공실 기능: 중앙(당중앙, 국무원)이 지방정부에 부여
1)정책 점검 : ①국가 대외 방침과 정책 관철, 대외 법규 및 해당 지역 당위원회 상무위원회와 정부가 내린 외사 업무의 지시나 결정을
관철 ②해당 지역 관련 부문과 단위의 대외 방침과 정책, 대외 법류 집행 상황 검사 ③수시로 각 업무 주관 부문에게 중앙의 대외 정책
과 방침, 국제 정세와 외사업무의 동태와 정보를 전달
2)참모 : ①해당 지역 당위원회와 정부의 대외업무 정책결정에 의견이나 건의 제공 ②해당 지역 외사 업무의 규장 제도, 업무 규획, 건
의 등 제안
3)관리 : ①공적 출국 관리, 영사업무 관리(대외 협력 사항 등) ②우호도시 관리(기층 우호관계 관리 포함) ③외국기자, 전문가, 유학생
등 관리
4)대외 소통 창구 개척 :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방 외사판공실의 존재감과 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책무 발굴
5)기타 : 외빈 접대, 대외 선전 전개, 군중성 외사(外事) 교육 추동, 해당 지역 민간 대외교류 지도, 해당 지역 당위원회와 정부 그리고
외교부 및 당중앙, 국무원 기타 외사 부문과 소통 사항 담당

3. 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중국 외교 : 기본 방향]
-평화발전의 길 견지
-독립자주 평화외교
-세계평화 수호와 공동발전 촉진
-(사례 : 평화공존 5원칙, 인류운명공동체)

[중국 외교 : 핵심 목표]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의 수호
-세계 평화와 발전 촉진
-제3세게 국가와 단결, 협력 강화
(핵심 이익 : ①국가주권 ②국가안보 ③영토보전(完整) ④국가통일 ⑤중국정치제도와 사회안정 보장 ⑥경제사회 지속
가능 발전 보장)

[지방(정부) 외교]
-외교 권한은 기본적으로 국가 사무에 속하는 권한(주권은 국가(중앙정부)가 행사)
-지방정부 국제화(glocalization)가 진행되면서 지방정부 등 비 외교 행위자 외교 행위 증가
-개혁개방 이후 국제관계 층위가 다양해지면서 지방정부도 국제관계 주요 행위자로 등장

[지방(정부) 외교 유형]
1)국제우호도시 체결

-1973년 중일국교정상화 2년차에 천진-고베 우호도시

2)국제조직 적극 가입

-지방도시 국제연합(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세계도시와 지방정부 연합조직(UCLG)
-세계여행도시연합회(WTCF)

3)새로운 조직 구성(창설)

-쿤밍국제우호도시여행연맹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경제회랑
-란창강 메콩강 협력

4)활발한 교류 및 소통 외교 전개

-국제문화제, 교역회, 국제포럼 등(상해국제영화제, 중국·아세안박람회, 보아오 아시아포럼 등)

[사례-지급] 산동성 쯔보시(淄博市) 우호도시 현황
차례

도시

우호 도시

비준일자

서명일자

1

쯔보시(淄博市)

미국 이리시

1983.09.09

1985.05.28

2

쯔보시(淄博市)

프랑스 La Roche-sur-Yon

1991.03.20

1991.05.19

3

쯔보시(淄博市)

일본 니가타 카모시(加茂市)

1993.09.07

1993.10.21

4

쯔보시(淄博市)

러시아 노브고로드 시

1995.09.28

1995.11.12

5

쯔보시(淄博市)

조지아 바통시

1997.02.14

1998.11.20

6

쯔보시(淄博市)

필리핀 반나비시

2001.11.09

2002.04.17

7

쯔보시(淄博市)

남아프리카 뉴부르크시

2002.09.23

2002.09.26

8

쯔보시(淄博市)

한국 광주시

2003.11.12

2003.12.05

9

쯔보시(淄博市)

이탈리아 베이카모주

2007.02.14

2007.11.19

10

쯔보시(淄博市)

