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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표훈토풀흩 1978년 충국에서 밟생한 이롤적 정치쩍 논쟁이다. 그것 

옳 통하여 화꾸어평체제훌 정당화하는 이혼적 기초였던 마오쩌풍옳 신격화 

하는 이톨인 ‘양개범시’ 가 폐기되었옳 뿔만 아니라 정치적 연합의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11 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의 전제인 ‘사상해방’이 

이루어지고， 이후의 개혁옳 주도한 덩샤오핑옳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로의 

권력이전이 시작월 수 있었다. 

진리표훈토롤온 “실천이 진리 검정의 유잃한 기훈01 다” 라는 r광명일보』 

혹약평혼원 명의의 물의 밟표에 기월한다. 하지만， 논쟁이 그러한 컬과홈 초 

래한 것용， 범시파에 의한 정치문제화와 논쟁 저지， 그에 대한 반비판과 덩 

샤오핑옳 위시한 최고지도부의 직간접적 개입과 그 젊과로서 지방과 군울 

포함하는 전국과 사회 전영역으로의 논쟁의 확대로 인한 것이다. 

이론 논쟁의 정치문제화， 논쟁의 전개과정， 그 과정에서의 최고지도자의 

개입과 그 행태는 중국의 정치변회의 한 전형흩 보여훈다. 그런 점에서 진리 

표준토롬에 대한 이해는 중국의 정치 과정율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뿔 지 

닌다고활수있다. 

1. 서 훌 

진리표준토론은 1978년 5월 11일 『광명일보(光明日報).ß에 ‘본보 특약 명론원 

(本報特約評論員)’ 명의로 “실천이 진리 겁중의 유일한 기준이다(實體是檢驗률理 

的唯-標準)"라는 글아 밟표된 것옳 계기로 촉밟원 중국공산당외 이룡쩍 · 정치적 

논쟁이다， 그것용 통하여 마오쩌뚱(毛澤東)의 결정과 지시가 보편척 진리라고 선 

언하여 마오쩌뚱올 신격화한 이론인 이른 바 ‘양개범시(兩個FL是)’가 부정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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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그런데 양개범시는 화꾸어펑 (華國錢)체제 등장 이후 마오쩌뚱의 유지에 따 

른 화꾸어펑의 계승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적 발명이라는 점에서， 그것 

의 부정은 화꾸어펑체제의 정당성을 뿌리째 뒤혼든 것으로서 화꾸어펑체제 붕괴 

의 시발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의 부정은 마오쩌뚱사상과 이론에 대한 경직된 

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국 사회주의 발전 모델을 전환하는 개혁개방 

의 전제인 ‘사상해방’ 이었다 2) 

그렇기 때문에 진리표준토론은 중국뿐만 아니라 외부의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 

아왔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1978년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 이후 그것에 대한 일 

관된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말미암아 연구와 자료의 출판에 제 

약이 있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야 비로소 회고록과 연구서의 출판。1 이루어 

졌다 3) 서구에서는 80년대 초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 역사적 · 정치적 의미에 

1) 위광위엔(子光遠)에 의하면， 두 가지 일반적 진리를 의미하는 양개범시는 세 가지 판본 

이 있다 첫째는 1976년 11월 30일 우더 (吳德)가 제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 

에서 제기한 “무룻 마오 주석이 지시한 것과 무릇 마오 주석이 긍정한 것은 우리가 열 

심히 잘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리신(李훌)이 영도하는 이론 학습조에서 

기초하여 왕똥싱 u王東興)의 의견에 따라 여러 차례의 수정과 화꾸어펑(華國鍵)의 동의 

를 얻은 후 1977년 2월 7일 『인민일보(A民日報)~ . w홍기(紅廣)J . r해방군보(解放軍 

報)J 에 공동 발표된 “문건을 잘 학습하고 중심을 부여잡자(學好文件에住鋼r 에서 선언 

한 “무릇 마오 주석이 내린 결정은 우리 모두 단호하게 지켜야 하며， 무릇 마오 주석의 

지시는 우리 모두 시종 어김없이 준수해야 한다 는 것이다 셋째는 화꾸어평이 1977년 

3월 중앙공작회의에서 말한 “무릇 마오 주석이 내린 결정은 반드시 옹호해야 하며， 무 

룻 마오 주석의 형상에 해를 입히는 언행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手光遠 1998 , 

9-10). 그런데 현재 널리 알려진 양개범시는 두 번째 판본올 일컬으며， 양개범시를 옹 

호한 정치세력을 ‘범시파(凡是派)’ 라고 부른다. 

2) 중공중앙선전부 부부장을 역임했던 쩌우양(周揚)은 일찍이 1979년 5.4운동 60주년 기 

념 토론회에서 진리표준토론이 5.4운동과 엔안정풍운동(延安整風運動)에 비견되는 

중국현대사의 ‘제 3차 사상해방운동’ 이었다고 평가했다(;0때束 2001 , 707) 

3) 진리표준토론에 대한 출판과 연구가 제한되었던 것은 그것을 주도한 후야오방과 이론 

가 집단이 이후 정치적 비판 혹은 당적 제명 등의 처분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 

문에 진리표준토론에 대한 연구가 방해를 받았으며， 회고록에 대한 출판이 허용되지 않 

았다. 션바오상(沈寶神)은 후야오방의 실각 이후 진리표준토론에 대한 연구가 방해받 

았다는 사실을 1997년 출판된 연구서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연 원래 1987 

년에 그것에 대한 연구 신청을 했지만 당시 중앙당교 교장(즉 王震)이 “펼요성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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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명가가 이루어졌다 4) 그러나 인터뷰와 광범위한 자료 수집올 통한 흰활스 

(Michael Schoenhals)의 연구가 나오기까지는 토론의 원인 및 기원과 과정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그런데 흰활스의 연구는 토론의 발단이 되었던 글의 작성올 포함 

하는 토론 과정에서 후야오방(胡權郭)과 중앙당교(中央黨校)의 이론가 집단의 주 

도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이 문화대혁명(이후 문혁)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 

서 정치행위자들의 적극적인 행위와 관계되어 있다는 정을 밝힌다. 그러나 그는， 

글의 배경과 작성 파정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만， 토론이 정치논쟁으로 

전환 · 확산되는 과정에 대하여는 간과하고， 덩샤오핑(鄭小平)과 그의 1978년 6월 

2일 ‘전군공작회의(全軍I作쩔議)에서의 연셜’의 영향을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런데 진리표준토론의 역사적 · 정치적 역할은 글 자체의 발표가 아니라 그것 

의 정치 논쟁으로의 전환과 확산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 과정은 『광명일보(光明 

日報)J의 본보륙약평론원 명의의 글 발표뽕만 아니라 그것의 정치 문제화， 당의 

이념과 선전 담당 부분에 의한 논의 금지， 그러한 금지에 맞선 토론의 재개와 확산 

융 포함한다. 그 결파 11기 3중전회에서 양개범시가 공식적으로 폐기된다. 그리고 

1979년 1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의 이론공작회의(理論務虛會議)에서 진일보된 

양개범시에 대한 비판과 이념적 재조정이 이루어지며 그 이후에도 이론척 측면의 

논의는 지속된다. 그러한 과정은 다양한 요소와 행위자들의 복합적 작용올 통하여 

이루어진 중요한 정치적 의사 결정과 뀐력투쟁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것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혜를 심화 

시킬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의 논의는 진리표준토론 자체가 아니라 

않고 발행한다면 손해를 불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沈寶神 

1997, 7). 또한 『인민일보(A民日報)~의 면집장 및 사장올 역임했던 후지웨이(胡積偉) 
는 홍콩에서 발행된 자신의 회고록의 서문에서 “자신올 낳고 기흔 고향 땅에서 자신의 

책을 출판할 수 없었다” 고 한탄한다(胡積偉 1997 , 17), 
4) 진리표준토론을 “생활의 탈정치화”의 계기로 본 무디 (Peter R. Moody)의 연구， “마오쩌 

뚱파 마오쩌뚱사상으로부터의 절연”의 계기로 본 티버스(단때erick C. Teiwes)의 연구， 

“실용주의적 지도자들이 개혁정책올 휩철 수 있는 이념적 기초“이자 “마오쩌뚱의 탈신 

화화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하의 계속혁명 이론의 폐기”로 본 탕 추(Tang Tsou)의 연 

