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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 정치 연구에서 시진핑 개인으로 정치권력이 집 되면서 집단지도 체제가 약화되고 

신 시진핑의 일인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집단지도 체제가 약화되

고 시진핑의 일인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을 비 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 이다. 이를 해 먼

 개 기 집단지도 체제의 형성과 발 , 시진핑의 권력 기반  공고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시진

핑으로의 권력집  문제를 검토하기 한 비 분석에 해당한다. 이후에 도소조의 신설과 시진핑

의 조장 겸직, 반부패 정책의 추진과 시진핑의 권력 강화, 시진핑 선 을 분석할 것이다. 결론 으로 

말하면, 집단지도 체제가 약화되고 시진핑의 일인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은 무 성 하다. 

주제어: 중국 정치, 시진핑 체제, 집단지도 체제, 일인체제

* 이 논문은 2015년 4월 17일에 개최된 현대중국학회 춘계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
정 보완한 것이다. 회의에서 초고에 대해 좋은 논평을 해주신 토론자와 다른 참석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논문의 초고를 읽고 세심하게 심사하여 좋은 수정 및 보완 의견
을 말씀해주신 세 분의 심사자께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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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국 시진핑 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정치 지도자 간의 권력관계

와 엘리트 정치의 운영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시

진핑 개인으로 정치권력이 집중되면서 집단지도(集體領導, collective leader- 

ship) 체제가 약화되고 대신 시진핑의 일인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11월 포린 어페어(Foreign Affairs)에 실린 엘리자베스 이카너미

(Elizabeth Economy)의 글은 이 중 하나다(Economy, 2014). 일부 언론은 

시진핑 권력이 이미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를 넘어섰고, ‘공식 

직책’으로 보면 덩샤오핑(鄧小平)도 능가했다고 주장했다(王雅, 2014; Huang, 

2014a: Huang, 2014b; Buckley, 2014). 이는 시진핑 총서기의 권력이 전임

자들보다 약할 것이라는 일부 학자의 예측과 배치되는 것이다(Li, 2012: 609).

사실 이런 주장은 시진핑 집권 초기부터 제기되었다. 조세프 퓨스미스

(Joseph Fewsmith)는 시진핑 집권 초기 6개월 동안의 상황을 관찰하면서 권

력집중 현상에 주목했다. 그 결과 시진핑은 ‘동급자 중 일인자(first among 

equals)’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다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Fewsmith, 

2013). 물론 모든 학자들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앨리스 밀러(Alice Miller)는 시진핑 집권 상황을 분석하면서 집단지도 체제

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즉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의 권력 

이양, 정치국 상무위원 간의 역할 분담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집단지도 체제가 여전히 강조되고 있고, 중요한 정책 결정도 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Miller, 2014a; 2015a; 2015b).   

집단지도 체제의 약화와 시진핑 일인체제의 형성 가능성을 주장하는 학자

와 언론은 몇 가지 사실을 근거로 제시한다. 먼저, 시진핑이 최근에 신설된 

영도소조의 조장을 독점하면서 당 ․ 정 ․ 군의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었다(양갑

용, 2014; 367-8). 또한 시진핑은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통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면서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2년 보시라이(薄熙來)의 구속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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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

군사위원회(중앙군위) 부주석(2015년 3월 사망), 링지화(令計劃) 공산당 통

전부장 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전국정협) 부주석, 2015년 궈보

슝(郭伯雄) 전 중앙군위 부주석의 체포는 대표적이다. 그밖에도 시진핑의 개

혁 사상에 대한 책(소위 ‘어록’)이 출간되고, 학습 운동이 전개되면서 이념적

인 측면에서도 시진핑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집단지도 체제가 약화되고 시진핑의 일인체제가 형성되고 

있는가? 이 논문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몇 가

지 사항을 검토할 것이다. 먼저 개혁기 엘리트 정치의 변화로서 집단지도 체

제의 형성과 발전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시진핑의 권력 기반 및 공고화

를 살펴볼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 문제를 검토하기 위

한 예비 분석에 해당한다. 이를 기반으로 시진핑의 일인체제 형성을 뒷받침

하는 세 가지의 근거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는 영도소조의 신설과 시진핑의 

조장 겸직 문제다. 둘째는 반부패 정책의 추진과 시진핑의 권력 강화 문제다. 

셋째는 시진핑의 책 출간과 학습 운동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시진핑의 일인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은 너무 성급하다. 한마디로 말해 시진핑이 집단지도 

체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압도적으로 정치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근거는 아

직 없다. 그보다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각자의 고유한 영역에서 권한을 행사

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집단지도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I. 집단지도 체제의 형성과 발전

집단지도 체제는 두 가지 기초 위에서 형성될 수 있다. 첫째는 정치 엘리

트 간의 권력 분산이다. 이는 당 위원회(특히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복

수의 지도자에 의해 구성되고, 동시에 정치권력이 이들에게 분산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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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예컨대 마오쩌둥(毛澤東)이나 덩샤오핑과 같이 개인적 권위(카리

스마)에 의존한 정치 지도자가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경우에는 집단지도 

체제가 형성될 수 없다. 둘째는 집단적인 정책 결정의 원칙과 제도가 수립되

고 실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공산당 공식 조직에 의한 정책 결정, 각 조

직 구성원의 동등한 발언권과 표결권 부여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寇健

文, 2011: 313-57).  

1949년 이전에도 공산당은 집단지도 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이에 따

라 집단지도 원칙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1927년 8월 공산당 중앙은 국민당

의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집중

된 권력은) 상무위원회의 집단지도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1935년 1월 

준이회의(遵義會議) 이후 마오쩌둥, 장원톈(張聞天), 왕자샹(王稼祥), 저우언

라이(周恩來), 주더(朱德) 등을 핵심 지도자로 하는 집단지도 체제가 형성되

었다(陳麗鳳, 2007: 45, 70). 이렇게 형성된 집단지도 체제는 우여곡절을 겪

으면서 최소한 1950년대 말까지는 형식적이건 실재적건 어느 정도 유지되었

다. 그러나 이 체제는 마오쩌둥으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 그 시작은 1940년

대의 옌안(延安) 정풍운동(整風運動)이고, 결정적인 시점은 1959년 루산회의

(蘆山會議)에서의 펑더화이(彭德懷) 숙청이다― 점차로 와해되었다. 문화대

혁명(1966~76년) 시기에 나타난 마오쩌둥의 개인숭배는 그 절정이었다.

