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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첸리췬(钱理群)은 문학, 사회 운동, 당대 사상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
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학자로, 가장 최근의 ‘마오쩌둥(毛澤東) 시대
연구’에서 나타나는 강렬한 동시대성 및 마오쩌둥과의 관계는 그의 초기
학술 활동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으나, 이를 통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미하다. 한편 마오쩌둥의 정신적 유산은 그의 자아 형성
과정에서부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그

의 학술 전반에 공통적으로 ‘마오쩌둥으로부터 빠져나오기(走出毛泽东)’
라고 지칭할 수 있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의미
를 논하고자 한다. 학술 영역에서의 마오쩌둥 극복과 자아 정체성의 형
성 및 재조정의 영역을 함께 다루어 양자 간 교차 지점을 찾고자 한다.
1980년대 첸리췬은 문학 영역에서 마오쩌둥적인 것에 대한 초극을 시
도하며 학술 경력을 시작하였다. 그는 1985년 ‘20세기중국문학’을 개념을
제기하였다. 이는 이전 시기 혁명사를 중심으로 한 마오쩌둥의 신민주주
의식 문학사 모식을 타파하고자 한 문학사 이론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
기의 대안은 서구식 현대화에 있을 것이라는 80년대식의 현대화 이데올
로기가 드러난다. 그는 루쉰 연구에 있어서도 마오쩌둥식 루쉰 해석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마오쩌둥이 제시한 ‘민족영웅’으로서의 단일한 루쉰
형상으로부터 다양한 루쉰 형상으로 변화를 추구한다. 이는 지식인에게
자유로운 해석의 권리 회복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있어 마오쩌둥의 영향은 강하게 나타나며 이
는 자기반성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1950∼1970년대에 걸쳐 마오쩌둥
은 첸리췬의 자아 형성에 있어 출신 가정 문제로 인한 ‘원죄의식’과 이상
주의적 경향을 동시에 심어주었다. 1980년대에 마오쩌둥과의 관계를 재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자, 첸리췬은 과거 자신을 비롯한 지식인들
이 마오쩌둥의 강압에 의해 지식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계몽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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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반성한다. 루쉰은 그에게 있어 마오쩌둥에 대한
대립항이자 참조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1989년 천안문 사
건과 사회주의 동구권의 붕괴 이후, 1990년대의 달라진 사회 현실 속에
서 첸리췬은 지식인과 공산주의 운동의 관계를 연구하여 “사상의 실현은
사상 자체와 사상자의 훼멸”이라는 명제와 “사상으로 돌아가는 사상” 개
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첸리췬은 지식인으로서 사상 그 자체의 철
저함을 추구하는 역할, 즉 현실에 대한 비판자의 역할을 맡는 것을 자신
의 역할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첸리췬은 2007년 이후 마오쩌둥 시대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시
작하였다. 이 시대에 대한 역사 서술은 개혁개방 이후 공산당에 의해 정
리된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신좌
파 지식인을 중심으로 마오쩌둥에 대한 재평가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첸
리췬은 마오쩌둥과 그 시대에 대한 단절과 망각을 거부하는 한편, 마오
쩌둥 시대가 초래한 후과를 직시하지 않고 계승하고자 하는 경향에 대해
서도 비판하고자 한다. 그는 마오쩌둥 사상이 아래로부터의 자율적인 ‘민
간이단사상’의 원천이었다는 점에서, 마오쩌둥 사상은 현실에 대한 비판
이론으로서 계승해야 한다고 본다.
첸리췬은 루쉰의 역사적 중간물 개념을 수용하여 마오쩌둥의 대립항으
로서 삼았다. 또한 그에게 내재하는 마오쩌둥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기
부정의 과정을 거치는, ‘방법으로서의 마오쩌둥’을 통해 주체를 형성하고,
이로써 현실과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좌의 가능성을 열고자 하였다. 첸
리췬의 한 저작 안에서 외부시각과 내부시각의 혼재와 모순적 충돌은 현
재 중국의 지식인이 마주한 역사와 현실 인식에 대한 곤경을 은폐하지
않고 가장 정직하게 문제를 마주하는 방식이라는 의미가 있다.

주요어 : 錢理群, 毛澤東, 魯迅, 20세기중국문학, 비판적 지식인, 민간이단
사상
학 번 : 2012-2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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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선행연구 검토
첸리췬(钱理群)은 80년대 이래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또 영향력 있는
인문학자로서 중국을 대표하는 인사 가운데 하나로 손꼽혀왔다. 그의 학
술 경력은 문학 영역에서 시작하여 일가를 이루었으며, 2002년 베이징대
학교 중문과 교수직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여러 사회 운동에
서 목소리를 내었다. 이 중 가장 최근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당대
사상사 관련 연구, 일명 ‘마오쩌둥 시대’ 연구는 대륙 이외에도 타이완과
한국 등지에서 매우 큰 주목을 받았다. 첸리췬의 ‘마오쩌둥 시대’ 연구는
‘오늘날 중국에서 마오쩌둥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다시금 제기
한다. 그가 마오쩌둥과 맺고 있는 복잡한 역사적 관계와 그로부터 형성
된 독특한 입장은 현재 중국 내외에서 활동하는 여러 논자들과 차별화된
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첸리췬의 최근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강렬
한 동시대성 및 마오쩌둥과의 관계는 그의 초기 학술 활동에서부터 드러
나고 있으나, 이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연속성과 일관성을 파악하고자 하
는 시도는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의 학술 경력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첸리췬은
1939년생으로, 1978년 문화대혁명 종결 이후 다소 늦은 나이에 북경대학
교 중문과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1981년 북경대학교 중문과에서 교편을
잡은 이후 2002년 퇴임 직전까지 루쉰에 관한 강의를 담당한 첸리췬은
첫 번째 루쉰 연구서인 《心靈的探尋》1)의 출간을 통해 왕푸런(王富仁),
왕후이(汪暉), 왕샤오밍(王曉明) 등과 함께 80년대의 대표적인 루쉰 연구
자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서구 심리학 이론의 적용 없이 루쉰의 영혼
을 탐구하였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는다.2) 또한 그는 20세기
1) 钱理群, 《心靈的探尋》, 北京大学出版社, 1997을 저본으로 하였다.
2) 温儒敏, 贺桂 외, 《中国當代文学学科概要》, 北京大学出版社, 2005, 32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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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인의 정신사적 맥락 탐색이라는 견지에서 루쉰 이외에도 저우
줘런(周作人), 차오위(曹禺), 선충원(沈从文) 등 현대 중국의 주요 문인,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다.3) 한편, 1980년대
중국 현대문학 연구 영역에서 그가 남긴 또 다른 성과는 ‘20세기중국문
학’이라는 문학사적 개념을 제기하고 이를 확산시킨 것을 들 수 있다. 첸
리췬이 1985년 당시 베이징대학 중문과 대학원의 동료였던 천핑위안(陳
平原), 황즈핑(黄子平)과 함께 제기한 ‘20세기중국문학’이라는 개념은 그
이전까지 중국학계에서 통용되어온 중국현대문학사를 근대-현대-당대로
지나치게 세분해온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연속성과 ‘상호연관성
(整體性)’을 강조하였고 이는 당시 중국현대문학 연구의

