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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þ國共塵運動에 있어서 廣村基地에 

대한 冊究動向"**

崔 i꺼* 

내가 지난 1981년 2윌 6일 東亞文化冊究所의 集談會에서 받표한 것은 

그 제목과 연관된 갚은 %자究가 있어서 무슨 꺼究의 결괴플 소개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1978년 여름 「東亞文化」 이번호에 실련 “Mili tary Orga-

nizations and Mass Mobilization in Chinese Soviet Republic" 이 라는 논 

문을 들고 하바드 大學의 페어뱅크 %究所에서 개최된 워크꼼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그 워크숍은 “Chinese Rural Bases , 1921"-'1949" 에 관한 

것이었고， 이반 발표는 그 워크숍의 주제 제안 (proposal) 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것이었다. 

니의 당시 網心事는 江西時代(1931"-'1934) 의 紅軍이 었다. 江西時 1\:;의 

紅軍자채가 짜究의 對象이 될 수 있고， 미비한 것이지만 그 논문도 그 

러한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펀다. 그러나 江때時代의 Ri[편에 관힌 li1l究

는 결국 그것이 中國共塵鷹史에서 어떼 한 意、味윌- 갓느냐， 또 더 나이가 

서 그깃이 자塵愈의 궁극적인 }해利와 어떻게 떤관되느냐 히는 맥락윤 

생각하지 아니하띤 큰 의미기- 없다고 판단이 펴고， 니'i때共if떤의 원4、、t 

基地에 관한 워크숍도 그러한 취지에서 모이게 펜 것이었다. 

1949년 이 후 면共政權의 性格윤 규명 하기 위 하여 t힘者들 이 크게 논 의 

힌 爭點은 크게 보이- 세가지로 쉽약이 된다. 갓째， 소위 毛뿔東띤義 

* 서 울大쩔校 社會太 닮O敎授0&治學) 

** 이글은 1981년 2윌 6일 서울大 束亞文化Mf究마에서 발표힌 내용윤 요약힌 
저인 

,... " • 



짜고}J갖;化 18점 

(Maoism) 와 正統배인 JGi효3:義:f!l!論과의 關係는 어 떠 한가 하는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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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l수I共政↑삶의 14:格이 마 l隊Irl긴 맞:素의 헌대적 변형이냐， 아니면 진혀 렛 

훨的인 外파11'1''1 평素의 F흔物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세째는 다J國共僅싫 

1京|죄이 괴 만 무엇이 냐 하는 갚지1 였다. 農村‘基地에 관한 1j}f 

위의 세기-지 댄點1파 모두 언관된 것이지만， 

의 1없利의 

究는 이느 정도둠 。
一
L 것

 그 
냐는 中國共逢黨의 I없 

1j}f究動向을 소개댔딘 

냉、짧러괴 직결된 푼제로 꼴수 있어서， 

둔지1 픔 중심 으로 그에 관한 歐美의 

특"8"1 세째의 

利와 판런된 

것이다. 

中國겠逢펀의 N강￥Ij에 관섬을 눈 學者라띤 우선 존슨(Johnson)의 극환딛좋 

존슨의 著書가 學界에 던진 충격과 그 主張의 

사설상 그것은 그후 中國共塵黨史플 얀구하 

않을 수 없다1) 

중요성은 대단한 것이어서， 

블 읽지 

것이다. 특 

존슨아 제기 

는 거의 모든 편者들에게 언구의 경혐적인 幕짧를 제공했던 

히 共塵主義者→들의 成ψJ의 어 떤 {~IJj떠을 추구하는 學者들은 

한 이 슈외 그가 처 음으로 表出랬던 共옳黨의 }協利애 대 한 假定을 문제 

그러한 의미에샤 촌슨의 著띔는 中國華命에 대한 그후의 

方向까지블 규정했던 것 

삼게 되었다. 

많은 빠究블 자극했고， 어느 程많로는 阿究의 

이다. 

