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중국의 군사안보
— 시진핑 시기 중국군 개혁의 평가와 함의
Assessment and Implication of PLA Reform in the Xi-Jinping
Era

이영학 |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세계정치27_책01.indb 101

2017-12-11 오후 5:38:58

최근 중국

의 ‘군사굴기’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새로운
안보·군사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비효율적인

지휘체계, 작전 능력상의 문제점과 더불어 부정부패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안
고 있었다.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
하여 대규모의 국방 및 군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상부 지휘
구조를 조정하고, 군구를 전구로 개편하였으며, 육군지휘기구, 로켓군 및 전략지
원부대를 신설하는 동시에, 대규모 감군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혁은 여러 과제
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군은 군
사력 현대화를 통해 향후 아태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미중관계 및 동아시아 안보 환경, 나아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
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D

espite China’s military rise, as PLA faced new security & military changes, it recognized the need of resolving the ineffective

command system, the problem of operational capability and corrup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build a strong army, CMC
chairman Xi-Jinping has promoted large-scale defense and military
reforms. CMC was revamped, five new theater commands were established, new service headquarters were created, and reduction of
PLA personnel has been promoted. Despite many challenges, these
reforms seem to be relatively successful, PLA will expand its military
influence over the Asia-Pacific region through military modernization,
and this will have a major impact on U.S.-Sino relations, the 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and even PLA’s intervention in case of

102 중국의 부상과 국내정치적 취약성

세계정치27_책01.indb 102

2017-12-11 오후 5:38:58

contingency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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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위원회 CMC(the Chinese Military Commission), 전구 theater commands, 합
동작전 joint operations, 당의 군에 대한 절대영도 Party’s absolute leadership over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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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국의 ‘군사굴기’로 상징되는 군사력 증강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최
근 중국의 자국산 항공모함 건조, 신형 구축함 및 잠수함 전력 증
강, J-20 스텔스기의 전력화 등 급성장하는 해·공군력과 DF-21D
대함 탄도미사일, DF-31AG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다양하고 고도
화된 미사일 능력을 비롯하여, 우주 및 사이버 능력 강화 등 중국
의 군사력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군사력 증강은 안정적으로 발전 중인 세계 2위의 경제력과 연 1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국방비 지출, 그리고 혁신 단계
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굴기’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새로운 안
보·군사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군사력 운용과 건설을 저해하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지휘체계, 편제 및 작전능력상의 여러 문제
점을 안고 있으며,1 부정부패 역시 만연해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은
세계적 군사 강국과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중국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국의 국가목표로 제시한 ‘중국의 꿈’,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3년 3월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

1

“國新辦就中國人民解放軍建設發展情況擧行發布會.” 『新華社』. 2017年7月2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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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중국군 대표단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은 ‘신(新) 정세하 중국공
산당의 강군 목표’를 ‘당의 지휘를 따르고(聽黨指揮), 싸워 승리할
수 있으며(能打勝仗), 기풍이 우수한(作風優良) 인민군대 건설’로 제
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과 군대 건설 및 발전을 제약하는 모순
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군사 이론을 발전시키고 군사 전략의 지
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강력한 군대의 건설,
즉 ‘강군몽(强軍夢)’ 실현을 위해서는 국방 및 군대의 개혁을 추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국방 및 군 개
혁이 제시된 이후, 중국군은 중앙군사위원회의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하고, 군구를 전구로 개편하는 동시에 육군지휘기구, 로켓군
및 전략지원부대를 신설하여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을 분리하는
등 지휘체계 및 편제를 개편하였다. 다른 한편, 30만 명의 대규모
감군을 추진하면서 규모·구조 및 정책·제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적인 군 개혁을 2020년까지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
를 거둔다면 중국군은 시 주석이 강조한 ‘당의 지휘를 따르고, 싸
워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
국의 군사력은 무기체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합동작전
지휘 및 역량 강화, 전문화된 군사력 건설 등 군사력 현대화를 통
해 중국군 군사투쟁 준비의 근본인 ‘정보화 국부전쟁 승리’의 목표
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개혁이 여러 가
지 도전과 문제들로 인해 지체되거나 실패하게 된다면 중국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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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력은 미국과 같은 세계적 군사 강국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몸집만 비대한 비효율적인 군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다시 말
해,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의 관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 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7).

이 글에서는 우선 중국군 개혁의 경과와 배경을 살펴보고, 주
요 내용을 서술한 후, 이러한 개혁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시도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중국군 개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
며, 특히 우리에게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중국군 개혁의 경과와 배경
시진핑 지도부 집권 이후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중국군 개혁은
1952년 인민해방군 조직 편성 완료 이래 11번째 추진되고 있는 대
규모 개혁이다(Allen et al. 2016). 기존의 개혁이 주로 병력 감축이
나 군구 재편, 또는 계급제도 조정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것
에 비해, 이번 개혁은 대규모 병력 감축과 함께 지휘체계, 구조 및
편제, 정책·제도에 이르기까지 개혁의 범위와 폭에 있어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경과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는 <전면적 개혁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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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于全面深化改革
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통과시키고,

국가의 전면적 개혁의 중요 부

분으로서 국방과 군 개혁을 강조하였다.2 이 회의에서는 중국 특색
의 현대적 군사력 체계 구축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첫째, 군대
의 체제·편제의 조정 및 개혁 심화와 군대의 규모 및 구조 최적화;
둘째, 군대의 정책·제도의 조정 및 개혁 추진; 셋째, 민군 융합 발
전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2014년 3월 15일에는 ‘중앙군사위원회 국방 및 군대 개혁 심
화 영도소조(中央軍委深化國防和軍隊改革領導小組)’가 신설되어, 시
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조장으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쉬치량(許其亮)과 판창룽(范長龍)을 각각 상무부조장과 부조장으로
선임하였다. 영도소조에서는 각종 좌담회 개최, 현지 조사 등 다양
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방개혁 청사진을 제시하였
고, 이 과정에서 군사과학원, 국방대학교의 전문가들을 통해 중국
역사로부터의 교훈을 연구하고, 미국 및 러시아의 현대전 대비 조
직 개편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였다(유동원 2016, 538).
2015년 9월 3일 개최된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
주석이 인민해방군 30만 명 감축을 선언하면서, 중국군 개혁이 본
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1월 24일에서 26일까지 개최된 중앙군사
위원회 개혁업무회의에서는 중국군 개혁의 방향성이 더욱 구체적
으로 제시되었는데,3 첫째, 군대의 최고 지휘권을 당 중앙과 중앙

2
3

“中共中央關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 『新華網』. 2013年11月15日.