‘문학사 다시

쓰기(重写文学史)’라는 흐름과 맞물려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발점
이 되기도 하였다.4) 그가 원루민(温儒敏), 우푸후이(吴福輝), 왕차오빙(王
超冰)과 공동집필한 중국현대문학사 교재 《中国現代文学三十年》5)은
‘20세기중국문학’의 문제의식에 기초한 현대문학사 서술의 새로운 가능성
을 모색하여, 그간 중국대륙의 학계에서 통용되어온 계급혁명사관과 좌
익문예 중심의 서술에서 완전히 벗어난 첫 번째 현대문학사 저서이다.
1990년대 후반 이래 첸리췬은 문학연구 이외의 영역으로 점차 활동범
위를 넓혀가기 시작했다. 1997년 그는 중국의 경직된 초중등 교육제도를
비판하면서 어문교육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혁신 방안을 제기하는 한편,
실제 교육 활동에도 참여하였다.6) 이처럼 학술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
3) 단행본으로는 《周作人传》, 北京十月文艺出版社, 1990 ;《周作人论》, 上海人民出版社,
1991 ;《大小舞台之间—曹禺戏剧新论》, 浙江文艺出版社, 1994 ;《精神的炼狱—中国现
代文学从“五四”到抗战的历程》, 廣西教育出版社 1996 ;《1948：天地玄黄》, 山东教育
出版社, 1997 ;《对话與漫游：四十年代小说研读》, 上海文艺出版社, 1999 ;《话说周氏
兄弟—北大演讲录》, 山东画报出版社, 1999 ;《反观與重构—文学史的研究與写作》, 上
海教育出版社, 2000 ;《读周作人》, 天津古籍出版社, 2001 ;《與周氏兄弟相遇》, 香港:
三联书店, 2008. 등이 있다.
4) 楊慶祥, 〈“20世紀中國文學”和“去歷史”敍事〉, 《“重寫”的限度》, 北京大学出版社, 2011
; 임춘성, 〈20세기 중국문학과 두 날개 문학〉, 《중국 근현대문학사 담론과 타자
화》, 문학동네, 2013 ; 이욱연, 〈중국 신문학사론의 양상 및 그 비판적 검토〉, 《서
강인문논총》제20집, 2006.
5) 錢理群, 温儒敏 외, 《中国现代文学三十年》, 上海文藝出版社, 1987(초판) ; 北京大学出
版社, 1998(수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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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보다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한 첸리췬의 활동
은 폭넓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북경대학 개교 100주년을 맞은
해였던 1998년, 첸리췬은 1957년의 반우파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새로운
시각에서 복원해야한다는 취지의 글7)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중국공산당
의 혁명의 정당성 이데올로기를 직접 문제 삼은 그의 과감한 사회적 발
언과 실천은 한편에서 전국적 규모의 첸리췬 비판운동으로 비화하기도
하였다.8) 이러한 ‘대비판’의 영향으로 2002년 베이징대학 교수직에서 명
예퇴직한 이후에는 민간 영역에서의 교육, 사회 운동의 실천에 힘을 기
울여, 자원봉사활동가들과 연계한 지방의 언어문화교육운동, 농촌교육운
동,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루쉰 읽기 강좌 개설 등의 다양한 활
동에 참여한 바 있다.9) 그는 또한 연구의 범위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의 당대사상사 분야로 확장하였다. 일명 ‘마오쩌둥 시대’로 연구로
불리는 이 영역에서 그는 1957년 반우파운동 당시의 민간 사회주의 사조
의 발굴과 중화인민공화국 역사 다시 쓰기 등을 시도하여 그 연구성과로
《망각을 거부하라》10),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11) 등 두
6) 钱理群, 《语文教育门外谈》, 廣西师范大学出版社, 2003.에 당시 쓴 논문과 교육 활동
관련 자료 및 후기, 주편을 맡았던 《新语文读本》中学卷(12권), 廣西教育出版社,
2001.의 서문과 후기, 관련 논문이 실려 있다.
7) 牛汉, 邓九平 편, 〈不容抹煞的思想遗产—重读北大及外校“右派”的言论〉, 《原上草 记忆中的反右派运动》, 经济日报出版社, 1998.
8) 비판의 시작은 첸리췬의 중등학교 어문교육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곧 여
러 간행물에서 첸리췬이 '반당반사회주의 분자', '반애국주의, 반집체주의, 반사회주의
'라는 비판이 등장하는 등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첸리췬은 본래 참여했던 어문교육
개혁소조 고문직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베이징대학교에서도 “연구에는 금기가 없지만,
강의에는 기율이 있다.”고 하여 그에 대한 비판을 제출하고 강의를 부분적으로 제한하
였다. 언론사에 첸리췬의 글을 싣거나 문학상의 심사위원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상부
의 지시가 내려오고, 그가 주편을 맡은 책의 출간이 불허되는 등 전방위적인 압력이
가해졌다. 상세한 전모는 钱理群, 〈附录 “大批判”实录 （1999年8月-2000年12月）〉,
《知我者谓我心忧—十年观察與思考1999-2008》, 星克尔, 2009. 42-59쪽 참고.
9) 첸리췬 스스로 본인의 퇴직 후 사회운동 영역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정리한 글은 《我
的精神自传》, 臺灣社会研究杂志社, 2008, 210-217쪽과 2015년 10월 1일 기준, 〈钱理
群：我的“屡败屡战”〉 2014.12.20.(http://www.aisixiang.com/data/81584.html)참고. 이
외에도 당시 활동과 관련된 글은 钱理群, 刘铁芳 편, 《乡土中国與乡村教育》, 福建教
育出版社, 2008 ; 钱理群, 《追寻生存之根 - 我的退思錄》, 廣西师范大学出版社, 2005 ;
钱理群, 《漂泊的家园》, 贵州教育出版社, 2008 ; 钱理群, 《重建家园 - 我的退思錄》,
廣西师范大学出版社, 2012.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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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단행본으로 묶어낸 바 있다. 그러나 반우파운동과 문화대혁명의 공
과에 대한 평가 등 중국 당국이 금기시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정작 대륙에서는 정식 출간되지 못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첸리췬의 활동 영역과 그 연구 성과는 다양한 분야
에 걸쳐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 점은 그의 연구 및 저술활동과 사회적
실천 사이, 그리고 학술 경력 초기의 연구와 현재의 연구 사이에 존재하
는 긴밀한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예컨대, 루쉰 연구의 영
역에서는 첸리췬의 루쉰 관련 연구만을, 문학사 연구의 영역에서는 첸리
췬의 문학사 관련 연구 성과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대륙에서는 첸리췬에 대한 연구 및 논의의 범위가 그의 루쉰,
문학사, 어문교육관 등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12) 이는 그의 최근 연
구에 대해서 자유로이 언급, 인용할 수 없는 검열과 같은 제약으로 말미
암은 것이다.
한국과 타이완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최근 첸리췬의 사회적 비판 활
동 및 ‘마오쩌둥 시대’ 연구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0) 钱理群, 길정행, 신동순 외 공역, 《망각을 거부하라》, 그린비, 2012. 중국어 저본은
《拒绝遗忘—“1957年学”研究笔记》,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1) 钱理群, 연광석 역,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上·下, 한울,
2012. 중국어 저본은 《毛泽东时代和后毛泽东时代 1949∼2009》上·下, 臺北: 联经出
版, 2012. 이 책에서는 중국 인명 및 지명 등의 고유명사를 모두 한국식 한자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중국어 고유명사를 표기하고 있
는 바, 이 책을 직접 인용할 시에만 한국식 한자음 표기를 따른다.
12) 2015년 5월 1일 기준 CNKI에서 “钱理群”을 주제어로 학위논문을 검색한 결과, 석사
55편, 박사 5편이 검색되었다. 석사학위논문 중 钱理群이 단독 주제인 것은 9편이며,
9편 모두 어문교육을 제재로 삼은 논문이다. 나머지는 루쉰, 저우줘런, 현대문학사,
40년대 소설 연구 등의 분야에서 첸리췬의 관련 연구를 각론으로 다루거나 사례로
참고하고 있다. 박사논문의 경우 钱理群만을 주제로 한 것은 없으며, 각 논문의 주제
는 션총원 1편(谭文鑫, 《沈从文的文学创作與音乐》, 湖南师范大学, 2010), 현대문학
및 문학사 3편(王瑜, 《现代文学史观及其书写实践研究》, 山东师范大学, 2010 ; 陈正
敏《意识形态與范式转换》, 复旦大学, 2009 ; 邓集田,《中国现代文学的出版平台》, 华
东师范大学, 2009), 중등학교 어문교과에서의 루쉰 작품 교육 1편(薄景昕, 《中学鲁迅
作品的接受历程》, 东北师范大学, 2007), 대학 내 학술 지식인의 지적 방법론 1편(刘
皛, 《论大学学者的独立人格》, 湖南师范大学, 2012)으로 분류된다. 刘皛의 논문은 첸
리췬을 독립적 지식인의 전형적 사례 중 하나로 보고 그의 지적 방법론을 탐구하고
있으나, 제재를 첸리췬의 루쉰과 저우줘런 연구에만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첸리췬의
학술 영역 전반을 포괄하여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4 -