개혁기에 들어 공산당은 문화대혁명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지도 원

칙을 다시 수립했다. 즉 1980년 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당내 정치생활 준칙>은 ‘집단 지도와 개인 분담의 결합(集體領導與

個人分工負責相結合)’이라는 집단지도 원칙을 명기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첫째, 모든 중대 사항은 당 위원회의 집단 토론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둘

째, 결정할 때에는 다수결 원칙(소수는 다수에 복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

다. 셋째, 집단지도는 개인 분담과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陳麗鳳, 2007: 

301-2). 이후 집단지도 원칙은 1982년 공산당 12차 당대회에서 제정된 <공

산당 당헌(黨章)>에 포함되었다. 또한 이 원칙에 입각하여 공산당 개혁이 추

진되었다. 공산당 당대회와 중앙위원회의 정기적인 개최,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운영 규칙 제정, 이들 조직의 회의 개최를 통한 정책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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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집단지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

았다. 단적으로 덩샤오핑 시대(1978~93년)에는 원로(元老) 정치가 엘리트 

정치를 지배하면서 공산당의 공식 조직과 제도에 근거한 집단지도 체제는 실

현될 수 없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1987년 공산당 13기 중앙위원

회 1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비밀 결정’이다. 이 결정에 따르면, 덩샤오핑은 

중요한 정책 결정의 최종 권한을 보유한다. 또한 양상쿤(楊尚昆)과 보이보

(薄一波)는 각각 덩샤오핑과 천윈(陳雲)을 대신하여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

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자오쯔양, 2010: 325; Zhang, 2001: xxvi). 실

제로 이 결정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력을 발휘했

다. 학생 시위의 동란(動亂) 규정, 계엄령 선포와 군 동원, 자오쯔양(趙紫陽)

의 실각과 장쩌민의 발탁 등 중요한 결정이 모두 덩샤오핑과 원로들에 의해 

이루어졌다(자오쯔양, 2010: 51-110; 張良, 2001a: 194-9, 48-488; 張良, 

2001b: 884-92). 이처럼 원로가 실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

국원은 이들의 결정을 집행하는 실무 기관으로 전락했다(조영남 ․ 안치영 ․ 구
자선, 2011: 100-1).

집단지도 체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장쩌민 시대에 들어와서다. 

이것은 1992년 공산당 14차 당대회부터 시작되었다. 첫째, 이때부터 원로들

이 공산당과 국가의 공식 직위에서 은퇴하고 장쩌민을 비롯한 개혁세대가 지

도부를 구성했다. 특히 원로 대부분이 1990년대 초에 사망하면서 ‘원로 정

치’는 사실상 끝을 맺었다. 둘째, 이때부터 공산당 총서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대) 위원장, 국무원 총리, 전국정협 주석 등 당 ․ 정 ․ 군의 책임자가 정

치국 상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가 형성되었다(寇健文, 2011: 332). 그 결

과 실제 권력기관의 책임자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지도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또한 장쩌민 시대에 들어 ‘회의제’가 정착되었다. 즉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와 중앙위원회뿐만 아니라,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도 정기적으로 개최

되었고, 중요한 정책은 <당헌(黨章)>이 정한 방식으로 이들 회의에서 결정되

었다. 이렇게 되면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정책 결정권을 독점하는 일이 불



132   조영남

가능해졌다. 이는 덩샤오핑 시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다. 단적으로 덩샤

오핑 시대에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거의 열리지 않았다. 대신 중

요 문서를 먼저 원로에게 돌려 비준을 받은 다음에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

위원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되었다(楊繼繩, 2004: 341-4, 349; 李

銳, 2001). 즉 당시에는 회의제가 아니라 ‘문서 회람제’가 운영되었다. 문서 

회람제에서는 덩샤오핑과 천윈이 결정한 사항을 정치국원이나 정치국 상무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처럼 회의제는 집단지도를 가능

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다(寇健文, 2011: 314-5). 

이런 변화의 결과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엘리트 정치에는 두 가지 경향

이 나타났다. 첫째는 명실상부한 집단지도 체제, 즉 복수의 정치 지도자가 권

력을 공유하는 분점 체제가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장쩌민 집권 1기(1989~ 

1997년)에는 장쩌민-차오스(喬石)(전국인대 위원장)-리펑(李鵬)(국무원 총리)

의 ‘삼두체제’가 형성되었다. 이후 차오스가 은퇴하면서 장쩌민 집권 2기에

는 장쩌민-리펑(전국인대 위원장)의 ‘이원체제’가 형성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후진타오 시대(2002~2012년)에는 ‘공청단파’-‘상하이방’-‘태자당’ 간의 권력 

분점 체제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장쩌민이나 후진타오는 마오쩌둥이나 덩샤

오핑처럼 개인 권위에 입각하여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권력 분점은 공산당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구성을 통

해 뒷받침되었다. 즉 최고의 권력기관이 당 ․ 정 ․ 군 ․ 지방을 균형 있게 대표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후진타오 집권 2기(2007~12

년)의 정치국(21인)은 공산당 6인, 국가기관(정부와 의회) 6인, 군과 치안 3

인, 지방 6인의 대표로 구성되었다(Miller, 2008b). 시진핑 집권 1기(2012~ 

17년)의 정치국(25인) 구성도 비슷하다. 즉 정치국은 공산당 8인, 국가기관 

7인, 군과 치안 4인, 지방 6인의 대표로 구성되었다(Miller, 2013). 게다가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1992년 공산당 14차 당대회 이후 당 ․ 정 ․ 군의 주요 책

임자, 즉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위 주석, 전국인대 위원장, 국무원 총리, 중앙

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구성되는 관행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다. 

