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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보훈정책 연구

윤 규 식 (북방문제연구소)

Ⅰ. 서 론
14억에 가까운 거인 중국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대외적으로 중국의 상징은
공산당이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애
국적 중국 인민들로부터 나온다. 중국은 인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애국적 중
국 인민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목숨을 바쳐 국가 건립에 기여
한 중국 군인들과 혁명 열사들을 일컫는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중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 지난 60여 년 간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이면에는 항일전쟁과 국공내전 그리고 한국
전쟁을 비롯한 국제지역전쟁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많은 군인들의 애국심이
큰 바탕이 됐다. 신생 중화민국이 불과 60여년 만에 세계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배경
에는 애국심을 견지한 군대가 국가수호의 제 1선에서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기 때문이
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공산당 일당 집권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치적으로 국가보훈
제도를 적절히 활용했다.
보훈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국가를 위해 언제라도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애
국심을 고취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보훈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중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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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국민의 건전한 국가관 정립과 공동체 의식의 고취
및 국민통합 등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열
들에 대한 예우와 비례한다.
어떤 사회라도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집단
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해 국민들이 존경과 예
우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정책을 모든 국가들은
시행하고 있다. 이는 그 국가의 존재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1) 보훈의 역사는 동
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동체 또는 국가의 출현과 그 궤를 같이 해왔다.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이와 그 유족에게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실질
적인 보상을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예
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국가보훈은 국가 상징의 요체이고 애국심의 실체이며, 국가정체성 확
립과 국가관 정립에 있어 다른 어느 정책 보다 중요하다. 국가관과 애국심을 고취하
는 데 있어서도 국가보훈은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
살려 국민화합과 단결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보훈정책을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하여 국가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
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2)
본 연구는 주로 중국의 보훈정책과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한 문헌분석 방법에 의
존하였다. 선행연구자들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비록 경제적으로 선진국
은 아니지만, 보훈의 역사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중국의 보훈 정책에 관해 분석하기로
한다. 중국 보훈정책을 연구한 선행연구자 중에서도 특히 중국 보훈정책에 대해 심층
적으로 연구하신 경기대의 유영옥 박사와 김종성 의료복지보훈공단 이사장, 그리고
한국 외대의 남종호 교수의 글들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줬다. 또한 필자가 2010년
9월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중국의 보훈정책에 관해 함께 얘기를 나눴던 중국군 간부
와의 대담 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1) 유영옥, 남북한 보훈정책의 상징성 비교, 광복 60주년 기념 국제보훈세미나논문집 (서울 :
2005), 105쪽
2) 남종호 외, 중국의 국가보훈정책 연구, 중국연구 제36권, (서울 : 2005),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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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제2장에서는 중국의 보훈정책에 관한 일반적 개념과 중국의 보훈조
직과 역사를, 제3장에서는 중국의 보훈정책 대상과 지원내용, 제4장에서는 중국의
보훈조직과 보훈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제5장에서는 중국 보훈정책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결론을 맺었다.
본 연구가 중국사회를 이해하고, 우리의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고
가 되기를 기대한다.

