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공산주의를 싫어한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공산주의 

중국의 변모는 경이롭게 다가온다. 나는 아시아 역사의 3

대 성공사례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한국의 근대화,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과 함께 덩샤오핑(鄧小平·등

소평)의 중국 개혁 개방정책을 꼽은 적이 있다.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은 자유 대한민국의 대륙 진출을 가로막아 우

리는 근대화의 방향을 해양으로 돌려야 했다. 

오늘의 중국을 있게 한 힘은 
모택동, 주은래, 등소평의 정치 리더십

이제 중국은 세계 모든 곳에 문호를 열어놓고 미국과 자

웅을 겨루는 대국大國으로 성장했다. 

시장경제가 화려하게 꽃핀 것을 보면 중국을 엄격한 의미

에서 공산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도 없게 됐다. 그 장구한 

역사와 광대한 대륙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눈부시게 바뀌

었을까. 한마디로 오늘의 중국을 있게 한 힘은 정치 리더

십이다. 

마오쩌둥(毛澤東·모택동)부터 지금의 시진핑(習近平) 주

석까지 수 세대에 걸쳐 중국 지도자들은 저마다 특장特長

을 갖고 기회가 오면 그 기질을 발휘해 나라를 안정되게 

발전시켰다. 그들의 정신을 연결하는 공통점은 사私를 넘

어 공公을 취한 애국심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중공中共의 존재를 체험한 것은 1952년 말 6·25전쟁

의 화천지구 전투에서였다. 나는 수색중대장으로 1개 소

대를 이끌고 나가 북한강 지류인 금성천 근방에서 중공군 

포로 10여 명을 생포했다. 이들로부터 적정敵情을 세밀하

게 파악해 정확한 공격이 가능했고 중공군의 포위망이 뚫

림으로써 아군 1개 대대(약 500명)가 탈출할 수 있었다. 

제4야전군은 항일전과 국공 내전, 인도차이나 국경 부근

의 남지나南支那를 포함해 광활한 중국 대륙을 누비며 단

련된 병사들이었다. 이들의 군기는 엄격했고 사기는 높

았다.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유격·매복·기습

과 심리전에 능란했다. 마오쩌둥은 1930년대 8만 명의 홍

군이 8,000명으로 줄어든 고난과 죽음의 1만2,500㎞ 대장

정大長征을 이끌었다. 인민과 군대가 하나가 되는 소위 인

민전쟁론은 그때의 시련에서 완성되었다. ‘인민은 물이고 

군은 물고기’.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군과 인민은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의 전쟁론은 과거의 

전략전술을 뒤집는 창의적인 실전 이론이었다. 마오쩌둥

이 제4야전군을 6·25전쟁에 참전시킨 것은 김일성을 돕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미국에 보여주

고 과시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마오쩌둥의 혁명은 

서세동점西勢東漸, 

열강이 중국을 야

금야금 집어먹던 시

대에 일어났다. 마

오쩌둥의 공산주의

는 외세를 몰아내고 

가난에 찌든 국민

을 구해야겠다는 열

정, 조국애에서 비

롯됐다. 원래 혁명은 계급적 이론이 아니라 순정한 애국

심에서 출발한다. 그의 봉기를 혁명이라 하지 말고 애국

심이라고 해야 옳을지 모른다. 나라를 송두리째 바꿔 저

열底劣한 민족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격정적 역사인식이 

마오쩌둥의 혁명성에 깔려 있었다. 마오쩌둥이 발휘했던 

JP가 본 중국의 리더십

JP아카이브 Ⅳ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

지도력에 깔린 시심詩心과 역사 인식

12  JPArchives Foundation  



특출한 시심詩心과 인문학적 소양, 자기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는 탁월한 지도자들의 보편적 속성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특성 없이 위대한 지도력이 행사되는 경우

는 드물다. 마오쩌둥은 주변에 좋은 인물이 구름처럼 몰

렸다. 그가 지도자의 싹을 보이니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목숨을 바쳐 싸우게 만들었

다. 싹이 보이면 인걸人傑이 모이고 싹수가 없으면 인물은 

흩어지는 법이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막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마오쩌

둥에게 패해 대륙에서 밀려난 장제스(蔣介石·장개석)를 

나는 1964년 만난 적이 있다. 대만의 장제스 총통은 자신

의 패인을 국민과 유리된 군대, 부패로 혼탁해진 국민당 

정부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최선을 다했으나 졌

다’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언젠가 권토중래捲土重來를 할 

것”이란 결의를 보였는데 이미 원자폭탄까지 개발하고 있

는 중공의 본토를 오늘의 대만 정부가 무슨 수로 수복하

겠는가.