둘째는 첫째 경향의 결과로서 최고 통치 엘리트가 협의와 타협을 통해 중



 시진핑 ‘일인체제’가 등장하고 있는가?   133

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엘리트 민주주의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권력승

계나 당 노선/정책의 결정이 전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

다. 2002년의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구성, 2004년 9월 장쩌민의 

중앙군위 주석 사임과 후진타오의 계승, 2006년 9월 천량위(陳良宇) 상하이

시 당서기의 퇴진과 2007년 3월 시진핑의 상하이시 당서기 취임, 2007년 공

산당 17차 당대회에서의 시진핑과 리커창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출, 2012

년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의 권력승계는 이를 잘 보여준다(조영남 ․ 안치영 ․
구자선, 2011: 111). 이처럼 집단지도 체제가 형성되면서 엘리트 정치는 전

과 다르게 안정되었다(Cho, 2008; Miller, 2008a; Huang, 2008). 

따라서 우리가 시진핑 시대에 들어 집단지도 체제가 약화되고 대신 일인

체제가 등장하고 있는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경향이 유

지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공산당의 집단지도 

원칙, 즉 ‘집단 지도와 개인 분담 결합의 제도’가 지켜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시진핑 일인체제가 형성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집단지도 체제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III. 시진핑의 권력 기반

시진핑의 권력 기반은 출발부터 장쩌민이나 후진타오에 비해 매우 견실했

다(조영남, 2013: 99). 예를 들어, 장쩌민은 1989년 6월 톈안먼 사건 직후에 

개최된 공산당 13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3기 4중전회)에서 공산당 총

서기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1993년 중기까지 덩샤오핑이 여전히 막강한 권한

을 행사했기 때문에(이후에는 건강 악화로 활동을 중단한다), 장쩌민은 총서

기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후진타오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

다. 즉 그는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했지만, 장쩌민이 

2004년 9월까지 중앙군위 주석직을 유지했기 때문에 총서기의 권한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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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비해 시진핑은 총서기 취임부터 장쩌민이나 후진타오보다 최고 지도

자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우선, 시진핑

은 후진타오와 다르게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위 주석을 동시에 물려받았다. 

이로써 시진핑 시기에는 후진타오 집권 초기에 나타났던 ‘두 주석 체제,’ 즉 

중앙군위 주석(장쩌민)과 국가 주석(후진타오)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시진핑이 처음부터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로 출발한다는 점을 의

미한다. 게다가 시진핑은 국방장관 비서부터 시작한 오랜 기간의 군 복무와 

군 경력, 아버지 시중쉰(習仲勛)의 후광 등을 배경으로 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것이 그의 권력 공고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즉 시진핑은 장쩌민

이나 후진타오와 달리 중앙군위 주석으로서의 권한을 처음부터 행사할 수 있

었던 것이다. 

또한 파벌 분포 면에서도 시진핑은 후진타오에 비해 매우 유리했다. 시진

핑은 태자당으로 정계 ․ 관계 ․ 군에 널리 퍼져있는 태자당 세력(또한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장쩌민 세력 혹은 상하이방)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정치국 상무위원의 분포 면에서 ‘태자당/장쩌민 세력’이 절대 

다수(시를 포함하여 6인)를 차지하면서 시진핑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런 점에서 시진핑 집권1기는 ‘태자당/장쩌민 세력’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치국원을 놓고 보면, ‘태자당/장쩌민 세력’, ‘공청단파’, ‘기타 세력’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조영남, 2013: 99).

그밖에도 정치 원로들의 영향력이 전보다 감소했다는 점도 시진핑에게 유

리하다. 단적으로 퇴임 후 후진타오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후 본인이 중앙군위 주석까지 사임한 상황에서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려 한

다. 이에 따라 장쩌민 등 다른 원로들도 현실 정치에 전처럼 자유롭게 개입

할 수 없다. 실제로 이후의 상황을 보면 원로들의 현실 정치 개입은 많이 줄

어들었다. 마지막으로, ‘7인제’ 상무위원회는 시진핑의 지도력 행사에 유리하

다. 중요 문제를 결정할 때 다른 상무위원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는데 ‘9

인제’보다는 ‘7인제’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진핑의 권력 기반은 장쩌민이나 후진타오의 권력 기반과 비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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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더욱 공고하고, 이를 배경으로 시진핑은 당 ․ 정 ․ 군의 최고 지도자, 즉 

총서기로서 ‘동급자 중 일인자(first among equals)’의 권한을 잘 행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 이런 점에서 집권 초기 시진핑의 권력은 전임자

들보다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집권 이후 시진

핑은 전임자보다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했다. 이는 국내 치안, 인민해방군, 경

제 영역에서 모두 나타났다(Lampton, 2015; Mulvenon, 2015; Naughton, 

2015). 

따라서 시진핑의 권력이 출범 초기의 장쩌민이나 후진타오에 비해 강하다

는 점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즉 이는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시진

핑의 견실한 권력 기반이 곧바로 집단지도 체제의 약화와 시진핑 일인체제의 

형성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엘리트 정치에서 이런 변화가 발생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세밀

히 검토할 것이다. 

