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 239 J 

I휩共어l 있어서의 塵史動力論爭**

----階劉關爭안가 生塵力안가----

00 활* 

1949년 다1共政權 成立後 야1共 歷죄學界 망향의 지 표를 設定한 사람으 

트 흉흉伯贊을 들 수 있다. 그는 1 950"-'()O년대 에 마르크스주의 역사여론 

을 중국역사해석에 이 E턴계 적응해야 하는기에 대한 모법을 보인 사람으 

그의 몇點은 「歷史主義」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역사적 史젤을 오늘 -• 
:ι ， 

날의 입 장에 셔 進步的이 니: 이←녀 냐， 한命ÉJ<J이 냐 

당시의 l1*況과 조건을 따쳐 일정한 마니라 그 

아니냐하고 說斷할 것이 

조건 하에서 역사발전에 

공한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번데， 구처}적으로 農E강t쿄義의 지도자 

에 대한 평가에서 템륙을化와 庸倚化플 배격히는 입장으로 소의 「讓步政

策論」이라는 것윤 주장하였다. 

鍵의 理論은 구체 적 으로 [대::r國퍼代의 tJ建社會블 論함J ( 1950.11) 맞 

「中國의 古代의 農fi'; t팩爭을 論함」에 나타나는데 , 이 둡은 1939년 廷安에 

서 毛澤東이 멜2한 「다l國한命과 中國共塵黨」에 서 보아 는 뿔~戰팎論의 

註釋듣블로 쓰여진 것이다. 毛의 글은 맨1國의 社웰主義fF命윤 FH導하는 

中國共塵黨의 활동이 

로써 社會主義草命의 

역사적으로 이떤 성격을 갖는 것인가윤 규정함으 

역사적 펼연성을 강조한 것인데， 農동댔亂과 관련 

하여서는 두가지 전으로 요약二할 수 있다. 

첫째 중국역사상 농민교동은 당시에 아직 

및 계급역량이 없어 先進的인 政摩이 없고， 

導를 얻지 못하여 실꾀하여 머리고 대규모의 

* 서 울大學校 人文大 쌓!r13증〈東ì:'(:5닌學) 

새 로운 生塵力과 生塵관계 

農民戰爭파 農民3김義는 領

농민혁명투쟁 돼마다社 

** 이풍은 1980년 7월 28얼 서울大 東亞文化꺼究所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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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의 진전이 다소 이루야 지긴 했지만 EF건적인 체제는 여전하였으며 

플째는 l수l國의 封建社햄에 있어서 오직 ι 란 豊룹의 계급투쟁만이 액사 

멜전의 진정힌- 動力이 되어왔으며， 이터→란 일이 있、을 때마다 좌짧統治 

예 타격을 주어 社會生좋力의 발잔。1 추잔띈 수 있다는 것아다. 

이는 대체로 받아들여지기는 하였지 만 혈효j민풍증가 실패 딴 뒤 封建統

治者→가 취한 정책윤 양보아난 가휴한 단C」←쁨이 었다는 反攻倒算論을 냐 

셰우기도 하고， 生F촬力의 개념을 가지고 반박펴기도 하였다. 즉 끓f建社 

會내에서의 점진작인 말전은 封建社會른 강송하는 것이 되야 마림으로 

아직 까자 封建社웰의 ;원뿔을 투쟁의 대 상으로 삼아야 하는 디=1國的 득성 

상， 용남할수 없게 되어 버린 것아다. 켈국 등틀E중 i쉽꿇?} 실패한 둔ljjg主 

계급←에 의힌→ 識步;카 있였느냐 하는 것파 아슬E1 ， 있았다면 강화된 것야 

판建統治냐 封建뜯UJJ[ '-1= 학는 식의 論該는 E단의 갖번째 웬라얘 입각하고 

있는데 農많起義의 싣펴와 封建制度의 깅파와의 띤펀렌껴]룰 싫어하는 

사란을에 의해 E틴의 두먼째 원칙에 임각하야 jfJ:會 로편力개념이 띈용되 

게 된다. 

여1 록서 白壽慧는 뽑民i댈義가 封建fEjRE허 즉금~1 E1-격 을 준거 나 ;t-.f짧 

的 制度하에서의 야만적 분분을 조금싹 꺼즈함으로써 社會生塵力의 발 

전은 추진하였으되， 封建制度의 발전운 춘진한 것은 이나라고 주장하고 

있마. 李1월農 같음 이는 농민전쟁음 封建統治를 개주눔→고 生塵관겨l 플 

조정하여 생산관체가 생샌력 발전을 구속하고 있는 산황을 변경시캠으 

료섹， 社會生!좋力융 발전시카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孫nVFR은 많民합 

義가 封建制度에의 다격괴 약회-블 폼히여 生違力의 발잔을 추잔한 것이 

라고 하고 있다. 