Ⅱ. 중국의 보훈정책
1. 중국 보훈의 일반적 개념
보훈이라는 개념은 한국에서 만든 조어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보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중국은 일반 사회보장의 테두리에서 보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에
서는 사회보장체계 하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특수계층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들이
한국의 국가유공자처럼 국가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는 특별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즉, 중국은 신분상의 차이를 확실하게 함으로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을 독려하는 것이다. 보훈대상자 자체가 혁명의 상징으로서 이
용되는 것이다.
우리의 보훈정책 개념에 해당하는 용어를 중국은 우무정책이란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헌법에 보훈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5
조 2항에 “상이군인, 혁명열사 유족, 국가유공 군인의 가족들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
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보장체계 안에서 업무별로 관장기구가 다르
고 예우의 대상이 다르면, 공산당 일당체제 유지의 전략에서 운용되는 특징이 있다.
중국은 항일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를 예우하는 점, 통일전쟁 등 국가안보와 관
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당한 군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제대군인을 포함시킨 점,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을 포함시킨 점 등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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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에서는 팔로군, 신사군, 항일유격대 등 항일전쟁에 참가한 전투요원과 민
간인,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에 복무하는 현역 군인의 부양가족, 한국전쟁에 민간인
으로 참여하여 희생된 자의 가족 등 보훈대상의 범위에 있어 제한된 범위 안에서 보
훈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다.(남종호 외, 2005, 222).
중국이라는 국가를 건립하기까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을 재정적으
로 지원하기에는 정부의 부담이 큰 것도 보훈 대상 인원을 제한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2. 중국의 보훈 정책과 역사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보훈정책 및 지원제도의 주요시책이 사회주의 혁명에 참
가한 혁명열사 및 그 유족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선양사업 및 보상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보훈행정의 핵심 대상으로 현역군인과 상이자가 포함된 제
대군인 및 그 가족에 대해 보훈관련 요건 해당시 우대 및 보상 등 지원 혜택을 부여
하고 있다.3) 이와 같이 중국은 자신의 체제를 유지, 강화하고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면서 체제유지에 충성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이들을 발굴하여 찬양하고 받드는 보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매년 중국은 전승기념일이나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을 맞아 전쟁 참가자들과 그 유
족들에게 기념훈장을 수여하고, 국가지도자와 일반시민들이 인민영웅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는 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다. 이런 행사
는 비단 중국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중국은
이런 활동을 통하여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애국주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다.4)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인에 대한 우대(優待)와 무휼(撫恤)정책(이후 우무정책으로 통
일)은 국가의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부대의 문직간부
3) 국가보훈처(2000), 주요 국가의 보훈제도(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서울 : 국가보훈
처), 76쪽.
4) 유영옥(2009), 각국의 보훈정책 비교론, (서울 : 홍익제), 331-332쪽의 내용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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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함된 현역군인, 혁명사상이군인, 제대퇴역군인, 혁명열사 유가족, 공무 희생 군
인 유가족, 병고 군인 유가족 및 현역 군인 가족에 대한 물질적 우대와 지원, 정신적
포양과 위안을 실시하는 정책이다.
군인에 대한 우대, 무휼은 국가차원의 중요한 제도의 하나이고 나라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조치의 하나이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국가와 사회에서 상이군인의 생활
을 보장하고 열사 유가족을 무휼하며 군인가족을 우대한다”고 규정하였다. 중국에서
우무보장(優撫保障)은 일종의 보상과 포양성격을 띤 특수한 사회보장이다. 그 보장대
상은 혁명사업과 나라를 보위하기 위해 헌신하고 기여 한 특수한 사회군체이다.
현재 중국은 우무사업에서 이미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고, 비교적 제계적인 법률
규정과 관리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일정한 수량의 경비누적과 우무사업단위5)가 있고
우무사업에 열정을 기울이고 있는 간부대오를 갖고 있다.6) (정신철, 2006, 8).
중국은 군인에 대한 우대, 무휼제도의 정책 면에서도 중국자신의 특색이 농후하다.
중국에 있어서 군인에 대한 우대, 무휼제도와 정책은 국가에 대한 헌신정신, 중국 군
인에 대한 사기 앙양, 강대국 군대건설, 군·정·민(軍·政·民) 단합의 추진 및 국가의 안
정발전과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정신철, 2006. 11). 군인의 희생을 기리고 이를 애국심으로 승화시키는데
보훈정책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1949년 10월 1일 창건된 중화인민공화국은 2009년 기준으로 약 220만 명(육군
160만, 해·공군 60만)의 대병력을 가진 사회주의 국가이다. 군부가 국정에 있어서 대
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보훈정책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
며, 군인에 대한 처우가 자본주의 사회보다는 훨씬 체계적이고 특별하다.
중국군인의 우무관리사업은 민정(民政)부문에서 전국의 군인우대·무휼, 군대장교
의 이직, 퇴직과 노후보장사업을 주관한다. 현(縣)급 이상의 지방 각 급 정부의 민정
부문은 본 행정구역내의 군인우대·무휼, 군대장교의 퇴직과 노후보장을 주관한다. 일