經驗的인 昭究와 보아 f딴究는 크게 존슨 이 후 ~[CII행l共똘렐빛에 관한 

讀離일지는 모후 존슨에 대한 지나친 

사실 中탤l共헬텐:벚의 %다3t 흑은 디그탤;J1JiL :ITlJ에 대 한 땐究는 존슨 이 후 

큰 逃페이 없다고 해도 

돼J듬해1꾀얀 主張으토 니둡수 있다. 

니， 

1=[=1國환命過程에 대한 괴언은 이니다. 윌-콘 에 

jtlìc홉 1펴 01 무앗을 했는가는 많이 밝 f준驗l꾀인 lJlf究는 많이 잔착표1 였、고， 

관하여 설득략있는 무엇윤 의미하느나 하는 문제에 그것이 허 갔으니， 

해담을 지1 시한 갓은 l펜프 없는 것이다. 

이저1 야기서 

1) Chalmers A . .Tohnson, Pcasaηt Nationalism aηd Communist Power: The 
Emergence of Revolutioηary China , 1987-1.9 15 (Stanford: Stanford Univer
sity Press, 1962). 

보기록 背景을살펴 연관된 ili쩌짧의 존슨의 主댔괴 이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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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존슨의 기본적 主張은 中國에 있어서 共塵主義者들의 JtZJ;!，1’을 이 

해하기 위하여는 抗日戰爭期間(1937'"1945) 에 발생한 諸事件을 문석해 

야 펀다는 것이다. 그 期閒동안에 中國共塵黨은 소위 大댔民族主義 

(mass nationalism) 블 자극지켰고， 그 결과로 흑은 그 過程에서 전국적 

인 政治權力을 펙득하게 되었다는 것아다. 이와같이 존슨의 主張에는 

共塵黨의 成功의 본질과 그 쇼스에 관하여 柳念上의 문제와 年代上의 

운제가 폭합되어 있는 것이다. 

後者의 문제， 즉 年代上의 문제플 먼저 소개하면， 그것은 共塵黨의 착 

종적인 購利에 대한 決定的 時期가 언제냐는 것이다. 말하자면， 抗日戰

爭時期는 共塵黨의 그후의 勝利와는 必몇不可缺의 관계블 맺고 있기 때 

문에 共塵黨의 궁극적 인 成功의 쏘스를 찾으려 면 1937"'-' 1945년 사이 블 

分析하면 환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 以前의 中國共塵主義 運動은 成功

의 起源과 쏘스에 관한 한 失敗로 보아야 한대는 것 이 다. 

그다음， 前者의 문제 , 즉 擺念上의 主張은 年代上외 分析을 수행 하기 

위한 方法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존슨은 결국 農民의 態度블 分

析하고 있는데， 그것은 광범하고 低邊的언 農民의 3i:持블 획득한 것이 

共塵黨의 成功의 열쇠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支持는 日本에 대한 振

抗에 힘입은 것이며， 그 支持가 또 抗日戰爭이후 共塵짧의 正當性의 키 

반이 되 었다는 것인례， 共塵黨이 大樂의 支持블 1획득할 수 있었먼 것은 

大쨌에 대한 그 呼訴力이 효과적으로 작용했커 때둔이라는 것아다. 여 

기 서 존슨。l 강력 하게 주장한 것은 그 呼訴力의 폰질이 民族主義的이 었 

마는 點이다. 따라서 그획 主張은 抗日戰爭 전에 샤도되었던 土地다갇!'i. 

을 중심으로 획책되었던 社會經濟的인 共塵黨의 「어펠」음 사실상 슷n~ 

였다는 것이며， 이러한 의마에서 共塵黨의 成功을 규명하7] 위하여 HG 

R戰爭전의 共塵主義 운동을 분석해 보아야 所用아 적다는 것이다. 