브라질 세인트조셉시티

2007.02.26

2009.06.24

11

쯔보시(淄博市)

러시아 브라츠크시

2007.09.27

2007.09.11

[사례-지급] 쯔보시(淄博市) 정부 부문
쯔보시 발전개혁위원회 / 쯔보시 공업정보화국 / 쯔보시 교육국 / 쯔보시 과학기술국 / 쯔보시 공안국 / 쯔보시 민정
국 / 쯔보시 사법국 / 쯔보시 재정국 / 쯔보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 쯔보시 자연자원국 / 쯔보시 주택과 도시농촌
건설국 / 쯔보시 교통운수국 / 쯔보시 농업농촌국 / 쯔보시 수리국 / 쯔보시 임업국 / 쯔보시 상무국 / 쯔보시 문화여
행국 / 쯔보시 위생건강위원회 / 쯔보시 심계국 / 쯔보시 생태환경국 / 쯔보시 민족종교사무국 / 쯔보시 체육국 / 쯔
보시 통계국 / 쯔보시 시장감독관리국 / 쯔보시 질량기술감독국 / 쯔보시 자연자원국(도시농촌규획) / [쯔보시 인민정
부 외사교무판공실(人民政府外事僑務辦公室)] / 쯔보시 인민정부 법제판공실 / 쯔보시 응급관리국 / 쯔보시 성시관리
국 / 쯔보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 쯔보시 인민방공판공실 / 쯔보시 물개국 / 박시인민정부연구실 / 쯔보시 인민정부
금융증권공작판공실 / 중공 쯔보시 당위원회 쯔보시 인민정부 신방국 / 쯔보시 량식국 / 쯔보시 문화시장집법국(文化
市場執法局) / 쯔보시 경제협력국(經濟合作局) / 쯔보시 지진국 / 쯔보시 노령공작위원회판공실 / 쯔보중재위원회(仲
裁委員會)판공실 / 쯔보시 장애인연합회(殘疾人聯合會) / 쯔보시 에너지사업발전센터(能源事業發展中心) / 쯔보시 라
디어TV방송국(廣播電視台) / 쯔보시 주택적립금관리센터(住房公積金管理中心) / 쯔보시 농목어업서비스센터
쯔보시 농업농촌사업서비스센터 / 쯔보시 공공자원교역센터 / 쯔보시 고등교육공작판공실 / 쯔보시 지방사지관리판
공실(地方史志管理辦公室) / 쯔보시 투자촉진국 / 쯔보시 서비스업판공실 / 쯔보시 부동산관리국(房產管理局) / 쯔보
시 공용사업서비스센터(公用事業服務中心) / 쯔보시 지적재산권사업발전센터(知識產權事業發展中心) / 쯔보시 공급
판매합작사(供銷合作社)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쯔보시위원회 / 쯔보시 농업기계사업서비스센터 / 쯔보시 당안관
(檔案館) /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 쯔보시 세무국 / 쯔보시 기상국 / 쯔보시 중소기업국 / 쯔보시 기관사무관리
국 / 쯔보시 국유자산위원회 / 쯔보시 효부강종합서비스센터(孝婦河綜合服務中心) / 쯔보시 의료보장국 / 쯔보시 주
택과 도시농촌건설보장센터

[사례-성급] 산동성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직무(직책)
(산동성 인민정부 직능 전환과 기구개혁 방안[2014] 16호)