“習近平: 全面實施改革强軍戰略 堅定不移走中國特色强軍之路.” 『新華網』. 2015年
11月2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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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위원회에 더욱 집중시킬 것,4 둘째, 군 권력의 제약과 감독 체
계의 구축, 셋째, 2020년 완료를 목표로 개혁의 총체적 방안을 담
은 로드맵을 제시하였다.5
2015년 12월 31일 중국인민해방군 육군지휘기구(陸軍領導機
構), 로켓군 및 전략지원부대가 신설되었고,

2016년 1월 1일 중앙

군사위원회는 <국방 및 군대 개혁 심화에 대한 의견(中央軍委關于深
化國防和軍隊改革的意見)>을 발행·배포하고,

중국군 개혁의 중요 의

의, 지도 사상, 기본 원칙, 개혁 목표 및 주요 임무를 명시하면서
개혁의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였다.6
2016년 1월 11일에는 중앙군사위원회의 4대 총부를 15개 직
능 부문으로 조정하였고, 2월 1일에는 7대 군구를 5대 전구로 개
편하였으며, 4월 20일에는 중앙군사위원회 및 각 전구에 합동작전
지휘센터를 설치하였다.
한편, 2016년 5월에는 중앙군사위원회가 <군대 건설 발전
13·5 규획 강요>를 발표하고,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군

4

중앙군사위원회의 총부체제를 조정하여 다부문제(多部門制)를 실행할 것, 육군의
지휘기구를 창설하여 군·병종의 지휘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전구(戰區)를 새롭

게 조정하여 전구 합동작전 지휘기구를 창설하고 중앙군사위원회의 합동작전 지
휘기구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중앙군사위원회-전구-부대의 작전지휘 체계와 중
앙군사위원회-군종-부대로 이어지는 영도관리 체계의 구축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
였다.
5

2020년 이전, 영도관리체제 및 합동작전 지휘체제 개혁에 있어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규모·구조 최적화, 정책 제도 보완, 민군 융합의 중요한 성과를 이루며,
정보화 전쟁 승리 및 사명·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국 특색의 현대
화된 군사역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군사
제도를 더욱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6

“中央軍委關于深化國防和軍隊改革的意見.” 『新華網』. 2016年1月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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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20년까지 국방·군대 개혁의 목표 및 임무를 기본적으로 마
무리하여 군대의 기계화 완성 및 정보화 측면에서 중대한 진전을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7

2. 배경 및 목적
첫째, 당의 군에 대한 절대 영도 확립이다. 중국군은 그동안 문민
지도자의 군에 대한 지휘권 약화와 매관매직 등의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등은 군사 업무 경험이
없어서 군이 국방과 군사 문제 등의 고유 업무에 대해 높은 자율성
을 갖게 되었고, 당도 군의 요구에 우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
다. 군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정치적 통제가 약화되고, 특히 4대
총부 중심의 중국군 상부구조에서는 당 총서기가 겸직하는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의 중국군에 대한 통제력이 취약한 문제를 야기했
다. 이로 인해, 특히 권력이 약했던 후진타오 시기 군 수뇌부들이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2007년 중국군이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실험
에 성공했을 때, 미국 정계 요인을 만나고 있던 후진타오는 위성
요격실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
지고 있으며, 2011년 1월 미 국방장관 게이츠와 면담할 때에도 군
이 J-20 스텔스기를 시험 비행하였으나, 이를 모르고 있던 후진타
오가 매우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구자선 2016, 5–6).

7

“軍隊建設發展13·5規劃要綱.” 『人民日報』. 2016年5月1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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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의 군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자 군의 부패 문제와 매관
매직이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후진타오 시기 중앙군사위원회 부
주석이었던 궈보슝(郭伯雄)과 쉬차이허우(徐才厚)는 각각 총참모부
와 총장비부, 총정치부와 총후근부를 관장하였는데, 이들은 자신
들의 권한을 이용해 매관매직 등 각종 부정부패를 저질렀다.8 궈보
슝과 쉬차이허우는 각각 서북쪽의 이리와 동북쪽의 호랑이로 불렸
는데, 이들은 란저우(蘭州) 군구와 선양(瀋陽) 군구를 기반으로 성
장하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였다. 중국 장교들은
군급(正軍職)까지는 주로 한 군구 내에서 승진을 하며, 부대군구급
(副大軍區職)이 되면 다른 군구로 이동하기 때문에, 군구 지도자가

인사권을 행사하여 파벌을 형성하고 매관매직 등 부패가 만연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었다(구자선 2016, 11).
시 주석은 이처럼 통제하기 쉽지 않고 부패한 군을 개혁하기
위해 반부패 캠페인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였다. 즉, 반부패 캠페인
을 통해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쉬차이허우와 궈보슝 등을
처벌하고, 군의 고질적 부패에 대한 다수의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군 내부의 어느 누구도 개혁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9
시 주석은 당의 군에 대한 절대 영도를 강조하고, 중앙군사위
원회 주석 책임제(軍委主席負責制)를 실시할 것을 선포하면서, 이
를 위해 2014년 10월 푸젠성 구톈(古田)에서 군정치공작회의를 개
최하여 당의 군에 대한 영도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10 또한, 시 주

8
9

“嚴重破壞軍委主席負責制, 郭伯雄徐才厚干了啥？” 『新京報』. 2016年12月24日.

Mulvenon 2016, 5; “軍方智囊深度解析軍隊改革.” 『南風窓』. 2016年2期(1月13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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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중국공산당의 신 정세하 강군 목표 중 가장 우선순위로 ‘군이
당의 지휘를 따르는 청당지휘(聽黨指揮)’를 제시하였다. ‘신 정세하
청당지휘’의 관철을 위해서는 사상과 정치적으로 부대를 건설 및
장악하고, 중국공산당의 군에 대한 절대 영도의 근본 원칙과 제도
를 고수하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관철함으로써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상황에서도 중국공산당과 일치되고, 중국공산당의
권위를 수호하며, 중국공산당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였
다.11
중국군 개혁의 원칙으로서 제시한 ‘정확한 정치적 방향의 견
지’ 역시 당의 군에 대한 영도를 위한 것이다. 당의 군에 대한 절대
영도라는 근본원칙과 제도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중국인민해방군
이 ‘인민의 군대’로서의 성격과 취지를 유지하며, 중국군의 영광스
러운 전통과 우수한 기풍을 발휘해야 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며, 군의 최고 영도권과 지휘권이 중
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12
한편, 군 권력의 제약과 감독 체계의 구축을 통해 군 조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군에 대한 당의 통제도 강화
하였다. 중앙군사위원회에 기율검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앙군사
10

구톈은 1929년 마오쩌둥이 ‘당이 총을 지휘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며 군권을 장악
한 곳으로서, 시 주석이 회의장소로 구톈을 택한 것은 당의 군에 대한 지휘 원칙

을 명확히 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동원(2016, 542); “全軍政
治工作會議在古田召開 習近平出席會議幷發表重要講話.” 『新華網』. 2014年11月1
日.