존슨의 前記 著書이후 中國共塵후命에 관한 논의는 대략 세가지 측먼 

-觀念的， 年代的， 그리고 地理的 측면-에서 고려될 수 았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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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L씀마J얀 {JWD띠닫 살퍼마만， 나l 부분의 쌓者둡단 존슨이 주장한 웰[강의 態

EE플 인정 0'1 고， 」15j효iE 。1 광멤한 大댔으l 리[:!←j 플 얻있기 때문에 성공혔다 

그러나 그랴한 支꾀-판 션명하는 理住l에는 差짧기-

C 284 J 

만아듭얀다 

있다. 그퍼파여 끽초의 논의는 共塵·뤘핫이 구시굉、띤 決定的인 「어필」이 

무엇얀가룹 El 히는 fF'業을 중산으포 잔기l 뇌있다. 여1 컨매 갚란 (Gi1lin) ， 2) 

사
 지r 

1 • 

L-

社會經j習

존슨의 王張에 

있어서 

• r 。

U L 다까요까 (Takaoka~ 5) 

따 「어 펀」보다 많族띤義1껴 「에 필」을 지 니 치 게 

회의픔 표시댔마. 

111 앙코 (Bianco) ,4) 살는 (Selden) ‘인 

강조하는 

그들은 共많편의 成功을 설냉 하는녀l 그리하여 

여l 칸데 抗日戰爭시가 파격렬는 강조댔던 것이다. 「어훤」을 상。l 한 종류의 

그것。l 

작용댔 다고 ::t張한다. 또 或者는←→특히 

깐든괴 다끼오까~~-抗 BRIER爭 시기의 뿔村政策01 완전한 社會험命을 의 

그것보다 온건랬으며， 시기의 소비에트 

강렉힌 I어필」로 

많村JE:策φl 까~g륜1편의 

農民어1 내한 

소비 이1 트 시 기 와 마찬키지 고L 행‘융~ÉI연。1 고 社험的인 「어 

다만 이 들도 ~族순義의 擺;승: 흑은 

띠랴씌 미랬고， 

중요성 중으하다고 주장한다. 펠」이 

共현촬黨의 社會經濟的 政策

중요한 大꿨的 交룹플 유도하는페 필수적야었냐는 것이다. 

본철에 관한 논의는 

立;방은 이들의 오히려 。1- 1.-- , 1 
i강L:' "ε「 음- 배지1 하지 

。1

있 

프로그램과 政

해컬되고 

존슨을 포한"611 서 대 JF푼의 형E춰들은 까헬黨의 

策에는 民我主뚫i I찌얀 1 아펄」파→ !~t텐삼fr끽!]5 「이편」 兩者가 있었다는 

「어띈」의 그라 하여 샤실 상 까쫓鷹의 

않다. 지 

것에 

의친의 ←‘줬플 브이고” 

2) Donald G, .G .i llin, “Peasan'~ N"tionaJiε 1'1 in the History of Chinese Com
m\lllisl11~.Chalm(';:r s A. Johnson , Pcasαnt Nationalism and Commu:ηisl 

Por‘낀션’ Jo“r?mJ of Asiαη Strtdics‘ Vol xxm (1 964; , pp. 269~289 

'IIark Selden, The 1갖11αη 1Vay iη Rcz,olutiona l''y Chh씨 (Cambridge ‘ Mass.: 
Harγard tJniver ,s.i. ty Prc3s, 1 :-1'71 ‘ . 

4) Lucien BiallC0, “ Peasant ancl Re、;uluti lJn: The Case of China" ‘ Journal 
of Peμsαηt Studies , \lol, 1I ;':197;)) , p ，p.313 ，-....35외 Origins of the Chinese 
Revolμtion， 1까，)~ lMD ~Stanforc1: Stan:ord Unìversety Press, 1971). 

5) Tetsuya Takuka ‘ Resistance aηd Ra'olutioη zη China: The Commuηists 

αηd 111ι SεcO l1d Unitcd Front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hfornia Press, 1974). 

엄멜하게 關{쥔플 wJ격쩔의 r--='- 7.샤오‘，)의 E찍피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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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려고 셔도한 唯一한 業績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읽은 사람들의 얘기는 그의 主張이 어딘지 머생하여 설득력이 적대는 

中國共옳運動에 있에서 農村경종쳐S에 래 한 짧究動向 

그러나 다까오까 

E 

'" 
것이다(發想과 훌服은 좋았지만， 결국 책을 잘 뭇 쓴 것이 분영하다) . 