IV. 영도소조의 신설과 시진핑의 권력 강화

공산당은 2013년 10월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이고 심화된 개혁을 선언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영도소조의 신설

도 함께 결정했다(中共中央, 2013). 이렇게 신설된 영도소조 조장을 시진핑

이 독점하면서 권력집중 문제, 더 나아가서는 시진핑 일인체제의 형성 가능

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서는 시진핑의 영도소조 조장 독점이 집단지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즉 

그가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그가 ‘회의제’의 정책 결정 방식을 바꾸어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

정하는지도 세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영도소조는 공산당 최고 지도부(즉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당 ․
정 ․ 군의 중앙 실무부서 사이에 위치한 ‘의사조정 기구(議事調協機構)’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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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영도소조의 성격 규정은 2007년 공산당 17차 당대회의 ‘정치보고’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周望, 2010: 3). 주요 임무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산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심의할 중요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당 ․ 정 ․ 군의 각 기관이 제대로 

집행하는가를 감독하는 것이다(潘旭濤, 2014; ｢中央青睞｣, 2014).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전면적이고 심화된 개혁을 선언한 후에 전 국가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영도소조의 신설을 결정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다만 그동

안 영도소조가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조직 ․ 구성 ․ 활동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

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정치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려웠다(Hamrin, 1992; Li, 1994: 28-34; Swaine, 1996: 

19-36; Ning, 1997; Kim, 2003; Miller, 2008c; Miller, 2014b; Martin, 

2010; Ahrens, 2013; Sun, 2013; Hsiao, 2013). 예를 들어, 외사 영도소조의 

경우 2008년 하반기 무렵부터 외교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조정 및 

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조영남, 2013: 

237-8).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영도소조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했고,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는 그것이 더욱 확대되었다. 

<표 1>은 각종 언론 보도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중앙 개혁 전면 

심화 영도소조(全面深化改革領導小組)/개혁 영도소조)는 2013년 12월, 중앙 

국가안전위원회(中央國家安全委員會/국안위)는 2014년 1월, 중앙 인터넷 안

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中央網絡安全和信息化領導小組/인터넷 영도소조)는 

2014년 2월, 중앙군사위원회 국방 ․ 군사 개혁 심화 영도소조(中央軍委深化國

防和軍隊改革領導小組/국방 ․ 군사개혁 영도소조)는 2014년 3월에 각각 설립

되었다. 이후에 북경-천진-허베이 협력발전 영도소조(京津冀協同發展領導小

組)가 2014년 7월에, 일대일로 건설 영도소조(一帶一路建設工作領導小組)가 

2015년 4월에 설립되었다. 즉 이 다섯 가지의 영도소조가 시진핑 시대에 신

설된 것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진핑은 신설된 네 개의 영도소조 조장을 

포함하여 최소한 7개, 많게는 9개의 영도소조 조장을 겸하고 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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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조장 공개) 조장 명칭(조장 비공개)*** 조장(추정)

개혁 영도소조

시진핑

외사 업무 영도소조
시진핑국가안전위원회*

인터넷 영도소조 대만 업무 영도소조

국방 ․ 군사 개혁 영도소조 인재 업무 조정소조 류윈산

재경 영도소조 농촌 업무 영도소조 리커창

홍콩마카오 업무 조정(協調)소조 장더장 사법개혁 영도소조 멍젠주

신장 업무 조정소조
위정성

문화개혁 업무 영도소조 류치바오

티베트 업무 조정소조 사교(邪敎) 예방처리 영도소조 멍젠주

군중노선 활동 영도소조(종료)

류윈산

반부패 조정소조 왕치산

선전사상 업무 영도소조 국가안전 영도소조 시진핑

당건설 업무 영도소조 해양권익 업무 영도소조 시진핑

순시 업무 영도소조 왕치산 정법위원회** 멍젠주

징진지 협력발전 영도소조 장가오리

일대일로 건설 영도소조 장가오리

주: *, ** 중국 자료는 국가안전위원회와 정법위원회를 영도소조로 분류하지 않는다. 책임자 명

칭도 각각 주석(主席)과 서기(書記)로 일반 영도소조의 조장(組長)과는 다르다. 그러나 지

금까지의 학계 관행에 따라 이들을 영도소조로 분류했다. 

   *** 조장이 공개되지 않아 기존 관례에 따라 필자가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추정은 정

확하지 않을 수 있다.

자료: ｢媒體盤點中共中央18個中字頭 組, 習近平兼4組長｣, <新華網> 2014년 6월 23일, 

http://www.xinhuanet.com(검색일: 2014. 6. 23); ｢圖解析中央各領 組｣, <求是理

論網> 2014년 6월 30일, http://www.qstheory.cn(검색일: 2014. 7. 1); ｢張高麗任京津

冀領 組組長, 協調三地利益格局｣, <人民網> 2014년 8월 12일, http://www. 

people.com.cn(검색일: 2014. 8. 13); ｢一帶一路領 組 張高麗任組長｣, <聯合財政

網> 2015년 4월 17일, http://money.udn.com(검색일: 2015. 4. 18).

<표 1> 시진핑 시대의 중앙 영도소조

더해 그가 맡고 있는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위 주석, 국가 주석을 합하면 모

두 10~12개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단순히 시진핑의 직

책 숫자만을 놓고 본다면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

고, 더 나아가서는 시진핑의 일인체제가 집단지도 체제를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특히 네 개의 영도소조가 거의 동시에 신설되었고, 시

진핑이 그것 모두의 조장을 맡음으로써 이런 ‘시각 효과’는 더욱 뚜렷하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신설된 네 개의 영도소조 조장(주석)을 맡은 것이 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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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 일인체제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 이것이 ‘집단 결정과 개

인 분담 결합’이라는 집단지도 원칙을 위반한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두 가

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는 시진핑이 재경(財經) 영도소조 조장을 맡

고 있는 문제다. 앞에서 말한 이카너미는 이를 근거로 시진핑이 리커창 총리

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 학자와 언론도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이것이, 시진핑이 다른 정치국 상무

위원의 권한을 침해했고 그 결과 집단지도 원칙에 위배된다는 근거가 되기에

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국무원 총리가 아니라 공산당 총서기가 재

경 영도소조 조장을 맡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재경 영도소조는 1979년 국무원 산하에 설치된 재경위원회(천윈 주

임)을 대신하여 1980년 3월에 천윈의 제안으로 설치되었다. 주된 임무는 경

제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집행의 감독이었다. 엄격히 말하면, 재경 영도소조는 

1958년에 설치되었다가 이후에 흐지부지되었기 때문에 복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장은 1980년 2월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자오쯔양이 맡았다. 당시 

자오쯔양의 직무는 국무원 부총리였고, 1980년 8월 5기 전국인대 3차 회의

에서는 화궈펑을 대신하여 총리에 선출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총리가 재경 

영도소조의 조장을 맡는 사례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1987년 1월, 자오쯔양이 

후야오방을 대신해서 공산당 총서기가 되었을 때에도 재경 영도소조 조장을 

계속 맡았다. 당시 총리였던 리펑이 경제의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덩샤오핑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자오쯔양, 2010: 327-8). 이렇게 해서 총서기가 재

경 영도소조 조장을 맡는 관행이 만들어졌다. 장쩌민도 이 관행을 이어갔다. 