이리한 착술적인 논의는 1960년대 후반 文化草命의 소용돋이와 四人

합의 득세 시 기 에 자취 랄 감추고， 批孔批찌아 니 歸法늠命댄、 이 ''-1 하는 소뛰 

影射史學으로 一方的안 농만혁맹 계급투쟁 찬얀돈이 란을 치면서， 폈f면 

贊은 f;Z本휩같은 |띄人휩추종자에 의해， 부특조아 歷史主義를 가;;J 고 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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級觀點에 대항하었고 農民華命을 ffiElß하고 모욕하였다는 죠l 옥으후 듀한 

되다가 죽음을 당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 다가 19701건대 에 들어 서 서 四人휩이 축출되고 郞IJ、平 영도하의 

寶用主義的 穩健派가 득제하면서 다시 學術的얀 歷史動力論이 점개되게 

도1 는다i1 ， 1979년 찮쏠에 의해서 말뇨펀 「」L작 農民戰爭만이 파t짧mi:曾發 

展의 진정한 動力인가 1J라는 글에서 핀의 두번째 원리에서 나오는 「階

級닮j爭， 農民￡르義만이 歷史發展의 힐[근힌 動力」이략고 한 것에 대해 정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여， 1980. 1. 11 人民티報에 게재된 꾀週의 i[’뽑級 

廣]爭 農民戰爭은 歷史블 추진한 唯-~한 動力이 아니다」에 와서 단정적 

인 결론과 함께 단순한 歷史學界의 푼처l 가 아니라 全國民따인 푼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싫은 階級전쟁이 역사전진의 動力

이 라는 마르크스주의 의 大前提블 부얀은 않지 만， 50년대 의 論議가 생 산 

릭은 계급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것과는 달리 계급투쟁자채도 生塵

계급투쟁과 분리하 力發展에 의지해야 한다고 함으보써， 生옳-力말전을 

여 놓고 생산력 발전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있다. 

~、1 λLιL zl.."Ç 도긍
나 ð 2. X...:L기 주장하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단순하지 않고 여러사람의 주장이 그 사이 진 

행되고 그 내용도 각각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먼지 겠품’은 1958년에는 

讓步政策論에 바탕을 두고 封建制度나 政權문제 보다는 生펴등관계 블 중삼 

으로 하여 農民起義플 보려 하였던 샤람인티L 1979년에 와서 封建社會

의 生塵관계는 비록 야만적이고 잔휴하지만 감정이나 도의적인 원칙을 

가지고 규단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封建主義 生隻관계라 할지라도 

←一定한 역 사단계 에 서 는 生塵力 말전작용을 촉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 讓步政策論도 종전과는 달리 封建5[配者측의 일망적인 週步로만 보 

太zp:天國외 天i웹田 지 않고 農民도 양보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음을 

)iffi.‘짧UDit블 들어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封建社會에서 農民園j팎은 계급투 

쟁의 일종의 형칙으로 최고의 형식이기는 하나 唯一의 형식은 아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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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먼서 「生塵樹j爭」여과는 擺念을 제시하고 있다. 生겉풍뚫훤爭은 노동 

자와 生塵工具와외 相互1''f用으로， 

대항중에 진랭되고 있기는 하냐， 

계곱사회에 있어서 生塵l調爭은 계급 

생 산푸쟁 자치 가 바로 社會前進의 위 

대한 動力이고， 첼建王I펙의 成立단계에서는 풍치자에 의해 객관적 경제 

볍칙에 맞도콕 生뚫力 발전이 이루어 진다고 파악함으후써， 제급투쟁을 

王朝의 國家構力 01 나 파학섣험과 동열한 위치에 놓고， 生廣力발전악 하 

니의 수단에 블과하다고 보코 있다. 이는 드딘의 두가지 기본원리블 정띤 

반대딴 것으로 이후 많띨動力論환의 λ1 만이 되고 있다. 