2007년 이후에 출간된 《망각을 거부하라》, 《마오쩌둥 시대와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 그리고 《내 정신의 자서전》13) 등 세 권의 저서가
2012년 한 해 동안 앞다투어 출간되었다는 점은 한국에서 첸리췬이 수용
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 해 9월 동아시아 출판인들이 아시아 출판
문화에 기여한 저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1회 파주 북어워드 저작상
을 수상하기 위해 첸리췬이 방한하였고, 당시 국내 여러 매체에서 수상
소식과 서평, 대담 기사를 내었다.14) 국내 매체 보도는 대체로 대륙에서
금지된 최근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 첸리췬을 반체제 지식인이라는 패러
다임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에는 중국을 민주주의의
결여와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사상의 자유 부재라는 시각으
로 바라보는 한국적 시각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첸리췬
에 독재 정권 하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투사와 같은 한국의 지난 세
기 70∼80년대 지식인 전형을 대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로서의 첸리췬
의 정체성과 중국 공산당 및 마오쩌둥과 맺고 있는 첸리췬의 단순치 않
은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정합성이 매우 떨어진다.
국내 학술계에서는 중국 신좌파가 국가주의화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첸리췬이 소구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 신좌파의
담론을 통해 국내의 진보에 대한 대안적 참조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국
13) 钱理群, 김영문 역, 《내 정신의 자서전》, 글항아리, 2012. 중국어 저본은 钱理群,
《我的精神自传》, 臺灣社会研究杂志社, 2008.
14) 2015년 10월 1일 기준 검색한 결과로, 2012년 파주 북어워드 수상을 단신으로 알린
것을 제외하고, 책의 내용과 저자의 소개 및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 만세”… 1950년대 중국의 '타는 목마름'〉, 조선일보, 2012.04.07. (http://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06/2012040602458.html); 〈다시 루쉰을
생각한다〉, 국제신문, 2012.06.01.(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
sp?code=0500&key=20120602.22015201851); 〈中첸리췬 “마오 비판하는 나도 마오 프
레임서 자기검열”〉, 동아일보, 2012.09.17.(http://news.donga.com/Culture/Liter/3/070
3/20120917/49457698/1); 〈“대재앙 낙인찍힌 문화혁명, 민중의 자발성 과감한 재평가
를” 첸리췬-백승욱 대담〉, 경향신문, 2012.09.18. (http://news.khan.co.kr/kh_news/kh
an_art_view.html?artid=201209182122045&code=960201); 〈“중국, 문화혁명 후기처럼
위기 꼭짓점에 와 있다”〉, 중앙일보, 2012.09.20(http://chinese.joins.com/portal/articl
e.do?method=print&total_id=9401463#); 〈中학자 마오쩌둥을 향해 창끝을 겨누다〉,
연합뉴스, 2012.09.21.(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12/09/20/0901000000A
KR20120920188500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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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식인들에게, 왕후이를 비롯한 신좌파들의 국가주의화 경향은 당혹
스러운 것이었다. 이에 중국 내의 좌파적 지식인이자, 신좌파에 최근 경
향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는 첸리췬이 포착되었다. 첸리췬의 체제
비판적 발언과 각종 사회운동과 관련된 실천적 행보는 신좌파의 비판성
과는 다른 종류의 비판성을 보여주었다. 백승욱의 경우, 중국의 아래로부
터의 사회주의 민주의 역사와 그 전망을 연결하는 데 있어 첸리췬의 논
의를 논지 전개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15) 조경란은 신좌파가 국가주의화
되어 타락한 작금의 중국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비판을 가
하고 있는 것은 첸리췬 뿐이라는 약간은 과장된 수사법을 동원하기도 하
였다. 그는 중국의 지식인 지형도를 그리는 데 있어 첸리췬을 자유주의
좌파로 분류하고 있다.16) 성근제는 첸리췬의 최근 마오쩌둥 시대 연구가
매우 지식인 중심적 서사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는 중국의 사회주의
역사에서 마오쩌둥 및 중국 공산당과 인민 간의 관계의 독특성을 고려한
다면, 첸리췬의 저작에서 발견되는 인민의 대변자로서 국가와 맞서는 지
식인 형상은 적절하지 않은 관점이라고 비판하였다.17) 이러한 국내 학술
계에서의 첸리췬에 대한 서로 다른 온도차와 접근 방향은 현재 첸리췬
제시하고 있는 문제가 곧장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각자 다른 관점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 목적 및 범위
첸리췬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년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루
쉰과 마오쩌둥이라는 두 인물의 압도적 영향 속에서 그들을 정신적 지주
로 삼아왔으며 자신의 학술적 생애 역시 이를 통해 형성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18) 이러한 고백은 일견 파편화와 단절로 해석될 수 있는 그의
15) 백승욱, 〈중국에서 ‘사회주의적 민주’ 논쟁을 통해서 본 아래로부터 비판적 사상 형
성의 굴곡〉, 《마르크스주의 연구》6(3), 2009.
16) 조경란, 《현대 중국 지식인 지도》, 글항아리, 2013.
17) 성근제, 〈毛澤東과 新中國 역사 재평가의 정치성〉, 《中國現代文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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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실천적 여정을 관통하는 나름의 일관된 논리를 통해 첸리췬의 학
술 사상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
문은 이러한 가설에 입각하여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첸리췬의 활동을
통합적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그 일관성과 긴밀한 내적연관성을 밝혀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첸리췬의 지적 실천적 활동 전반에서 다양하
게 드러나는 루쉰과 마오쩌둥의 정신적 영향관계를 추출하는 한편, 각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하나의 특성으로 ‘마오쩌둥으로부터 빠져
나오기(走出毛泽东)’라고 지칭할 수 있는 일관된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
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또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먼저 밝혀둘 것은, 본 논문에서 다룰 첸리췬의 지
적 여정을 관통하는 ‘마오쩌둥으로부터 빠져나오기’라는 정신적 특징은,
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 전반에 유행하였던 문화대혁명의 트라우
마에서 출발하여 마오쩌둥 개인 및 그의 시대를 부정하고 비판해온 역사
적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첸리췬은 현재의 중국사회를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後毛澤東時代)’로 지칭하는데19) 마오쩌둥의 집권 시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속되는 감각에 의한 것이다. 또한 현재에
여전히 마오쩌둥적인 요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첸리췬에게 있어 이
를 초극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에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명명법을
통해 우리는 첸리췬에게 ‘마오쩌둥으로부터 빠져나오기’는 80년대 이래의
문혁 부정론처럼 간단히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첸리췬은 이를 개혁개방 이
후 3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충분히 성취되지 않은 미완성의 과제로 인
식하고 있는 것이다.
첸리췬에게 초극의 대상인 마오쩌둥의 의미는 단지 마오쩌둥 개인과
18) 钱理群, 《心靈的探尋》, 北京大学出版社, 1997, 306쪽 ; 钱理群, 연광석 역, 앞의 책
上, 16쪽 ; 2015년 10월 1일 검색 기준, 강연록 〈鲁迅與毛泽东〉, 2009.10.16.
(http://lw20111028.blogchina.com/2386072.html)
19) 钱理群, 연광석 역, 앞의 책 上, 23-35쪽 ; 钱理群, 연광석 역, 앞의 책 下, 226-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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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학문체계, 역사
관, 언어, 성격, 사고방식 등과 같은 더욱 넓고 근본적인 영역에 남아있
는 ‘마오쩌둥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첸리췬은 이에 대
하여 ‘마오쩌둥 문화’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모택동 사상은 이렇게 사실상 근본적으로 대륙 중국인의 사유 방식,
정감 방식, 행위 방식, 언어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었으며, 나아가 민
족정신, 성격, 기질에도 아주 깊은 각인을 남겼습니다. 이리하여 하나의
시대적 문화 및 정신을 형성했고, 우리는 사실 그대로 이를 모택동 문
화라고 부를 수 있을 뿐입니다.20)

첸리췬은 마오쩌둥이 자신의 사상을 이용하여 중국의 현실과 중국인의
내면을 개조하고자 하였으며, 자신 역시 이로부터 마오쩌둥의 정신적 유
산을 상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첸리췬이 이를 통틀어 ‘마오쩌둥 문화’라
고 명명하기 이전 시기에도 첸리췬은 이러한 정신적 유산의 영향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추측하였고,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마오쩌둥적인 것은 외재하는 현실 이외에도 첸리췬 자신에게 내재한 것
이기도 하였기에, 단순히 부정 혹은 단절 등으로는 마오쩌둥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었다.
첸리췬에게 있어 ‘마오쩌둥으로부터 빠져나오기’에서 마오쩌둥이라는
표상의 의미와 범위는 처음부터 완성형은 아니었으며, 여전히 변화의 과
정 속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1970년대 문화대혁명 후기, 마오쩌둥식 혁
명에 대한 의구심과 문화대혁명 종결을 통해 일어난 마오쩌둥 개인 숭배
에 대한 부정, 그리고 1980년대 현대화 상상의 맥락 속에서 마오쩌둥식
문학사관에 대한 초극, 1990년대 변화한 중국의 현실에서 다시 마오쩌둥
의 정신적 유산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상대화하는 등 각기 다른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과 방법을 총괄하여 ‘마오쩌둥으로부터 빠져나오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초극, 극복,
20) 钱理群, 연광석 역, 앞의 책 上,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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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화 등의 용어를 서로의 의미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하고
자 한다.
마오쩌둥적인 것에 대한 극복을 현재형의 과제로 상정하는 까닭은, 여
러 차례 그가 언급해온 바와 같이 마오쩌둥을 자신의 정신적 자아를 구
성하여 분리할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배후에 자
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식인으로서 중국
사회의 부정적 성격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오쩌둥적
인 것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나지 못한 스스로를 향하는 일종의 자아비판
의 의미를 함께 띤다. 첸리췬에게 마오쩌둥과의 관계는 그를 간단히 부
정하고 과거의 인물로 잊어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첸리췬은 그렇기 때
문에 끊임없이 마오쩌둥의 정신적 유산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밖에 없
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첸리췬에게 있어 ‘마오쩌둥으로부터 빠져나오기’라는 사
상적 경향을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아 80년대 이후 그의 학술 영역에서의
행보를 재구성해 보는 한편, 그가 설정한 ‘마오쩌둥으로부터 빠져나오기’
라는 모티프는 사실상 그의 학술 동력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첸리췬이 학술 및 사회운동의 각 영역에서의 거둔
여러 성과에 대한 파편화된 판단을 넘어 그것들 사이의 긴밀한 연계성과
통합적 관계를 하나의 줄기로 꿰어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한편 그러한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게 만든 첸리췬의 내적 변화과정과 그
사상적 동인을 이해할 수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제공하고자 한다.
첸리췬은 현재 중국에서 다시 마오쩌둥과 그의 시대를 재문제화하는
담론의 지형 속에서 독특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첸리췬
의 최근 저작이 비록 대륙에서 정식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의 저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중국을 바라보는 어떤
특정한 외재적 시각에 복무하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
의 저작에서 드러나는 문제의식의 무게는 바로 지금의 중국 체제 내부의
위치에서 가하는 비판이기 때문에 더욱 무거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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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첸리췬의 학술 저작 가운데 《二十世纪中国
文学三人谈·漫说文化》21), 《心靈的探尋》, 《豐富的痛苦》22), 《망각을
거부하라》, 《마오쩌둥 시대와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 1949∼2009》를
중심적 분석대상으로 다루되 필요에 따라 해당시기에 발표된 논문과 단
행본, 수필 등의 텍스트를 부차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주요 성과에 대한
이러한 연대기적 추적을 통해 시대상황의 변화와 함께 변화, 발전해 가
는 첸리췬의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인식과 자아반성의 면모
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지적, 실천적 작업의
성과물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적 모티프로서 “마오쩌둥으로부터 빠져나
오기”라는 일관된 사상적 경향성을 추출해 내고자 한다.

21)

钱理群, 陳平原, 黃子平, 《二十世纪中国文学三人谈·漫说文化》,
2004.
22) 钱理群, 《豐富的痛苦》, 时代文艺出版社, 1993.

- 10 -

北京大学出版社,

제 2 장 1980년대의 문학 연구: 마오쩌둥적인 것에
대한 초극
제 1 절 마오쩌둥식 문학사관 극복: ‘20세기중국문학’
과 80년대식 현대화 이데올로기
첸리췬은 천핑위안, 황즈핑과 함께 마오쩌둥 시대에 확립된 문학사관을
초극하고자 하는 새로운 문학사 이론을 제창, ‘20세기중국문학’ 개념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1985년 5월 이를 ‘中國現代文學創新座談會’에서 처음
으로 발표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논문화하여 두 달 뒤인 7월 《文學評
論》제5기에 〈論‘二十世紀中國文學’〉이란 제목으로 실었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1986년 3월에 걸쳐 잡지 《讀書》에 세 사람이 자유로이 나눈
대담을 풀어 쓴 〈二十世紀中國文學三人談〉을 연재하였다. 그들이 당시
제창한 ‘20세기중국문학’ 개념은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세 사람이 자유
로이 나눈 대담의 형식을 택한 것 역시 1949년 이래 공고해진 혁명 이데
올로기 중심의 지식 구조에 따른 언어 형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
도에 부합하였다.23) 이는 문학사 연구 분야에서의 마오쩌둥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초극의 기획이었다. ‘20세기중국문학’ 개념은 사회주의혁명을
중심으로 하여 철저히 혁명사에 따른 이전의 문학사 체계를 극복하고,
현대성을 중심으로 삼아 세계문학, 특히 서구와의 문학적 사상적 영향관
계를 문학 발전의 주요한 요인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문학사를 서술코자
한 이론적 가설이었다.