1)국가 대외법률 법규, 대외방침과 정책과 성 당위원회, 성 정부의 외사 업무에 관한 지시와 결정 관철, 전 성의 국가대외정책 관련 업무 종합관리, 외사업무의 규장
제도와 업무 규칙 제정 및 중요 외사 사항 종합 협조
2)중앙의 대 홍콩, 마키오 업무에 대한 방침, 정책 관철 집행 및 홍콩 마카오지역과 교류 협력 지도, 협조, 홍콩 마카오 출입 공적 업무 심사, 비준, 사증 발급 등
3)전 성의 경제건설과 대외개방을 둘러싼 외사 관련 조사, 연구 전개. 성 당위원회, 성 정부의 대외 업무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 개진. 대외 소통 창구를 이용한 전 성
의 경제 건설과 사회발전에 기여
4)각 부문, 각 단위의 외사와 홍콩, 마카오 업무에 대한 업무 문건 기초 및 성급 지도자 출입국 관리 및 외국 인사 왕래에 대한 사항 구체 사항 비준
5)산동성 방문 국빈, 당 주요 인사, 기타 중요 외빈 접대 및 산동성의 홍콩 마카오 중요 교류 협력 관련 업무
6)전 성의 공무 출장 및 인원의 국외 활동 검사 및 관련 활동 정기적으로 종합하여 성 당위원회, 성 정부, 중앙 주요 기관에 보고
7)성내 존재하는 대외 영사관 등 영사 기구 외사 사항 관리
8)산동성 우호도시 교류활동 관리, 민간교류 활동 지도, 외국인 영예 칭호 관련 업무 등
9)산동성 사회조직의 국제 비정부조직 활동 관리 업무

10)외국 관련 사건과 대외 돌발성 사건의 처리 및 협조
11)산동성 외사 간부와 대외 업무 담당자의 교육 활동
12)기율검사위원회, 감찰, 보안 부문 등과 외사 관련 업무 협의
13)산동성 당위원회 외사공작영도소조와 산동성 홍콩 마카오 협조소조 일상 업무
14)기타 산동성 당위원회, 산동성 정부, 중앙기관이 요청한 기타 사무

[사례-지급]산동성 쯔보시 외사교무판공실(淄博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구성, 기능과 역할
-쯔보시 당위원회 외사공작위원회의 판사기구
-쯔보시 대외정책, 중요 외사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종합 관리 부문
-내부 설치 기구 현황 :
①종합과(综合科) : 기관 정무 서비스, 문건 수발신, 인사재무 관리 등
②선전조연과(宣传调研科) : 외사(外事) 조사연구, 종합성 원고, 외사정보 등
③대외관리과(涉外管理科) : 중국내 외국 영사기구 업무 지원, 관련 업무 처리 등
④출국관리과(出国管理科) : 쯔보시 전체 공무 관리 출국 관련 업무 종합 관리
⑤[국제교류협력과(国际交流合作科)] : 쯔보시와 국제우호도시 및 관련 국가와 지역의 교류와 협력

⑥기관당총지부(机关党总支) : 판공 기관과 직속 사업단위 당 건설과 군중단체 업무

-쯔보시 외사교무판공실 직속사업단위 : 쯔보시 대외우호협회 판공실(쯔보시 외사번역공작실)

4.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자 대중국 교류 시 참고사항
1)국제교류 담당자 정치 지위(관원 등급) 변화 추적
-성급(省級) 외사업무 기구와 지급(地級) 외사업무 기구와 차이 인지
-성급 외사업무 담당자는 청급(廳級), 지급시 외사담당 업무는 처급(處級)

-관원 등급과 지위에 맞는 의전
*[중앙]국무원 공안부 — [성급]산동성 공안청 — [지급]쯔보시 공안국
*[중앙]국무원 외교부 — [성급]산동성 외사판공실 — [지급]쯔보시 외사교무판공실
**[중앙]국무원 국가위생건강위원회 -- [성급]산동성 위생건강위원회 — [지급]쯔보시 위생건강위원회

국가급
(國家級)

국무원
(國務院)
↓

성부급
(省部級)

부위
(部委)
↓

사국급
(司局級)

향과급
(鄕科級)

성급정부
(省級政府)
↘

사국
(司局)

↓
현처급
(縣處級)

↘

처실
(處室)

↓

↘

청국
(廳局)

↘

↓

지급정부
(地級政府)

↘

↓

처실
(處室)

처국
(處局)

↓

↓

과실
(科室)

과실
(科室)

↘
현급정부
(縣級政府)
↘

↓
과국
(科局)
↓

[고급]
[(股級)]

↘

고(股)

향급정부
(鄕級政府)
↘

↓
고(股), 소(所)