마오쩌둥의 치명적 과오는 건국(1949년) 후 나라를 다스

리면서 전개한 소위 문화혁명(1966~76년)이었다. 혁명과 

전쟁으로 뒤집어진 세상을 한 번 더 뒤집으라고 마오쩌둥

은 홍위병紅衛兵에게 명령했다. 이때 마오쩌둥은 ‘사령부

를 폭격하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직접 썼고 *조반유리造

反有理라는 말로 반란을 선동했다. 10대 학생·대학생이 주

력인 홍위병이 당과 국가의 제도, 기관을 공격하면서 중

국은 내전 상황으로 치달았다. 문혁 10년간 중국 대륙 전

역이 폭력과 혼돈의 광기에 휩싸였다. 마오쩌둥은 펑더화

이, 류사오치(劉少奇), 덩샤오핑, 린뱌오 등 대장정의 동

지들을 적으로 내몰아 일부는 제거·처단했다. 현 중국 주

석인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쉰(習仲勳)도 문혁의 희생자였

다. 중국 대륙을 온통 자기 손아귀에 넣고 뒤흔들어 보겠

다는 마오쩌둥의 권력 욕심이 문혁을 배태한 요인이었다. 

세상을 좋게 뒤집는 혁명적 애국심과 세상을 뒤집어 망치

는 무분별한 권력욕이 마오쩌둥 안에 혼재하고 있었던 셈

이다.

광기의 시대에 마

오쩌둥을 뒷받침한 

사려 깊은 제2인자

는 저우언라이(周

恩來)였다. 그는 건

국부터 문혁이 끝

나는 76년까지 27

년 동안 마오쩌둥 

아래서 총리를 지

내면서 내정과 외교를 세심하게 관리했다. 그는 특히 적

과의 교섭에 솜씨를 보였다. 40년대엔 장개석의 국민당과 

항일抗日 국공합작을 이뤄냈고, 70년대엔 닉슨의 미국과 

데탕트(긴장완화)를 열었다. 저우언라이는 머리가 좋았

다. 권력 도전에 민감한 마오쩌둥이 의심할 만한 어떤 일

도 하지 않았다. 최고 권력자에게 제3인자, 4인자처럼 처

신하며 충성을 바쳤다. 

과거와 다른 미래를 추구하지만 과거의 축적에서 
미래라는 연속적이며 긍정적인 역사관

그렇게 얻은 신용을 가지고 저우언라이는 72년 다나카 가

쿠에이(田中角榮) 일본 총리와 중·일 국교 협상을 혼자 다

했다. 마오쩌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우언라이가 하는 말

을 믿었다. 마오쩌둥 앞에서 저우언라이의 굴신屈身은 억

지나 가식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치국治國 철학이 일치했

던 것이다. 마오쩌둥은 아주 의심이 많은 권력자였다. 그

러나 저우언라이는 마오쩌둥의 마음을 지그시 눌러놓고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끌고 나갔다. 저우언라이를 보면서 

나는 ‘아, 마오쩌둥은 참 좋은 사람을 옆에 뒀구나’ 하며 종

종 감탄을 했다.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가 같은 해(76년)에 나란히 죽은 

뒤 새로운 중국을 탄생시킨 주인공은 덩샤오핑이다. 그는 

마오쩌둥을 추종하는 4인방을 제거하고 중국을 재생시켰

다. 덩샤오핑은 문혁으로 정치생명이 끊어졌을 때 저우언

JP 외교활동사 3부-아시아 국가편

저우언라이(周恩來, 1898-1976)

치국治國위해 일인자에게 굴신屈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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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의 도움을 받았다. 저우언라이가 전략적인 사람이라

면 덩샤오핑은 시대를 선점先占해 끌고 간 지도자다. 덩샤

오핑은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전한 일본과 미국의 현장을 

두루 여행해 시장경제 철학을 체득했다. 그는 문화혁명

으로 피폐한 중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사회주의와 시장경

제가 병존할 수 있

다는 국가경영 철학

을 실천에 옮겼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

백묘黑猫白猫식 실

용주의는 5·16혁명정신과 일치한다. 박 대통령과 나는 어

설픈 명분이 지배하던 정치세계를 실용으로 변모시켰다. 

덩샤오핑에겐 인민을 잘 살게 하는 일이 당과 국가가 선

택할 최상의 가치라는 요지부동의 신념이 있었다. 이 신

념은 내 개인의 욕심을 죽이고 국민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대의大義에 몸을 던질 때 비로소 보이는 가치관이다. 

내가 만나봤던 중국 장쩌민(江澤民,1990-2003), 후진타

오(胡錦濤,2003-2013), 그리고 시진핑(習近平,2013- )으

로 이어지는 90년대 이후의 지도자들은 덩샤오핑이 창안

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계승·발전시켰다.

덩샤오핑의 또 다른 위대성은 역사를 다루는 방식이다. 

그는 과거와 전혀 다른 미래를 열어가면서도 과거를 부정

하지 않았다. 마오쩌둥의 문혁 시절 그는 유배·연금됐고 

그의 아들은 홍위병의 고문에 시달리다 창문에서 뛰어내

려 불구자가 됐다. 그런 덩샤오핑이지만 마오쩌둥에게 사

적인 원한을 품지 않았다. 마오쩌둥에 대해 “공칠과삼攻七

過三” 즉 공은 7이고 과는 3이라고 평가했다. 문혁에 대해

선 “나쁜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 좋은 일이다. 사람들의 사

고를 촉진하고 우리들의 단점을 인식하게 해주었으니까”

라고 말했다. 