5) 사업단위란 중국에서는 국가행정기관이나 기업과 달리 국가재정에서 부담한 공무원 계열이 아
닌 기타 기관과 기구를 말함.
6) 정신철(2005), 중국보훈제도, 국가보훈처, 세계 속의 보훈(중국·일본편), (서울 : 국가보훈
처),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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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군대이직휴양장교의 노후보장사업은 군대의 정치부문에서 주관한다. 현역 군인의
해당 복지 대우는 중앙군사위원회의 해당부분에서 해당 정책의 제정과 실시를 책임
진다. 따라서 군인우무안치제도(軍人優憮安置制度)는 실제로 민정부문과 군대의 분
공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조직하고 실시한다. 하지만 우무, 퇴직대상의 인원이 많아
민정부문이 정부의 사회보장의 기능부문으로 군인우무보장사업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민정부문은 주요하게 군대 봉사와 국방 건설, 지방기층정권 선거(촌민행정
위원회 선거 등), 행정구역 구분, 혼인 등록, 사회복지와 구제, 사단법인등록 등 행정
을 담당한다. 국무원산하에는 민정부가 있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는 민정청(국)
이 있다. 현(縣)과 시(市)에는 민정국이 있고, 향진에는 전문인원인 민정조리가 있
다.(정신철, 2006, 34).
민정부의 업무 중에서 국가보훈 업무를 중심으로 역사적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민정부 내에서 국가보훈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우무안치국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지원복무 제대군인, 군 퇴직간부와 군무
원에 대한 보훈정책의 수립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무안치국의 구체적인
업무를 살펴보면, ① 국가보훈 활동의 조직 및 지도, 군대 및 국방관련 사업의 지운,
② 국가유공자의 대우, 지원, 자격조건 등의 연구와 국가공무로 인한 공상의 지원표
준제정, ③ 혁명열사, 공상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포상체계 재정, 국가보훈기념물
관리규정의 제정과 관리기관 감독, ④ 제대군인 지원표준 제정 및 군 제대간부 휴양
시설의 관리방법 제정, ⑤ 군과 사회에 유용한 인제의 배영, 활용계획 및 정책의 제
정, ⑥ 군용물자 지원업무에 대한 정책 입안 및 감독 등이다.(남종호 외, 2005,
224-225). 우리의 국가보훈처와 유사한 조직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
중국은 보훈업무를 사회보장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 국
민을 대상으로 복지시책을 실시하면서도 전쟁 희생자에 대하여는 부처 내에 담당국
이나 별도의 집행청을 두어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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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의 보훈정책대상과 지원내용
중국은 국무원의 군인위무 우대규칙에 의거하여 군인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사
망위무7)와 상이위무8) 그리고 우대지원제도의 군인위무우대제도9)가 있다.(국가보훈
처, 2000, 406-407). 그리고 혁명열사선양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국무원에서 공포
한 혁명열사포양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대상은 ①적과의 작전에서 희생되었
거나 또는 부상당한 후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적과의 작전에서 불구가
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부상이 재발하여 사망한 경우, ③작전전선에서 지휘담당, 공
사건설, 부상자구호 및 운수집행 등의 임무수행 중 희생되었거나 또는 작전구역에서
중요목표 수행 중에 희생된 경우, ④혁명임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적에게 살해되었거
나, 또는 적의 포로가 된 후 불굴의 의지를 지키다 적에게 살해된 경우, ⑤인민의 생
명, 국가재산 그리고 공공재산을 지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장렬히 희생된 경우에 해
당하며 혁명열사 인정기관으로는 군, 단급이상의 정치기관 및 지방인민정부가 하며
그 지원은 희생 군인가족의 관계지원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사망 성격과 본인 사망 시의 봉급 수입 등을 감안하여 그 가족에게 일회성 위로금을 지급함. 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또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영예칭호를 수여한 경우에는 35% 증가 지급, ②
군구(방면군)에서 영예칭호를 수여한 경우 30% 증가 지급, ③1등 공적자 : 25% 증가 지급, ④2
등 공적자 : 15% 증가 지급, ⑤3등 공적자 : 5% 증가 지급함.
8) 혁명상이군인 상이등급은 노동능력의 상실과 생활능력의 영향정도에 따라 확정하고, 질병으로
인한 상이평가는 복무기간 중에 발병으로 상이가 된 의무병에게만 해당함. 전쟁과 공무로 인한
상이등급은 특등과 1급, 2등 갑급, 2등 을급, 3등 갑급, 3등 을급으로 분류하고, 질병으로 인한
상이등급은 1등, 2등 갑급, 2등 을급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상이위로금과 사망 시 장례보조비를
지급한다.
9) 2등 을급 이상 혁명상이군인은 공비치료로 우대하고, 3등 상이혁명 상이군인은 상처가 재발하
여 필요한 경우 민정부문에서 정황을 참작하여 보조한다. 혁명상이군인이 상이로 인해 의족이
나 휠체어 등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정부문에서 처리한다. 혁명상이군인이 국영기차나
기선, 장거리 버스 및 국내 민항기에 탑승한 경우 혁명상이 군인증을 제시하여 우선적으로 매표
할 수 있으며 규정에 의해 가격을 우대한다. 우대대상은 기타 인민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취업·
입학·대부·주택분양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농촌의 혁명열사 가족이 공원모집 조건에 부합되면
당 지역 인민정부는 그 중 1인을 취업시킨다. 혁명열사와 공무희생군인, 병사 군인 등의 자녀나
제매가 군 입대를 자원하고 징병조건에 부합할 경우 징병기간 내에 우선적으로 1인을 입대시킨
다. 혁명열사 자녀가 공립학교에 입학하면 잡비를 면제해 주고 학비보조금 및 학생 대부를 해주
며, 공영유치원이나 탁아소에는 우선 입교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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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인민정부는 저명한 혁명열사의 유물과 투쟁 사료를 수집, 정리 및 진열하고
‘혁명열사 명부’를 편찬하여 혁명열사의 뜻을 높이 선양하고 있다.(국가보훈처,
2000, 407-408).
이외에도 중국은 중국인민해방군(中國人民解放軍) 공훈영예장(功勳榮譽章) 제도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훈장제도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공훈 구분 및 대상을 보면 일급
홍성 공훈영예장10), 이급홍성 공훈영예장11), 독립공훈 영예장12), 그리고 승리공훈
영예장13)이 있다. 이들 훈장을 받은 이들은 중요한 명절 집회와 열병 활동에 참가하
고, 주석대 및 검열대에 안배하거나 소재 지구 부대의 군사훈련에의 참관을 초청한
다. 어느 방면에 특기가 있거나 공훈을 세운 자를 초빙하여 명예 직무를 담당하게 하
거나 정액의 영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우하고 있다.(국가보훈처 2000, 408-409).
중국의 보훈예산 즉, 군인무휼우대경비는 중국국무원과 지방 각급 민정부에서 분
별 부담하고 중앙과 지방재정부문에서 군인무휼우대경비를 배분하여 우무전용경비로
사용하고 재정과 심사부문의 감독을 받는다(정신철, 2006. 36-37).
중국의 보훈예산을 보면 다음과 같다(정신철, 2006. 36-37). 즉 보훈예산인 우무
사업경비에는 무휼, 보조경비와 우무사업단위, 열사기념건축물 전용 경비가 포함된
다. 주요하게 국가의 각급 재정에서 투입하여 중점우무대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우무
사업단위 열사기념건축물 보호단위건설발전의 필수 경비를 보증한다. 그리고 안치비
용은 주요하게 군인이직 퇴직 휴양인원 및 제대군인의 배치이다. 민정부문의 중요한