급별
(등급)

당정군 급별
당(党)

인대(人大)

정부(政府)

정협(政协)

국가급 정직(국가주석)

총서기
정치국 상무위원

전국인대
위원장

국무원 총리

전국정협
주석

국가급 부직 (국가부주석)

정치국 위원 / 중앙서기처 서기

전국인대 부위원장

국무원 부총리 / 국무위원

전국정협
부주석

성부급 정직

성 서기

성 인대 주임

성장 / 국무원 부장(주임)

성 정협 주석

성부급 부직

성 부서기

성 인대 부주임

부성장 / 국무원 부부장

성 정협 부주석

청국급 정직(지급)

시 서기

시 인대 주임

시장 / 국무원 청장
1급순시원

시 정협 주석

청국급 부직

시 부서기

시 인대 부주임

부시장 / 국무원 부청장
2급 순시원

시정협 부주석

현처급 정직

현 서기

현 인대 주임

현장 / 국무원 처장
2급 조연원

현 정협 주석

현처급 부직

현 부서기

현 인대 부주임

부현장 / 국무원 부처장
4급 조연원

현 정협 부주석

향과급 정직

향 서기

향 인대 주임

향장 / 국무원 과장
2급 주임과원

향과급 부직

향 부서기

향 인대 부주임

부향장 / 국무원 부과장
4급 주임과원

고소급(股所级) 정직
(1급과원)

고장(股长) / 소장(所长)

고소급 부직(1급과원)

부고장(副股长) / 부소장(副所长)

1급과원(4년제)
보통과원(전문대)

1급과원 (4년제, 전문대 졸업)

2급과원(중등전문학교)

2급과원(중등전문학교)

2)명절, 기념일 관리 :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친밀감 상수화
-관련 정부(중앙, 성급, 지급)의 중요 의사일정 및 예정 사항 실시간 체크(예, 2020년 일정)
-주별, 월별, 분기별, 반년간, 년간 스케쥴
-주요 국제사무 관련 담당자의 중요 일정 사전 관리
[사례-산동성] 외사판공실 주요 부문
비서처 / 인사처 / 종합협조처 / 공적 출국관리처 / 대외관리처 / 아시아처 / 유럽아프리카처 / 미주대양주처 / 예빈처(禮賓處) / 홍콩마카오
사무처 / 여권비자처

3)모니터링(지도부 동정, 인사, 정책 변화 등)
-중국 관련 인사(지도자) 동향은 정책 동향 파악에 매우 중요(동행자, 배석자 체크)
-특히 영도간부 움직임 주목(교육훈련, 사상정풍운동 포함)
-실시간 벌어지는 인사 체크(최근 ‘70후’와 심지어 ‘80후’ 부상에 주목)
-외사 인재 배치 현황, 교육 일정 및 내용, 교류 현황 체크(실시간 관찰)
-해당 부분 인사의 중관간부(中管幹部), 성관간부(省管幹部) 이동 현황 및 교육 훈련 등 주목

4)디테일에 강할 것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연락처, 취미, 성격, 기호 등
-특히 밀접한 네트워킹을 통한 차세대 지도자에 대한 개인 정보 확보 필요
-정책 유형과 패턴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인사 변화에 따른 정책변화 가능성에 주목(ex. 후춘화? 천민얼? 어떤 지역↑, 무슨 산업↑, 어떤 사람↑)
-관행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명분을 찾아 공략

당과 국가 영도자(지도자)

국가급 정직(正國級), 국가급 부직(副國級)

당

정

군

(政)

(軍)

▼

▼

▼

중앙정치국위원

총리

중앙군사위

(ex. 양제츠)

(ex. 리커창)

주석

·

↓

↓

중앙서기처서기

부총리

·

↓

(黨)
(ex. 시진핑)

중앙기율위 서기

국무위원
(ex. 왕이)

중앙군사위부
주석

전국인대

전국정협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

▼

▼

▼

위원장

주석

원장

검찰장

↓

↓

부위원장

부주석
(ex. 왕치산)