즉 그는 1989년 6월 공산당 13기 4중전회부터 1997년 15차 당대회까지 최

소한 8년 동안 재경 영도소조 조장을 맡았다.

그런데 장쩌민 집권 2기(1997~2002년)와 후진타오 집권 시기(2002~ 

2012년)에 누가 재경 영도소조 조장을 맡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

다. 일부 학자는 1997년 공산당 15차 당대회부터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조

장을 맡았다고 주장한다(Kim, 2003: 128; Miller, 2013). 중국의 한 언론 보

도는 그 전인 1992년 14차 당대회부터 리펑 총리가 조장을 맡았다고 주장한

다. 이 주장에 따를 경우, 장쩌민 시기와 마찬가지로 후진타오 시기에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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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가 재경 영도소조 조장을 맡았다고 보아야 한다(｢梳理中央｣, 

2014). 반면 다수의 학자와 언론 보도는 장쩌민 시기나 후진타오 시기 모두 

총리가 아니라 총서기가 조장을 맡았다고 주장한다(Ning, 2001: 47; Miller, 

2014b; Radiopress, 1996: 23; Radiopress, 2003: 30; 寇健文, 2011: 210; 陶然, 

2014).

만약 전자, 즉 총리가 재경 영도소조 조장을 맡아왔다는 주장이 맞는다면, 

시진핑이 총리(리커창)가 맡아야 할 직위를 총서기의 직위로 바꾼 것이다. 

이 경우 시진핑이 리커창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후자, 즉 

총서기가 재경 영도소조 조장을 맡아왔다는 주장이 맞는다면, 시진핑은 관례

대로 재경 영도소조 조장을 맡은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이 경우에는 권

한 침범이 일어나지 않았다. 필자는 여러 가지의 정황을 종합할 때 후자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를 확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유보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시해야 할 점은, 재경 영도소조의 조장은 당시 상황과 조

건에 따라 총서기가 맡을 수도 있고 총리도 맡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개경 영도소조 조장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관

행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오쯔양은 총리일 때와 총서기일 때 모두 

재경 영도소조 조장을 맡았다. 그가 경제 전문가였기 때문이다. 반면 리펑은 

총리였지만 조장을 맡지 못했다. 그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재경 영도소조의 조장을 맡는지 여부를 가지고 시진핑이 총리의 권한을 

침범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는 시진핑이 정법(政法) 업무를 관장하는 문제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공산당 18차 당대회 이후 정치국원이 정법위원회 서기를 맡음으로써 

공산당 내에서 정법 업무의 중요도가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

지 않다고 한다. 시진핑이 정법 업무를 관장(分管)하기 때문이다. 즉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간의 업무 분담에서 시진핑이 정법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14년에는 ‘전국’ 정법업무회의(政法工作會議)가 

아니라 ‘중앙’ 정법업무회의의 이름으로, 즉 공산당 중앙의 주도하에 정법회

의가 개최되었다(｢政法委改革｣,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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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 누가 정법 업무를 맡는 것이 ‘개인 분

담’의 원칙에서 볼 때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시진핑

이 정법 업무를 관장한다고 해서 다른 상무위원의 권한을 빼앗은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이를 권한 침해로 볼 수 없다. 또한 현재 시진핑이 전체 개혁을 

책임지고 있고 사법개혁도 그런 개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이를 관장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특히 현재 국가개혁의 핵심이 사법개혁이

라는 점에서 시진핑의 정법 업무 관장이 타당하다고도 할 수 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을 근거로 시진핑이 다

른 정치국 상무위원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영도소조 조장의 겸직을 근거

로 시진핑 일인체제의 형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영도소조 조장

의 겸직은 일인체제의 구축을 의미할 정도의 권력집중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

이다. 영도소조는 ‘의사조정 기구’로서 법률과 당규가 규정한 ‘권력기구’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영도소조의 조장을 겸직한다고 해서 권력이 반

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에 어떤 현(縣)의 부서기는 모두 40개의 영도소조 조장을 겸직했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영도소조 조장을 겸직했지만 그가 해당 지역의 권력을 독점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참고로 각 지방에는 너무 많은 영도소조가 난립 ― 예를 

들어,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당위원회와 정부에만 모두 200여개가 존재

― 하고 있어 시진핑 정부는 이를 축소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全國砍
掉｣, 2014; ｢去年以來｣, 2014).

그밖에도 시진핑의 영도소조 조장 겸직도 시진핑 개인의 권력 강화를 위

해서가 아니라, 그 동안 지체된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라는 지적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시진핑의 주요 직위 겸직은 정

치 엘리트의 합의(consensus) 하에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Miller, 2014a; 鄭永年, 2014). 이는 후진타오 정부의 10년이 공식적으로는 

‘황금의 10년’이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잃어버린 10년’, 즉 마땅히 추진

해야 하는 다양한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사회 ․ 경제적 문제가 

누적되어 사회 불안과 정치적 불신(특히 부패 문제)이 크게 증가했다는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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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의 집단적인 반성에서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조영남, 2013: 145-87). 

