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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내부 정치가 정중동

(人民日報)>에 <순시는 당내 감독의 전략적 제도 안

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순정차이가 최근 낙마했

배이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민주 감독의 우월성

다. 순정차이의 낙마는 천민얼 등 이른바 시진핑 세

을 선명하게 보여준다(巡視是黨內監督戰略性制度

력의 부상을 예고하고 있다. 7월 26일 성부급 영도

安排, 彰顯中國特色社會主義民主監督優勢)>는 기

간부 세미나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요한 발언을 했

명 칼럼을 게재했다. 왕치산의 기명 칼럼은 당내 기

다. 권력 강화의 마지막 퍼즐로 추진되는 군 관련 개

율을 착근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내

혁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새 판

포하고 있다. 먼저, 당내 감독을 위한 순시 업무에

을 짜기 위한 패러다임적 변화 요구가 시작되었다.

서 당중앙의 권위를 재차 확인했다는 점이다. 왕치

이는 중국 정치의 변화 폭과 깊이가 기존 프레임을

산은 “당장에서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순시조(巡視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벌어진 세 가

組)의 파견 주체는 바로 당 중앙과 각 성급 당위원

지 사례를 중심으로 19대를 앞둔 시진핑 정부의 변

회이며 당중앙의 집중되고 통일된 영도 권위를 체

화 흐름을 짚어보고 그 행간의 의미를 살펴본다.

현하고 있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 순시에서 강조되던 행정이나

시진핑 주석의 새 판을 짜기 위한 패러다임적 변화
요구가 시작되었다. 이는 중국 정치의 변화 폭과 깊이
가 기존 프레임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율 집행뿐만 아니라 이른바 ‘정치 순시(政治巡視)’
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점이다. 권
력 교체기를 맞아 ‘정치’에 주안점을 두는 순시를 강
화하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엘

순정차이 낙마와 천민얼의 부상

리트 교체를 위한 명분으로서 당내 감독 강화와 당
내 기율의 중시는 매우 유용한 수단인 셈이다. 명분

2017년 7월 15일 충칭시 영도간부회의가 개최되

도 있고 쓰임새도 좋기 때문이다.

었다. 이 자리에서 중앙 조직부장인 자오러지(趙樂
際)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중앙의 결정을 읽어 내
려갔다. 당 중앙은 순정차이(孫政才) 충칭시 서기의
낙마를 발표하고 그 자리에 시진핑 주석의 오랜 수
하로 활동하던 천민얼(陳敏爾) 구이저우성 서기를
승진 임용한다고 발표했다. 천민얼의 부상은 시진핑

순정차이의 낙마는 향후 당내 규범 혹은 기율의 집
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결과 혹은 영향을 간부
개인에게 책임 지운다는 명분으로 유력 정치인을 낙
마시키는 수단으로 당내 순시 공작이 활용될 수 있다
는 선례를 남겼다.

주석의 엘리트 교체 의지가 매우 강함을 다시 한번

이는 순정차이의 낙마와 입건이 매우 정치적 고

보여준다. 순정차이 낙마와 관련하여 당내 감독과

려로 처리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끔

관련하여 기율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로도 해

한다. 순정차이의 낙마는 향후 당내 규범 혹은 기

석할 수 있다.

율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결과 혹은 영향

예를 들어, 지난 7월 17일 왕치산이 <인민일보

을 간부 개인에게 책임 지운다는 명분으로 유력 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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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인을 낙마시키는 수단으로 당내 순시 공작이 활

전략적(戰略性)이며 전향적(前瞻性)인 행동 강령 제

용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사실이다. 천민얼

기 여부가 당과 국가사업의 지속, 중국 특색의 사회

이 7월 15일 충칭시 영도간부 회의에서 당중앙의

주의 전도와 명운, 최대 인민의 근본 이익과 관련되

충칭시 서기 지명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보왕(薄

어 있다”고 강조했다. 당 영도간부들이 솔선수범하

王, 薄熙來와 王力軍)’ 사건의 악영향을 확실하게

여 국가사업과 사회주의 명운, 인민의 이익을 위해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 점도 이와

서 행동하라는 무언의 지침을 내리고 있다. 특히 개

맥락을 같이 한다.