범위에서 中國

그 例가 호포하이즈 

그는 조잡하71 는 하 

*國共훌훌遺動에 있어서 「어펼」에 관한 문제릎 가능한 

全域과 후命의 全時期에 걸쳐서 연구한 것도 있다， 

(Hofheinz) 의 中國華命에 대 한 生態쩔的 lifF究。] 며 , 

급f뚫的언 接近을 시도댔였다 6) 후 지 만 마1國共塵黨5틴家가운데 는 도불게 

포하인즈의 발견은 共塵黨의 成:r)J과 社會經濟바J 내 지는 B6~主義的 「어 

相젊한 그것도 農村地域의 운영한 연관이 없다는 것이랴， 펄」 사이에 

섣질적인 大꿨의 는
 

그
 

그러하여 地方的 條件에 따라 다르마는 것이 다‘ 

3l.:持블 유도한 「어필」로서 共逢主義者들의 組織力의 중요성을 강￡댔다. 

강조한 비교적 중요성을 있어셔 組織의 호으하인프는 共좋펀의 成功에 

한 수 있다. 츄U期의 평者라프 

그는많 속한다. 호표하인즈와 동일한 系列에 셀든도 어느 의마에서 

共옳黨의 j닮治經濟의 變팎에 대 한 붕괴와 農村의 存의 農村 엘리드의 

스타일」을 강조랬던 것이다7) 政f슛을 듭주述하고， 

여카셔 언급되 

영쇠는 社會經濟

rl::r國 人l로을 組織

組織의 

야야 할 것이마. 

따이고 동시에 

6) Roy M. Hofheinz , J r., “ The Ecology of Chinese Communist Success: Rural 
Infìuence Patterns ‘ 1923~19115 ，" in A. Doak Barnett (ecl.) , Chinese 
Communist Politics iη A.ction (Seattle: University of \Vashington Press, 
1969) , pp.3-77파 The Brokeπ Wave: The Chinese Communist Peasaηt 
Movement , 1922-1928 CCambridge, Mass.: Harvard 'Cniversity Press, 
1977) . 

7) Selden, oþ.cit. 
8) James P. Harrison‘ The Communists aηd Chinese Peàsaηt Rebellioπs: A 

Study i끼 the Rewriting of Chiηese Histor:y (New York: Athenlèum, 1969) 
과 The Loηg March to Power: A Histo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1921-1972 (New York: Praeger, 1972). 

할 수 었었던 共塵主義者‘듭의 hE力 01 라는 것이마 81 

大꿨路線이랴는「다더쉽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해리슨(Harrison) 도 

그에 의하면 共짧主義者들의 勝利의 

民族主義페인 정 객 괴 「어 펠」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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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잃定은 각중의 「어 필」이 

그러 니 결청적으로 중요했、먼 

연결시키는 組誠l二

요컨례 組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學휩-들의 

人民의 충분한 支감:플 강춤해 내었지만， 

갖는運평띄 課題는 人묘의 y:持와 安定펀 컷-~J~풍權jJ을 

연구는 존슨이 제 71 

한 문제 -→즉 抗 日戰팡시 기 얘 共F흉靈01 어 띔 거1 압도적 인 人民의 支람릅 

얻었는까 하는- 문제(←레 대한 다소 다른 외장에사 허}담을 제시히려고 

것이다. 걷극 이들익 의 樞追의 건설작업이있다는 

한 것 아 다. 대 치l 로 말하여 그들은 共塵환의 lit;헤어1 끼 여 한 맺素들을 멜-

견하였다고 한 수 있는데， 그러 나 그러한 핏팎듣의 상호작용을 섣덩하 

는데 았어서 설득력있고 보다 토괄적인 。l 돈을 재사파지는 뭇했다. 

란채는 年代的인 꺼Jï따이다. 뷔썩서 언급-띈 초張듣은 共뚫환의 成功윤 

즉 共塵-主義者철영파는데 있어셔 댐、「셔따 몇因을 주보 듀1-감한 것이다. 