물론 통치 엘리트의 합의 하에 권력이 특정인에 집중될 경우에도 시간이 지

나면서 일인체제가 형성될 수 있지만, 이는 최소한 마오쩌둥이 독단적으로 

구축했던 일인체제와는 다르다.   

V. 부패 척결 운동과 시진핑의 권력 강화

시진핑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시진핑 정부가 반부패 운동을 통해 처벌한 고위 공

직자에 대한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

기위)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 이후 2014년 10월까지 2

년 동안 모두 18만 여 명의 당원이 각종 부패 혐의로 조사 혹은 처벌을 받았

다(｢十八大後｣, 2014). 현처급 이상의 영도간부 중에서는 2013년에만 모두 

6,400여 명이 각종 부패 혐의로 처벌되었다. 이는 2012년에 비해 36.2%나 

증가한 규모라고 한다(｢保持高壓｣, 2014). 장차관급(省部級) 고위 간부의 경

우에는 처벌자의 증가 폭이 훨씬 컸다. 한 조사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장

차관급 고위 간부는 매년 평균 6명 정도가 처벌되었다(｢2008年至今｣, 2013). 

그런데 18차 당대회 이후 2014년 12월까지 2년 동안 모두 59명(매년 평균 

29.5명)이 처벌되었다(｢十八大以來落馬｣, 2014; ｢十八大以來落馬的59名｣, 

2014). 이는 과거에 비해 약 5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서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쉬차이허우와 궈보슝 전 중앙군

위 부주석, 링지화 중앙 통전부장의 조사는 압권이다. 공산당 중앙은 2014년 

7월 29일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여 저우에 대한 조사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앞서 6월 30일에는 부패 혐의로 쉬의 당적을 박탈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후 각 성급 당위원회와 인민해방군 각 군구(軍區)는 저우

와 쉬에 대한 공산당 중앙의 결정을 지지하는 결의를 집단적으로 발표했다 

(｢解放軍四總部區｣, 2014); ｢周永康案31省｣, 2014). 같은 해 12월 22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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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링지화가 ‘엄중한 규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발표가 있었다. 

2015년 7월에는 궈보슝 전 중앙군위 부주석이 부패 혐의로 당적이 박탈되고 

구속되었다. 1949년 건국 이래 정치국 상무위원이 부패 혐의로 처벌받은 경

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는 공산당의 부패 척결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

이다. 군 최고 지도부에 대한 부패 혐의 처벌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강력한 반부패 운동이 시진핑의 개인 권력 강화와 관

련이 있을까? 이전의 경험을 근거로 판단하면, 반부패 정책은 집권 세력의 

권력 강화와 연관이 있다. 부패 척결 과정과 그 결과로 최고 정치 지도자 혹

은 집권 파벌의 권력이 전보다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최고 정치 지도자나 

집권 파벌이 반부패 정책을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장쩌민 시기 천시퉁(陳希同) 베이징시 당서기의 처벌과 이에 따른 ‘베

이징방(北京幫)’의 약화, 후진타오 시기 천량위 상하이시 당서기의 처벌과 

‘상하이방(上海幫)’에 대한 후진타오의 견제 시도는 대표적인 사례다. 

시진핑 정부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저우

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과 링지화 통전부장의 조사가 대표적이다. 저우와 

링은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당서기와 함께 시진핑의 집권에 반대하는 정

치 세력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시진핑은 집권 후에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

기 위해 이들의 처벌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이 심각한 부정부

패를 저지르고 권력을 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이 그들이 구속된 이

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그럴 개연성은 있다. 

게다가 시진핑은 자신이 속한 ‘태자당’은 반부패 운동의 처벌 대상에서 제

외했다고 한다(Anderlini and Hornby, 2014; Huang, 2014a: Huang, 

2014b). 반면 그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부패 척결을 통해 약화시

키려고 한다. 링지화가 대표적이다. 링은 후진타오의 핵심 측근이며 공산주

의 청년단 활동을 통해 성장한 전형적인 ‘공청단파’― 다른 공청단파 지도자

로는 리커창(李克強) 총리,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 부주석, 왕양(汪洋) 부

총리,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당서기(정치국원) 등이 있다― 의 정치 지도자

다. 이런 점에서 링에 대한 조사는 공청단파에 대한 시진핑의 견제라는 성격

을 갖고 있다(Jacobs, Buckley and Forsythe, 2014). 이런 사실들을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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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할 때,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정책은 시진핑 개인 혹은 그가 속한 태

자당의 권력 강화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시진핑 개인 혹은 태자당의 권력 강

화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시 말해, 시진핑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은 현재 공산당이 당면한 최대의 정치 과제인 부패 문제를 해결

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높임

과 동시에 공산당 일당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시도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 

우리는 이를 몇 가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시진핑 정부는 ‘제2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반부패 정책을 이용하

고 있다. 2014년의 순시제도 개혁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2014년에는 예년

과 같은 ‘정규순시(常規巡視)’ 외에,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특정 문제를 집중 

조사하는 ‘전문순시(專項巡視)’가 도입되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이전의 두 

차례가 아니라 모두 세 차례의 순시가 있었는데, 이 중 제3차 순시는 순전히 

전문순시로만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2014년 11월 18일에 모두 13개의 중

앙 순시조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때 순시 대상에는 2개의 중앙부서와 3개의 

사업단위 이외에, 8개의 국유기업― 남방항공(南方航空), 중국선박(中國船

舶), 중국연통(聯通), 중국해운(中國海運), 화전그룹(華電集團), 동풍자동차

(東風汽車), 신화그룹(神華集團), 중국석유화학(中石化) ― 이 포함되었다. 

즉 전체 감독 대상의 62%(8/13)가 국유기업이다(｢專項巡視｣, 2014; ｢今年

第三輪｣, 2014). 국유기업에 대한 중앙 순시조의 집중적인 감독은 2015년에

도 이어졌다. 