구， 그리고 “지도부의 세력균형의 변화뿔만 아니라 당의 노선과 전반적 지적 분위기 변 

화”를 초래했다고 명가한 슈랍(Stu따t R. Schram)의 연구 퉁이 대표적이다(Schoe띠1떠S 

1991 , 2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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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관계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그것의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에 중심을 둔다. 그 

리고 그것의 핵심은 정치세력의 재배치에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진리표준 

토론의 전체적인 과정이 아니라 11기 3중전회에서 권력 이전의 전제로서 진리표준 

토론을 통한 정치적 세력 관계의 재편과 그 성격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 

정한다 

11. 진리표준토론의 배경 

진리표준토론은 1978년 5월 11일 『광명일보』의 글을 계기로 촉발되었지만， 문혁 

종결 이후 문혁이 남긴 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정치 행위자들의 대립에서 기완한 

다. 마오쩌뚱의 사망 이후 사인방(四A혐) 체포를 통하여 화꾸어펑체제가 형성된 

다. 문혁시기 비로소 중앙의 간부가 된 화꾸어펑이 마오쩌뚱을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마오쩌뚱의 지명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화꾸어펑은 취약한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양개범시를 제기했다. 그런데 마오쩌뚱의 결정과 

지시를 절대적으로 준수한다는 양개범시에 의하면 마오쩌뚱이 일으킨 문혁과 문 

혁시기의 결정은 옹호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혁의 총아인 사인방의 체포 

자로서 화꾸어펑은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문혁시기 형성된 광범한 사인방세력에 

대한 비판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은 문혁에 대한 부정과 직결될 

수 밖에 없었다 화꾸어펑체제의 태생과정에서 기원하는 이러한 모순적 성격은 문 

혁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체제 내적드로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모순은 문혁 피해자에 대한 재평가와 명예회복 및 복권을 의미하는 ‘평 

반(平反)’ 을 둘러싼 대립으로 표출되게 된다. 그러한 대립은 문혁시기의 역할과 

경험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를 갖는 정치적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데서 기인한다. 이들 집단은 각각 문혁을 주도했던 문혁 급진파. 문혁시기 승진한 

문학 수혜자，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현직을 유지한 노간부(老幹部)들인 문혁 생존 

자， 그리고 비판받고 숙청 또는 강등된 문혁 피해자로 나누어진다(이홍영 1997 

)()()-2) . 그들은 문혁에 대하여 서로 다른 평가와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평가와 입장은 그들의 정치적 이해와 직결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문혁은 정치적 균 

열을 배태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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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화꾸어펑체재는 문혁 수혜자와 문혁 생존자가 연합하여 문핵 급진파률 

제거함으로써 형성된 것이었다. 화꾸어펑체제의 중심세력이었던 문혁 수혜자들은 

정치적 경쟁자들의 퉁장을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문혁 피해자의 평반은 문혁시 

기 척극적인 역할을 했던 자신들의 책임올 물을 수 밖에 없게 한다는 점에서 평반 

올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시키려고 했다 5) 그들은 마오쩌뚱의 결정파 지시룰 지켜 

야한다는 양개범시률 통하여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했다. 

그것은 양개법시가 존속하는 한 명반은 제한적으로 진행훨 수 밖에 없으며 여러 

가지 장벽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화꾸어펑체제의 다른 

한 축인 문혁 생존자들은 문혁 펴해자들과 혁명의 경험을 공유한 ‘전우’ 들이었기 

때문에 문혁 피해자들에 대한 평반을 확대시키기를 원했다. 그 과정에서 문혁시기 

두 번이나 숙청된 덩샤오핑이 1977년 7월 10기 3중전회에서 평반되었다. 그런데 

덩샤오핑의 평반을 통하여 문혁시기 숭진한 문혁 수혜자와 문혁 생존자 노간부(老 

幹部) 외에도， 문혁 피해자 집단이 화꾸어펑체제의 중심축의 하나가 됨에 따라 화 

꾸어펑체제는 문혁 수혜자. 생존자， 피해자라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갖는 세 집단의 

삼원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윤 평반올 둘러싼 대립파 모순을 더 

욱 심화시키는 작용을 했다. 그리고 양개범시가 존속하는 한 평반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여러 가지 장벽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것이 대립의 훗점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당의 공식적 방침인 한 명시적으로 비판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7년 12월 중공중앙 조직부장에 임명되어 평반 작업을 적극 

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후야오방이 이론적 돌파구를 찾는데 중요한 작용을 수행한 

다. 그는 문혁기간 중 폐쇄되었던 중공중앙당교의 복교와 더불어 1977년 3월 부교 

장으로 임명된 후 7월 15일부터 5일간인 당 내부의 이론지 『이론동태(理論動態).1 

률 발행하여 문혁 시기의 이론척 과오를 수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론동태』의 

논의들은 명시적으로는 마오쩌뚱의 권위롤 통하여 린빠오(林修)와 사인방을 공격 

하는 것으로 화꾸어펑체제의 중심 과제(鋼) 인 반사인방 운동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관점올 포함하는 『이론동태』의 논의들은 여러 차례 

5) 그들은 마오쩌뚱과 무판한 순수한 사인방의 직접적인 피해자만으로 명반의 범위를 제 

한하려고 했다(中共中央組織部 1999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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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화꾸어펑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6) 진리표준토론을 촉발시킨 『광명 

일보』의 글도 그 일환으로 작성되어 발표된 것이었다 

진리 검증의 유일한 기준으로서 실천 문제는 결국 문혁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검 

증 기준이 실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혁에 대한 평가 문제는 화꾸어펑과 예 

젠잉(葉劍英)에 의해 제기된 것이었다. 화꾸어펑은 “중국공산당 제 11차 전국대표 

대회 정치보고”에서 “연구 역량을 조직하여 당사(黨史)를 성실하게 연구하고 당 

의 역사 경험， 특히 제9 . 10 . 11 차 노선투쟁의 경험을 학습하고 종합하자.고 제기 

한다(華國鍾 1977 , 44-5: 沈寶神 1997 , 23). 그리고 예젠잉도 1977년 10월 9일 중 

앙당교 개학식에서 “당교의 일꾼들과 당교에서 학습하는 동지들이 우리 당의 역 

사， 특히 제 9.10.11차 노선투쟁의 역사에 대하여 열심히 연구할 것을 제기한다 

(葉劍英 1977 , 14: 沈寶~ 1997 , 25)." 그것을 기초로 하여 후야오방은 1977년 9월 

22일 중앙당교의 당사와 당 건설 관계 교육연구실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혁 

연구와 그 평가 기준으로서의 실천 문제， 즉 문혁의 사상은 찬란한 것이지만 그 

실천은 과오였다”는 문제를 제기한다(沈寶神 1997 , 24-5). 이어 1977년 12월 15일 

에는 마오쩌뚱의 글을 인용하면서 검증 기준으로서 실천을 강조하는 “진리의 (검 

증) 기준은 사회적 실천뿐이다(훌理的標準只能是社會的實體)"라는 글이 『이론동 

태』에 게재되었다(沈寶따 1997 , 18-9). 또 1978년 3월 26일에는 진리검증기준으로 

서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검증 기준은 하나뿐이다(標準只有一個)"라는 글이 

『인민일보(A民日 報)~에 게재된다. 이러한 논의는 1978년 5월부터 전개되는 진리 

표준토론의 중요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이론 영역의 문제로서 사회적으로는 크게 

주목을받지는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화꾸어펑체제의 태생과정에서 기원하는 문혁 평가에 대한 모순 

적 태도가 체제 내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대립이 문혁 피해자의 평반 

문제를 둘러싸고 표출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양개범시가 

핵심적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양개범시가 당의 공식적인 방침인 한에 

6) 화꾸어평의 그러한 태도는 1978년 5월 10일 『이론동태』 제60기에 게재된 “실천이 진리 

검증의 유일한 기준이다(實體是檢證륨理的唯-標準)"라는 글이 진리표준토론을 촉발 

시키기까지 지속된다(沈寶~~ 1997. 64). 그런데 이 시기 『이론동태』의 주요 내용은 마 

르크스-레닌주의-마오쩌뚱사상의 기본 원리 , 노동에 따른 분배 문제와 농촌 시장 문제 

동 경제개혁 문제， 사인방 비판 등을 이론적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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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명시적으로 비판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개범시에 대한 비판은 이론 

적 측면에서 우회적으로 이루어 졌다. 다시 말해서. 문혁 평가와 문혁 피해자 평반 

을 둘러싼 모순의 접점인 양개범시에 대한 우회적인 문제제기률 통하여 그러한 모 

순이 충돌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광명일보」에 “실 

천이 진리 검증의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글의 발표와 더불어 그것의 정치적 성격 

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잠재적 모순이 정치적 충돌로 폭발한다. 