혁개방 시기 퇴색되었다고 평가받는 ‘사회주의성’에

당내 감독을 위한 수단과 조치가 당내 정적 혹은

대해서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시진핑

유력 정치인의 낙마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주석은 19차 당대회를 “우리 당이 무슨 깃발을 들

당내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간부제도의 역동성은

고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어떠한 정신상대로 어떠

당연히 약화될 것이다. 당정 주요 지도자들은 최고

한 역사적 사명을 짊어지고, 어떠한 분투 목표를 실

지도자의 의중을 살피는 이른바 ‘심기 정치’에 순응

현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하는” 대회임을 강

하게 되는 악영향을 부를 수도 있다. 물론 시진핑

조하고 싶어 한다. 영도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중

주석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간부 옥죄기가 권력 교

국 특색 사회주의의 혁신 발전(創新發展)을 확실히

체기에 체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

움켜쥐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시진핑 주석은 생각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고 있다.

행태가 중국 관료 사회의 민주성과 창의성, 역동성
을 훼손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지금 당장 시진핑 주석 자신의 권력
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고 선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내 제도와 수단이 개인의

그 길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 치국 이정의 길에서 내
세우고 있는 이른바 새로운 이념(新理念), 새로운 사
상(新思想), 새로운 전략(新戰略)이라는 새로운 패러
다임이다.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오랜 기간
중국공산당이 유지해 온 이른바 ‘집단지도체제’의
전통은 안으로부터 부식될 수밖에 없다.

이론과 사상에서 이전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새
로운 사고를 영도간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당과
인민을 연결해주는 교량과도 같은 영도간부들이 새

당내 제도와 수단이 개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
으로 활용된다면 오랜 기간 중국공산당이 유지해 온
이른바 ‘집단지도체제’의 전통은 안으로부터 부식될
수밖에 없다.

로운 사고에 대한 이론 준비를 확실히 할 때만이
19대를 포함하여 향후 정치 일정에서 흔들림 없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시진
핑 주석의 시대 인식의 절박성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길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 치국 이정의

사상 동원과 이론 강화

길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새로운 이념(新理念),
새로운 사상(新思想), 새로운 전략(新戰略)이라는

7월 26일과 27일 성부급 주요 영도간부들이 참

10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여하는 “시진핑 총서기 중요 발언 정신 학습과 당의

새로운 사상체계(思想體系)는 새로운 역사 출발

19대 맞이(學習習近平總書記重要講話精神, 迎接黨

점 그리고 새로운 역사 발전 단계에서 당과 국가사

的十九大)” 주제의 세미나가 7명의 정치국 상무위

업 발전과 추진에 행동 강령(行動綱領), 이론 지침

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理論指南), 지도사상(指導思想)을 제공하기 때문

모두 발언에서 시진핑 주석은 “전반적(全局性)이고

에 시진핑 주석이 19대를 기점으로 새롭게 그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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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진핑 시대는 ‘초심’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상과

이 결코 혁명 시기 홍군의 전통과 유리되어 진행되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는 영도간부들로부터

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즉 역사적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 바로 7월 26일 발언의 핵

맥락을 통해서 현 군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

심 주장이다.

다. 따라서 군 개혁의 방향은 결코 중국 혁명의 역
사성과 유리되어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역사적 맥

강군과 강한 군사력

락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시진
핑 주석의 발언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18개 집단군을 13개 집단군으로 재편하는

따라서 군 개혁은 반드시 역사적 맥락에서 추진되

군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새롭게 편

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 혁명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재된 집단군 군장(君長)을 대거 물갈이 하면서 군

홍군의 경험을 현재에 복원해야 한다. 그 핵심은 바

내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로 인민군대가 반드시 당의 지도 아래 놓이게 하는