‘20세기중국문학’이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하나의 문학적 진행과정으로, 고대중국문학의 현대중국문학
23) 楊慶祥, 앞의 책,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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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과도·전변과정이자 완성과정이며, 중국문학이 ‘세계문학’의 총체
적 국면에 나아가 합류하는 과정이며, 동서방 문화의 대충돌·대교류 속
에서 문학 방면(정치·도덕 등의 여러 방면과 마찬가지로)에서 현대적
민족의식(심미 의식도 포함)이 형성되는 과정이며, 오래된 중화민족 및
그 영혼이 신구교체의 대시기 중 획득한 새로운 탄생과 발전 가능성을
언어 예술을 통해 반영하고 표현하는 과정이다.24)

기존의 문학사는 혁명사에 따라 근대-현대-당대로 시기를 구분한 폐쇄
적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문학사 서술에서 마오쩌둥의 신민주주
의 혁명의 성공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일종의 역사적 완결의 표지
였고, 따라서 과도기적이라는 표현은 오직 당대문학 이전의 프롤레타리
아 문학과 부르주아 문학이 동시에 존재하던 시기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중국문학’ 개념을 제출하며 ‘20세기 문학’이란 지금
까지 지속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정의를 내린 것은, 이러한 완결적인 서
사를 적극적으로 타파하고 혁명사를 중심에 놓지 않은 새로운 문학사 이
론의 시도였다.

이 글에서는 (‘20세기중국문학’에 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상하고 있다. ‘세계문학’으로 나아가는 중국문학, ‘민족 영혼의 개조’를
총주제로 하는 문학, ‘비량(悲凉)’을 기본 핵심으로 하는 현대적 미감 특
징, 문학 언어 구조를 통해 표현된 예술 사유의 현대화 과정, 마지막으
로 이러한 개념을 통해 문학사 연구 방법론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다.25)

이에 따른다면 문학사의 서술 기준은 총주제, 미감의 특징, 언어 구조
등의 문학 내적 속성으로서 이를 통해 혁명성 및 혁명사와는 관련이 없
는 문학사를 서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 것이다. 문학에 대한 정
치 이데올로기의 영향 혹은 종속적 관계를 부정하고, 문학 자체의 독자
24)

錢理群, 陳平原,
2004, 11-12쪽.
25) 위의 책, 12쪽.

黃子平,

《二十世纪中国文学三人谈·漫说文化》,

- 12 -

北京大学出版社,

적 체계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학의 독자적 체
계를 이들은 ‘문학의 정체(整體)성’이라 표현하고 있다.
‘20세기중국문학’이라는 개념은 우선적으로 문학사가 사회정치사의 단
순한 부속물에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문학 자체의 발생 및 발전
단계의 완정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20세
기중국문학’이라는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방법론적 특징은 강렬
한 ‘정체의식(整體意識)’이다. 거시적 시공간 척도라는 특징을 지닌 세계
역사의 척도를 통해 우리의 연구대상을 두 가지 거대한 배경 위로 위치
지을 것이다. 첫 번째로 거대한 종적 배경은 이천년의 중국 고전문학
전통이다. 우리가 고전문학과의 결정적 ‘단절’에 대하여 논증할 때, 단절
은 바로 매우 깊은 연결성, 흡사 탯줄과도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
러나 단절이 없다면, 그것이 배경으로서 작용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
다. 또 하나의 거대한 횡적 배경은 20세기의 세계문학사의 총체적 틀이
다. 이는 단지 동서양 문화의 상호충돌과 교류뿐만 아니라 20세기 들어
대두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문학을 포함한다.26)

이로부터 20세기 중국문학은 이데올로기와 떨어져 중국 고전문학 전통
이라는 종적 배경과 세계문학사의 총체적 틀이라는 횡적 배경을 가진 독
립된 체계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들은 이 정체의식에 문학이론과 문학사,
문학비평을 통합하여 현재 이 세 가지가 각기 분열되어 있는 양상을 타
파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역시 문학의 독자적 논리만으로 새로운 문
학사 체계 구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이러한 이론의 설정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서술되었던 이전의 문학사, 바로 마오쩌둥
시대의 신민주주의 문학사관을 초극하려는 매우 자각적인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초극을 통해 비워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자리는
서구와의 영향관계를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또한 서구를 수용함으로써 채
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흥기에 대한 언급은 단지 면피에 불과하다 할 수 있으며, 동구권을 포함

26) 錢理群, 陳平原, 黃子平, 앞의 책,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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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주의 문학은 아예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는 기존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서구에 대한 적극적 승
인으로부터 그 대안적 이론의 출발점을 삼는 1980년대 계몽주의의 핵
심27)이 문학사 분야에서 분명히 실현된 것이다. ‘20세기중국문학’은 현대
화를 중심으로 삼고, 중국문학의 현대화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것이 한
세기 동안 발전해온 과정을 해석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20세기중국문
학’이라는 명칭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는 20세기 중국에서
있었던 문학 현상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분명 20세기 중국 문학의 한 부분인, 1949년 이후부터 개혁개
방 이전까지 시기의 중국의 당대문학과 20세기의 사회주의 문학은 마치
그러한 현상이 없었던 것처럼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20세기중
국문학’ 이론에 따른 문학사 서술로는 사실상 혁명 이후 당대문학의 발
전과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문학사는 각자의 관점이 존재하여,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80년대 이전의 좌익문학을 핵심으로 한 문학사와 그 이론은 사회
주의 혁명 고조기에 형성되었다. 이 문학사는 혁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해석하고 어떻게 해야 ‘영구혁명’식의 문학 발전으로의 지도가
가능할 것인지를 핵심 문제로 삼았다. 때문에 그 내용으로는 좌익 혁명
문학, 신민주주의문학, 사회주의 문학의 발전을 다루었다. 그에 반해 80
년대 첸리췬을 비롯한 3인이 제출한 새로운 문학사 이론은 20세기 문학
사의 문학 규범의 기준을 이전의 문학사에서는 부차적인 지위에 머물렀
던 5·4 신문학에 두고 있다. 그런데 5·4 신문학이 담지하고 있는 현대성
이란 만청(晩淸)문학을 포함하는 중국 고전문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 문
학 혁명에 성공하여 획득한 것이었다. 20세기의 현대성은 단 한가지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으며, 5·4 신문학의 현대성만을 문학 표준으로 삼아
서는 5·4 시기 이전과 이후에 존재하였던 문학의 각기 다른 다양한 현대
27) 이정훈, 《90년대 중국 문학 담론의 확장과 전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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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포괄하여 설명할 수 없다. 특히 40년대 이후의 좌익 문학이 담지하
고 있는 현대성은 5·4 신문학이 만청 문학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직전의
5·4 신문학에 대하여 초극과 비판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때
문에, ‘20세기중국문학’ 개념의 독창적 의의와는 별개로, 실제 20세기의
중국문학 전체에 대한 문학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 이 이론을 적용하면
바로 이러한 결함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28)
1987년 첸리췬이 원루민, 우푸후이, 왕차오빙과 공저한 《中國現代文學
三十年》은 이러한 ‘20세기중국문학’ 기획을 토대로 한 현대문학사 저술
이다. 이 책은 교과서로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종래의 삼분법에서 완전
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29) 그러나 제목에서 보편적으로 ‘현대문학’으로
통용되어왔던 시기에 ‘30년’이라는 구체적인 햇수를 덧붙여 기재하는 서
술 태도는 어디까지나 20세기 중국 문학이라는 연속체의 일부 시간을 의
미하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초판본의 제1장 〈緖論〉은 20쪽의 분량으로, 첸리췬이 작성한 것이다.
이 글은 ‘20세기중국문학개념’이 공동으로 제창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첸
리췬 개인의 현대문학에 대한 관점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4 신문학 운동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까지 30년 간의 문학은 ‘20세기중국문학’의 발
전과정에서 상편에 해당한다. 이 시기 문학의 기본 성질은 민족 영혼 개
조이고, 이념적 특징은 반제반봉건의 민족주의이다. 당시 문학의 기본 모
순은 세계성과 민족성, 통속화와 현대화이며, 이러한 모순의 대립과 통일
28) 溫儒敏, 賀桂梅 외, 〈當代文學的歷史敍述和學科發展〉, 《中國現當代文學學科槪要》,
2005, 159쪽.
29) “본서에서 논의 대상으로 정한 '중국현대문학 30년'은 1917년 1월 신청년 제2권5호에
서 호적이 발표한 문학개량추의를 기점으로 삼아 1949년 7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全國文學藝術工作者代表大會까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문학은 하나의
시간 개념인 것이다. 비록 최근 몇 년 간 학계에서 이러한 근대-현대-당대 문학의
경계를 타파하고 더 넓은 역사 단위에서의 문학사 연구("20세기중국문학", "19세기이
래중국문학", "근백년중국문학" 연구 등등)를 개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으며, 이
미 그 성과 역시 적지 않다. 그렇지만 본서는 교과서로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대학의 중문과에 설치된 교과 과정 및 기존 학술 연구 형식에 부합해야 한다.”
錢理群, 溫儒敏 외, 〈前言〉, 앞의 책, 1998(수정판),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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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났다. 90년대 후반 출간된 수정판에는 장절 제목이 바뀌고 통속
문학에 대한 서술이 추가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던 와중에 〈緖論〉도
삭제되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 글에서 나타났던 첸리췬의 현대문학
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수정판이 발간된 시점에서는 이미 더 이상 유효
하지 않았으리라는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첸리췬이 자신
의 현대문학사에 대한 관점이 매우 ‘80년대적’이었음을 그 스스로 자각하
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대문학의 문학관에 대한 우리의 고찰은 ‘민족 영혼 개조’의 문학이
라는 주도적이고 총체적인 문학관을 부각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이에 근
거하여 현대 문학의 기본 특징, 그 역사적 장점 및 불가피했던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
‘민족 영혼 개조’ 문학으로서의 특유의 사상 계몽적 성격은 현대문학
의 근본적 특징이다. 그것은 현대문학의 기본적 면모를 결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 문학의 기본 모순을 끌어내고 현대문학의 발전을 추동
하였으며, 아울러 이로부터 문학 제재, 주제, 창작 방법, 문학 형식, 문
학 풍격 등의 영역에서 현대문학의 기본적 특징을 형성하였다.30)