111. 젠리표춘토륜의 째기 

1, “싫천이집리 검훌의유앓환기훈이다”라는롤의 발표와정치 문제화 

진리표준토론의 발단이 되는 『광명일보」 본보특약명론훤의 를윤 상호 독립적으 

로 이루어진 작업에 『광명일보』와 중앙당교의 『이론통태』 편집조가 몇 차례 수정 

올 더하여 완성된 것이다. 최초의 초고는 난징(南京)대학 철학과 교수 후푸밍(胡 

福明)이 작성한 것이지만， 그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후야오방(胡繼좋~)의 지시에 

따라 중앙당교 철확교연실 주임 우장(吳江)의 책 임 하에 중앙당교의 순창장(孫長 

江)도 비슷한 원고를 작성 하고 있었다11"광명 일보』에 발표된 글은 수정올 거친 

두 개의 를옳 순창장이 종합하여 최종 수정하고 다시 우장과 후야오방의 심의 수 

정울 거쳐 완성된 것이었다(沈寶神 1997 , 66-113). 하지만 그 작성과 수정이 복잡 

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글의 작성 과정에 대하여는 이견이 존재한 

다 7) 이렇게 완성된 글은 1978년 5월 10일 『이론동태얘에 발표되고， 그 다옴 날 『광 

7) 쉰할스는 순창장과의 인터뷰에 기초하여 후푸밍 글의 역할올 지나치게 과소평가 한다 
(Schoe때als 1991 , 258-260). 흰할스의 주장은， 그 글의 작자가 일반적으로 후푸밍만으 

로 알려진 것올 바로 잡는데는 의미가 있지만 순창장만율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편향 

이다， 분명한 것윤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글의 작성에서 시간적으로 최초인 것은 1977년 

9월에 『광명일보』에 기고된 후푸밍의 것이다. 자기 글의 기본적 내용온 변화되지 않았 

다는 후푸밍의 주장과는 달리 원래의 글이 순창장에 의해 대폭 수정되었고(혹은 순창 

장이 이미 작성한 글과 합쳐졌고)， 최종적으로 순창장에 의해 수정이 완료되었다 뿐만 

아니라 글이 양개범시와 명시적으로 대립되게 하고 진리표준토론을 주도한 것이 중앙 

당교 ro] 론통태』 편집조였다는 점에서， 후야오방과 중앙당교의 역할을 중심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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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보』에 본보특약평론원의 명의로 발표된다. 

이 글은 @ 진리 검증의 기준은 사회적 실천뿐이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다，@ 혁명의 지도자들은 실천을 진리 검증의 

기준으로 견지한 모범이다，@ 어떠한 이론도 부단히 실천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었다 사인방의 영향에 대한 비판을 목표로 마르크스， 레 

닌 및 마오쩌둥의 글을 인용하여， 사회적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 

개한 것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f光明 日報』特約評論員 1979 , 12-22). 양개범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이론이 실천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마오쩌뚱의 결정과 지시를 절대적 진리로 인정하는 양 

개범시에 반대되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글이 본보특약평론원의 명의로 발표된 것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론통태』 

의 글이 『인민일보』에 특약평론원의 명의로 발표된 선례가 있었고， 또 더 많은 주 

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더구나 신문사 사론(社論)의 경우 당 중앙 

선전 담당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f이론동태』에 발표된 후 특약평론원의 

명의로 발표하는 경우는 그럴 펼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일보』에서는 사 

론으로 작성한 것 중 예민한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먼저 『이론통태4어l 보내 발표 

한 후 다시 특약평론원의 이름으로 『인민일보』에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다(沈寶神 

1997 , 58-59).8) 

『광명일보』에 발표된 글은 그 다음 날인 5월 12일에는 『인민일보』와 『해방군보』 

및 몇몇 지방 신문에 『광명일보』 특약평론원의 이름으로 전재된다. 이어 13일에도 

다시 지방 신문들에 전재되는데， 13일까지 전국 성 · 시(省 · 市)의 35개 대규모 신 

문 중 25개에 전재된다(沈寶神 1997 , 105-106). 

그런데 5월 12일 『인민일보』에 그 글이 게재되자， 그 날 밤 당시 『인민일보』 총 

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순창장의 주장대로 원래의 글에서 1/3 미만을 남기고 다시 

쓴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초 ‘ 저자의 1/3의 ‘저작권’ 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8) 원래는 본보평론원의 이름으로 발표할 생각도 했지만 그럴 경우는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약평론원의 명의를 사용했다. 후야오방은 특약평론원의 경우 신문사에서 작 

성한 것이 아니라 외부인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보(黨報)를 

대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沈寶神 1997 , 
156), 



1978년 廣理懶灌홈혐융과 그 정치 적 작용 163 

편집 후지웨이(胡積偉)는， 문혁 이전 신화사(新華社) 사장과 『인민일보』 총편집을 

역임했으며 당시에는 마오쩌뚱저작 편집 출판 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이었던 우렁 

시(吳冷西)의 전화를 받는다. 이 전화에서 우렁시는 글의 정치적 성격이 아주 나 

쁘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마오쩌뚱사상의 깃발올 부러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9) 그러면서 우렁시는 그러한 판단온 자기 개인의 의견이므로 다른 사람 

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후지웨이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 

문에 그 의견에 대하여 다른 사랍파 토론해야 한다고 거절한다. 그리고 다음 날 후 

지웨이는 후야오방의 집에서 열린 『이론동태』조 회의에서 그 내용올 알리는데 그 

것이 토론 확산의 계기가 된다. 그런데 션바오상은 우령시와 후지혜이의 이 전화 

를 진리검증기준으로서의 실천과 양개범시 사이의 논쟁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한다(沈寶蘇 1997 , 1(0). 다시 말해서， 실천올 마오쩌퉁사상의 중심 내용 

으로 주장하는 입장과 마오쩌뚱사상 자체의 완전성올 주장하는 입장의 잠재적 대 

립이 우령시에 의해 정치적 차이를 갖는 적대적인 정치문제로 비약되어 표출되었 

다는것이다. 

그것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 진리표준토론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토론은， 글 자체 

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렁시의 비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올 말한다. 글은 

‘진리’ 자체와 진리검증기준으로서의 실천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 한정될 수 

도 있었다. 하지만 우렁시가 글에 대하여 정치적 성격올 부여함으로써 그 의미가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왕똥싱(任東興)과 덩샤오핑의 반옹에서도 증명된 

다. 왕똥싱윤 5월 18일 『홍기』 잡지의 전임 총편집 왕슈(王쨌)와 신임 총편집 숭 

푸(熊復)룰 불러 논의하던 중 “두 특약평론원의 글이 당시에 보기에는 괜찮았는 

데， 이제 와서 보니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마오 주석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비판 

한다(沈寶神 1997 , 115).10) 덩샤오핑도 7월 22일 후야오방과의 대화에서 “원래는 

그 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았더니 마르 

9) 우렁시와 후지혜이의 통화기록 전문은 션바오상， 후지웨이 풍의 책에 수록되어 있으며 

(沈寶r햄 1997. 108-109: 胡積偉 1997 , 39-40), 원할스도 전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 
록하고 있다(Sch뼈lhals 1991 , 261-262). 

10) 왕똥싱이 비딴한 두 글은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주의 원칙올 철저히 집행하자(實 
微執行按勞分햄해성社會主훌훌頂則r 와 “실천이 진리 검증의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두 특 

약평론원의 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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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스주의적인 내용이었다”고 했다. 즉 션바오상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 문제 없 

이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 우렁시의 문제 제기로 광범한 주의를 끌고 중요한 정치 

문제로 비화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었다 11) 

2. 글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5월 13일 밤에는 『홍기』 총편집 (당시에는 왕슈였지만 곧 바로 숨푸로 교체된다) 

이 신화사 사장 쩡타오(曾濤)에게 전화를 걸어 오류가 있는 글이라고 비판한다. 