11
12

“建設一支聽黨指揮能打勝仗作風優良的人民軍隊.” 『人民網』. 2015年7月20日.
“中央軍委關于深化國防和軍隊改革的意見.” 『新華網』. 2016年1月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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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관 부문 및 전구에 각각 기율검사조(紀檢組)를 파견하
여 이중지도를 받게 하였다. 또한, 중앙군사위원회 심계서(審計署)
를 조정·창설하였고, 중앙군사위원회의 정법위원회를 신설하여
군사 사법체제를 조정하였으며, 구역(區域)마다 군사법원과 군사검
찰원을 설립하도록 하였다.13
둘째, 안보·군사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작전 역량
강화와 지휘체계 효율화이다. 2015년 <중국의 군사전략> 제하의
국방백서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다양하고 복잡한 안보위협에 직면
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 군사 역량과 군사 동맹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추진하면서 군사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있으며, 몇몇 해양 주변국은 중국의 영토주권 및 해양권익 문제에
도전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일부 역외 국가들이 남중국해 이슈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양 권익 투쟁이 장기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정세는 여
러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14
군사적 차원에서는 군사기술 및 전쟁 형태의 혁명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5년 중국 국방백서는 ‘신 정
세하 적극방어’ 군사전략 방침 실행을 위한 군사투쟁 준비의 근본
을 “정보화 국부전쟁 승리”로 조정하였다. ‘신 정세’는 세계적 신
군사혁명으로 표현되는 군사기술 및 전쟁 형태의 혁명적 변화를

13

“習近平: 全面實施改革强軍戰略 堅定不移走中國特色强軍之路,” 『新華網』. 2015年

14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 2015年5月.

11月2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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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무기 장비의 장거리 정밀화, 지능화, 스텔스화, 무인화
추세의 발전과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이 각국의 전략적 경쟁의 중요
영역으로 발전하는 등 전쟁 형태가 정보화 전쟁으로 급속하게 변
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화 조건하’ 기계화·정
보화의 복합 발전 방식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중국군
의 군사투쟁 준비의 근본도 정보화전으로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영학 2015).
이처럼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군사적 환경 변화
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환경하에서 육·해·공
등 제 군종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필요하고, 특히 현실적으로 군
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및 대만해협 등
에서 해·공군력 투사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존
의 지휘기구와 작전체계는 ‘기계화’ 전쟁의 기초 위에서 구축된 것
으로서 ‘정보화 국부전쟁’의 현대전 요구에 적합하지 않고, 또한
‘육군을 중심으로, 해·공군을 보조’로 하는 지역 방어 중심의 군구
모델은 해·공군력 강화 및 투사에 초점을 맞춘 합동작전의 효율적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15
우선, 기존의 지휘체계는 4대 총부를 핵심으로 한 상부구조로
서 비대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저하되어서 작전 지휘와 군사력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4대 총부
는 권력구조 측면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직능 기구
가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책의 통합력도 부족하였다. 또

15

“軍方智囊深度解析軍隊改革.” 『南風窓』. 2016年2期(1月1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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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대 총부 산하의 감독 기관은 부문의 속성을 탈피하기 어려워
서 공정하고 권위 있게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군 상층부
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4대 총부의 일
부 관리 업무는 부분적으로 각 군종과 병종의 내부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총부의 기관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이상
국 외 2017). 가령 총참모부는 합동작전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고 하지만, 이외에 군사력 건설 및 육군본부의 기능 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서 비대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었다.
또한, 합동작전 등 군사력 운용을 책임져야 할 군구의 실질
적인 주요 임무는 군구 내 육군 부대의 지휘를 책임지는 것으로서
해·공군 및 합동작전 지휘에 불리하였다. 군구사령원은 책임 군구
지역에 위치한 육·해·공군 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갖지만, 해·공
군 부대는 그들이 속한 군구의 사령원뿐만 아니라 군종 사령부, 즉
해군사령원 및 공군사령원으로부터도 작전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
었다. 일선 부대에 이르는 작전지휘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었던 것
이다. 이처럼 육군 중심의 대군구 모델은 중국군의 합동성을 가로
막는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여 군구 내의 육·해·공군은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은 채 제각기 작전을 수행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었
다(박창희 2017, 379-381). 동시에, 기존의 중국군 편제는 중국군의
건설과 관리에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는데, 육군은 지휘기구 없
이 4대 총부와 7대 군구에서 각각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육
군의 전문성 향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군은 지휘체계를 효율화
하여 군령 및 군정 계통을 재정비하고, 합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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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6 이에 따라 4대 총부를 중앙군사위원회의 15개 직능기구로
조정하여 지휘 기관이라기보다는 참모, 집행 및 서비스 기관으로
그 지위와 역할을 변화시켰다. 또한, 군사안보 위협에 대한 전략방
향을 설정하여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 전구 등 5대 전구를 신
설하고, 동시에 중앙군사위원회와 각 전구에 합동작전지휘센터를
설치하여 중앙군사위원회-전구-부대의 작전지휘(군령) 체계를 구
축하고 합동작전 지휘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육군 지휘기구를 신설하여 각 군종의 군사력 건설 및 관리의 전문
성을 도모하면서 중앙군사위원회-군종-부대로 이어지는 영도관
리(군정) 체계도 정비하였다.
또한 시 주석은 강군 목표의 하나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
타승장(能打勝仗)’을 강조하였는데, 군은 무엇보다도 전투대로서
일체의 건설과 업무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군은 ‘신 정세하 능타승장’ 실현을 위해, 전투력
을 유일하고 근본적인 표준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작전 수행에 대
비하고, 정보화 조건하 억지 및 실전 능력을 제고하며, ‘부르면 즉
시 오고, 와서는 능히 싸우며,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召之卽來, 來之能戰, 戰之必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상국 외
2017).

16

군령(軍令)은 군사력 운용, 즉 작전적 측면을 의미하고, 군정(軍政)은 군사력 건설
및 관리의 측면을 의미한다.