[참고-자료 찾기]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 http://www.stats.gov.cn/ / ▪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 : http://www.pbc.gov.cn/
▪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 http://www.mof.gov.cn/index.htm /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정보망 : http://www.drcnet.com.cn/www/int/
▪ 중국경제정보망 : https://www.cei.gov.cn/ / ▪ 중국경제망 통계 데이터 베이스 : http://db.cei.cn/page/Login.aspx
▪ 중국경제망 산업 데이터 베이스 : http://cyk.cei.gov.cn / ▪ 중국경제정보망 세계경제 데이터 베이스 : http://wdb.cei.cn
▪ 중국경제정보망 일대일로 통계 데이터 베이스 : http://ydyl.cei.cn / ▪ 리셋(銳思) 데이터 베이스 : http://www.resset.cn/
▪ 중국 거시망(국가발전개혁위원회) : http://www.macrochina.com.cn/info.shtml /
▪ 윈드(萬得) 경제 데이터 베이스 : https://www.wind.com.cn/NewSite/edb.html
▪ 궈타이안 데이터 서비스 센터(國泰安數據服務中心) : http://www.gtafe.com/WebShow/ShowProduct?data=-1
▪ EPS 데이터 베이스 : http://olap.epsnet.com.cn/ / ▪ CEIC 데이터 베이스 : https://www.ceicdata.com/en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통계 월보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74/302277/index.html
▪ 국가지식산권국(國家知識產權局) 통계 월보 : http://www.cnipa.gov.cn/tjxx/index.htm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통계 데이터 : http://www.csrc.gov.cn/pub/newsite/sjtj/
▪ 쥐차오 정보망(巨潮信息網, 중국자본시장, 상장 회사 관련 자료 등) : http://www.cninfo.com.cn/new/index
▪ 상하이 증권거래소(上海證券交易所, 주가지수 동향, 상장회사 자료 등) : http://www.sse.com.cn/market/overview/
▪ 선전 증권거래소(深圳證券交易所, 주식 동향 및 상장회사 자료 등) : http://www.szse.cn/market/index.html
▪ 전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全國中小企業股份轉讓系統) : http://www.neeq.com.cn/market_data/market_data_overview.html
▪ 홍콩 증권거래소 : https://www.hkexnews.hk/index_c.htm / ▪ 타이완 증권거래소 : https://www.twse.com.tw/zh/
▪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 https://www2.sgx.com/ / ▪ 뉴욕 증권거래소 : https://www.nyse.com/index
▪ 뉴욕 나스닥 증권거래소 : https://www.nasdaq.com/
▪ 중국 국가 서베이 데이터 베이스(중국 종합 사회조사 관련 자료 등) : http://www.cnsda.org/
▪ 清華大學中國經濟社會數據研究中心(Tsinghua China Data Center) : http://www.tcdc.sem.tsinghua.edu.cn/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국가 데이터 : http://data.stats.gov.cn/
▪ 중국 국가 서베이 데이터 아카이브(China National Survey Data Archive，CNSDA) : http://www.cnsda.org/index.php?r=site/datarecommendation
▪ 중국 사영기업 조사 보고 결과 : http://finance.sina.com.cn/nz/pr/
▪ 세계은행 기업 서베이 데이터 : https://www.enterprisesurveys.org/en/data
▪ 중국인민대학 조사와 데이터 센터 : 중국국가조사데이터아카이드(CNSDA), 중국종합사회조사(CGSS), 중국교육패널조사(CEPS), 중국종교조사(CRS), 중국노년사회추
적조사(CLASS), 중국발전지수(RCDI) 등 자료도 함께 볼 수 있음. http://nsrc.ruc.edu.cn/
▪ 칭화대학 중국 경제사회 데이터 연구 센터(중국 정부 관심 영역 통계 자료 등) : http://www.tcdc.sem.tsinghua.edu.cn/
▪ 중국 통계 데이터(공업, 투자, 물가, 무역, 수출입, 금융과 재정 자료 등) : http://www.china.com.cn/ch-company/index.htm

[Q&A]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