10) 1937년 7월 6일 이전에 입대하였거나 혁명 활동에 참가한 자. 아울러 1965년 5월 21일 이전에
소장 이상의 계급을 받은 군대 이직 휴양간부, 1937년 7월 6일 이전에 입대하였거나 혁명 동
에 참가하고 1965년 5월 21일 이전에 성·부급 이상의 지도직무를 담당한 군대이직 휴양간부.
11) 1937년 7월 6일 이전에 입대하였거나 혁명 활동에 참가하고, 아울러 1965년 5월에 대령 이
하의 계급을 받았거나 계급을 받지 못한 군대 이직휴양간부, 1937년 7월 6일 이전에 입대하였
거나 혁명 활동에 참가하고, 1965년 5월 21일 이전에 소령 이상의 계급을 받았으나 1965년 5
월 22일 이후에 강직, 강급 또는 철직처분을 받은 군대 이직 휴양간부, 1937년 7월6일 이전
에 입대하였거나 혁명 활동에 참가하고 1965년 5월 21일 이전에 성·부급 이상의 지도직무를
담당하였으나, 1965년 5월 22일 이후에 강직, 강급 또는 철직처분을 받은 군대 이직휴양간부
12) 1937년 7월 7일부터 1945년 9월 2일의 기간에 입대 또는 혁명 활동에 참가한 군대이직 휴양
간부에게 수여
13) 1945년 9월 3일부터 1949년 9월 30일의 기간에 입대하거나 혁명 활동에 참가한 군대이직 휴
양간부에게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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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하나가 우무와 안치사업으로 민정부문의 사업지출가운데서 우무안치비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을 예를 들면 민정사업비용이 718.4억 원으로 국가재정지출의 2.13%를 차
지한다. 민정사업비용 지출에서 무휼사업비가 143.6억 원, 군대이직퇴직휴양인원 안
치비용이 88.9억 원,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지출 191.3억 원, 농촌 및 기타 사회구제
지출 79.9억 원, 사회복지비 55.6억 원, 자연재해 구제비 62.6억 원, 지방이직퇴직비
용 13.7억 원, 기타민정사업비 82.3억 원이다. 이 가운데서 무휼과 군대이직 퇴직인
원 안치비, 즉 우무와 안치에 대한 지출이 모두 232.5억 원으로 민정사업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36%에 달하였다.
2002년 말 국가무휼보조를 받는 중점 우무대상은 459만 명이었다. 2002년 각급
정부에서 무휼보조에 사용한 경비는 74.7억여 원이고 이 가운데 중앙재정에서 지출
한 금액은 32억 원에 달했다.

[표-1] 2000-2005년 국가재정지출에서 민정사업지출의 비중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민정사업각항지출

229.7

284.8

392.3

498.9

577.4

718.4

국가재정지출의비중

1.5

1.53

1.78

2.09

2.04

2.13

우무와 군인배치지출

85.5

100.6

124.2

146.9

178.2

232.5

민정사업지출의 비중

37.22

35.32

31.66

29.44

30.86

32.36

* 자료 : 중국민정부 : 2000-2005년 <민정사업발전통계보고> : 정신철, 2006. 37.

상이군인의 무휼금은 최고 1인당 매년 8400원이고, 연속 정기보조 표준은 최고 1
인당 매년 2340원이다. 재향 노홍군의 생활보조는 1인당 매년 7800원이고, 재향 제
대군인의 생활보조는 1인당 매년 1200-1800원이었다.
이외에도 군인우대제도로 의료와 복지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과 주택
지원, 대학생 군복무 우대, 일상생활에서의 우대정책이 있다. 군인무휼제도로 사망무
휼제도, 상이무휼제도, 퇴역군인 배치제도가 있다.(정신철, 2006. 60-61).
사망무휼은 국가에서 혁명열사 유가족, 공무희생과 병고군인의 유가족 및 공무희
생, 병고한 국가기관사업 일군과 인민경찰의 유가족에 대한 일종의 물질적 위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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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회성 무휼과 정기적 무휼의 두 가지가 있다.
혁명상이군인과 상이인민경찰, 상이국가기관인원과 상이 민병 그리고 일부 공사
또는 시설 건설을 위하여 임시직으로 모집 사용하는 농촌일군 민공은 국가에서 조국
을 보위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상으로 상이가 된 인원에 대한 특수칭호로 혁명상
이인원이라 한다.
상이무휼은 국가와 사회에서 실시하는 보훈자에 대한 생활보장 성격의 무휼형식이
다. 이것은 공산당과 인민정부에서 혁명상이인원에 대한 정치적 포양과 물질적 관심
의 표현이다. 광대한 인민 군중을 격려하여 조국을 보호하고 조국을 건설하는 데 국
민을 동원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퇴역군인의 배치제도는 주요하게 제대 군인, 전업 군인 및 이직퇴직 휴양군인의 생
활과 사업을 타당하게 안배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건립한 제도의 하나이다. 이 제도는
정부, 부대, 기업과 배치 대상 등 여러 방면에 관련된다. 특히 제대군인 및 가족의 기
본생활과 사업에 연관되고 현역 군인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제대 퇴역군인의 배치와 대우를 보면, 군대 장교와 사관이 현역 퇴출하여 공직인원
신분을 보류하지 않고 호적지나 군대 가입지역에 돌아가 재취업하는 것을 제대라 한
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초기 국가에서는 연령이 많고 체력이 약하여 부대에 남아 계
속 사업하지 못하고 또 지방 사업에도 적용되지 않으나 주택과 생활보장이 있거나 본
인이 자원하여 귀향하여 생산 노동에 참가하는 중대, 소대급 군관은 제대처리를 할
수 있었다. 일부 대대, 연대급 군관도 위의 조건에 부합되면 역시 제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군관 제대의 대상과 조건은 현역퇴출 요건에 부합되고 본인이 제대하여 자력 취업
을 요구하는 곳으로 배치된다. 또한 기타 원인으로 전업 치와 퇴직배치에 적용치 않
은 중대, 호적지나 군대의 입소속지 정부에서 배치한다.(정신철, 200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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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표 : 2000-2005년 제대퇴역군인, 이직퇴직휴양장교 배치 상황
(단위 : 만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대군인

59.5

47.9

54

48.7

52.6

45.2

이퇴직휴양장교

1.5

1.4

1.4

1.2

1.1

1.9

* 자료 : 중국민정부 : 2000-2005년 <민정사업발전통계보고> : 정신철 2006. 61.