중국의 군사안보

세계정치27_책01.indb 115

115

2017-12-11 오후 5:39:10

III 중국군 개혁의 주요 내용
1. 의의, 지도사상, 목표 및 임무
2016년 1월 1일 중앙군사위원회는 <국방 및 군대 개혁 심화에 대
한 의견>을 발행하여 중국군 개혁의 중요 의의, 지도사상, 전체 목
표 및 주요 임무 등을 제시하였다.17
첫째, 중요 의의로서, 국방 및 군대 개혁 심화는 ‘중국몽’, ‘강
군몽’ 실현의 시대적 요구이고, 군을 강하게 하기 위한(强軍興軍)
필수이며, 군대의 미래를 결정짓는 관건적 사항이라고 강조하였
다. 당 중앙, 중앙군사위원회, 시 주석은 강군 목표 실현을 위해 군
대의 혁명화·현대화·정규화 건설, 군사력의 건설 및 운용 그리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함께 고려하고 ‘신 정세하 군사전략’ 방침
을 결정하여 중요 방침 및 원칙을 제시하였다면서, 이러한 중요 전
략 계획과 설계의 이행을 관철하기 위해 반드시 국방과 군대 개혁
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지도사상으로서, 당의 ‘신 정세하 강군 목표’의 지향성
을 갖고, ‘신 정세하 군사전략’ 방침을 관철하며, 전면적으로 개혁
강군 전략을 실시하고, 국방 및 군대 발전을 제약하는 체계적 장애,
구조적 모순 및 정책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군대
조직 형태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전투력과 군대의 활력을 더욱 발
전시키며, 중국의 국제지위, 국가안보 및 발전이익에 부합하는 강

17

“中央軍委關于深化國防和軍隊改革的意見.” 『新華網』. 2016年1月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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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국방과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여 ‘두 개의 일백 년(兩個一百年)
목표’ 실현 및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
하기 위해 강력한 역량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전체 목표로서, “중앙군위가 전체 총괄, 전구는 주요 작
전 수행, 군별 건설(軍委管總, 戰區主戰, 軍種主建)”의 원칙에 따라,
영도관리체제 및 합동작전 지휘체제 개혁을 중점으로 규모·구조,
정책 제도 및 민군 융합의 조화롭고 심도 있는 발전과 개혁을 추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8 전체적 목표 요구에 따라, 2015년에는
영도관리체제 및 합동작전 지휘체제의 개혁을 중점적으로 조직·
실시하고, 2016년에는 군대 규모·구조 및 작전 역량 체계, 연구·
교육기관(院校) 및 인민무장경찰부대(武警)의 개혁을 조직·실시하
여 기본적으로 단계적 개혁 임무를 완성하고,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관련 영역의 개혁에 대해 조정 및 보완하면서, 각 영역의 개
혁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책제도 및 민군융합의 심도
있는 발전은 개혁 성과를 확인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고 설명하였다.
넷째, 주요 임무로서의 영도관리체제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집
중되고 통일적인 영도(集中統一領導)를 강화하고, 군위 기관의 전
략 계획·지휘·관리 직능을 강화하며 군위 기관의 직능 배치 및 기

18

‘군위관총’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중국군 최고의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중국군의 작
전 및 건설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구주전’은 새로 편성된
전구가 전투작전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것이며, ‘군종주건’은 육·해·공 등
각 군종이 해당 군의 군사력 건설 및 관리를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영

도관리(領導管理)체제는 군정, 즉 군사력 건설 및 관리 차원의 내용을 의미하고,
합동작전지휘체제는 군령, 즉 군사력 운용 측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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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설치를 최적화하고 군별 그리고 신형 작전역량의 영도관리체제
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군위기관 설치를 개혁하여
총부제를 다부문제로 조정해야 하고, 군위 기관은 군별 건설 기능
을 (각 군 사령부에) 하방 및 대행시키고 구체적 관리 기능을 없애
며 비슷한 직능을 조정 및 통합하고 지휘 등급을 감소시키며 인원
과 직속 단위를 정예화함으로써 지휘, 건설, 관리, 감독의 4가지 기
능(四條鏈路)을 더욱 선명하게 해야 하며, 정책결정, 계획, 집행 및
평가 기능의 배치가 더욱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군별 영도
관리체제를 발전시키고 군별 기관 직능 배치와 기구 설치를 최적
화하며, 군종이 건설 관리 및 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하
고, 후근보장 영도관리체제를 조정·개혁하며, 장비 발전 영도관리
체제를 개혁하고, 국방동원체계의 통일적 영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주요 임무로서의 합동작전 지휘체제는 통합 합동작
전지휘의 요구에 부응하여, 군위와 전구 두 등급(兩級)의 합동작전
지휘체제를 건설·발전시켜서 평·전시 일체, 상시 운영, 전문부서
의 책임 운영, 정예·효율의 전략전역(戰略戰役) 지휘체제를 구축하
고, 전구를 새롭게 조정·획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중앙군사위원회 개혁
2016년 1월 11일 중앙군사위원회 4대 총부는 15개 직능 부문으로
조정되었다.19 “중앙군위가 전체 총괄, 전구는 주요 작전 수행, 군
별 건설”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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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부의 4대 총부를 7개 부(청), 3개 위원회, 5개 직속기구 등 총
15개 직능부문으로 조정하였다.
우선, 7개 부(청)은 군위 판공청(軍委 辦公廳), 군위 연합참모부
(軍委 聯合參謀部), 군위 정치공작부(軍委 政治工作部), 군위 후근보

장부(軍委 後勤保障部), 군위 장비발전부(軍委 裝備發展部), 군위 훈
련관리부(軍委 訓練管理部), 군위 국방동원부(軍委 國防動員部)이다.
이들 부서는 이전의 4대 총부에 비해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정책결정 부서가 아니라 중앙군사위원회의 참모 부서로서 업무 수
행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 총참
모부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연합참모부는 총참모부의 핵심 기능
이었던 작전지휘 권한을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작전지휘센터에 이
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동원, 전략계획, 육군 건설 기능
과 사이버 및 전자전 부대에 대한 지휘권도 상실하였다. 또한 이전
에 총정치부가 행사했던 기율 및 군법에 대한 권한은 새로 창설된
기율검사위원회와 정법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총후근부와 총장
비부가 담당했던 군사력 건설 및 개발 기능을 각 군에서 담당하도
록 함으로써 새로 창설된 정치공작부, 후근보장부, 장비발전부의
역할은 이전에 비해 크게 제한되었다(박창희 2017, 386-387; Allen
et al. 2016, 4).