이라한 핏짧의 주강~섹 디해 나온 것은 1979년 

12웰애 

展의 

직점적으프 반박파고 

간랭 된 「디]탬벚짜갤 I 1979-• 4 號에 나온 沈定平의 「封建社會發

動力問題에 관하여」라는 글이다. 렉끼샤 沈은 핏쫓‘의 「생 산투갱 」

이 라는 椰;씀이 애 매 한윤 만막하면서 , 사폐 관거1 륜 돼 저1 한 순수한 生즐훈뜸폐 

똥이란 개념은 존재펠 수 엣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찌껄이 生i한勞動고} 

階級푸쟁을 발전단체지 다른 션후의 만껴1 프 섣덩-하고 았는데， 겨1급대향 

은 社會生옳의 일정딴 단객에 이튼 켈과의 E흉物일 뿐만 아니라 생산관 

체가 본래 가지고 있던 구제작 사회표현이기 때푼에 生잖力과 生평관거l 

의 모순은 필연적으토 계급투쟁쓸 등하여 표현되게 판다는 것아다. 애 

라서 封建統治者의 강@한을 통헤서도 生짧力의 딴잔。} 추진판다는 줬짧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f룹-命의 副률풍緣로 보이 。F 하며 그 직접動力 

은 뿔E강의 계급투쟁이고 gtfF 그 자처l는 政治的 쪽l순(에 

이다. 

;不過하다는 것 

이보다 먼저 발표판 것고쿄 中國社웰科펀I잖 jE代æDff究팅f 꺼타f순으로 

있는 劉大年이 IF~JTf~史파」님d 79-1號 (中델)한k협科學院 近代밍상}究Jífr刊) 

1979. 10. 에 받표한 「역사적 전진의 動力fl，~~링에 관하여」를 들 수 았다‘ 

야 는 그가 太쭈天國學術討論웹에 서 발표한 것으로， 太平天國이 가장 쥬 

모가 크고 대표적인 흉휠E강戰爭으로 共認되어 있기 때문에 이륜 계기로 당 

시 큰 푼제꺼리로 대두되어 있는 歷史發展動力問題에 관한 야 론적 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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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서로 제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외 주장은 한마디로 階級簡

爭動力論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계급투쟁과 생산력 발전의 관계블 전 

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냐 生塵力의 발전운 계급투쟁을 통하여 歷史를 

變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계급투쟁이 생산력 증가 

에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우로써 종래 農民戰爭論의 중 

심과제연 농민반란후 농촌의 펴폐 파괴， 새 王朝의 農村安政策을 설명 

해야 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아울러 계급투쟁을 혁명적인 것과 反훨命 

的인 것으로 나누어， 전자만이 역사의 前進을 추진한다고 하여 中國에 

서 수 많은 계급투쟁을 겪으면서도 社會主義카 늦게 이루어진 것을 설 

명함으로써 오히려 大前提플 무너뜨려 머리고 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1979年 7月 『中國歷史博物館館刊JJ 79-1號에 玉宏휩 

이 「中國封建iitl:會에서 生塵力。l 어떻게 嘴級對抗과 同時에 말전하였는 

가 ?J에서 讓步政策에서 農民戰爭의 成果〔華命的 改造)라는 점을 강조 

함으로써 階級簡爭動力論과 生崔力動力論을 조화시키 려 하여 계급투쟁 

의 형셰가 讓步의 有無， 多少를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논리전개 

가 마흡한 편이다. 

다음으로 沈의 論文과 같은 책에 실린 傳衣{쫓의 「明淸時f\; 階級關係

의 새로운 

기본입장은 

探索」을 을 수 있다. 傳는 계급둔쟁아 역사발전의 動力아라는 

밝히고 있으나， 明탬時fç 農民起義을 典籍을 통하여 조사하 

여 小生塵者는 自足的 自然經濟때문에 生塵確大가 저해되고 鄭市의 工

商經濟의 말달을 막았으며， 農民起義의 -→部가 되는 破塵農民도 쟁산을 

중시 하지 않고 生盧力 발전을 치 연 시 켜 封建社會를 장기정체케한 원얀 

이 되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農民戰爭歷史動力論에서 더욱 별어 져 벼 

라고 있다. 

1979년 12웰에 刊行된 『近代史없究J 1979-2 號에 발표된 카C士堂의 

「歷史前進의 動力問題를 試論함」은 歷史動力論爭에 있어서 가장 수준 

높은 것으로， 毛의 理論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를 경계하면서 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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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는 社會의 기본요순이 역 사발전의 키 본동닦 으로 작응한다는 大때提 

下에 生뚫力發展이 f찮및쌀展原動力이고 歷史前進의 最終決定力뚫임을 

그것은 生품돼爭， :}팝級뚫최爭， 科평3뤘驗의 서1 가지 動力아 상황 승인하나， 

에 따라 作用정도달 닫리하여 合力으로 나다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댄I國近代폈에 서 가장 펠딴한 계급투쟁 으프 평 가되는 太平꿋國에 서 無흩촬 