또 5월 17일에는 신임 『홍기』 총편집 숨푸도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주의 원 

칙을 철저히 집행하자”와 “실천이 진리 검증의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두 글에 오 

류가 있다고 비판한다. 이어서 5월 18일 왕똥싱은 왕슈와 숨푸를 부른 자리에서 

앞에서의 비판과 더불어 “(글의 견해가) 어떤 중앙을 대표하는지 모르겠다”고 하 

면서. “경험을 종합하고 인식을 통일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자”는 방침을 정한다. 그리고 그 방침을 중공중앙 선전부에서 각 선전 단위에 전 

달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또 “이론 문제에서는 신중해야 하며 확신이 없는 문제에 

대하여는 상부의 지시를 받도록 하라”고 지시한다. 중공중앙 선전부장(張平化)도 

5월 1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각 성 · 시 문교서기(文敎書記)와 선전부장 좌담회에 

서 그 글에 대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데， 읽어보고 소규모 범위에서 

토론하고 이견을 발표하도록 하며IT'인민일보』에 발표되었다고 하여 정론이라고 

여기지는 말라”고 지시한다 6월 15일 왕똥싱은 선전부와 중앙직속언론단위(新華 

社 FA民日報J. F光明日報J ， F紅魔J}의 책임자 회의에서 특약평론원과 후야오방 

을 직접 거명하여 비판한다(沈寶神 1997 , 116-118). 

이러한 상황에서 진리검증기준으로서의 실천에 대한 토론은 당연히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선전과 조직을 관할하는 정치국 상무위원 왕똥싱은 조직부장 

인 후야오방의 직속 상관이었기 때문에 후야오방으로서도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 

다(沈寶神 1997 , 112}.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치적 압력 하에서 자아비판을 하는 

11) 션바오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만일 강력한 반대 의견이 없었다면 그 글은 그렇게 
많은 주의를 끌지 못하고 모두들 그냥 보고 지나갔을 것이며， 그러한 대논쟁은 늦추어 

졌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에 반대한 동지의 공로가 매우 크다(沈寶神 1997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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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랍도 생겨났다(吳江 1995 , 39). 그러한 상황에서 6월 2일 덩샤오핑은 전군정치 

공작회의에서 마오쩌뚱사상외 출발점으로서 실사구시에 대하여 연설한다If'인민 

일보』는 화꾸어펑이나 예젠앙의 연썰이 아니라 덩샤오핑의 연셜올 표제로 뽑옵으 

로써， 덩샤오핑이 진리검증기준으로서의 실천에 대한 논의와 통일한 입장에 있옴 

올 보이려고 했다 12) 이와 같은 덩샤오핑의 입장이 『이론동태』 편집조를 고무시키 

는 역할올 한 것은 훌림없지만， 그 자체가 논쟁울 재개시키는 동력이 되었던 것도， 

논쟁에 직접적 도움올 준 것도 아니었다. 왕똥싱의 비판올 받은 후 후야오방윤 그 

글에 정말로 (정치적) 문제가 있는가룰 다시 살며보았으며， 탱샤오평의 연설에 상 

관없이 냉각기률 가지려고 했다 13) 

그러나 후야오방이 조직부장올 맡윤 후 『이론동태』훌 책임지고 있던 우장의 판 

단온 달랐다. 첨묵하면 굴북하는 것으로 진리검증기준으로서의 실천 논의가 요절 

활 수 밖에 없올 것이라고 생각했다(吳江 1995 , 39). 논쟁온 양개범시 측에서 유발 

한 것으로. 문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쟁올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 

다(沈寶뺨 1997 , 134-136) , 그렇기 때문에 우장은 다시 글을 써서 대웅하기로 했 

다. 하지만 후야오방의 부담율 덜어주기 위해 순창장의 도움만올 받고 『이론동태』 

편집조 다른 누구의 도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 

칙(馬克思主義的一個最基本的原~IJr 이라는 글율 작성했다(吳江 1995 , 39). 초고 

12) 이것이 덩샤오핑이 진리표준토론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올 말하는 것온 아니다. 멍샤오 

핑의 그러한 연셜은 진리검증거준으로서의 실천올 제기했던 세력에게는 상당한 힘이 

되었으며 , 이후 『해방군보」에 게재되어 토론올 재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는 “마르크 

스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馬克思主義的-個最基本的原則)"의 내용에도 큰 영향율 미 

친다(沈寶神 1997, 122-126) , 그러나 그것이 덩샤오핑이 왕똥싱과 후야오방 사이에 개 

입하려고 했다는 것올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덩샤오핑이 강조한 실사구시를 후지 

훼이가 이용한 것이었다고 본 흰활스의 견해가 타당하다(Schoenh외s 1991 , 264). 그런데 

후지웨이는 그러한 보도 때문에 왕똥싱으로부터 6월 15일의 선전부와 중앙직속언론단 

위 책임자회의에서 심하게 비판받는다(沈寶神 1997, 117: Schoenhals 1991 , 264--5) , 

13) 우장의 증언에 의하면， 6월 20일 후차오무(胡衝木)가 후야오방의 집옳 방문하여 즉각 

논쟁올 중단하고 r이론동태」에도 논쟁이 될 글올 게재하지 말라고 했다. 후차오무는 

진리표준토론에 대한 이견이 당 중앙올 분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후야오 

방은 이 말올 률은 후 우장과 환밍(院銘)율 불러 냉각기률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지만 

우장이 동의하지 않았다(沈寶神 1997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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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성한 후 우장은 그 글을 후야오방에게 보냈지만 3개월 후 다시 생각하자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며 , 원고를 완성한 이후에는 그것을 다시 후야오방에게 보내지 

않았다(吳江 1995 , 39) 물론 그 글을 왕똥싱의 관할 하에 있는 『인민일보』나 『광 

명일보』에 발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해방군보』의 

도움을받는것이었다. 

우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해방군보』 부총편집 야오위엔팡(挑遠方)에게 원고를 

보냈는데， 그와 총편집 화난(華補)은 글의 관점과 그것을 『해방군보』에 발표하는 

것에 동의를 표시했다. 그런데 그 글의 『해방군보』 게재 과정에는 당시 중앙군사 

위원회 비서장 루어루이칭(羅瑞聊)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마오쩌뚱 “실천론 

(實錢論r 의 사상을 보다 많이 소개하고 덩샤오핑의 6월 2일 연설 내용을 인용하 

여， 글을 보완하도록 지시했으며 후야오방과도 논의했다(沈寶神 1997 , 139-141: 

吳江 1995 , 40). 그 글은 이후 다시 한 두 차례의 수정을 거쳐 우장의 요구에 따라 

『해방군보』 특약평론원의 명의로 6월 24일 『해방군보』에 게재되었다.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은 @ 린빠오， 사인방 집단이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전도시켰다，@ 이론이 실천을 지도하는 과정은 동시에 실천이 이론을 검 

증， 보완. 수정하고 풍부하게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불가지론， 회의론 등의 철 

학적 견해를 반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실천이다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다(1"解放軍報』 特約評論員 1979 , 23-47). 형식적으로는 앵겔스， 레닌， 마오쩌뚱 및 

덩샤오핑의 위 연설 등을 광범위하게 인용하면서 린빠오와 사인방 비판을 직접적 

으로 내세운 것이었다. 그러나 왕똥싱에 의해 금지된 진리검증기준으로서의 실천 

에 대한 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결국 공개적으로 양개범시를 비판한 것 

이었다고 할수 있다. 

그런데 루어루이 칭과 후야오방 모두 그 글을 『해방군보』에 발표하는데는 동의 

하였지만， 그것이 당시 상황에서는 모험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 

다. 루어루이칭은 글의 수정을 지시했지만. 구두로만 지시하고 원고에 자신의 필 

적을 남기지 않았고 완성된 원고에도 자신의 이름에 체크 표시만 하여 동의를 표 

시하고 아무런 평도 달지 않았다(吳江 1995 40: 沈寶神 1997 , 141). 후야오방도 

전군정치공작회의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론동태』에 먼저 게재하지 않고 

『해방군보』에 발표하는데 동의하면서 , ‘깃발을 부러뜨린다(값魔)’ 와 관련된 부분 

을 삭제하고， 웨이꾸어칭(童國淸)과 루어루이청에게 다시 보이라는 구두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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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다(沈寶群 1997 , 141) .14) 루어루이칭은 글 발표 후 신병 치료률 위해 출국하 

기에 앞서 글이 비판올 받게 되면 자신이 매률 맞겠다는 의견올 밝힌다(吳江 

1995 , 40).15) 

후야오방윤 자신이 직접 관활하는 『이론동태』에 게재하지 않읍으로서 비판의 

핵심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깃발을 부러뜨린다’ 는 표현올 삭제함으로써 왕똥 

싱과의 직접적 대립올 완화시키려고 했다. 루어루이청도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있을 수 있는 비판에 대비했다. 이는 문혁을 비롯한 많은 정치 투쟁올 

경험하면서 얻윤 ‘지혜’ 였다고 활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권력의 핵심이 수 

혜자 집단， 즉 범시파에게 있었음올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과 통시에 이후 상황 

이 불확실했다는 것올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군보』에 글이 발표된 후 후차 

오무(胡衝木)는 그 날로 후야오방의 집으로 찾아가， 그 글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내부 논쟁의 공개라면서 유감을 표시했다(吳江 1995 , 41). 문혁 초기와 

덩샤오핑의 국무원 정치연구실(國務院 政治鼎究室)의 책임자로 1975년 말 ‘우경 

에 대한 재평가 바랍에 대한 반격(反擊右備織案風)’ 이후 비판올 받았던 서생 후 

차오무는， 마찬가지의 비판이 재개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 

치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6) 우렁시도 후지웨이에게 이 글로 

『광명일보』 특약평론원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 

었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후지웨이가 글로 비판하라고 하자， 우렁시는 이것용 정 

치 문제로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야 하며， 이런 문제를 토론 

해서 도 안 된다고 대 답한다(沈寶隊 1997 , 147). 