다음으로 3개 위원회는 군위 기율검사위원회(軍委 紀律檢査委
員會), 군위 정법위원회(軍委 政法委員會), 군위 과학기술위원회(軍委
科學技術委員會)이고, 마지막으로 5개 직속기구는 군위 전략규획 판
19

“習近平: 講政治謀打贏搞服務作表率 努力建設‘四鐵’軍委機關.” 『新華網』. 2016年1
月1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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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軍委 戰略規劃辦公室), 군위 개혁 및 편제 판공실(軍委 改革和編
制辦公室),

군위 국제군사협력 판공실(軍委 國際軍事合作辦公室), 군

위 심계서(軍委 審計署) 및 군위 기관사무관리총국(軍委 機關事務管
理總局)이다.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와 정법위원회는 기

존의 총정치부에서 독립하여 위상을 강화하였고, 중앙군사위원회
심계서는 기존의 총후근부에서 독립하여 중앙군사위원회 직속기
관으로 승격되었다. 이들 부서의 신설은 결국 기율, 사법 및 회계
부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군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
써, 부패를 척결하고 효율성을 도모하면서도 군에 대한 당의 통제
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1월 11일 군위기관 조정·편성 관련 기자간
담회에서 정세와 임무의 발전에 따라 총부제가 갖고 있던 문제점
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중앙군위가 전체 총괄, 전구는
주요 작전 수행, 군별 건설”의 원칙에 따라, 군위 기관의 직능 배
치 및 기구 설치를 최적화하여 핵심기능을 강화하고, 유사기능을
통합하며,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협조기능을 내실화함으로써 군위
기관이 중앙군사위원회의 참모기관, 집행기관 및 서비스기관이 되
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당의 군에 대한 절대영도 및 중앙
군사위원회의 집중통일 영도를 견지하는 데 유리하고, 군위기관이
전략계획 및 거시적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며, 권력 운영
의 제약 및 감독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고 강조하였다.20
한편, 2017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

20

“國防部新聞發言人詳解軍委機關調整組建相關問題,” 『新華網』, 2016年1月1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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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군 지휘구조 개편
출처: 유동원 2016, 545.

회(19차 당대회) 및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19기 1중전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중앙군

사위원회의 전체 인원 수가 기존의 11명에서 7명으로 대폭 축소되
었고, 군의 주요 임무 및 직능의 우선 순위와 군별 비율을 고려하
여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과 쉬치량(許其亮, 공군) 부주
석은 유임되었고, 장유샤(張又俠, 육군) 장비발전부 부장이 부주석
으로 승격되었으며, 웨이펑허(魏鳳和, 로켓군) 로켓군 사령원이 중
앙군사위원 중 선임자가 되면서 다른 임무를 부여받을 것으로 전
망된다. 리쭤청(李作成, 육군) 연합참모부 참모장, 먀오화(苗華, 해
군) 정치공작부 주임, 장성민(張昇民, 로켓군)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가 새롭게 중앙군사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렇게 볼 때, 중국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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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지휘부의 축소 및 최적화를 통해 효율적 지휘관리 체계를 지
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군구의 전구 개편
2016년 2월 1일에는 7대 군구(軍區)를 5대 전구(戰區)로 개편하여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 전구를 건설하고, 각 전구별 전구합
동작전지휘기구를 조직·편성하였다. 시 주석은 전구가 근본 전략
방향(戰略方向)의 안보위협 대응, 평화 수호, 전쟁 억제, 전쟁 승리
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전략 수호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각 전구는 전쟁 수
행을 연구하고, 국가 안보정세에 주목하며, 전략적 시각을 확장하
고, 현대전 승리의 기제를 연구하며, 군사력 운용의 특징과 규칙을
파악하여 전구전략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작전방안 계획을 보완
하며, 합동훈련 및 지휘훈련을 확고히 하여 미래전의 주도권을 적
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각 전구
는 효율적으로 합동작전을 지휘하고 중앙군사위원회가 부여한 지
휘 권한과 책임을 이행하여 지휘능력 건설을 추진하고 지휘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합동지휘, 합동행동 및 합동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21
한편, 2016년 4월 20일 시 주석은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작전
지휘 ‘총지휘’(軍委聯指總指揮) 신분으로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작전

21

“中國人民解放軍戰區成立大會在北京擧行.” 『新華網』. 2016年2月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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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군구에서 전구로 개편
출처: 연합뉴스

지휘센터(軍委聯合作戰指揮中心)를 시찰하였는데, 합동작전 지휘센
터는 중앙군사위원회와 5대 전구에 각각 별도로 설치하여, 상하급
(兩級) 지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시 주석은 작전지휘의 전략성,

합동성, 시효성, 전문성, 정확성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국
가안보 전략의 수요에 부응하고, 세계 신군사 혁명 조류에 뒤쳐지
지 않으며, 국방 및 군대 개혁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잘 활용하여,
정보화 전쟁 승리에 부응하고 효과적인 사명·임무 수행이 가능한
합동작전 지휘체계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2
5대 전구의 건설 목표는 중국 주변의 전략 구도 및 잠재적 전
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부전구는 대만, 일본
및 동중국해(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남부전구는 남중국해, 동남
아 지역 및 해상교통로 안전 수호; 서부전구는 인도, 중앙아시아
지역 및 국제테러리즘 방지; 북부전구는 북한(한반도) 및 러시아

22

“習近平: 加快構建具有我軍特色的聯合作戰指揮體系.” 『新華網』. 2016年4月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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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면의 군사충돌 방지; 중부전구는 당 중앙 및 수도 방위와 함께
대후방으로서 4대 전구에 대한 지원·보장의 임무를 맡고 있다.23
전구는 기존 군구와 설정 방식, 직능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지리 및 행정구획에 기초하여 설치
된 군구와 달리, 전구는 전략 방향, 작전임무 등에 따라 설치됨으
로써 행정상의 경계 개념을 초월하였다. 둘째, 군구가 군사력 건설
과 작전의 두 영역에서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던 것과 달리, 전
구는 작전만 수행하는 단일 기능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구
는 부대의 훈련과 작전지휘 이외에도 행정관리, 후근보장, 장비 조
달, 민병, 예비역, 동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했지만, 전구는 전쟁
과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OOTW)과 같이 작전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업무만을 수행한다. 셋째, 기존의 군구는 주로 육군을 지휘하
고 해군과 공군에 대한 지휘 운용은 각 군종 작전 시스템을 경유하
여 실시함으로써 현대전의 합동작전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
에 반해 전구는 합동작전의 요구에 따라 전구 범위 내 모든 육·
해·공 군종과 병종 부대를 통일적으로 직접 지휘할 수 있다(이상국
외 2017).