특히 중국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실시하면서 국가안전과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전
제 하에 일괄적으로 군대의 수와 규모를 국가안전수호의 최저 수요 내에서 조절하여
능동적으로 여러 차례 군대 감축을 실시했다. 1985년 중국정부는 100만 명의 군대
감축을 결정했다. 1987년에는 중국인민해방군이 원래의 423.8만 명에서 323.5만 명
으로 감소되었다. 이후에도 계속 감축하여 1990년에는 319.9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대에 중국은 군대규모를 더욱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1977년에는 3년간
50만 명으로 감축하여 중국군의 규모가 250만 명

14)선에

도달하였다.

2천 년 대에 들어와서도 중국군의 감축은 멈추지 않았다. 탈냉전 이후 변화된 국제
정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대규모 군 병력의 보유는 국가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2003년에 중국은 2년 내에 또 20만 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하고, 군대 규모를 230만
명 수준로 하향 조정했다. 2008년 이후에도 병력 감축은 지속되어 현재는 220만 명 규
모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기적으로는 150만 명 수준까지 감축할
예정이라고 대담에 참여했던 중국군의 간부가 밝혔다. (http://fr.chineseembassy.org/
chn/gzgg/nzzt/). 짧은 기간에 군대의 수와 병력 감축을 이처럼 광범위 하고, 감축
폭이 큰 사례는 국제적인 군대감축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 중국정부는 군대
감축 사업 및 감축 인원의 배치 사업을 아주 중요시 하였다.(정신철, 2006. 83).
그러면서 무휼보조표준을 또 한 차례 제고하였다. 즉 2004년 10월 1일부터 계산하
며 86만 명 상이군인(상이인민경찰, 상이국가기관사업인원, 상이민병민공 포함)의
정기 무휼금, 50만 명 열사 유가족(공무 희생군인 유가족, 병고군인 유가족 포함)의

14) 윤규식, 중국군 간부와의 대담 자료 내용, 2010.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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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무휼금, 8만 명 재향 제대홍군 노전사(재향 제대군인의 생활보조표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조절)가 포함되었다. 이를 위한 중앙 재정은 모두 74.6억 원의 전문 비
용이 소요되었다.(정신철, 2006, 41-42에서 재인용).
그러나 군 병력의 감축이 보훈대상자들의 보훈 비용 증가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
이다. 감축된 만큼의 제대 군인들이 국가의 혜택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과감한 병력의 감축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Ⅳ. 중국의 국가보훈 조직과 보훈 법령
1. 국가보훈 조직
중국은 국가보훈 업무를 중앙행정 단위에서는 국무원 민정부의 ‘우무안치국(優撫
安置局)’에서 주로 담당한다.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지방정부 민정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다. 성(省)과 자치구(自治區)에서는 민정청을 설치하고, 직할시에서는 민정국, 현
(縣)급 정부에서는 민정국(과)을 설치하여 국가보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보훈 조직)
〇 中華人民共和國 民政部
① 民間組織 管理局
② 救災救濟司
③ 最低生活保障司
③ 優憮安置局
- 優憮處
- 軍休幹部安置處
- 退役士兵安置處
- 雙擁辨秘書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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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雙擁辨政硏處
④ 基層政權 및 社區建設司
⑤ 區劃地名司
⑥ 社會福利 및 社會事務司
⑦ 財務 및 機關事務司
⑧ 外社司
⑨ 人事敎育司
⑩ 監察局
⑪ 離退休幹部局
국가보훈 업무는 민정부와 지방정부 민정조직 이 외에도 노동 및 사회 보장부, 재
정부, 위생부 등에서 각자의 업무범위 안에서 부분적으로 분담, 수행하고 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업무는 각 직할시, 성·현 등 지방정부 민정부서에서 관장
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지방 실정에 따라 상이하다. 우리처럼 지방보훈청, 보훈
지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과는 다른 운영시스템이다. 이러
한 국가 보훈 기능의 여러 부서에서의 분할 분담은 일견 비능률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중국 정치의 특수한 상황인 공산당 영도가 중앙과 지방의 모
든 부문에서 통일체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가보훈 업무에 있어서도 조정과 통합
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공산당이 직접 보훈업무를 주관함으로써 오히려 능률적이고
대폭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민정부가 국가보훈 업무를 사회복지 업무의 수행 속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다. 민정부는 1949년 ‘중앙인민정부 내무부’로 시작하여 1954년 ‘중
화인민공화국 내무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1969년에는 기구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
을 겪다가 1978년 다시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로 재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중국의 주요 보훈 법령
중국에 있어 국가보훈 제도에 관한 주요법령으로는 병역법을 포함하는 3개의 법률
수준 규정과 8개의 시행령 수준 규정, 5개의 시행세칙 수준 규정이 있다. 중국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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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관련 중요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3〕중국의 보훈관련 법령