그런데 두 번째 글의 발표 후， 왕똥성， 장핑화(張平化) 풍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내부 논쟁이 전면적으로 공개되고 전국의 지방파 군대로 논쟁이 확산되어 갔다. 

우장온 논쟁이 그렇게 확산된 이유로， 그 글이 덩샤오핑의 6월 2일 중앙 군사위원 

14) ‘깃발올 부러뜨린다’ 는 것은 진리검중기준으로서의 실천에 대한 글이 양개범시’ 라는 
당의 깃발올 부러뜨린다는 것으로， 범시파가 진리검중기준으로서의 실천 주장율 비판 

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그러한 부분올 삭제한 것은 결국 범시파와의 직접척 대립올 

가능한 한 완화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올 의미한다. 

15) 루어루이칭온 문혁시기 비판 투쟁 중 다친 골절올 치료하기 위해 서독으로 출국하지만， 

수술 후 8월 3일 사망한다(總參짧部 『羅瑞뼈傳』 編蘇組 1996, 613-619). 
16) 그 때의 후차오무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멍란루이의 글 참조((옳薦瑞 200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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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전군정치공작회의에서의 연설과 직접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吳江 1995 , 41). 그의 말대로 그러한 시기에는 정치 인물들의 머리가 아주 예민 

해지기 때문”일 것이다(吳江 1995 , 41). 글에 덩샤오핑의 연설이 포함된 것은， 논 

쟁이 당 중앙의 균열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마오쩌뚱과 화꾸어 

펑의 깃발 아래 당의 균열이 봉합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배경과 이해 관계를 가진 

잠재적 대립 가능성을 가진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 

실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고권력충인 당 중앙의 균열로 보이는 현상은 한편으 

로는 정치적 선택에 대한 강요 상황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의 공식 방침 

에 대하여 이견을 가진 피해자 세력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다 그러한 강요된 선택 상황과 기회로 인하여 논쟁은 급속하게 확 

산되었다. 

IV. 진리표준토론의 확산과 반문혁 연합의 형성 

1 토론의확산 

6월 24일 『해방군보』 특약평론원의 글은 우렁시의 비판에 대한 정면 대응이자， 

왕똥싱의 금지에 대한 도전이었다. 글에서는 마오쩌뚱을 교조주의적으로 해석하 

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양개범시와의 대립성을 분명히 했다. 화꾸어펑 

주석의 말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만 이용하였을 뿐 ‘화 주석 중 

심’ 을 강조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덩샤오핑 동지 의 연설을 길게 인용함으로써 

마오쩌뚱사상 해석에 있어 덩샤오핑의 권위를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렇 

기 때문에 『해방군보』 특약평론원 글의 발표는 왕똥싱을 위시한 당의 이념담당 최 

고권력층에 의해 억압되던 진리표준토론의 공개화와 더불어 화꾸어펑체제 균열의 

촉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해방군보』 특약평론원의 글이， 왕똥싱을 위시한 진리검증기준으로서의 

실천에 대한 주장을 억압하는데 대한 유일한 대응이었던 것은 아니다. 왕똥싱의 

비판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인 6월 16일에 「인민일보」 이론부의 요청으로 중국사 

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싱번스(冊寶思)에 의해 이미 작성되어 있던 “진리의 기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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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하여(關予萬理的構樓問題)"가 『언민일보』에 발표되고， 18일에는 『광명일 

보』와 r해방군보』에 전재되었다(沈寶뺨 1997 , 154-5). 또한 중국사회과학원 r철학 

연구』 편집부에서는 베이징의 철학관계 연구자들파 실무자들올 초청하여 좌담회 

를 열었다(沈寶따 1997 , 164). 그것은 당 최고권력충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당과 

국가의 이데올로기 기구들인 언론과 이론 부문이 계속적으로 저항했다는 것을 말 

한다. 토론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고， 싱번스의 글도 대립성은 약했지만， 글의 

발표와 토론은 왕똥싱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올 의미했다 17) 

이러한 상황에서 6월 24일 『해방군보』 욕약평론원 글의 발표는 억압되었던 토론 

의 공식척 재개륨 의미하는 것이었다. 보다 중요한 것온 이 과정에서 텅샤오핑이 

직접척으로 개입함으로써 당 최고권력충의 공식척 균열이 이루어지고， 뒤이어 지 

방과 군의 지도자들이 직접 개업함으로써 정치세력의 분화와 세력 관계의 변화가 

공식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초기에는 언론과 이론계가 중심적 

역할을했다. 

r인민일보4와 『광명일보』는 7월 7일i"철학연구』 편집부의 6월 좌담회 토론 상 

황을 보도하여 진리표준토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중국사회과학원 철학 

연구소와 『철학연구』 편집부는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적인 토론회를 개최했 

다. 이 토론회에는 각 지방 생 · 시 · 자치구의 당교(黨校) , 철학연구단위， 각급 대 

학의 철학이론 담당자와 실무자들이 초청되었으며， 당 중앙과 국가기관， 해방군， 

언론출판단위 동 모두 160여 명이 참가했다(沈寶神 1997 , 165-170). 이 회의에서 

덩리쥔(都力群) , 쩌우양(周據) 둥이 진리표준토론 비판에 대한 첨예한 반비판올 

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과 군의 이론 실무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이 회의를 

통하여 토론이 지방으로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 회의 상 

황도 7월 30일 『인민일보』와 『광명일보』에 보도되었다. 그 외에도 사회과학원 경 

제연구소와 『경제연구』 편집부가 개최한 좌담회， 중국과학원 이론조와 자연변증 

법 연구회가 연합으로 개최한 토론회가 각각 개최되었는데， 그것도 모두 위 두 신 

문에 보도되었다(沈寶따 1997 , 171-2). 

이론 담당자률 중심으로 토론이 확대되고 언론계에서 그것올 선전하는 상황에 

17) 싱번스의 글은 진리와 진리의 기준이라는 이론 논의에 보다 더 가까웠으며화 주석올 
중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대립성은 약했다(冊寶思 1979, 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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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7월 21일 덩샤오핑은 선전부장 장핑화를 만나 토론에 대한 금지 령을 내리지 말 

도록 지시함으로써 토론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아울러 다음 날 후야오방을 

불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한다. 