4. 육군지휘기구, 로켓군 및 전략지원부대 신설
2015년 12월 31일 중국인민해방군 육군지휘기구, 로켓군 및 전략
지원부대가 신설되었다. 이로써 중국군 구조는 1966년 이후 육·

23

“針對周邊潛在戰略威脅 五大戰區成立的目標很淸晰.” 『環球網』, 2016年2月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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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공군, 제2포병의 4개 군종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육·해·공·로
켓군 및 전략지원부대의 5개 군종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24
첫째, 육군 지휘기구는 공군사령부나 해군사령부와 같이 육군
사령부로서의 역할, 즉 육군의 군정권을 갖고 군사력 건설을 담당
하는 기구이다. 기존에는 총참모부에서 육군사령부의 역할을 겸직
하였으나 총참모부를 해체하고 연합참모부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육군지휘기구를 신설한 것이다(박창희 2017, 388). 시 주석은 창설
기념식에 육군이 정보화 시대 육군 건설 모델과 운용 방식의 커다
란 변화에 적응하여 육군 발전의 특징과 규칙을 모색하고, 기동작
전 및 입체공방의 전략요구에 따라 정층설계(頂層設計)와 영도관리
를 강화하고, 역량구조와 부대편성을 최적화하며, 구역방위형(區域
防衛型)에서

전역작전형(全域作戰型)으로 변화하여 강력하고 현대

화된 신형 육군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5
한편, 2017년 4월에는 육군의 집단군 편제가 조정되었다. 기
존의 18개 집단군에서 13개 집단군으로 조정·편성되었으며, 부대
번호는 각각 중국인민해방군 육군 제71집단군부터 제83집단군까
지 부여되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집
단군 조정·편성은 육군 기동작전부대에 대한 전체적 리모델링이
고, 강력하고 현대화된 신형 육군 건설을 위한 핵심적 조치이며,
중국군이 양적 규모형에서 질적 효율형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데

24

전문가에 따라서는 전략지원부대를 군종이 아닌 독립된 병종, 또는 특수병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25

“陸軍領導機構火箭軍戰略支援部隊成立大會在京擧行 習近平向中國人民解放軍陸

軍火箭軍戰略支援部隊授與軍旗並致訓辭.” 『新華網』. 2016年1月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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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26 각 전구 산하 집단군 편성은
동부전구에 71, 72, 73집단군, 남부전구에 74, 75집단군, 서부전
구에 76, 77집단군, 북부전구에 78, 79, 80집단군, 중부전구에 81,
82, 83집단군으로 각각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27
둘째, 로켓군은 과거 제2포병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 강화 조치 및 미국과의 전략핵무기 경쟁
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제2포
병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핵억제 및 핵반격이라는 기본 임무
에는 변함이 없지만, 타 군과 동등한 위상을 확보함으로써 전략적
중요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박창희
2017, 389). 시 주석은 창설 기념식에서 전략억제의 핵심역량인 로

켓군은 강대국 지위의 전략적 지지이고, 국가안보 수호의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켓군은 핵·재래식 겸비(核常兼備), 전
역(全域) 전쟁억제의 전략요구에 따라, 핵 억제력 및 핵 반격 능력
을 증강하고, 중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전략적 제
약을 통한 균형 추구 능력을 증강시키고, 강력하고 현대화된 로켓
군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8
셋째, 전략지원부대는 신형 안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
및 사이버 영역뿐만 아니라, 정보 및 전자전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시 주석은 전략지원부대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신형
26

“2017年4月國防部例行記者會文字實錄.” 『國防部網』. 2017年4月27日.

27

“13個新建集團軍隸屬關係確定 各戰區陸軍部隊均衡.” 『新浪網』. 2017年6月12日;

28

“陸軍領導機構火箭軍戰略支援部隊成立大會在京擧行 習近平向中國人民解放軍陸

“解放軍多個新調整組建集團軍隸屬關係陸續披露.” 『中國網』. 2017年5月12日.
軍火箭軍戰略支援部隊授與軍旗並致訓辭.” 『新華網』. 2016年1月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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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역량으로서, 중국군의 새로운 질적 작전능력의 중요한 성장점
이라고 강조하였다. 체계적 융합 및 민군 융합을 견지하고, 핵심적
영역에서 도약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신형 작전역량의
빠른 발전을 추진하며, 강력하고 현대화된 전략지원부대를 건설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9
한편, 2016년 9월 13일에는 중앙군사위원회 합동후근보장부
대(聯勤保障部隊)가 출범하였다.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의 합동후근
보장부대는 후근보장 체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합
동후근보장 및 전략전역 지원 보장을 실행하는 주요 역량으로서,
합동작전, 합동훈련 및 합동보장의 요구에 따라 조속히 부대를 건
설하여 강대하고 현대화된 합동후근보장부대를 건설할 것이라고
하였다. 우한(武漢) 합동후근 보장기지를 주축으로, 우시(無錫), 구
이린(桂林), 시닝(西寧), 선양(瀋陽), 정저우(鄭州) 등 5대 합동후근
보장센터를 건설하고, 분산돼 있던 군수·병참 조직을 일원화하여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합동작전을 체계적으
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30 일각에서는 많은 이권 개입으
로 부패의 온상이라고 비판받아 온 군수·병참 분야를 시 주석이
직접 관할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31

29

“陸軍領導機構火箭軍戰略支援部隊成立大會在京擧行 習近平向中國人民解放軍陸

30

“國防部擧行聯勤保障體制改革專題新聞發布會.” 『國防部網』. 2016年9月13日.

31

軍火箭軍戰略支援部隊授與軍旗並致訓辭.” 『新華網』. 2016年1月1日.

“中, ‘시진핑 지휘’ 군수·병참 통합부대 출범.” 『연합뉴스』. 2016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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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0만 병력 감축
2015년 9월 3일 개최된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 주석
은 인민해방군 30만 명 감축을 선언하였다. 현재 중국의 병력규모
는 230만 명으로 국방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고, 인민해방
군 장병과 민간 간 임금 격차, 예비역의 연금에 대한 불만 등 우수
자원 획득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2 군 병력 구
조와 관련해서도 하부는 2년 징집병이, 상부는 장교와 민간그룹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사관과 같은 중간층이 취약한 상
황이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군의 규모와 구조
를 최적화하여 더욱 정예화, 과학화함으로써 ‘중국 특색의 현대화
된 군사력 체계’를 구축하고, 당의 ‘신 정세하 강군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감축은 노후된 장비부대를 중점으로
하여 기관 및 비전투기구 인원을 간소화할 것이며, 2017년까지 완
료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33 예비역 소장인 쉬광위(徐光裕) 중국
군비통제·군축협회 이사는 중국이 정병(精兵) 노선을 채택한 것으
로서 양보다 질을 중시한 것으로 해석하는 동시에, 감축의 주요 대
상은 육군 지상부대와 문선단(文工團), 체육공작대대(體工大隊)와
같은 비전투부대, 인민해방군의 지휘기관 인원, 노후된 변해방부
대(邊海防部隊)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34
32

중국군 230만 명의 군종별 규모는 육군(PLAA) 156.7만, 해군(PLAN) 23.5만,
공군(PLAA) 39.8만, 제2포병(PLASA) 10만 명이다.