〈緖論〉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1917년부터 1949년까지 30년
의 기간 동안 “현대 중국의 반제 반봉건민족 문학”의 하위 범주이자 종
속적 지위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는 이전의 좌익 중심의 문학사에서 이
30년의 기간에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승리로 나아가는 과도기의 지위를
부여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더 이상 목
표로서 정의되지 않았으며, 계몽주의적 성격의 현대성을 구현하고자 한
현대문학의 분류 중 하나로 일종의 격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 각도에서 중국 현대문학이 생성된 문화적 배경을 고찰해보면,
현대문학은 바로 다음과 같은 역사적 교차점에서 출현하였다. 즉, 중국
문학은 장기간의 발전 과정에서 민족 특유의 미학 원칙과 문학 전통을
30) 錢理群, 溫儒敏 외, 앞의 책, 1987(초판),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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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였으며, 서양 문학의 각종 장르, 예술 형식, 표현 기법, 창작 방법
도 비교적 충분하고 성숙하게 발전하였다. 동시에 중국 문학과 서양 문
학은 모두 발전의 고조기가 이미 지나가고 새로운 돌파와 변혁을 준비
하는 단계에 처해 있었다.31)

중국 문학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양 문학과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설명은 그다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32)
그러나 첸리췬은 이 글에서 바로 이러한 역사적 중서 교차의 시기에, 각
자 변혁의 단계에 다다랐던 중국문학과 서양문학이 서로를 동력으로 삼
아 ‘새로운 돌파와 변혁’을 이루려는 교류와 충돌 등의 과정을 거쳐 세계
문학이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세계문학의 한 부분으로서의 중국 현대문
학이 전통이라는 종적 축과 동시대 서양문학이라는 횡적 축 위에 놓여져
있다고 서술한 것은 서양문학이라는 명칭에 포괄되지 않는 20세기 사회
주의 문학의 영향을 은폐하는 것이다.

오사문학 혁명이 중국 현대문학의 빛나는 기점이 될 수 있었던 원인
은 바로 봉건주의 구문학을 비판하면서 조금도 모호한 데 없는 비타협
적이며 굳건한 태도로 서양문학을 흡수하고 참고하여 세계문학과 긴밀
한 연계를 획득하였다는 점에 있다. [중략] 서양문학의 수입 및 세계문
학과의 폭넓은 연계는 중국 전통문학의 변혁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 문학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였다. [중략] 흥미로운 점은 이들 전
통 문학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발굴한 선구자들은 바로 봉건주의
구문화를 반대하고 외래 문화를 학습하자는 기치를 높이 든 오사문학
혁명의 선봉장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서양문화를 수입하고 세
계문학과 공통된 언어를 획득하는 것이 결코 민족문학적 전통과 개성의
소멸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민족화와 개성화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루쉰은 역사가 부여한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학적으로 개괄하였다. “새로운 형식으로” “자신의 세계”를 묘사하고
“내외 양면으로 세계적 시대 사조와 합류하되 중국의 민족성을 잃지 말
31) 錢理群, 溫儒敏 외, 앞의 책, 1987(초판), 14쪽.
32) ‘20세기중국문학’ 이론에 대한 비판은 전형준, 〈20세기 중국 문학론 비판〉, 《현대
중국 문학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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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이것으로서 “나아가 세계의 사업에 참여한다.”33)

여기에서 중국문학의 현대화는 사실상 구문화의 일원인 전통문학과의
단절을 전제하여야 하며, 현대화의 기준은 서구문학에 있는 것이었다. 더
욱 정확히 말하자면 서구문학과의 영향 관계에서 형성된 5·4 신문학의
과학과 민주 등의 현대화 원칙이었다. 이러한 서술은 첸리췬의 문학사
인식에서 세계문학이란 곧 20세기의 서구문학이며, 이러한 세계문학의
하위범주로 중국문학이 편입되기 위해서는, 서구문학을 현대화 기준으로
삼아 변화하지 않고는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첸리췬의 당시 현대성에 대
한 인식은 다분히 ‘80년대적’이었기에, 서구식 현대화와 진보에의 낙관주
의가 반영된 것이었다.
첸리췬은 1998년 이 책의 수정판을 발간하며, ‘20세기중국문학개념’에
대하여 반성하였다. 당시 서구중심론의 영향으로 인해 역사의 필연적이
고 합법칙적인 발전 속에서 중국 역시 서구가 이루었던 것과 같은 방식
의 현대화를 이뤄낼 것을 확신하고 이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으며, 문학의 진보에도 역시 같은 전망을 하였다는 것이다.

“현실 생활의 무정한 사실들이 80년대 현대화, 서방현대화 모델에 대
한 각종 신화를 파괴하였다. 그와 관련된 것은 ‘서방중심론’의 파산이었
다. 이는 모두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돌려 ‘현대화’의 결과를 똑바로 바
라보게 하였고, 근본적으로 ‘전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무엇이
현대성인가?”34)

80년대의 첸리췬은 현대화 또는 현대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없는
상태, 즉 전제 자체에 대한 점검이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반성은 80년대 현대화 이데올로기의 현대성에 대한 ‘이상(理想)화’에 대
한 자각이었다. 또한 서구식 현대성과 다른 다양한 현대성, 즉 현대성 내

33) 錢理群, 溫儒敏 외, 앞의 책, 1987(초판), 15-16쪽.
34) 钱理群, 〈矛盾與困惑中的写作〉, 《文艺评论》第1期,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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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90년대 이후 왕후이가 제기한 ‘반현대성의 현
대성’35) 이후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들의 지도교수였던 왕야오(王瑤)36)는
1980년대에 “너희들은 20세기를 말하면서도, 어째서 식민제국의 와해와
제3세계의 흥기는 말하지 않느냐?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운동, 러시아
와 러시아에서 받은 영향을 말하지 않느냐?”37)라고 비판하였다. 이는
1950년대의 문학사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출한 1980년대 첸리췬의 문
학사관간의 차이와 그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 2 절 루쉰 연구: 마오쩌둥식 루쉰 해석의 초극
첸리췬의 첫 번째 루쉰 연구서인 《心靈的探尋》에는 그가 석사 졸업
이후 북경대학교 중문과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담당한 ‘나의 루쉰관(我的
魯迅觀)’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경험하고 체득하게 된 문제의식이 깔
려있다. 그는 강의 경험을 통해 80년대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과거
의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하나의 ‘경전(canon)’으로 고정된
루쉰의 해석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해진 이해의 가능성을 열망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또한 기존의 루쉰 연구에 대해 그가 가졌던 아쉬
움과 일맥상통하는 점이기도 하였다.
첸리췬은 이 책의 머리말에서 1940년대∼60년대까지의 루쉰 연구가 기
본적으로 마오쩌둥에 의해 내려진 “경전적 결론”38)에 의해 틀 지워진 것