법 률 수 준(3)

시 행 령 수 준(8)

시행세칙 수준(5)

兵役制問題에 관한 決定

中國人民解放軍志願兵待遇에
관한 規定(78.10)

中國人民解放軍志願兵退出現役
安置暫行辨法(83.2)

革命熱士襃揚條例(80.6)
革命熱士紀念建築物管理保護辨
法(95.7)
軍隊幹部退休에관한
暫行規定(81.10)
軍隊幹部離職休養에관한
暫行規定(82.1)
軍隊離休退休幹部休養所規定(9
0.7)
中華人民共和國兵役法

中國人民解放軍現役士兵
服務條例

中國人民解放軍士官退出現役安
置暫行辨法(99.12)

中華人民共和國兵役法

退伍義務兵安置條例(87.12)

중中華人民共和國國防法
中華人民共和國兵役法

軍人優憮優待條例
(88.7 제정, 04.8 개정)

傷痍優憮管理暫行辨法(97.4
제정, 98.3 개정)

中華人民共和國國防法
중中華人民共和國兵役法

軍人優憮優待條例

優憮對象 및 그 子女에 대한
敎育優待暫行辨法(04.10)

*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 http://www.mca.gov.cn

군인위무우대조례에서는 군인의 위무와 우대에 대한 국가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
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역군인, 혁명 상이군인, 제대군인, 혁명열사 가족, 공무로
희생한 군인가족, 현역군인가족(통칭 우대대상)은 특수계층으로서 위무와 우대를 향
유한다. 군인 위무우대 사업은 국가, 사회, 대중이 결합된 제도로서 중국 국가보훈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혁명열사포양조례는 혁명열사의 자기희생 정신을 고양하고 인민들에게 조국보위와
조국건설을 위한 혁명열사의 분투정신을 교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
인민과 인민해방군 지휘자가 혁명투쟁 중 사회주의 현대화건설 사업을 수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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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렬하게 희생된 경우 이를 혁명열사라 칭하고 그 가족을 혁명열사 가족이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혁명열사와 그 유족의 정신적, 경제적 삶을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지원병 우대에 관한 규정에서는 전역한 지원병이 원적으로 돌아갈
경우 인민정부가 전역자에게 직업을 배정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전역자에
게는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우대가 돌아가도
록 보장하고 있다.
군대 간부 휴직에 관한 임시규정에서는 퇴직 간부를 장기간의 혁명투쟁 중 영웅적,
열성적 업무로 혁명전쟁 승리 및 군대건설에 중요한 공헌을 한 자로 규정한다. 군대
퇴직 간부를 우대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관심과 사랑이라고 하고 있다.
이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각급 정부의 중요한 임무라고 선언하고 있다.
혁명열사 기념건축물 관리보호 규칙에서는 혁명선열의 빛나는 업적을 기리기 위하
여 혁명열사 기념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애국주의, 국제주의와 혁명전통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주의 문명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 규칙
에서 말하는 혁명열사 기념건축물은 혁명 열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열사묘역 기념
관이나 기념비, 기념탑과 기념조각 등을 말한다.
위무대상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우대에 관한 임시규칙에서는 혁명열사 자녀가 공
립학교에 입학할 경우 잡비를 면제해 주고, 학비보조금 및 학생대부를 해 준다. 공영
유치원, 탁아소에 우선 입교시키는 등 사회로부터 우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
다. (남종호 외, 2005, 227-228).
중국 보훈관련 주요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국 보훈정책의 대상별 주요전략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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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대상별 주요 보훈 전략