이처럼 중앙 순시제도를 통해 국유기업을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국유기업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는 설

명이 필요 없다. 둘째는 국유기업이 하나의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되어 개혁

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제2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저항을 돌파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치 중의 하나가 바로 

전문순시라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 원자바오 전 총리가 대부처제(大部門

制) 개혁을 위해 국무원 부서의 통폐합을 추진할 때 국무원 철도부가 강력히 

반대하여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 이후 철도부장이 부패 혐의로 구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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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와 함께 철도부가 해체되어 다른 부서로 편입되었다. 그 결과 개혁에 

대한 ‘철도방(鐵路幫)’의 저항은 약화되었다. 유사하게 저우융캉과 관련된 

‘석유방(石油幫)’의 핵심 인물들이 부패 혐의로 대거 구속되면서 석유부문의 

저항도 약화되었다. 이처럼 시진핑 정부는 ‘제2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저

항 세력의 약화를 목적으로 부패 척결 운동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정책은 왕치산이 서기로 있는 중앙기위의 주

도 하에 추진되고 있다. 중앙 순시제도의 활동 강화와 개혁, 중앙기위의 감독 

기구 확대와 인원 보강, 중앙기위의 수직지도 강화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인 사례다. 이처럼 중앙기위가 강화되면서 반부패 정책은 힘 있게 추진될 수 

있었다. 또한 반부패 정책은 류윈산(劉雲山)이 담당한 정풍운동(整風運動), 

즉 ‘군중노선 교육 실천 활동’과 함께 추진되었다. 이 정풍운동은 2013년 6

월에 시작되어 2014년 9월에 종료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반부패 정책이 

공산당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국 상무위원이 공동으로 결정하여 추진

하고 있는 정책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는 시진핑이 개인 권력의 강화를 

위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정치 엘리트의 합의 하에 공동

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VI. 시진핑 ‘어록’의 출간과 학습 운동

시진핑의 권력 강화는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민일보와 같은 공산당 중앙 기관지는 시진핑을 덩샤오핑에 비유하면서 

개혁가로서의 시진핑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고, 이를 통해 그의 권위를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Chen, 2014). 즉 덩샤오핑이 1978년 공산당 11기 3

중전회에서 ‘제1의 개혁’을 선언하고 추진했다면, 시진핑은 2013년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제2의 개혁’을 선언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를 통해 시진핑이 추진하는 개혁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반대 세력을 비판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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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흐름은 시진핑 어록, 즉 시진핑 개혁 전면 심화 논술 요약(摘編)과 

시진핑 총서기 중요 강화(講話) 독본(讀本)이 2014년 5월과 6월에 각각 

출판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 책의 출간 이후 공산당 중앙 당교의 이론지

인 구시(求是)는 시진핑의 어록을 마치 마오쩌둥의 어록이나 되는 것처럼 

격상시켜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시진핑 어록을 대대적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Huang, 2014a: Huang, 2014b). 실제로 이 두 권의 책이 출간된 

이후 전국적으로 시진핑 어록 학습운동이 전개되었다(｢深入學習｣, 2014; ｢打
好全面深化｣, 2014; ｢以更大的政治｣, 2014). 이는 공산당 선전부와 조직부

가 합동으로 시진핑 저작의 학습을 지시한 <통지(通知)>에 따른 조치다(｢<習
近平總書記讀本>｣, 2014). 여기에 더해 시진핑의 리더십과 젊은 시절의 활

동(예를 들어, 허베이성(河北省)과 푸젠성(福建省)에서의 간부 활동)이 언론

에 소개되면서 ‘시진핑 따라 배우기’ 활동도 전개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

면, 시진핑 개인숭배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시진핑만의 독특한 권력 강화 현상인가? 결코 그렇지 않으

며, 전에도 사례가 있었다. 장쩌민의 ‘삼강(三講)’, 즉 정치(政治) ․ 학습(學

習) ․ 바른 태도(正氣)의 강조와 ‘삼개대표(三個代表)’ 학습운동이 대표적이

다. 1993년 말에 덩샤오핑이 질병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면서 1994년부

터 ‘실질적인’ 장쩌민 시대가 시작되었다(‘법적인’ 장쩌민 시대는 1989년 6

월 총서기 취임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후 장쩌민은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1995년에 ‘삼강’을 제창하고, 만연한 부패와 ‘잘못된 업무태도(不正之風)’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1996~97년, 1998~99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삼강 교육운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장쩌민 어록, 즉 각종 연설과 발표

문을 발행했다. 또한 장쩌민이 2000년에 삼개대표 이론을 제창한 이후 공산

당은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 16차 당대회 개최 전까지 1년 동안 ‘삼개대

표 이론 학습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조영남 ․ 안치영 ․ 구자선, 2011: 

117-20). 시진핑은 바로 이 같은 장쩌민의 전철을 밟아 자신의 개혁 사상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후진타오는 개인 사상의 전파를 위해 활동한 적이 없다. 장쩌민이나 

시진핑처럼 자신의 어록을 출간한 적도 없고, 자신의 사상에 대한 전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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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운동을 지시한 적도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시진핑은 분명히 후진타오

와는 달리 개인의 권위 제고와 권력 공고화를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로서 시진핑은 후진타오보다 강력한 권력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시진핑만이 개인 권력을 강

화하기 위해 ‘어록’을 출간하고 전국적인 학습 운동을 전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VII. 결론 

지금까지 그 동안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세 가지의 정책, 즉 영도소조의 

신설과 전면적인 개혁 추진, 강력한 부패 척결 운동의 전개, 시진핑 ‘어록’의 

출간과 학습 운동을 자세히 분석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집단지도 체제의 

약화와 시진핑의 일인체제 형성 가능성을 검토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

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집단 결정과 개인 분담 결합’이라는 공산당의 

집단지도 원칙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진핑 시대에 

들어 집단지도 체제가 약화되고 있고 대신 시진핑의 일인체제가 등장하고 있

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먼저, 시진핑이 정치국 상무위원 간의 업무 분담 체제를 무시하거나 약화

시켰다는 근거는 아직 없다. 다시 말해 그가 자신의 고유한 업무 영역인 당

무(黨務)와 군사 ․ 외교 외에, 정무(政務/행정)와 경제 관리 등 국무원 총리의 

업무를 침범했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시진핑이 입법과 국가기관 감독

을 책임지는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의 업무, 당내 규율 감독과 반부패 정책을 

책임지는 중앙기위 서기의 업무 영역을 침범했다는 근거도 없다. 예를 들어, 

시진핑이 신설된 네 개의 영도소조 조장직을 독점했지만, 이것이 정치국 상

무위원 간의 업무 분담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또한 그가 재경 

영도소조 조장을 맡은 것도 총리의 권한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총서기로서 

관례에 따라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이 중앙정법위원회를 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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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의 권한을 침범한 것은 아니다.    