35) 汪晖，<當代中国的思想状况与现代性问题>，《天涯》第5期，1997.
36) 왕야오는 1951년 중앙교육부의 지시로 중국현대문학사 편찬 지침인 〈中國新文學史
敎學大綱〉의 기초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같은 해 중국현대문학은 신민주주의 문학이
라는 관점에서 서술한 중화인민공화국 최초의 완정한 현대문학사인 《中國新文學史
稿》를 출간한 바 있다. 김시준, 《중국현대문학사》, 지식산업사, 1992, 18, 31쪽.
37) 钱理群, 앞의 글, 1999.
38) 钱理群, 앞의 책, 1997, 3쪽. “루쉰은 가장 줏대가 있는 사나이였다(鲁迅的骨头是最硬
的). 그에게는 일말의 굽신거림이나 아첨기가 없었다. 이는 식민지와 반식민지 인민
들에게 있어 가장 고귀한 성품이다. 루쉰은 문화의 전선에서 전 민족의 대다수를 대
표하였으며, 적들을 향해 앞장서서 돌격하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굳
세고, 가장 충실하고, 가장 열정적인 전대미문의 민족 영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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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지적하였다. 그는 마오의 경전적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시대의 변화
에 따라 루쉰 연구 역시 그 경향이 역시 수정,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마오쩌둥이 제시한 바 ‘전대미문의 민족 영웅’이자
‘줏대가 곧은 사나이(硬骨漢)’로서의 형상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 루
쉰 해석에서 벗어나 개인으로서의 루쉰에 대한 미시적 탐구나 중국만이
아닌 인류적 차원에서 보편적 가치의 대표로서의 루쉰이 갖는 의미에 대
한 탐색 역시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첸리췬은 이를 위
해 루쉰이라는 인물의 형상에 담겨 있는 다차원성, 즉 개인-민족-인류라
는 서로 다른 층위 속에서 루쉰이라는 한 인간의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통일적인 위상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첸리췬은 역사적 중간물이라는 개념을 통해 루쉰의 다면성과 복
잡한 내면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루쉰의 회의와 방황은 1980년대 루
쉰연구에서 새로이 주목받은 부분이었다. 이는 이전의 경전적 결론에서
는 유심주의적이며 구시대의 부정적 성격이라 평가받아 무시되었던 부분
이었다. 첸리췬은 1970년대의 문화대혁명 후기에 이르러, 특히 린뱌오(林
彪) 도주 사건을 겪으며 당시 자신을 비롯한 동세대에게 있어 문화대혁
명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중국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은 모두가 공유하는 감각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중국은 어디로 가는
가’의 문제가 시대적 사고의 중심이 되었다.39) 루쉰의 혁명에 대한 입장
은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첸리췬에게 중요한 정신적 자원이 되었다. 루
쉰은 신해혁명의 실패 이후 혁명에 대한 환멸과 좌절, 그리고 혁명이 제
시한 이상세계에 대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이
는 문화대혁명의 종결 이후 첸리췬이 루쉰에 공명하는 지점이었다.
예를 들어, 첸리췬은 루쉰의 회의주의가 바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
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루쉰의 전기 사
상에서 후기 사상으로의 전변을 설명하는 데 있어 취추바이(瞿秋白)가
《노신 잡감 선집(魯迅雜感選集)》40)의 서언에서 제출한 “개성주의에서
39) 钱理群, 연광석 역, 앞의 책 下, 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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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주의로. 진화론에서 계급론으로.”41) 라는 결론은 1980년대 이전의 루
쉰 연구에서 반복하여 인용된 경전적 결론이었다. 첸리췬은 이에 1980년
대 이전의 루쉰 사상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루쉰의 사상 발전에 대한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
다. 루쉰은 구사회와 자본계급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여 신사회와 무
산계급을 긍정하는 데까지 나아갔고, 결국에는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진
리를 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각적으로 당이 이끄는 인민 혁명 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과 루쉰 개인의 운명을 함께 하고자 하였다.42)

그러나 첸리췬은 이렇게 루쉰을 “공산주의의 위인”으로 삼는 방식은
실제로 당시 루쉰의 마르크스주의 및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가 지닌 독특성을 간과 혹은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보았다. 1930
년대는 당시 중국의 지식인 중 마르크스주의 및 공산주의운동에서 진리
를 찾고자 경도되어 있었던 이들이 분기를 맞는 시점이기도 하였다. 일
부는 마르크스주의를 포기하였으며, 일부는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운
동에 대한 신념을 오히려 더욱 굳건히 하여 끊임없이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첸리췬은 이러한 점에서 루쉰이 1930년대 바로 이 후자에 속하
는 지식인 중 가장 적극적인 인물로서 대표성을 지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루쉰이 결코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을 자신의 사상 발전의 종착점이자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
40) 瞿秋白, 《魯迅雜感選集》, 靑光書局, 1933.
41) 王富仁, 김현정 역, 《중국의 노신연구》, 세종출판사, 1997, 56쪽. 이에 대하여 왕
푸런은 1930년대 제출된 취추바이의 결론이 이후 루쉰 연구에 미친 영향과는 별개
로 취추바이의 판단 자체는 정확성과 엄밀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였다. 루쉰은 사상
적으로 집체주의를 중시한 적이 없으며, 행위의 원칙에서는 큰 목표가 동일하다면
연합 전선을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또한 진화론에서 계급론으로의 전도라는
서술 역시, 루쉰은 진화론만 믿던 편파성을 수정하게 되었던 것이지 진화론을 아예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확성에도 불구하고 취추바이는 당시 중국
공산당 내 지도적 인물이자 영향력 있는 이론가였기 때문에 그의 결론은 당시 좌익
문예계에서의 루쉰에 대한 비평과 연구의 경향을 선도하게 되었다.
42) 钱理群, 앞의 책, 1997,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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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당시 루쉰의 독특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만이 중
국을 구제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을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 및 인민들
의 오랜 실천과 탐색을 통해 얻게 된 귀중한 역사적 결론이라고 보았
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론은 절대 지식인의 진리 탐구의 종착점이 될
수 없었다. [중략] “(역사적 유물론으로) 애매하고 풀기 어려웠던 숱한
문제들을 다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루쉰은 한 번도 마르크
스주의가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문제를 설명, 해석할 수 있는 지고의 진
리라고 여긴 적은 없었다. 그는 당이 이끄는 혁명운동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는 역사적 비교와 체험을 통해 무산계급이 역사의
전진 방향을 대표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을 뿐이다. 그는 무산계급
혁명 운동 및 그렇게 건립하려 하는 신사회가 아름답고 좋기만 한 이상
적 천국이라고 생각지 않았다.43)

그는 여전히 루쉰이 “공산주의 위인(偉人)”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 다만, 첸리췬이 주목한 루쉰의 회의주의적 인식 및 태도는 취추바
이의 결론에 따른 1980년대 이전의 통념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운동의 유토피아 환상이 깨진 뒤 빠르게 입장을
전환하여 자신의 지난 행보를 실수로 치부하였던 동시대 여타 지식인들
과는 달리, 루쉰은 유토피아 이상을 믿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마르크스주
의와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그의 신념을 견지할 수 있었다. 첸리췬은 루
쉰이 공산주의 운동에 참가한 내적 동기는 “혁명 이후의 승리와 자신이
누릴 승리의 과실”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운동이 역사적 필연
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루쉰이야말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라는 평가를 도출한다.44) 이러한 평가는 첸리췬
의 마오쩌둥 시대의 공산주의 유토피아 이상에 대한 반성으로서 루쉰을
참조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루쉰은 이상이 깨어진 뒤에야 마르크

43) 钱理群, 앞의 책, 1997, 42쪽.
44) 위의 책,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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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주의의 흐름 속에서 ‘가짜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다른 ‘진정한 마르크스
주의자’로 구분되었다. 이로부터 그가 1980년대 사회주의자로서 나아갈
방향을 루쉰의 회의주의적 태도에서 찾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첸리췬은 이전의 루쉰에 대한 경전적 평가에 따르면 루쉰의 부정적 측
면 혹은 아직 계급투쟁으로의 사상전환에 미치지 못한 측면을, 루쉰의
영웅적이고 용감한 면모와 통합하여 다층면적 루쉰 이해를 도모한다.

40∼60년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마오쩌둥의 루쉰에 대한
경전적 평가 중에서, 일종의 결과를 중시하고 과정을 중시하지 않는 경
향을 볼 수 있다. 즉, 루쉰이 내린 결론의 정확성을 중시하고, 루쉰이
그러한 정확한 결론을 얻어내기 전 탐색의 곡절과 고통은 중시하지 않
는 것이다. 루쉰이 행한 행동의 결단력과 용감함은 중시하지만, 루쉰의
이러한 결단력 있고 용감한 행동 전의 망설임과 방황은 중시하지 않았
다. 루쉰의 민족에 대한 충성과 열정은 중시하지만, 루쉰의 민족에 대한
실망, 민족의 단점에 대한 증오,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순과 투쟁 등등은
중시하지 않았다.45)

한편 첸리췬은 이러한 루쉰 연구 경향의 변화를 시대적 변화와 적극
적으로 결부시키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40∼60년대는 인민들에게 기존
의 방침에 따라 소수의 모범적 인물에 대해서만 탐구하길 강요하는 시대
였고, 따라야하는 기준은 상부의 명령으로 정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러한 시대 상황은 변화를 맞게 되고, 이는 곧 루쉰 연구에도 그 영향이
나타난다.

70∼80년대가 되자, 우리 민족 전체의 사회 심리에 매우 큰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의 결론과 양식은 의심받게 되었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시 새로이 살펴보고자 하여, 민족적 대탐색이 시작되었다. 진리를 탐
색할 권리는 인민(작가와 사상가를 포함)의 수중에 돌아왔으며, 또한
45) 钱理群, 앞의 책, 1997,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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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 인민의 활동 실천 역시 바뀌게 되었다. 이에, 인민의 루쉰에 대한
관찰은 결론에서 과정으로 바뀌게 되었다.46)

첸리췬의 이러한 역사적 시각은 80년대의 보편성을 띤 것이다. 당시
지식인들은 40∼60년대의 중국이 일종의 봉건주의 사회였다는 인식 아래
80년대 이래 새로이 추구되는 현대성은 이전 시대와의 단절을 통해 형성
된다는 감각을 공유하였다. 특히 80년대를 ‘진리를 탐색할 권리가 인민의
수중에 돌아’온 시대로 이해하는 관점에는 ‘20세기중국문학’ 개념 속에
내재된 문학의 진보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비슷한 방식으로 투영되어 있
다.