구 분

대 상

전 략

현역군인

군인 및 군인가족

사망위무, 상이위무, 우대지원

혁명열사

군 정치기관과 인민정부에서
인정한 대상과 그 가족

혁명열사 명부에 기재하고
군인우대 규정에 준하여 지원

제대군인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에서
전역한 의무병과 지원병

직업제공, 생활보조비 지급,
의료보험체계 포함

군퇴직간부

혁명과정과 군에서 장기복무한 간부

생활비 지급, 명예직무 안배

*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 http://www.mca.gov.cn

Ⅴ. 중국 보훈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1. 중국 보훈정책의 특징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보훈정책 및 지원제도의 주요시책이 사회주의 혁명에 참
가한 혁명열사 및 그 유족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선양사업 및 보상정책 등을 시행한
다. 기타 현역군인, 제대군인(상이자포함) 및 그 가족에 대해 보훈관련 요건 해당 시
우대 및 보상 등의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보훈관련 정책의 관장부서는 독립부처가 아닌 민정부의 내국인 우무안치국(優撫安
置局)에서 정책 및 주요법령을 수립 및 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
질적 지원업무는 각 직할시, 성과 현 등 지방정부 민정부서에서 관장하며 구체적 지
원 내용은 지방 실정에 따라 상이하다.(유영옥, 2009, 332-333).
중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갖가지 정치적 조치로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심
어주려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과 관련된 기념탑이나 구호, 깃발이나 초상화일 수도
있고, 상징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연례적인 갖가지 공식 의식과 행사들을 체제
유지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공산당의 정치적 조치를
통해 특정한 의도에 부합된 도식을 주민들의 기억 속에 표상시켜옴으로써 당의 목적
에 따라 주민들을 동원하고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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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제 하에 체제유지의 주요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중국의 국가보훈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남종호 외, 2005, 229).
첫째, 보훈대상자의 대한 상징화이다. 즉, 전체적인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국가와
당에 공헌한 유공자들을 일반 국민과 다른 특수사회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을 본받게 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공헌을 제고시킬 수 있다.
둘째, 보훈재원 확보 통로의 다양성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전 사회의 관심을 제
고시키기 위해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급 지방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계정을 담당하
도록 하고 있다. 국가 발전에 기여하거나 희생된 국민들에게 전 국민이 함께 보살핀
다는 의미다.
셋째, 보훈수준의 가시성을 추구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수준은 해당
지역 일반 시민의 생활수준보다 높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보훈대상자들이 사회서비스에서 우대받고 있는 것이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국가에
헌신한 결과 국가로부터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널리 알림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당연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시행주체의 명시성이다. 헌법이나 병역법, 군인우무우대조례 등에서 보훈은
국가의 의지로서 국가보훈 업무는 정부의 기본행위이며, 강제력을 갖는다고 규정하
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국가 보훈자가 홀대를 받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다.
중국의 국가보훈 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을 분석해 보면, 독립된 행정기구로써
국가보훈처를 설치한 한국이나 제대군인부 등을 통하여 국가보훈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비해 국가보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약하게
보일 수 있다. 이는 경제발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중국의 현 체제에서 국가보훈 기능
을 사회복지의 한 하위 분야로 취급하고 있다고 보여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중
국정치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류다.
중국의 유일한 최고의 영도기관은 중국공산당이다.15) 중국공산당의 내부구조를 보

15) 현재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인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중국공산당장정에 의하면 중국공산
당은 국가 및 사회생활에 있어 유일하게 영도권을 영유하는 기관이며, 그 영도 범위는 사회생
활의 모든 범위를 포함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오애명 외, 역대중국정부의 정치, (북경 :
중국인민대학출판사, 2004),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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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최고 핵심기구로 중앙위원회 정치국상무위원회와 더불어 중앙군사위원회가 있다.
항일전쟁과 통일전쟁 그리고 지역전쟁 참가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훈 업무와 현역군
인, 무장경찰 그리고 퇴직한 군, 무장경찰 간부 및 병에 대한 지원업무는 공산당 중
앙군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또한 국가보훈 업무 중에서 비중이 날로 중요해지
고 있는 국가 의식과 민족의식 등 애국애족에 대한 교육 업무도 공산당 내부기구 중
하나인 선전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선전부는 중국의 언론매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의 대
중매체는 매일 선진 공산당원이나 혁명열사, 애국인사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영화나
TV드라마, 연극 등이 방영되고 있다. 국가유공자들에 관한 출판물들도 꾸준히 발간
되고 있다. 대중매체를 이용해 국가의식을 고취하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
고 있다.16) 따라서 중국의 국가보훈 정책이 가시적으로 사회복지체제를 담당하는 민
정부의 내국인 우무안치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
국 최고 권력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그 효과도 다른 정책 보다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중국 국가보훈정책의 문제점
중국 공산당의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직접 챙길 정도로 중국의 국가보훈정책은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가보훈 정책은 현실적으로 여
러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6) ‘웰컴 투 동막골’의 대대적 흥행으로 전국 5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한국영화가 모두 10편이 됐
다. 국내 영화 시장의 규모를 생각할 때 이 정도의 대형 히트작은 단순히 영화 내적인 원인만
으로는 분석할 수 없다. 평균적인 한국인들은 어떤 영화를 즐기는가? 대형 히트작 10편을 미
국과 일본의 역대 자국영화 흥행 베스트 10과 비교해 보면, 500만 명을 동원한 10편 중 무려
5편이 남북 분단문제를 다뤘다. ‘태극기 휘날리며’와 ‘웰컴 투 동막골’은 한국전쟁을 정면으로
그렸고, ‘실미도’,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는 분단 체제가 낳은 비극을 주제로 삼았다. 한국
전쟁과 남북 대립 상황이 대단히 영화적이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이 여전히 분단 체제를 극복
해야 할 가장 큰 비극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과 일본에서 민족이나 국가
단위의 큰 문제를 다룬 작품은 역대 흥행 순위 10위 안에 단 한 편도 들지 못했다.(조선일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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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정책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문제17) 중의 하나가 첫째, 재정의 취약성이
다. 개혁과 개방 이후 보훈재정이 계속해서 피동적인 위치로 내몰리고 있는 형세이
고, 재정의 확대속도가 경제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훈
대상자들의 경제사정을 계속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국가보훈에 대한 사회화 수준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대금의 재
원은 사회모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참여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훈관련 행사에 사회단체의 관심과 지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셋째, 보훈대상자들의 사회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특
수 우대계층으로 인식되고 있었기에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동기가
부족해서 사회에 참여하였을 때 경쟁의식이 떨어지게 되었다.
넷째, 제대군인 우대정책이 시대변화에 따라 조정을 요하고 있다. 중국의 군 의무
복무자와 지원자에 대한 제대 후 취업제공 정책은 현역 복무를 '직업을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도록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개혁과 개방
이후 경제효율의 중시에 따라 국가에 의해 배치된 제대군인들의 현실은 실생활에서
인식되는 장면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기술이 떨어지는 등 노동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첫 번째 대
상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강제 배치에 저항하는 사업체들이 계속 증가하
는 실정이다.
다섯째,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보훈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연금으로
충분히 여생을 즐길 수 있었으나, 물가와 집값의 상승률을 연금 상승률이 쫒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랜 군 생활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다른 부업을 가져서 그나마 나름
의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장기 복무를 지원율이 떨어지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고, 군 복무 자체를 기피하려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지원병들의
모집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18)
중국은 혁명참가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및 그 가족 등 국가와 당에 공헌한 이들에
게 국가의 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17) 남종호 외, 2005, 230쪽.
18) 윤규식, 중국군 간부와의 대담자료 내용,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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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상징수단을 통하여 국가보훈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
러나 개혁개방 이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상대적으로 더욱 약해지고
있고, 물질주의와 배금주의의 성행에 의해서 상징적·정신적 보상에 대한 인식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국가보훈체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이들에 대한 존경
과 보상이 아니라 공산당 일당독재나 사회주의 체제, 또는 군에 대한 공헌에 따라 이
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 보훈제도의 취약점으로써 공산당 정권과 체제,
그리고 조직 이기주의적 색채가 짙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 사회에서 국가보훈자가 우대받는 풍조가 존재하는 것은 대중매체에 의한 애국
주의 교육이나 보훈기념시설을 이용한 애국주의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공산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는 것
이다.
특히 중국은 상징적 보훈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정책대상이 되는 집
단 및 일반 국민의 정책 순응도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영화나 드라마 등 대중
매체나 홍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중들의 참여도와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있다.(남종호 외, 2005, 230-231). 필요시에는 언론 통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라
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간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강점이기도 하다.