첫째 w이론동태』를 높이 평가하며， (진리표준토론에 대한) 글이 마르크스주의 

적 (성질의 것)으로 문제가 없지만， 양개범시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진 것이므로 

논쟁은 불가피하다. 둘째， 정치국의 업무 분담 (조정)이 있었는데， 자신과 예젠영 

이 화 주석과 협조하여 전체적인 책임을 지기로 했다. 셋째， “완전하고 정확한”이 

라는 개념은 양개범시 때문에 필요하며， 집단적 영수(領抽)를 한 개인으로 부르 

면 안 된다. 넷째， 사인방 비판은 린빠오 비판과 함께 해야 하며 1974년 이후만 

으로 비판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비판의) 대상은 축소해야 하지만 그것과 1974 

년 이후만으로의 제한은 다른 문제이며， 10 , 11차 노선투쟁을 함께 결합하여(비 

판해)야 한다(沈寶神 1997 , 127-9) , (괄호는 인용자) 

이것은 결국 덩샤오핑이 진리표준토론에 대하여 전면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문 

혁에 대한 비판의 확대를 요구한 것임과 더불어， 덩샤오핑의 권한이 강화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정치국에서의 덩샤오핑의 강화된 권한과 덩샤오핑의 진라표준 

토론에 대한 지지는 후야오방이 양개범시에 대하여 보다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야오방은 1978년 9월 전국신방공작회의 (全國信

굶]그作會議)에서 양개범시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평반의 원칙으로 “무릇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나 무릇 정확하지 않은 결론과 처리는， 그것이 언제 어떤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어느 급의 조직에서 어느 누가 결정한 것 

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 사실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 는 ‘양개불관(兩個不管)’ 

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曾志 1999 , 131) 

그런데 이 시기에는 진리표준토론이 지방에서도 직접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다. 이미 6월부터 지방 신문에도 진리의 검증 기준으로서 실천에 대한 독자적인 

글이 출현하기 시작한다(沈寶神 1997 , 174). 또한 지방의 성(省) 당 위원회도 논쟁 

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양이천(楊易辰)이 제 l서기로 있던 헤 

이릉장성(黑龍江省)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의 토론에서 비롯된다. 헤이롱장성 

의 진리표준토론의 상황은 지방의 것으로는 최초로 8월 4일 『인민일보』에 보도되 

는데， 그것은 7월 22일 신화사의 『내부참고(內部參考)~에 수록되어 고급 간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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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미 열랍된 것이었다(沈훨神 1997 , 218). 양이천윤 실천이 진리 검증의 유일 

한 기준이라는 원척에 의해， 문혁 전 헤이롱장성 위원회률 수정주의로 규정한 문 

혁시기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며 그들은 혁명적이고 율바른 지도를 행했다고 주장 

했다. 그것은 바로 문혁과 마오쩌뚱의 과오롤 주장하는 것이었다(沈寶群 1997 , 

218 . 225).18) 

헤이풍장성에 이어서 각 지방의 진리표준토론에 판한 소식이 『인민일보』에 게 

재되기 시작했다.8월에는 헤이용장에 이어 신장(新騙)의 사례가 보도되고， 9월에 

는 푸젠(騙建) , 팡뚱(廣東)， 저장(ì折江) , 장시(江西) 동 네 곳， 10월에는 허베이 

(河北) , 청하이(좁海) , 네이멍구(內寒古) , 닝샤(寧憂) , 쓰환(四)11)， 후베이(湖 

北) , 티엔진(天i華) , 장쑤(江蘇) , 팡시(廣西) , 꿰이쩌우(貴州) 등 열 곳 II월에는 

산뚱(山東) , 산시(山西) , 상하이(上海) , 깐수Cit輔) , 지련(吉林) , 윈난(좋南) , 시 

장(西藏) , 허난(河南) 동 여밟 곳， 그리고 12월에는 샤안시 (陳西) , 후난(湖南) 동 

두 곳 동 모두 26개 지역의 제 l서기 혹은 주요 책임자의 진리표준토론에 동의하는 

발언이 『인민일보』에 보도된다. 그리고 랴오닝성 (遭寧省)의 경우는 진리표준토론 

에 동의하는 제2서기 런종이(任#혔)의 글이 9월 20일 발표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29개 성 · 시 -자치구 중 모두 27개 성 · 시 · 자치구의 주요 책임자들이 진리표준 

토론에 대한 동의틀 표시한 것이 된다. 의견 표시롤 하지 않은 성 · 시는 우더(吳 

德)의 베이징과 완리(萬里)의 안훼이(安微)였다. 우더는 1976년 티엔안먼사건(天 

安門事件) 진압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농촌개혁올 최초로 

시작하게 했던 완리는 “구두로 표현하는 것은 형식이고 중요한 것은 실제 행똥이 

며 농촌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진리표준토론에 대한 태도이다”라고 한 것에서 

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진리검증기준으로서 실천 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沈寶 

神 1997 , 228-242). 

그리고 10월부터는 군대에서도 진리표준토론에 대한 동의 의견이 표명된다.10 

월에 선양(沈陽)군구， 푸쩌우(福州)군구， 베이정군구， 난정군구， 문밍(昆明)군구， 

팡쩌우(廣州)군구， 란쩌우(蘭州)군구， 우한(武漢)군구， 국방과학위원회 , 제2포병 

18) 헤이룡장성의 회의는 7월 4일 개최된 것이며， 문혁전 당왜원회에 대한 평가는 이미 6월 
초 성 당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據易辰 1996, 272-281). 이것은 곧 진리표준 
토론과문혁에 대한부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 주는중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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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이 11월에는 공정병(工程兵) . 청뚜(成都)군구， 장갑병(裝甲兵) . 신장군구， 총 

후근부(總팀動部)， 철도병， 지난(濟南)군구， 포병 등에서 사령관 또는 정치위원을 

포함하는 주요 지휘관들이 진리표준토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이것은 당시의 

11개 지방 군구 모두와 8개 병종(兵種) 부대 중 5개 부대 등 군부의 대부분이 지지 

를 표명했다는 것을 말한다(沈寶神. 248-251). 중앙군사위 직속기구인 3부(總參課 

部， 總政治部， 總텀動部) 중 총후근부만 이 과정에서 지지 표명을 했지만， 총참모 

장(總參諸長)은 덩샤오핑이었고， 총정치부주임 (總政治部主任)은 『해방군보』 특약 

평론원의 글 발표 과정에 이미 개입했던 웨이꾸어칭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민 

해방군 중앙 지휘 계통 모두와 군부의 절대 다수가 지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진리의 검증 기준으로서 실천에 대한 동의가 이론계를 필두로 하 

여 당 · 정 · 군과 지방의 모든 부문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입장 

에 대한 동의가 그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이론계의 네트워크와 선전매체의 

작용， 덩샤오핑의 개입과 역할， 그리고 이론 토론의 정치 문제화 등 세 가지 요인 

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혁에 대한 태도와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최 

고지도부의 대립에 뿌리를 둔 정치 문제에 대한 토론은， 그것에서 취한 입장에 따 

라 정치 세력의 재구성을 초래했다. 그러한 정치 세력의 재구성을 통하여 새로운 

정치적 연합이 구성되었다. 

2. 토론 확산의 원인과 반문혁 연합 

진리표준토론은 그것을 매개로 이론계를 펼두로 하여 당 · 정 · 군과 지방을 포 

괄하는 광범한 정치적 연합을 구성하였다. 그러한 연합은 직접적으로는 양개범시 

와 ‘진리검증기준으로서의 실천’ 이라는 이론적 입장의 대립을 통하여 형성되었 

다. 그런데 양개범시와 ‘진리검증기준으로서의 실천’의 대립은 문혁에 대한 평가 

와 평반을 둘러싼 대립에서 연유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양개법시와 ‘진리검증기준 

으로서의 실천’을 둘러싼 대립은 결국 문혁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대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 구도는 진리표준토론이 이론 논쟁의 외피를 썼지만 근본 

적으로 정치 논쟁이었다는 사실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다. 진리표준토론의 논쟁 

은 양개범시에 대립하는 것으로， 그것이 정치 문제화된 것은 우렁시에 의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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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 규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양개범시에 대웅한 

‘진리검중기준으로서의 실천’ 의 주장운 양개범시률 주창한 화꾸어펑체제의 주류 

에 대한 반대이자 동시에 문혁옳 (마오쩌뚱의 교의가 아니라) 문혁 시기의 실천 

그 자체로 평가하자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진리검증기준으로서의 실천’ 의 ‘실 

천’ 은 문혁을 의미하며， 문혁이라는 실천을 마오쩌뚱의 교의가 아니라 그 자체률 

통하여 평가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정치적 대립성은 진리표준토론이라는 이론적 외양올 가진 

논쟁이 억압받온 요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론계의 토론에 한정되지 않고 당 · 

정 · 군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논쟁의 정치화률 통 

하여 문혁을 둘러싼 문혁 수혜자 집단과 문혁 피해자 집단의 잠재척인 대립이 표 

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문혁 수혜자 집단파 문혁 피해자 집단을 양극으로 

하는 정치적 대립이 표출되고 심화됨에 따라 여러 정치세력은 양자택일적 선태올 

강요받올 수 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정치세력은 진리표준토론올 매개로 문혁 지 

지자 집단과 반대자 집단으로 양극화되었다. 그러한 양극화 과정에서 ‘진리검증기 

준으로서의 실천’ 의 입장이 당 · 정 · 군파 지방지도자들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요인 때문이었다. 