46) 钱理群, 앞의 책, 1997,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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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자아정체성의 재구성: 마오쩌둥의 정신적
유산과 그 극복
제 1 절 1950∼1970년대 자아정체성의 형성에 있어
마오쩌둥의 영향
(1) 반혁명 가정 출신이라는 ‘원죄’에 대한 반성
1957년의 반우파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첸리췬은 일찍이 자신에
게 요구된 ‘반성’을 수용한 바 있다. 첸리췬의 아버지인 첸톈허(钱天鹤)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농업학자로, 국민당 정부의 농업부 차장을 역
임하였다. 그는 1949년 이후에는 대만농업부흥위원회의 농업부문장을 맡
기도 한 국민당 고위관료였으며 자식들 중 한 아들은 국민당을 지지하여
그와 함께 대만으로 건너갔다. 이렇듯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 첸리췬
의 가정은 전형적인 자유주의 지식인 가정이었으나, 그의 다른 형제 가
운데 공산당 지하당원이자 군인으로 활동한 공산당의 적극적 지지자도
있었다. 첸리췬의 부모 및 형제자매들 간의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지
향과 그로 인해 달라진 인생의 경로는 중국의 역사적 격변을 한 가정사
에 압축해놓은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대륙에 남은 이들 가족에게는
항상 ‘반혁명’ 가정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형편이었고 남은 가족들
의 앞날에 이 점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47) 1957년 북경대학교에서 벌
어진 반우파운동의 현장에서 이 출신성분 문제는 청년 첸리췬에게 있어
실질적인 위협으로 대두되었다.
첸리췬이 베이징대학에 입학한 1956년은 당시 발표된 쌍백방침의 영향
47) 钱理群, 〈我的人生之路與治学之路(上)〉, 《我的回顾與反思》, 行人, 2005, 31쪽 참고.
“나의 작은 형은 청화대학 공과에 재학하였고, 누나는 북경사범대학, 나는 북경대학
에 재학했으나 우리 셋은 모두 출신 가정 문제로 인해 (졸업 후)변방 지역으로 보내
졌다. 누나는 신강, 형은 복건, 나는 귀주였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우리와 같은 가정
출신들의 해방 후 운명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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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학생들이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상운동적 성격의 활동들이 활발히 나타난 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쌍백방침은 실질적으로 철회되고 그동안 행해진 자유로운
발언들은 혁명에 대한 정치적 태도를 판가름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발언
의 당사자에게는 제도적 처벌이 가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첸리
췬은 당시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소위 ‘우파’로 분류된 학생들
에게 적극 동조한 이른바 ‘중우(中右)’로 분류되었는데, 이 ‘중우’는 내부
통제 관리의 대상이었다. 그가 당시 동조한 발언은 다음과 같다.

우파 반당반사회주의(反黨反社会主义)는 나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
지만 반우파 운동 역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지식인으로 하여
금 더 이상 발언을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중략] 사회주의를 보위
하기 위하여, 나는 반우파운동에 찬성한다. 하지만 민주와 자유의 원칙
이 견지되길 희망하고, 지식인들이 겁을 먹고 도피하는 상황이 오지 않
길 희망한다.48)

첸리췬은 이 발언으로 인해 ‘우파 사상과 경계를 명확히 긋지 않았다’
고 여겨지고, 나아가 ‘우파의 가장자리로 미끄러졌다’고 비판받았다. 이로
인해 그는 같은 대학 같은 반 학우인 쟝즈후(江之滸)를 공개적으로 두
차례 비판해야만 하였다. 쟝즈후는 쌍백방침 시기에 중국의 최대 문제가
출신 성분에 따른 등급제와 언론 부자유라고 하여, 우파로 낙인 찍혔다.
당에서 첸리췬에게 비판을 명한 것은, 일종의 시험이기도 했다. 특히 첸
리췬에게 있어 출신 성분은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였다. 때문에 비판문
에서는 첸리췬이 적극적으로 비판의 대상과 자신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
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나의 아버지 역시 국민당의 고급관원이었으며, 대만으로 도망쳤습니

48) 钱理群, 〈示衆〉, 《示衆》, 重慶出版社, 2013,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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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쟝즈후가 지옥의 18층에 있다면, 나는 19층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해에서 해방을 맞은 뒤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차별을 받
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중략] 당이 공농자제의 배양을 더욱 강
화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공농 간부를 배양하는 것에 불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 계급을 영도로 삼아, 공농 연맹을 기초로
한 국가입니다. 공농자제 배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
회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솔직하게 말하자면, 착취계급
출신은, 보통 당과 한마음 한뜻이 아니니, 반드시 개조되어야만 합니다.
그는 왜 우파가 되어, 어째서 계급 출신에서부터 근원을 찾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차별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이 입장
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까?49)

여기서 첸리췬은 출신 성분 문제에 대하여,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자·농민의 자녀가 더욱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 착취계급 출신은 그 출신으로 인해 당과 한 마음이 아니니
개조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국민당 관료 출신이면서 현재는 대
만에 있는 아버지를 두었다는 것은 일종의 원죄였기 때문에, 이 비판문
은 동학을 향한 것이면서 또한 자기비판이자 적극적으로 개조를 받아들
이겠다는 반성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참회하고 진실하게 개조되고자 하더라도 이 원죄는 사라질 수 있는 성격
의 것이 아니었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첸리췬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에게 붙여진 죄명 중 하나는 여전히 ‘국민당 반동파의 충실
한 자제(孝子賢孫)’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스스로 불에 태우면서
도 응당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회고한다.50) 이러한 사건들을
49) 钱理群, 앞의 책, 2013, 195쪽.
50) 钱理群, 〈哦, 你是我的父親〉(1991), 《我的家庭回憶錄》, 灕江出版社, 2014, 14-15쪽
참고. “문화대혁명 중, 홍위병이 나의 상자 바닥을 뒤집어 이 사진(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을 때, 나는 ‘반혁명의 충실한 자제’라는 죄명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홍
위병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당시 유행하던 것은 ‘아버지가 반동이면 아
들은 개자식이다(老子反動兒混蛋)’이라는 혁명 논리였는데, 나 역시 자신의 대담함(해
방 후 십년간이나 여전히 아버지의 사진을 간직했다)에 놀랐던 것이다. 나는 그저 머
리를 숙여, 죄를 인정하고, 그것이 진실한 말이든 아니든 참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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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첸리췬은 마오쩌둥 시대라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철저히 분리해야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경험에는 강압과 자발성, 그리고 타인을 박해했다는 사실이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첸리췬으로서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마오쩌둥 시대를 비판할 수 없었다. 또한 이는 첸리췬 개인의 문제이면
서도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리하여 첸리췬은 90년대 후반 이후에야 반우파운동과 문화대혁명 당
시 자신이 경험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였
고, 이를 마오쩌둥 시대의 한 특징으로 치부하면서 그에 대한 역사적 차
원에서의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51) 여기에는 마오쩌둥 시대에 대한
첸리췬의 시각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마오쩌둥시대에 대해 그가
80년대 가졌던 관점이나 시대를 반성하는 방식과는 구별된다. (첸리췬의
마오쩌둥시대 경험에 대한 80년대 식의 반성은 3장 2절에서 다룰 것이
다) 인생 전반부의 이러한 경험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출신성분에 대한
‘원죄의식’을 내면화하는 한편 반성과 개조에 대한 강박적 심리기제를 형
성하게 하였다. 이는 또한 첸리췬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있어 큰 영향을
주었고, 이후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문제 삼을 때마다 반복하여 등장하
는 심리적 난관이기도 하였다.

저 모든 사회적 관계(왜냐하면 관계 하나하나가 모두 죄악이었기 때문이다)를 끊어
내고 어느 누구와도 관련이 없는 ‘나 자신’이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다. 이 때문에, 이
후 학교의 혁명 사생(師生)이 와서 나를 복권시켜주었을 때, 아버지의 사진도 같이
돌려주었는데,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사진을 불태워버렸다. 이 일이 있고 한참
뒤에야, 나는 그때 내가 그렇게나 차분했던 것에 놀라고 말았다. 당시 한 학생이 나
를 말리며 이렇게 물었던 것이 기억난다. “아들이 어째서 자기 아버지의 사진을 가지
고 있을 수 없습니까?” 나는 그를 한 번 쳐다보았지만, 그의 질문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을 뿐이었다. 이미 나의 마음은 이처럼 타버린 재와 같았고, 세상살이에 일찍
이 어떠한 감정도 없게 되었다 할 수 있었으니,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정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51) 钱理群, 앞의 책, 行人, 2005, 40쪽 참고. “역사의 층위에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발
생하였는지 계속해서 묻고 이론적 사고를 하여 이성적 차원까지 이를 끌어내려 역사
적 경험과 교훈을 총결해야만 한다. [중략] 내 연구의 근본적인 출발점과 귀속처는
바로 '고난을 정신 자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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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주의적 이상주의 및 애국심에서 비롯된 마오쩌둥 사상에 대한
경도
첸리췬은 1950∼60년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교육과 국제사회의 중국
에 대한 봉쇄 상황을 겪으며 이상주의와 애국주의적 기질이 매우 강해졌
으며, 마오쩌둥을 영웅으로 흠모하게 되었다. 또한 출신 성분 문제라는
개인적 약점 역시 이러한 경향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었다.
1950년대 초반 공산당의 구호는 “3년 회복, 10년 발전”으로 정치적 안
정과 경제적 발전에 힘을 쏟았다. 이는 당시의 교육 방침에 영향을 주었
는데, 국민당 출신의 지식인을 포용하고 교사로 채용하여 교육의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또한 혁명의 고양된 분위기가 가득한 가운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이상주의 교육’이 제공되었다. 첸리췬의 회고에 따르면 신
중국 성립 이후, 곧바로 노동자, 농민, 하층 인민의 자녀들과 함께 학교
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가 다니던 학교는 신중국 이전에는 국민당 고위
간부 및 교수 등 지식인 엘리트 출신의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였기 때문
에 이는 매우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들은 ‘사회적 평등’과 ‘어려운 사람은
모두가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사회주의 품성과, ‘노동자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자·농민 연합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국가 수립 이념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되었다. 첸리췬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를 익혔으며, 자신의 공공에 대한 책임감은 이로부터 배양되었다고 하였
다.52) 첸리췬의 세대는 이렇게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공산주의 이상에 대한 신념의 토대를 갖춘, 사회주의 신봉자가 되었다.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를 교육받은 1950∼60년대 첸리췬 세대의 또 다
른 특징은 바로 국제주의적 경향이었다. “노동자계급은 조국이 없다. 전
인류를 해방하고,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와 연합하라.” 이러한 구호 아래
첸리췬은 전세계적 차원의 문제를 생각하고, 중국 문제 역시 세계 문제
와 연관하여 사고하는 특수성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53) 이는 독특한 세
52) 钱理群, 연광석 역, 앞의 책 上, 51쪽.
53) 위의 책,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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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인식의 틀을 형성하는데, “동방”과 “서방”의 이분법으로 “우리 편”과
“적”을 나누는 것이었다.54) 지리적 실재와 별개로, 중국에 봉쇄를 가하는
자본주의 진영의 서구 “제국주의 국가”는 “서방”이었고,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피억압 민족국가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동방”이며
“친구”였다. 1950년대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봉쇄와,
1960년을 전후로 소련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사회주의권으로부터 순차적
으로 행해진 봉쇄 조치는 첸리췬에게 애국주의 정서를 고양시켰다. 이에
중국은 소련과 맺고 있던 “형과 아우 중 아우”의 지위에서 벗어나 새로
운 “동방”의 대표로, 마오쩌둥은 이러한 위기에 맞서는 민족 영웅으로 여
기는 경향이 형성되었다.
1962년 첸리췬이 쓴 〈鲁迅與毛泽东〉55)을 보면, 소련의 배신으로 인
해, “동방” 의 대표는 중국이 되었으며 마오쩌둥은 그의 모범이 되는 모
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중국은 당시 대기근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
태였고, 첸리췬은 1960년 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원 입학을 희망하였으
나 출신 성분 불량 문제로 좌절되고 곧바로 귀주 안순이라는 소도시에
배치되어 위생학교 어문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첸리췬은 가지고 있
는 책이 얼마 없었는데, 당시 자신이 가진 《루쉰 전집》과 1960년 출간
된 《毛澤東選集》제4권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였다.56) 개인적인
고난과 고통이 국제적 고립이라는 국가 상황에 이입되며, 위기의식과 함
께 자력갱생의 정서를 강화하였다. 〈鲁迅與毛泽东〉의 내용은 제국주의
와 수정주의에 대한 반대와 이에 맞서 싸우는 자력갱생의 민족 영웅 형
상을 호출하는 것이었는데, 이 형상은 바로 마오쩌둥과 루쉰으로부터 따
온 것이었다.