Ⅵ. 결 론
이상으로 중국의 국가보훈정책에 관해 분석해 보았다. 제2장에서는 중국 보훈정책
의 일반적 개념과 보훈조직과 역사를 알아봤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보훈 정책 대상
과 지원내용을 살펴보았다. 제3, 4장에서는 중국의 보훈 법령과 조직을 고찰했고, 이
러한 제도 하에 시행되고 있는 중국 보훈제도의 특징과 문제점도 파악했다. 그 결과
어느 나라이든 간에 국가보훈은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를
위해 희생과 봉사를 유도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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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파악하게 됐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은 최근 10여 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IMF는 중국이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어갈 경우 2015년이 되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에 등극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뒤안길에는 언제나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경제가 발전하여 부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경제성장에서
소외되어 성장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국의 국가보훈자들이 어쩌면 그런 세대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오직 국가와 민족
을 위하여 평생을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왔다. 그런 그들이 재테크에 능하지
못하거나 국가의 혜택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서 전역 후에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
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주어진 연금이 중류층 이하의 생활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그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200여 만 명에 달하는 대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군대에서 매년 수십만의 전역
자를 중류층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중국 정부로서는 엄청난 부담이다.
그렇다고 국가를 위해 평생을 봉사와 희생으로 살아 온 이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거대 중국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당
과 국가를 위해 언제라도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인민을 양성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한정 충성만을 강요할 수 없는 형편이다.
세계 어느 나라이든 각국의 보훈 정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애국선열의 공헌에 대
해 국가는 잊지 않는다는 것과 후세에서도 국난의 시기에 희생과 공현에 대해서는 국
가가 예우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 국가의 보훈 정책
은 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써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권에
대한 지지와 정당성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었다.19) 그러나 중국의 경우와 같이 경
제성장의 그늘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보훈자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
다. 국가보훈 정책의 수립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최근에 물질적 보상
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신적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국가보훈정책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이해의 경로를 제공할

19) 김종성, 2005, 한국보훈정책론, 서울 : 일진사.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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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계기도 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
나고 있는 국가보훈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치나 예상되는 상황들에 대한 관련 자
료는 담당자의 비협조와 논자의 열의 부족으로 주어진 이론에 대한 검증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부족한 분야는 다음 연구자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다만 선행연구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보훈대상자들의 예우에 관한 현실
과 이상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먼저
보훈대상자들의 노령화에 따른 의료지원확대에 관한 대응방안을 보면 보훈관련 조직
즉, 민정, 재정, 위생, 노동부문에서 일정비율로 재정을 부담하여 전문 보훈의료 지
원기금을 만들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국가보훈으로써의 의료지원
체계에 더하여 보훈대상자들이 상업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함으로써 2중의 보호망으
로 보호받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와 체력단련, 노인요양시
설 등 민간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훈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대응방안을 보면, 현재는 병역법에 의거하여 제대
군인에 대한 취업을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여러 가지 이유
로 거부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제대군인들에 대한 취업 제공 정책을 포기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신규취업자와 재취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할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보훈대상자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훈대상자 조직이 해당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예를 들어 보훈대상자
조직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고, 사회조직에서 보훈대상자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며 지원하는 것이다.(남중호 외, 2005,
232).
중국은 혁명참가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및 그 가족 등 국가와 당에 공헌한 이들에
게 국가가 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는 못 하였지만 다양한 상징수
단을 통해 국가보훈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국가

중국의 국가보훈정책 연구

89

유공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국가보훈정책이 비판받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자본주의 풍조의 확산으로 물질주의와 배금주의가 성행하
면서 국가에 대한 봉사와 희생을 기본으로 하는 보훈가치는 더욱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국가보훈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
과 보상, 이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없는 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겪고 있는 국가에 대
한 애국심과 체제 정당성에 대한 관심의 저하는 중국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는 물론 물질적·정신적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많은 국민들이 나라가 위급할 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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