들의 함利룹 빨命에 말맞은 歡돼의 定立꾀 판란시 간 것이 다. 그러 나 그 

다]하 c규 ;성꽉깐→ 고펴기 없 

내
 

• 조스 
~ L..' 

主張은 外훌G따 핏因이 닫t 당했、먼 f공댄j레 

이 제지되었다. 위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도얻띔듣-은→「예컨데 

앙코， 다까오끼 등-← 쩌돼3的 맺素드서 

이
 「들

 

f갖R좌의 決!E떠언 ßt품U 日 ~j;-;의 

약 듭 二그 펠 inf.i-을 구싸하 

ι 들의 주요 假定은 더 

견징적인 뭘뚫上의 差

티 本의 댐~~Gê-() 1 결 국 共뚫첼 으드슨 

치에 지극혀 有利한 J끓잖윤 조정했다는 갓이디. 

本의 합m장01 抗 티 戰爭시 기 와 그以前의 다용」패와 의 

을 강-죠한다. 

김뭘플 딛1듭었다는 것여고， 예컨테 촌슨펴 벼잉←코는 그것。1 共헬편의 팽 

정-을 가능케 핏‘번 政治的 空白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또 다까오까는 

그것이 I맹民黨익 위협으표 부t:i 共-逢첼짝을 구웬했다고 준장한마. 

H本의 j풍略이라는 外部的 휠因의 中國콕감命에 대한 도느 /\1- ..9... 
u 0 ,• 그꾀하여 

의 年‘代的 문제에 

서 1937년 이전의 

成功이라는 ?crc에서 볼때 抗 B 戰爭랴풍期의 

불과하다고 과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昭究에 중요한 영향윤 주있단 것이고， 따라서 파日戰爭時期가 共塵훤命 

중요한 B폼됐ij로 부각되 었먼 것 이 다. 그래 

연구하는 學者:들드 그 以前외 運動은 갖는 

있어서 가강 

共좋運動을 

前奏曲 내지는 練習

또 1945년 이 후플 연구 

융왈휠월의 

期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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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펴足的인 현상 

소비에트 時期의 

대한 몫f究動向 

하는 學者들도 國共間의 內戰時期(1 945'"'-'1949) 블 

으로 보려는 것이다 9) 그래셔 예컨대 

있어서 農村基地에 中國共‘j율運動에 

걸련과 같이 10) 

學者들도 

기울얀다.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질질적으로 農民의 支持를 

農村c)(피룸으로서 

士地政策이 

抗日戰爭시기의 農村政策에 관집흘 

이전을 면구하는 다른 學者들가운데도 

과격한 

組織 내지는 軍事 戰또 1937년 

예컨데 金一平11)았다. 강조하는 경향을 볼 수 효율적인 계속성을 G各의 

연구한 주단 
，~ 江펴時期의 組織方法을 

學者들은 그것이 抗日戰爭지기에드 有쨌했다는 主張을 

과 로트베 이 트 (Lötvei t) 121 와 같아 

았는 

중요하다. 

0.1- --r 
"'L--6-1• 잊지 

여러한 경향은 대그國월命음 이 8~ 하는데 있어서 지극콰 

이 전의 共홈좁運動을 떤구하는 쩡5힘들의 공통된 

것이다. 

先入見 휴은 病쩔 1937년 

共갇환;띈勳음 보~ 궁극적인 成때이라는 도다증윤 통해서 는 共좋運動의 

즈
 
。

。• 5 。• n 켜
 ι
 

서
 이
 

꽉L
 

η
 꺼
 

이
 카
 

& 
M

‘ … 觸챈
 

。 ]IF ri벚와 팩r→命 이 다한 현상은 1937넌 했다는 것이마. 

신걱적안 分체f만플 있어서 지극히 얀구파는데 經E옳을 

抗日￥C命말하자띤， 없다. 아닐 수 아쉬운 얻。1 。1 것은 매단히 맹한다. 