첫째， 광범한 반문혁 정서로 인한 것이었다. 지방의 진리표준토론의 서막을 열 

었던 양이천의 경우처럽 문혁과 양개범시에 대하여 불만올 가진 지방지도자들이 

다수 존재했다 19) 이들은 대부분 문혁시기 비판받윤 적이 있거나 숙청되었다가 린 

빠오사건 이후 명반된 혁명 간부 출신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인방 체포 이후 사인 

방 비판 투쟁 과정에서 중앙파 지방에서 급진파 세력이 제거되었고， 그 자리는 문 

혁시기 비판을 받고 강동 또는 숙청되었다가 부분척으로 명반된 피해자 세력들에 

의해 채워졌다. 사인방 체포 이후 1977년 8월의 11전대회까지 42명의 10대 중앙 

(후보)위원들이 체포 또는 직무 박탈이나 당적 제명 처분을 받았으며(中共中央組 

織部 等 2α)() ， 48) 지방의 경우도 1978년 8월까지 약 1/3에 해당하는 9명의 서기가 

직위률 박탈당했다(王洪模 等 1989 , 40). 이들을 대신한 것윤 대부분 문혁시기 숙 

19) 회고록에 의하면 양이천은 1954년 이후 헤이롱장성 상무위원으로 재경부문옳 판할하였 
으며， 문혁 개시에 더불어 비판융 받고 혹방(黑혐)으로 몰려 노동개조올 받은 후 린빠 

오사건 이후인 1972년 헤이용장성 혁영위원회 생산지휘부 부서기로 현직에 복귀하였다 

(樓易辰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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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되거나 비판받고 강등된 피해자 출신이었다. 이들은 마오쩌뚱에 대한 충성과 당 

의 원칙으로 인하여 문혁과 양개범시에 대하여 공개적인 비판과 부정을 할 수는 

없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비판 의견을 개진할 의사를 가진 집단이었 

다. 이들에게 진리표준토론은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둘째， 혁명 시기와 건국 이후 업무 관계에 의해 형성된 ‘관계’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덩샤오핑은 장정(長狂) 이전의 초기 혁명에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 

일전쟁 시기 타이항산(太行山) 근거지 정치위원， 해방전쟁 시기 제2야전군 정치위 

원， 중공중앙 서남국(西南局) 제 l서기를 거쳐 1956년에는 당총서기로 당의 일상 

업무를 총괄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맺은 인적 관계 

는 마오쩌뚱의 심복이기는 했지만， 중앙경위국장(中央警衛局長)과 중앙판공청(中 

央辦公廳) 주임 등 제한된 경력을 가진 왕똥싱， 문혁 중반까지 후난성(湖南省)의 

서기에 불과했던 화꾸어펑과는 비교 될 수 없는 광범한 것이었다. 그러한 관계망 

이 왕똥싱과 덩샤오핑이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간부들이 덩샤 

오핑을지지하게 된 요인이었다. 

셋째， 정치적 상황과 세력 관계의 변화에 따른 행위자들의 선택이 또 다른 요인 

이었다. 중국공산당 내의 정치적 선택에서 상황에 따라 자신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 왕똥싱의 금지령과 텅샤오핑의 찬성이라는 대립 상황은 정치 

적 선택과 줄서기에 대한 강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선호와는 상관없이 대세를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 동의를 표시한 경우도 적지 않았 

을 것이다. 동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왕똥싱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양개 

범시에 대한 지지로 비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1) 범시파들은 『인민일보』와 

20) 중국에서는 이를 ‘위심(違心)’ 이라고 표현하는데， 덩샤오핑은 쩌우언라이가 문혁시기 

많은 ‘생각과는 다른(違心)’ 말을 했다고 했다(都小平 1994b, 348). 이것은 결국 중국 

에서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는 의사표명을 해야 할 때가 많 

았다는것을의미한다‘ 

21) 이와 관련하여 이후 화꾸어펑에게 가해지는 비판을 참고할 만하다. 왕똥싱은 6월 15일 

중앙선전단위 책임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자신과 화꾸어평이 같은 입장이라고 했고， 화 

꾸어평도 12월 13일 중앙공작회의 폐막식에서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진리표준토론에 대 

하여 자신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션바오상은 그러한 사실이 화꾸어평이 상황을 알 

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꾸어평이 토론에 대한 아무런 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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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가 성(省) 당 위원회가 의견올 표시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것에 대 

하여 션바오상은 r인민일보』와 신화사에서 그런 일윤 없었으며， 강요가 있었다면 

전국적인 역사바로잡기(樓亂反正)’ 의 상황 발전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한 것이었 

다고 주장한다(沈寶햄 1997. 241). 그런데 션바오상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상황은 바로 정치 정세에 의해 조성된 것이며， 그러한 정세는 세력 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신화사 r인민일보06. r광명일보』에 보도되는 상황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점에서 ‘강요된 선택 상황 이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진리표준토론의 정치화가 양개범시에 대한 반대와 문혁에 대한 

부정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자툴에게 양자택일적 선택을 강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제된 선택 상황은 한편으로는 두 세력과 동시에 우호적 관계 

를 맺고 있었던 문혁 생존파 세력이 양자택일을 할 수 밖에 없게 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진리표준토론옳 통한 정치세력의 양극화 파정에서 ‘진리검증기준으로서 

의 실천’ 에 대한 지지률 이론척 측면에서의 .진리검증기준으로서의 실천’ 에 대한 

지지와 구분되게 했다. 그것은 결국 진리표준토론올 지지한 세력은 ‘진리검증기준 

으로서의 실천’ 자체가 아니라 반문혁파 펑반올 둘러싼 정치척 대립의 측면에서 

’진리검중기준으로서의 실천’ 에 대한 지지자였다는 것올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그들을 양개범시를 지지한 범시파와 대비하여 ‘진리검증기준으로서의 실천’ 을 지 

지하였다는 의미에서는 ‘실천파(實職派)’ 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것이 그 

툴의 성격올 표현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검중기준으로서의 실 

천’ 에 대한 지지자들은 실천파가 아니라 문혁에 대한 비판과 그 피해자의 평반올 

요구하는 반문혁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진리검증기준으로서의 실 

천’ 에 대한 지지자들이 11기 3중전회 이후 이른바 ‘사항기본원칙(四項基本原則)’ 

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화를 보이는 것에서도 증명된다 22) 그렇기 때문에 실챈파는 

진리표준토론올 주도한 이론가 또는 부분적인 정치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타 

당하지만， 진리표준토론에 동의한 일반의 명명으로는 부적합하다. 다시 말해서 진 

견올 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沈寶群 1997. 121) 

22) 사항기본웠칙은 덩샤오핑이 1979년 3월 30일 이론공작회의의 연설에서 발표한 것으로 

첫째， 사회주의의 길을 반드시 견지하고， 둘째. 무산 계굽 독재훌 반드시 견지하고. 셋 

째， 공산당의 지도 원칙올 반드시 견지하고， 넷쩨， 마르a스 레년주의와 마오쩌뚱사상 

올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都小平 1994a, 15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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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표준토론에 대한 동의는 이론적 성향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을 표현 

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대표하는 것은 반문혁과 평반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을 반 

문혁 연합으로 부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v. 결 론 

진리표준토론은 문혁 문제의 처리를 둘러싼 정치세력들의 대립을 배경으로 발 

생하였다. 마오쩌뚱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된 화꾸어펑이. 그의 사망이후 문혁 생 

존자 노간부 세력과 연합하여 문혁 급진파인 사인방을 제거함으로써， 화꾸어펑체 

제가 형성되었다. 마오쩌뚱의 유훈과 사인방 체포를 제외하면 정치적 기반이 취약 

했던 화꾸어펑체제는， 양개범시를 통하여 마오쩌뚱을 신화화함으로써 마오쩌풍의 

권위를 빌어 그것을 안정화하려고 했다. 그런데， 문혁의 주창자인 마오쩌뚱 유훈 

의 계승자이자 문혁의 가장 충성스런 집행자인 사인방의 체포자로서 화꾸어펑체 

제는， 문혁에 대한 평가와 문혁 피해자의 평반에 대하여 모순적 태도를 가질 수 밖 

에 없었다. 화꾸어펑체제는 양개범시를 통하여 마오쩌뚱과 무관한 사인방의 직접 

적인 피해자만으로 평반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서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모순은. 1977년 덩샤오평의 평반으로 문혁 부정과 문혁 피해자에 

대한 전면적 평반을 주장하는 문혁 피해자 세력이 권력의 중심에 진출함에 따라 

더욱심화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후야오방과 그가 창간한 중앙당교의 내부 이론 잡지 『이론동 

태』는 화꾸어펑체제의 반 사인방 운동의 기회를 벌어， 문혁을 정당화하고 평반을 

가로막는 양개범시를 이론 영역에서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그 일환으로 “실천이 

진리 검증의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글이 발표되자， 범시파인 우렁시가 그것을 정 

치 문제화하였으며 , 그에 따라 진리 검증의 기준을 둘러싼 이론적 논쟁이 정치투 

쟁으로 전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치세력의 재편과 사상해방 및 권력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진리표준토론이 제기된 후， 초기에는 당권파인 범시파의 비판에 의해 논쟁이 제 

지되었지만， 실천파가 덩샤오핑의 연설을 이용하여 논쟁을 재발시키고 덩샤오핑 

도 직접 논쟁에 개입함에 따라 논쟁이 확산되었다. 이론계에서 시작된 논쟁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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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국의 성 · 시 · 자치구와 군대 풍으로 확산되었으며 , 논쟁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정치적 입장에 대한 선언이 되어 그것을 통하여 정치세력의 재편이 이루어졌다. 