계급이 영도하지 듯파케 펴는 것은 1850년내 中國에 近f-tI業。] 알아 나 

지 뭇하여 무산계곧진떤윤 평생하지 뭇하였기 때푼여라고 하여 다시 生

塵力動力論으로 되 풍아카 버 리 고， E단품의 生I놓力이 中共보다 활말한 더1 

도 블구하고 資本主쫓의 낮은 단계 에 머 윤라 있는 이유에 대해 동치지 

가 여라 청책수단으쿄 노등 군증을 마냥1 시켜 生E흔관계로 하여긍 生塵-力

멜전플 가등커1 함으효써 社찜基2칩予眉‘의 주단적 첨예화가 저지 되었다고 

說明함으로서1 그는 生똘力動力論者가 희 피 하였단 문제 블 감히 들고나와 

F훨級댐감￥動力論者와 맞섰다논 의의는 았으나， 생산텍 우월개낸의 전체 

논지에는 여전히 모순이 남아있게 되어 버린마. 

1980년 3웰 =印行된 『번國명I와究~ 1980--1랜에 서 蘇찢주틴의 !jl랩ι랬廣j펄-

과 歷æ科學」에는 生깅lijJ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았으나 커 본적 으로 階級

댐l댐t動力論의 압장을 취히고 았다. 즉 생산관계가 生짧力을 속박하고 

있윤 해，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낡은 생산관계가 펀화되고 역사가 벨천 

한다는것이다. 아울~l 農R뚱렛별'01 封建社웰플 말진하게 한 것으르 파악 

하고 있는례 新王웹진U의 이같은 발잔을 農民의 계급투쟁이 추진한 치주 

계급의 讓步로 보지 않고 地主|핍彼(封建統펴)의 F皆댔政策으로 파악하여 

農R투쟁의 구체적 對象。1 성립됨으로써 투갱의 개념이 명확하게 되었 

다는 意義를 갖고 있다. 그러나 階級圖爭융 닫할 때， 그 자치l 가 農民의 

계금투쟁이어야 하는 마l共의 상효과에서 그 견해기 t갚아들얘질 수 있는지 

가 의문이마. 

。1 상의 諸論議는 핏짧이후 적극적인 生塵力動力論。} 나오면서 近代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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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îff究所 所長의 경 고적 얀 견해 가 딸표되 었음에 도 불구하고 生塵力動力論

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都小平 政權의 펄fdt路綠과 견부된 것으로， 째로이 퉁장한 實用

主義者들의 歷史解釋詢에서 그 根據블 찾고있대. 이 역시 學問 cl 政治

댐題와 견부된 것으로 다만 四人펌~좋代와는 달리 어느 한도까지의 自由

化푼조 혜 문에 반대 파에 대 해 fZl항命따외 의 좌 목으로 단입一하는 일 등은 

아직 나다니치 않고 있마. 

또한 아라한 경향은 毛뿔東사상 내치 'Ê{뿔횡의 권위에 대한 뺨下운동 

과관란되는 것으로élXzt. ò 1 農民웹당i論에 대한 古典的인 띈리얀 毛澤東

의 주장을 원문 그대로 반대하고 었다거나， J씨適의 글에서듀 三티에 칭호 

플 윤이치 않고 있으며， 生違力動力論을 비판하는 劉大年조차 毛의 말 

을 전혀 인용하지 않는 것에사도 딸 수 있다. 

한펀 이러한 論議는 마르크스주의에 의한 中國역사에 대한 해석의 정「 

잡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러 毛의 古典的인 農民戰뿜論에서는 農民起

義플 生塵力파 연캘하면서 生j쫓力의 양적 발전으로만 파약하고 있었다. 

이는 中國史가 유달라 많은 앓民起義블 갖고 있으며 그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핏未이래의 좌建社會에 대한 낌정적 증오감 

이 문제를 더욱 쁨장하게 만둡고 았으며， 오늘날까지 到建파t會와 싸워 

야 하는 I中國的 람珠性이 바르코스주의적 역사발전단계돈을 분영하게 

적용하기 어겹게 만둡고 있다. 

결국은 生塵-力動力論이 정치적 상향과 결합하여 더유 받전하여 가겠 

지만， 첫째 生ff力의 쿄;的 發展이 장치적 사회적 관련파 불펴하여도 좋 

은가 하는 푼제 와 -듭째 토 社험主義社會의 生塵力과 資本主義 iiU:.쩔의 生

逢力。1 同뒀으1 것으로 펴악되어도 좋은가하는 두가지 문제가 생킬 가능 

성이 있는 것으프， 이 논쟁은 中美관계론의 의견대립과 함께 中國벗學 

界의 새로운 소용둡이가 되고 았음에 플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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