:젤훌흩選의 *파f없;δj꼽익 y{驗差뿔블 지작한 띠L 時期와 農村運動 g뽕期의 

이 냐 適用 아 니 하 는 문제 와 뭘命파f:t싸 유다 한 外펌3的 및펴S::7 등장이 Ll', 

예컨데 λ1-섣상 共塵

윌블村經驗에 條件들이 共옳黨의 

二치는 것이며， 아니냐는 분제만을 

主義 運動이전 부티 

어떠한 영핑을 주었는가 하는 끈자른 고려하지 

여터 

EPîI크칩하는티] 

γ→'" ~，.-있어온 

알수았 。1 0→으
λλ]그 E 옷하고 

내지는 )뿔村의 원f험가t態， 우컨테， 

傳來의 震E당組織등의 

國의 民꿨連勳빙크에 관힌- 둬] 이 크먼 (Wakeman) 의 

그듭은 많存의 뿔村의 社험構造， 다. 

J간하여는 ~r :t 이 전에 f양줍U갈 등힌:서했、먼 것이다. 

9) Suzanne Pepper, Civil War iη China ‘ The Political Strugglè , 1945-1949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css, 1978) 
참조. 

10) Gillin, op.cít 
11) Ilpyong J. Kim, The Politics of Chiπese Commμηism: Kiangsi under the 

Soνiet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12) Trygue Lδtveit Chiηese Comη1uηism， 1931-1934: Experience iπ Civil 

Government (Lund, Sweden: Studentlitteratur, 19B). 

시사하는 바가 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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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고 생 각한다 13) 

문제와年代 위에서 지적펀 獅念的문제이다. 세째로 地理的 測[띠의 

的 문제는 모두 사섣상 줬料의 有無에 따라 그 연구가 크게 左右되 었다. 

그라고 抗티[랜필n￥期는 주로 

1찌ifI에 크게 의존해서 연구되 

어쨌든 이러한 

農村R풍期는 주j휴 華i휩j{g1i‘의 資J 4, 

I햇1=1寧地方이 나 갇해 야 察젊 슷할區地方의 

었다. 플돈 다른 地域에 대한 연구가 없는깃은 

예컨데 

아니나， 

무잇을 一般化하 全n풍t[j의 制i限된 資料블 가지 고 l:1:1國全域 또는 페 命 익 

많응 까짧는 f며分슬 가지 찌까‘끽 그럼에도 不떼하고， 기는 不可能하다. 

이난 71 생각펀다. 고 全體플 설명하려고 시느했던 것이 

아직 관하여는 、ι 끼-에 中國의 共옮主닙잦 펠:命 휴는 그 ]￥c命의 ]ιK， ))J :C' 

도 개착해야 할 것이 그띤 이처]까지 많은 찌끼L:?] 말표퍼 았지만， -.0" •L 
1..,.) ~j • 

득'- b1 깎창적인 결문도 엄 

싸 j드운 U까 ?E의 기초플 마 

가능하면 그것으도 

섣정하쇠 

견괴→플을 비교히고? 

어내고， E드 體系的인 f많說둡을 좀더 

련해야 합 것이다. 그과고 그것은 어느 한 

돼
 

훈프느 담딩헬- 수 pE~[、 π 、”←→1
j l'ïJ >"니:J / j 

꽉은社會원등의 

13) Frederic Wakeman, }r., “Rebellion and Revolution: The Study of Popular 
Movements in Chinese History," Jourηal ofAsiaη Stμdies， V 0 1. XXXVI 
(1977) , pp.201-237. 이 논문은 「中國 民댔週剛잉크 찌究防向」라는 제 목으로 
핏金成 교수에 의하여 반역되어 한극에 소개 JfJ 〔束아시 아 찌究動向 調짚 

밟刊， 第 6 輯(서 풍大學校 東亞文化빠究所， 1979η. 

~:~， ~.-:~; ,!2J 
~;1~ I j='ì [j一 , 人類댐‘ i따KS멜， 

共同lPf'2j'i;기 둬따바이: 한 것으로 생각한다. 

歷딩3學， 있는作業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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