33

“國防部詳解爲何閱兵日宣布裁軍30萬.” 『新華網』. 2015年9月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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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의하면 2017년 6월 현재 중국군과 지방정부의 긴
밀한 협력으로 감군 대상인 각급 군 병력 10만 명 이상에 대한 배
분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이 중 98%가 공무원 및 사업단위에 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35

IV 중국군 개혁의 평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진핑 지도부 집권 이후 강력하게 추진 중인
중국군 개혁은 현재진행형이고, 현재까지 완료된 지휘체계 개편,
구조·규모 등 일부 편제 조정 이외에, 군급 이하 제대의 편제 및 임
무 조정, 계급제도 개혁 등 정책·제도 조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여
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중국군 개혁을 평가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칠 영향
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관찰, 분석된 개혁조치를 중
심으로 성과와 과제에 대해 초보적인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성과
첫째,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군 장악력 강화이다. 기존에는 4대 총부가 각 영역별로 중국군 전

34
35

“徐光裕少將談裁軍:文工團體工大隊首當其冲,” 『觀察者網』, 2015年9月4日.

“中, 인민해방군 10만명→공무원 전직…“연말 30만 감군 완료.”” 『연합뉴스』.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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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혁 조치로
이들 총부가 해체되고 15개 직능부서로 분할되면서 중앙군사위원
회의 참모, 집행 및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된다. 중앙
군사위원회가 중국군 전반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지휘 권한을 직접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의 전면적인
관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시진핑 주석의 권
한과 역할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호 교수(2016a)는 시진핑
주석이 전임인 장쩌민이나 후진타오가 공식 직함에 의존하고 경제
성장과 군의 요구 수용이라는 묵계에 따라 움직인 것과는 다른 모
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상당히 다른 ‘예외적인 지도자’인 시 주석
이 군 개혁에 성공할 경우, 군에 대한 제도적, 개인적 권위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중앙군사위원회와 전구의 합동작전 지휘체계 확립으로
중국군의 합동작전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 차원에
서는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작전지휘센터가 상시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전국에 배치된 육·해·공·로켓군 병력을 신속하게 필요한 전
략 방향으로 전개 및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역 작전에 대한 전
략 지휘와 지원도 한층 용이해졌다. 이와 함께 전구 및 전구 합동
작전지휘센터의 신설, 군령과 군정의 분리로 인해 전구가 각 군종
사령부의 개입 없이 관할 지역 내 제 군종의 병력을 신속하게 지휘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
다. 결국, 전략 및 전역 차원의 합동작전지휘체계의 건설로 중국군
은 필요시 전구, 군·병종, 지역을 초월해 작전역량을 통합하여 운
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욱 광범위하고 복잡한 작전 환경에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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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이상국 외 2017).
셋째, 육군지휘기구 신설과 군정 체계 확립으로 인한 군사력
건설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이다. 기존에는 총참모부가 육군사령
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각 총부와 군구가 육군의 건설과 관리를 담
당함으로써 육군 건설의 체계성과 전문성이 부족했으나, 육군지휘
기구 신설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이제
해군, 공군, 로켓군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총참모부가 아닌 자군의
최고 조직인 육군지휘기구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또한, 중앙군사
위원회-군종-부대로 이어지는 군정 체계의 확립으로 각 군의 군
사력 건설 및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구가 가
졌던 인사 및 군수 기능이 각 군종 사령부로 흡수됨으로써 5개 전
구사령부는 군정권 없이 군령권만 행사하게 되었고, 각 군종은 과
거 행사했던 일부 군령권을 내려놓고 오직 군정권만을 갖게 된 것
이다(박창희 2017, 393-394).
넷째, 중국군의 내부 감독 기제의 강화로 인한 군의 건전화
와 효율성의 제고이다. 기율검사위원회와 정법위원회가 기존의 총
정치부 산하에서 독립하여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
는 기관으로 승격함에 따라, 권한이 강화되고 군 조직에 대한 감찰
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심계서의 독립과 중앙
군사위원회의 직접적인 지휘로 중국군 부대의 재정과 회계의 건전
성 역시 제고될 것이다. 특히 기율검사위원회와 심계서의 전구 및
대단위 부대 주재 감찰팀 파견 제도 도입으로 군 하부 조직에 대한
감찰 및 감시 능력이 제고될 것이며, 이는 부수적으로 중앙군사위
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중국군 전반에 대한 통제력 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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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과제
첫째, 문민 지도자의 군 지휘통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성 부족
에 대한 우려가 있다. 군의 작전지휘, 관리 및 훈련상의 전문성이
부족한 시 주석과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효율적으로 군대를 지휘·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실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
에 대한 작전 지휘에 문제가 없을 것인지 등은 아직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지휘체계 및 편제 개편으로 인해 시 주석을 핵심으
로 하는 중앙군사위원회의 군에 대한 지휘통제력이 강화되었으나,
중앙군사위원회 차원에서 군사력 운용 및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 연합참모부, 정치공작부, 후근보장부, 장비발전부, 훈련관리부,
국방동원부 등 6개 부문의 업무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직책이 부
재하다(이상국 외 2017). 이러한 상황에서 문민 지도자인 시 주석
이 비록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주석을 포함한 군의 고위급 참모들의
의견을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
오인 및 오판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둘째, 전구와 군종 간 군령 및 군정에 대한 업무 분장이 아직
불분명하다. 최고위급인 중앙군사위원회는 군령과 군정을 통합하
여 지휘 통제하지만, 중간 기제인 전구와 군종은 군령과 군정을 각
각 분리하여, 전구는 군령권만 갖고 군종은 군정권만 갖는다. 그러
나 중국군 개혁의 주요 임무로서의 합동작전지휘체계에 대한 설명
에서는 “합동작전, 합동지휘의 요구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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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휘, 각 군종 및 전구의 합동지휘와 전구 군종(戰區軍種)의 작전
지휘 기능을 조정·규범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앙군사위원회 및
전구의 상하급 합동지휘에 따라 전구 군종의 작전 지휘가 이루어
지겠지만, 각 군종이 합동지휘를 한다는 것은 군사력 건설뿐만 아
니라 군사력 운용도 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이번 군 개
혁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령과 군정의 분리와 상충되는 것일 수 있
다. 현재까지 각 군종 및 전구의 편제와 작전부대가 어떻게 개혁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향
후 전구와 군종 간 군령 및 군정에 대한 업무 분장, 운영 규범 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명확하게 하느냐가 새로운 체제·편제의 효율적
작동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합동성 강화에 대한 제약 요인의 존재이다. 이번 중국
군 개혁은 합동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군 상부 지
휘구조의 인적 구성을 보면 합동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2016년
2월 최초로 전구를 신설하고 각 전구의 사령원 및 정치위원을 선
임했을 당시 10명의 사령원과 정치위원은 모두 육군 장성이었다.
2017년 8월 현재 남부전구 사령원에는 위안위바이(袁譽柏) 해군
중장이, 북부전구 정치위원에는 판샤오쥔(范驍駿) 공군 중장이 각
각 선임되어 임무 수행 중이지만, 이들 2명을 제외한 8명의 사령원
과 정치위원은 여전히 육군 장성이다. 또한, 2016년 1월 중앙군사
위원회의 기구 개편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15개 직능부문의 장교
69명 중, 육군 및 로켓군이 58명으로 84%를 차지하고, 해군은 6명,
공군은 5명에 불과하였다(Allen et al. 2016). 결국 단기간 내 중앙
군사위원회의 고위직과 전구 사령원 및 정치위원이 육군 출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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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는 상황에서 육군의 우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합동
성 강화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Saunders et al. 2016, 8).36
넷째, 부대 규모 조정으로 인한 전역 군인의 재취업 문제이다.
중국 정부는 국영 기업 및 지방 정부들이 전역 군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들도 난색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당국은 퇴직군인의 원활한 재취업을
위해 군 경력과 직급의 제한 조건을 완화하여 스스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6년에는 5
만 8천여 명의 간부가 지방에서 재취업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베
이징, 상하이, 광둥 등 10개 성시의 지도 간부들이 중국 정부의 요
구를 이행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하였다.37 그러나 2016
년 10월 천 명 이상의 퇴역군인이 국방부 청사 앞에서 퇴직수당 문
제로 대규모 시위를 벌인 바 있고, 두 달 후에도 퇴역군인 약 500
명이 민원 담당 중앙부처인 국가신방국 청사 앞에서 미지급 수당
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30만 명이라는 대규모 퇴역군인의
재취업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38
다섯째, 중국군 개혁의 로드맵에 따른 계획과 실제 이행 조
치 간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볼 때, 군 개혁 과정에 예기치 못한 문제
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1월 1일 중앙군사