과거와 다른 미래를 추구하지만 과거의 축적 없이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연속적이며 긍정적인 역사관이 덩샤오핑 

이래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흐르고 있다. 그렇게 역사와 

마주하는 자세가 오늘의 대국 중국을 키웠다. 과過는 역

사의 반면교사로 삼고, 공功은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키

우려는 중국식 풍토는 한국에선 찾기 어렵다.

오늘의 시대조건, 발전수준, 인식수준을 가지고 
과거의 인물을 평가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지금 시진핑 주석도 

2013년 마오쩌둥 탄

생 120주년 기념식

에서 이렇게 얘기했

다. “오늘의 시대조

건, 발전수준, 인식

수준을 가지고 과거

의 인물을 평가하거

나 요구할 수 없다.” 

덩샤오핑 이래 중국 지도자들은 애국심, 실용주의, 연속

적 역사관으로 나라의 안정된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선거로 뽑히지 않는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리더십 체제를 

구축했다. 정치를 하려는 젊은이들은 당이나 행정의 밑바

닥에서부터 자신을 단련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가치관

과 실력을 검증받아가며 차근차근 성장해 간다. 신장新疆

부터 상하이까지 비행기로 7시간 걸리는 광대한 땅, 중국

과 중국인의 대변화는 정치가 일으킨 것이었다. 

<중앙일보 2015-11-28일자 '소이부답'>

♡ 후원회 계좌 구좌번호 ♡

KEB하나은행  262 -910016 -32504  (재)운정재단
NH농협은행   301 -0185 -9589 -91  (재)운정재단 

JP아카이브 Ⅳ

덩샤오핑(鄧小平, 1904-1997)

시대 선점先占한 국가철학 창조

시진핑(習近平 1953- )

위대한 ‘중국의 꿈’과 국가 비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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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월 8일 나는 중국공산당의 초청을 받아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2월 25일 김대중 정권의 출범 직전으로 나

의 첫 중국 방문이었다. DJP 공동정부의 한 축이었던 나

는 후진타오胡錦濤 정치국 상무위원, 탕자쉬안唐家璇 외

교부 부부장을 잇따라 만난 뒤 2월 11일 장쩌민江澤民 중

국 국가주석을 예방했다. 개혁개방의 설계자 덩샤오핑鄧

小平이 사망한 뒤 1년 정도 된 시점이었다.

자민련 명예총재였던 나와 장쩌민 주석의 면담 장소는 중

국 권부權府의 심장인 중난하이中南海 그의 집무실이었

다. 그곳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커다란 매화나무 그림이 

먼저 내 눈에 들어왔다. 굵은 고목의 매화나무 줄기에 붉

은 매화꽃이 피어 있는 대형 그림이었다. 장 주석과 인사

를 나눈 뒤 그 그림을 가리키며 그에게 물었다.

“그림 옆에 고목봉춘枯木逢春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는 공

산주의 체제하에서 시장경제를 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등소평 지도

자의 생각인 겁니까.”

‘마른 나무가 봄을 맞이한다-’. 고목봉춘을 내 나름대로 

풀이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말에 장쩌민 주석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왔지만 저 글귀를 

해석한 사람은 김 명예총재뿐입니다”고 했다.

시작부터 이야기가 술술 풀렸다. 장 주석은 당시唐詩와 송

사宋詞, 원곡元曲 같은 고전을 두루 섭렵해 문화적 소양이 

깊었다. 예정된 면담 시간이 30분이었지만 우리는 두 시

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유쾌한 사람이었다. 말을 

몇 마디 할 때마다 영어 단어를 한두 개씩 집어넣었다. 시

종일관 자신감 넘치고 힘이 느껴지는 착 깔린 음성이었

다. 면담은 다양한 화제속에 깔끔하고 의미 있게 정리됐

다. 내가 대통령 당선자 DJ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DJ의 ‘동

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선언’ 구상을 설명하자 장 

주석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찬동한다”며 긍정적 반

응을 나타냈다. 매화 그림 속 고목봉춘의 네 글자가 만남

을 의기투합하는 분위기로 이끌었다. 그림과 글씨에는 포

착하기 힘든 묘한 힘이 담겨 있다. 서화書畵의 매력은 굳

이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더라도 작품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일보 2015.11.6일자 '소이부답'>

“枯木逢春고목봉춘, 시장경제 하자는 뜻이군요”
- JP의 매화 그림 해석에 장쩌민 놀랐다 -

1998년 2월 11일 김종필(JP) 자민련 명예총재(왼쪽 앞줄 다섯째)와 그 옆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회담을 마친 뒤 양측 관계자들과 기념촬

영을 하고 있다. 뒤편에 대형 매화나무 그림이 걸려 있다. JP는 그림 속 ‘枯木逢春(고목봉춘)’ 글귀 풀이로 대화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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