당 · 정 · 군의 다수의 주요 행위자들은 덩샤오핑이 동의한 ‘진리의 검증 기준으로 

서의 실천’ 이라는 입장에 동의률 표했다. 그에 따라 양개범시률 주장하는 세력은 

소수로 전락하고 ‘진리의 검중 기준으로서의 실천’ 의 입장에 동의하는 세력이 정 

치적 다수률 점하게 되었다. 그러한 정치세력 재편에 기초하여 11기 3중전회에서 

양개범시의 폐기뿐만 아니라 권력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진리의 검중 기준으로서의 실천’ 의 입장이 다수의 풍의률 얻올 수 있었 

던 것은， 이론 문제의 정치화를 통하여 그것이 문혁에 대한 태도 문제와 관련되게 

되었고. 또 그것에 대한 입장에 따라 균열된 당 최고지도자들 사이에 권력자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문혁 이후의 광범위한 반문혁 정서와 오랜 

‘당력(黨歷)’ 올 지닌 덩샤오핑의 와신과 관계망이， 그러한 동의률 이끌어 낸 주요 

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었다. 그것은 진리표준토론융 통하여 형성된 정치적 연합 

은， ‘진리의 검증 기준으로서의 실천’ 이라는 이론적 입장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문혁의 ‘실천’ 자체률 흉한 문혁 평가라는 입장올 흉하여 반문혁에 동의한 것이자 

덩샤오핑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정에서 ‘진리의 검 

중 기준으로서의 실천’ 의 입장에 동의한 정치 세력 일반윤 실천파가 아니라 반문 

혁 연합이라고 할 수 었다. 그러한 반문혁 연합윤， 마오쩌뚱에 대한 비판과 문혁 

부정을 시작하고， 새로운 발전 모텔을 모색하며. 문혁 수혜자 중심의 범시파들의 

퇴진파 텅샤오핑으로 권력 중심이 이동하는 11기 3중전회에서의 전환의 정치적 기 

초가되었다. 

그와 동시에 진리표준토론윤 양개범시의 폐기를 통하여 마오쩌뚱올 세속화함으 

로써 마오쩌뚱의 모텔올 벗어난 새로운 모색올 가농하게 한 사상해방올 이루었다 

는 점에서 이중적 의미에서 11기 3중전회에서 결정된 개혁개방의 정치적 기초를 

형성했다. 사상해방용 쩌우양이 주장한 바와 같이 20세기 중국의 주요한 정치적 

변화와 마찬가지의 이론척 조류의 전환이자， 동시에 실천올 진리 검증의 유일한 

기준으로 보는 실사구시(寶專求是)라는 실용주의로의 노선 전환이었다. 그에 따 

라 개혁의 진행과정에서 현실의 필요에 따라 상품경제론，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사회주의 시장경제론과 같윤 이론적 혁신이 가능했으며， 계획과 시장， 공유제와 

사유제의 이원적 대립이 사상해방의 이룹으로 부정되었다 23) 그런 점에서 사상해 



178 한국정치연구 제 13집 제 1호(2004) 

방은 개혁개방의 전제이자 이론적 기초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이 

었다. 

이러한 진리표준토론의 경과는 중국정치에서 주요한 정책과 권력 관계의 변화 

과정 또는 그것과 관련된 최고지도자의 행위양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준 

다. 진리표준토론은 이론 문제가 정책 및 권력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 

며 정치투쟁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위 지도자들과도 

직 ·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그들은 상황이 비교적 분명해진 이후 직접적으 

로 논의 과정에 개입한다. 그런데 그러한 특징은 진리표준토론만이 아니라 현대중 

국의 중요한 정치변화의 일반적 특정이기도 하다 

문혁의 도화선이 된 상하이 『해방일보(解放日報).!1의 야오원위엔(挑文元)의 “신 

편 역사극 해서파관 비판(評新編歷史劇海瑞破官)"의 발표. 1992년 덩샤오핑의 남 

순강화(南센講話)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예고한 1991년 『해방일보』 

의 황푸핑 (皇南平)의 글의 발표는 정치적 변화의 지시등으로 이 론이 중요한 작용 

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 두 편의 글의 발표는 모두 당시의 최고지도자와 직 

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러한 글의 발표를 통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황을 

파악한 후 최고지도자가 직접 개입하여 정치적 변화를 초래했다. 이 두 가지 경우 

는 최고지도자가 비밀리에 직접 개입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는 진리표 

준토론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선행하는 이론적 논의 , 최고 지도자의 개입 , 중요 

한 정치적 변화의 발생이라는 이론 논의에서 출발하는 정치적 변화 과정은 모두에 

일치하는현상이다. 

이른 바 “세 개의 대표론(三個代表論r 이 장쩌민(江澤民)의 정치적 위상에 미 

친 영향은 정치적 변화와 관련된 이론의 중요성이 여전히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를 갖는 이론 또는 용어의 미묘한 변화는 중요한 

23) 장쩌민(江澤民)의 브레인으로 알려진 마리청(馬立誠)과 링쪼쥔(俊志、軍)은 『交錢』에서 

개혁시기 중국에서 1978년 진리표준토론.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센講話). 

1997년 장쩌민의 5.29 연설 동 세 차례의 사상해방이 있었다고 주장한다(馬立誠 · 俊
志軍 1998). 장쩌민의 중앙당교의 5월 29일 연설에 의해 사유제를 공유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이 앞의 두 경우에 비견되는 이론적. 정치적 의의를 가 

지는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라도. 중국의 개혁이 현실의 펼요에 따라 이론적 혁신 

을 사상해방의 이름으로 수행해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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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변화에 대한 지시퉁이 될 수 있다.찌) 그런 정에서 진리표준토론은 중국의 

정치변화의 한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경과에 대한 이해가 중국 

의 정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함의롤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4) 중국인들은 지금도 여전혀 ‘이론 민감성’ 율 가지고 있으며 , 중요한 의미훌 가지는 용어 

(그것옳 提法이라고 한다)는 사소한 변화라도 모든 ’판시’ 률 동훤하여 그 배경율 파악 

하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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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fTRlftT 1. 

πle 1978 Truth Criterion Controversy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뻐I-Yaun맨hn I Hans삐 

The 1978 Truth Criterion Controversy in China was not only a theoretical but also a 

political debate. It resulted in the ab이ition of the ‘Two Whatevers,’ the mystifying Mao 

Zedong’s theory which was the theoretical basis of Hua Guofeng Regime, and reallocation of 

the p이itical coa1itions in Hua Guofeng Regime. As a result, there were ‘the emancipation of 

thought’ andthebe맹뻐ng of the transition of political power from Whateverists to Reformists 

including Deng Xiaoping as the core which were prerequisite for the Chinese Refonn. 

까le 1978 Truth Criterion Controversy was caused by the publication of “practice is the sole 

criterion of the truth" n따ned by ‘Guangming Dai1ey special commentator. ’ But the results of 

the controversy was related to the politicization of theoretical problem and the res뼈nts ofthe 

debate by Whateverists, the counterattack to the resσaints by the Practitioners and the direct or 

indirect intervention of the top leaders including Deng Xiaoping to the debate, and the 

diffusing of the debate to the all country and all p따ts of the society including the ‘locallords’ 

andPLA. 

πle pattems of Chinese political changes can be seen in the politicization of theoretical 

problem, the development pr，α:esses of the political debate, and intervention of the top leaders 

to the political debate and their behaviors. It can therefore be concluded that the 1978 Truth 

Criterion Controversy has irnport없lt irnplications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political 

pr，α: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