군에 대한 일련의 개혁은 지난 2017년 8월 1일 인

것이다. 이는 이미 역사적 경험으로 확립된 역사적

민대회당에서 거행된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

명분을 가지고 있다. 마오쩌둥이 말한 “우리들의 원

기념 대회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

칙은 당이 총을 지휘하는 것이다. 절대로 총이 당

다. 시진핑 주석은 해당 연설에서 “초심을 잊지 말

을 지휘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발언에서 근

고 계속 전진하여 흔들리지 않는 중국 특색의 강군

거를 찾을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오직 당과 함께

의 길과 강군 사업에 매진하여 세계 일류 군대 건

갈 때만 반드시 승리가 있다(只要跟黨走, 一定能勝

설”의 목표 제시로 나타났다. 이전에도 시진핑 주석

利)”고 강조하는 맥락과 같다. 인민의 군대는 반드

은 군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조하고 당의 군사 지도

시 당이 총을 지휘했을 때만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

이론의 견지와 발전을 강조하고 싸워서 이기는 부

히 한 것으로 이는 중국공산당의 인민군대 지휘가

대를 목표로 제시한 적이 있다. 강한 군대, 그리고

계속 될 것임을 보여준다.

싸워서 이기는 부대 요구는 강국(強國)과 강군(強
軍)의 요구에 부응하는 물리력을 확보한다는 점에
서 중국인민해방군이 지향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
고, 시진핑 주석은 이에 부합되는 군 개혁을 요구하
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역사성 강조는 시진핑 주석이 추
진하는 군 개혁이 결코 혁명 시기 홍군의 전통과 유리
되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즉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현 군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
하고 있다.

군 개혁은 반드시 역사적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한
다. 그리고 중국 혁명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홍군의
경험을 현재에 복원해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인민군
대가 반드시 당의 지도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군 개혁의 핵심
은 군이 계속해서 당의 군대로 확실히 역할을 하
게 하는 것이다. 기율 강조나 특히 군민단결(軍民團
結)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역사적 당
위성을 복원하여 군 개혁의 명분을 삼는 동시에 군
개혁의 추진 동력을 역사적 맥락과 함께 기율 강조

해당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1927년 8월 1일 남

나 군민 단결을 통해서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

창봉기를 언급하고 남창봉기(南昌起義), 추수봉기

지를 표명한 것이다. 의법치군(依法治軍)에 따라 엄

(秋收起義), 광주봉기(廣州起義) 등이 중국 혁명의

격하게 군을 관리(從嚴治軍)하고 치군 방식(治軍方

신기원을 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인민해방군

式)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구해야하는 이유도 바로

의 역사성 강조는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군 개혁

군민단결을 통해서 명분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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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패러다임적 변화에 주목해야

시진핑이 그려가는 자신의 집권 전략에서 19차 당
대회는 ‘새로운 시기’ 혹은 ‘개혁의 시기’에 걸맞는 새
로운 사고와 이론, 실천이 필요하고 그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셋팅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작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
운 시기’에 대해서 발언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시진

이를 위해서는 혁명적 변화, 즉 패러다임적 변화

핑 주석 자신의 말을 당장에 넣느냐, 측근 누구를

가 필요하고 그 시기가 바로 시진핑 자신의 집권 시

중용하느냐, 19대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기라는 의중이 강하게 깔려 있다. 이를 시진핑 주석

문제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일련의 정제

은 ‘개혁의 시기’로 왕치산은 ‘새로운 시기’로 개념화

된 발언을 되짚어보면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시기

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이 그려가는 자신의 집권

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한층 더 많은 관심을 기울

전략에서 19차 당대회는 ‘새로운 시기’ 혹은 ‘개혁의

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엄격하게 시

시기’에 걸맞는 새로운 사고와 이론, 실천이 필요하

도하고 있는 시기 구분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

고 그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셋팅하고 있는

다. 작년 가을 문예공작좌담회, 올 7월 26일 당 영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순정차이의 낙마와 천민

도간부 세미나 모두 발언, 8월 1일 인민해방군 창

얼의 부상, 사상과 이론의 강화, 군 개혁 등 최근

군 90주년 기념대회 연설 등을 보면 시진핑 주석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흐름을 단지 정책이나 강조점

은 분명 이전 시기와 다른 시기로 자신의 집권 시기

의 변화로만 봐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이전 시기와

를 구분하고 있다. 즉 혁명과 건설로 대표되는 마오

는 분명히 다른 그 무언가로 채워지는 새로운 시기

시기와 덩샤오핑 시기 그리고 뒤이어 집권한 장쩌민

로 옮아가기 위한 일련의 시나리오에서 보여지는 패

시기와 후진타오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시기가

러다임적 변화를 읽어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현

바로 자신의 집권 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 자신의 집권 기간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빙산 자
체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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