36

다만,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중앙군사위원회는 시 주석
을 제외한 6명의 위원 중 육:해:공:로켓군 비율이 각각 2:1:1:2로서, 합동성 강화
를 위해 군별 비율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37
38

“中央對軍轉安置作出四個放寬規定.” 『人民網』. 2016年9月1日.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7, 2; “中 퇴역군인들, 베이징서 또 처우
개선 요구 시위…당국 긴장.” 『연합뉴스』. 2017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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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발행한 <국방 및 군대 개혁 심화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2015년에는 영도관리체제 및 합동작전 지휘체제의 개혁을 중점
적으로 실시하고, 2016년에는 군대 규모·구조 및 작전 역량 체계,
연구·교육기관(院校) 및 인민무장경찰부대(武警)의 개혁을 실시하
여 기본적으로 단계적 개혁 임무를 완성하고,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관련 영역의 개혁을 보완하여 각 영역의 개혁을 지속 추진해
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영도관리체제 및 합동작전지휘체제의
개혁은 2016년 중순 정도에 이르러서야 상부 지휘구조의 틀이 갖
추어졌고, 연구·교육기관의 개혁 역시 2017년 중순에 발표되었으
며,39 2017년까지 30만 명의 대규모 감군 완료 목표도 현재까지는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V 결론: 중국군 개혁의 함의
중국군 개혁은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
획한 목표와 방향을 향해 중단 없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군 내부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같은 심각한 도전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것
으로 볼 때, 개혁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들은 극복 가능한 과제들
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군은 시 주석의 강력한 리더십하에 중앙
군사위원회의 군에 대한 통제력 강화와 함께 합동작전 지휘체계와

39

2017년 7월 19일 중국군 3대 연구·교육기관인 군사과학원, 국방대학 및 국방과
학기술대학을 새롭게 조정·편성하면서 신임 원장, 교장 및 정치위원을 선임하였
다. “習近平向新調整組建三大軍隊院校授軍旗致訓詞.” 『新華網』. 2016年7月1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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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해 노력하
는 동시에, 첨단 무기체계의 지속 발전을 통해 ‘정보화 국부전쟁’
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
국, 중국군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은 중국 군사력의 현대화를 의미
하는 것이며, 향후 중국군의 존재감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한
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국방 및 군 현대화는 미국의 아태 전략 변화와
맞물려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만
약 미국이 아태 지역에 대한 선택적·제한적 개입과 동맹 및 우방
국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도록 하는데 머물 경우, 중국은 향후 중
장기적으로 아태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이 ‘힘에 의한 우위’를 추구하면서도 지역 안보 문
제에 선별적으로 개입할 경우, 중국은 아태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
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아태 지
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세를 상당 부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박
창희 2017, 400-402). 결국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는 미중 간 군사적

대결 구도는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국의 군사
적 옵션의 확대는 중국의 주권 주장과 실력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
로써 중국과 영토주권 및 해양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역내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강압적 행태도 예상 가능하다(김태
호 2016b). 물론 중국이 주장하는 바처럼, 아덴만 해적 퇴치 및 해

양 수송로 보호, 유엔 PKO 참여, 재난구조 및 인도주의적 지원 강
화 등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수행 능력 제고로 인해 지역 및 세계
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기여할 바도 있을 것이다.

136 중국의 부상과 국내정치적 취약성

세계정치27_책01.indb 136

2017-12-11 오후 5:39:33

또한, 이번 개혁에서 한반도 주변에 중국군의 주요 병력을 대
거 포진시킨 것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대규모 개입할 수 있도
록 전략적, 작전적 수준의 준비를 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유사시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북부전구는 육·해군의 양적 팽창뿐
만 아니라, 합동작전역량도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2월
전구 체제로의 개편 초기에 북부전구는 기존 심양 군구의 16집단
군, 39집단군, 40집단군에 더하여, 제남 군구의 26집단군까지 추
가 편성되었고, 기존 제남군구에 편성되었던 북해함대 사령부도
함께 편성되었다. 이후 2017년 4월 육군의 집단군 편제가 18개 집
단군에서 13개 집단군으로 조정되면서, 북부전구에 78, 79, 80집
단군이 편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자국의 의지를 강제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
될 것임을 의미한다. 북한 유사시 대비가 필요한 한국의 입장에서
는 한미동맹 및 한중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작전
적 수준의 대응책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군 상부 지휘구조의 조정에 따라 한중 간 국방·군
사 고위급 교류·협력 채널의 카운터파트 조정 및 최적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중 국방·군사 분야에는 장관 회담,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국방정책실무회의, 합참의장 및 각 군 총장
교류, 각 군 사령부 교류, 합참 전략기획부장 회의 등의 채널이 있
다. 기존 채널 중 중국 측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교류·협력 기
제를 수준과 임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동시에, 양국 및 양군 간
갈등 및 위기 심화 시 실효적 채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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