또한 ‘집단 지도와 개인 분담의 결합’을 실행하는 중요한 수단인 회의제가 

여전히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즉 시진핑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이 했듯

이 정치국 상무위원회나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

고 이를 다른 정치국원이나 정치국 상무위원이 따르도록 강제했다는 근거는 

없다. 사실 시진핑이 개혁의 전면적이고 강력한 추진을 위해, 또한 외교 ․ 안
보 정책의 통일적인 지도를 위해 각종 영도소조를 신설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런 회의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그는 집단지도 원칙을 여전히 

준수하고 있다. 

시진핑의 개인 권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마찬가지다. 일부 학자와 언

론은 시진핑의 권력이 후진타오의 권력뿐 아니라 장쩌민의 권력도 능가한다

고, 더 나아가서는 직위 면에서 볼 때에는 덩샤오핑의 권력도 능가한다고 주

장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단적으로 ‘개인 권위(카리스마)’에 근거한 덩

샤오핑의 지위와,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위 주석과 같은 공식 직위에서 파

생되는 ‘직무 권력’에 근거한 시진핑의 지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다(寇健文, 2011: 364-6). 만약 ‘직무 권력’만을 놓고 본다면, 역대 정치 

지도자 중에서 화궈펑(華國鋒)을 능가하는 사람은 없다. 그는 공산당 중앙 

주석, 중앙군위 주석, 국무원 총리라는 당 ․ 군 ․ 정의 최고 직위를 겸직한 유

일무이한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개인 권위’를 갖고 있던 덩샤오

핑에 의해 모든 권좌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시진핑의 권력이 장쩌민의 권력을 능가한다는 주장도 아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장쩌민의 권력은 공식 직위에 근거한 것(즉 ‘직무 권력’)이지만 

동시에 개인적 권위도 갖고 있는 과도기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

선, 장쩌민은 ‘영도 핵심(領導核心)’의 칭호를 받았다. 이는 덩샤오핑이 명명

한 것으로, 그 전까지는 오직 마오쩌둥(1세대의 영도 핵심)과 덩샤오핑(2세

대의 영도 핵심)만이 이 칭호를 갖고 있었다(鄧小平, 1994; 湯應武, 1997: 

324-6). 반면 화궈펑은 ‘영도 핵심’이 아니었고, 후진타오와 시진핑도 마찬가

지다. 장쩌민은 이 칭호를 얻음으로써 최고 지도자의 계보를 잇는 총서기가 

되었고, 이는 그의 개인적인 권위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Fewsmit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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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또한 장쩌민은 재임 기간이 길어지면서 개인적 권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1989년 6월 톈안먼 사건 직후 총서기에 선임되어 2002년 10월 16차 당대회

에서 사임할 때까지 13년 동안, 만약 중앙군위 주석을 기준으로 하면 2004

년 9월까지 15년 동안 그는 최고 권좌에 있었다. 톈안먼 사건이 조성한 정치

적 불안정의 극복, 1991년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국제정

세의 변화와 미국 등 서방세력의 압력에 대한 성공적 대응, 1990년대 경제성

장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1997~98년 아시아 경제위기의 극복과 지역 강

대국으로의 부상,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국제적 지위 제고 등 

장쩌민 시대에 중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그는 

개인적 권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집단지도 체제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단적으로 그는 중앙군위 주석직을 즉각 사임하라는 원로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 있었다(조영남 ․ 안치영 ․ 구자선, 2011: 110-3).

그렇다면 시진핑은 장쩌민처럼 직위 권력 이외에 개인적 권위를 확보했는

가? 최소한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시진핑 

정부는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이를 통해 시진핑의 개인적 권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의 권

위가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의 직위 권력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다. 중국의 국

제적 지위 향상 등 대외적인 업적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

종합하면, 시진핑을 덩샤오핑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의 권력

이 장쩌민의 권력을 능가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집단지도 

체제가 약화되고 있고, 이를 대신하여 시진핑의 일인체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최소한 몇 년, 구체적으로는 

2017년 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의 위상이 더욱 높아진 이후를 기다

려야 한다. 만약 그때 앞에서 말한 집단지도 체제의 두 가지 경향이 현저히 

약화된다면, 우리는 시진핑의 일인체제가 등장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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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Xi Jinping’s ‘One-Man-Rule System’ in the Making?

Young Nam Cho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 increasing number of scholars and journalists argue that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in Chinese politics has been seriously weakened and the Xi 

Jinping’s ‘one-man-rule system’ is in the making. This aricle aims at analyzing this 

argument in a critical manner. First, it investigate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in the reform era, and the power base of Xi’s 

authority and its consolidation. Then it analyzes the new establishment of a few 

leading small groups in which Xi takes the position of group directors, anti- 

corruption campaign that the Xi government has implemented since the start of new 

government, and the propaganda of Xi Jinping’s ideas. In conclusion, it’s too early 

and hasty to argue that the Xi’s ‘one-man-rule system’ is emerging while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is weakening.

Keywords: Chinese politics, Xi Jinping government,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one-man-rule system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E-mail_yncho@snu.ac.kr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