현대 중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 사업의 계승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동방 풍격을 계승하고 발양할 것인가? 내가 이 문제를 깊이 사고할 때,
54) 钱理群, 〈我们这一代的世界想像〉, 《书城》第6期, 2006, 12-23쪽.
55) 钱理群, 〈鲁迅與毛泽东〉, 《走進當代的魯迅》, 北京大学出版社, 1999, 355-364쪽.
56) 钱理群, 연광석 역, 앞의 책 上, 488쪽.

- 30 -

내 앞에는 늘 두 거인(루쉰과 모택동을 가리킴)의 위대한 그림자가 떠
올랐다.57)

마오 주석은 루쉰선생의 노예근성과 아첨기가 추호도 없는 ‘경골한’의
성격, 어떠한 흉악한 적이라 해도 절대 굴복치 않고, ‘매서운 눈초리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맞서’ 악을 원수처럼 증오하는 반항성을 칭
송하였다.58)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이고, 인민들은 수천 년간 압박과
착취를 받았으니, 인민 혁명 투쟁의 역사는 매우 장구하다. 장기간의 투
쟁 속에서 인민은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중국인민은 강렬한 반항성 이
외에 우리 민족만의 특수성을 갖게 되었다. 이는 바로 루쉰이 개괄한
‘끈질긴 정신’이다. 이러한 끈질긴 정신은 바로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
고’ 적과 맞서 굳건하게, 각과의 노력으로, 집념의 장기 전투를 치르는
것이다. 냉정하게 적을 상대하고, 실력을 보전하는 데 주의하며, 투쟁
예술을 정교화한다.59)

마오 주석은 우리 민족 대다수를 대표하여 중화 민족의 ‘위세와 무력
으로 굴복시킬 수 없는 지조, 빈천하더라도 변치 않는 절개(威武不能屈,
貧賤不能移’를 갖춘 기개를 크게 펼쳐보였다.60)

이 글에서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로 호명되는 대상은 바로 이러한 배경
에서 미국과 서방, 그리고 소련이다. 대기근이라는 국내 상황과 겹쳐져
이로부터 중국인들이 당시 느꼈던 위기의식은 비장감이 감도는 것이었
다. 첸리췬은 이에 중화민족은 끈질긴 정신으로 장기 전투를 치러낼 수
있다고 선언하는데, 민족주의적 정서의 팽배는 마오쩌둥을 이러한 장기

57)
58)
59)
60)

钱理群, 앞의 책, 1999, 355쪽.
위의 책, 357쪽.
위의 책, 358쪽.
위의 책, 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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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의 지도자로 자연스레 위치시켰다.
첸리췬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 이러한 당시의 상황이 바로 당시 지식
인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마오쩌둥을 ‘민족 영웅’이자 ‘선구자’로 자리하게
한 이유였다고 설명한다.61) 이러한 마오쩌둥과 첸리췬의 관계는 1970년
대 문화대혁명 후기가 되어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62) 그러
나 1980년대가 되어, 마오쩌둥과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
되자, 첸리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자신이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인식하고, 반성한다.

제 2 절 “나는

왜

진정한

지식인이

아니었는가?”:

1980년대의 자기반성
첸리췬은 《心靈的探尋》 후기63)에서 직접적으로 1950∼70년대의 마오
쩌둥과 자신의 관계를 언급하며, “나와 우리 세대의 지식인은 왜 문화대
혁명과 같은 ‘비이성적 열광’에 빠져들었으며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
지 못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여기서 루쉰은 첸리췬에게
자기반성의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첸리췬은 1950∼60년대 성장
한 자신을 비롯한 동세대의 지식인들은 마오쩌둥의 영웅적이고 영도적인
지위를 인정하였으며 또한 그의 이론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한다. 처음
에 이는 매우 이지적인 선택이었는데, 그 이유는 마오쩌둥이 민족의 이
익을 대표하고 중국혁명의 건설과 성공을 영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곧 맹종이 되었고, 그 결과 지식인은 “진리를 찾을 권리와 독립적
사고를 할 권리를 포기하였다.”64) 첸리췬은 이러한 지식인의 역할 불능
은 바로 “국내의 봉건주의에는 경계를 풀어버린 것”65)이기 때문이라고
61) 钱理群, 앞의 책, 1997, 306쪽.
62)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중국 변경 지역 기층 지식인의 문화대혁명에 대
한 회상〉,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학문과 예술》, 태학사, 2007, 35-38쪽 참고.
63) 钱理群, 앞의 책, 1997, 304-318쪽.
64) 위의 책, 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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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첸리췬이 1950∼60년대를 봉건주의라 일컬으며, 지식인으로서의 역할
불능을 반성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1980년대 유행하였던 리쩌허우(李泽
厚)의 “계몽(啓蒙)과 구망(救亡)의 이중변주”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수행된 중국 혁명의 완수 과정은,
구망이 계몽을 압도하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은 반봉건의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66) 이는 마오쩌둥이 신민주주의 혁
명에 성공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였으며, 반제반봉건의 목표를 달
성했다는 종래의 관방 역사 해석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80년대는 5·4 시
기 이후 압도되었던 계몽의 과제가 수행되어야만 하는 시기로 인식되었
다. 지식인이 이러한 계몽의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는 것은 당시 지식
인들에게 공유된 일종의 사명과도 같았다.
첸리췬은 1950년대 후반 이후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간략하게 언급하
며,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합리화하기 위해 개조의 필요성을 수용하였다
고 설명한다.67) 이는 마오쩌둥이 ‘지식인 공농화’를 추진하여 지식인의
인민에 대한 계몽의 책임을 부정하고, 지식인을 피개조 대상으로 전락시
킨 것과 연결된다. 첸리췬은 자신을 비롯한 당시 지식인들은 과도한 반
성을 통해 이를 수용하여 스스로 지식인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케 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68)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첸리췬이 일찍이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수용
하는 데 있어 루쉰을 참조점으로 삼아왔다는 것이다. 첸리췬은 자신이
과거에 반혁명으로 낙인찍히고 일종의 원죄를 강요받았을 때, 루쉰의 ‘역
사적 중간물’로서의 속죄의식과 희생의식을 지닌 태도를 자신에게 대입
하여 정신적 해탈을 시도하였다고 말하였다. 구시대의 잔재인 자신이 완

65) 钱理群, 앞의 책, 1997, 308쪽.
66) 李泽厚, 임춘성 역, 〈계몽과 구망의 이중변주〉, 《중국현대사상사론》, 한길사,
2005.
67) 钱理群, 앞의 책, 1997, 310쪽.
68) 위의 책, 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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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개조되거나 혹은 사라지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자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다. 1980년대의 그는 이를 일종의 ‘아Q식의 정신승리법’이라고 비판
하게 된다.

모택동은 계급론에 따라 현대 지식인에게 공농과 차이를 부여하였고,
우리 세대 지식인을 모두 ‘부르주아 지식인’이라 단정하였다. 착취계급
가정이라는 나의 출신성분은 또한 나에게 극심한 심적 부담이었다. 이
러한 상태에서 속죄의식과 희생의식은 일종의 가장 좋은 정신적 해탈이
었다. 억압받는 지위를 곧 ‘역사 발전에 꼭 필요한 희생’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발적인 속죄와 희생에는 심지어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가겠는가(我不入地獄誰入地獄)”와 같
은 숭고와 비장의 감각이 따랐다. [중략] 놀랍게도 우리는 루쉰이 그토
록 미워했던 ‘아Q기질’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 우매하며 반
동세력에는 비겁하게 굴복하게 되어버린 것이다.69)

또한 루쉰이 지식인의 나약함에 대하여 비판한 것은 지식인의 개조에
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루쉰은 개조를 통해 환골탈태한
모범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졌다.70) 이는 당시 루쉰에게 부여된 정치적 상
징으로서의 의미를 짐작케 한다. 또한 첸리췬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루
쉰을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80년대 이전의 첸리췬에게 마오
쩌둥과 루쉰이 지향하고 본받아야할 기준으로서 동일 선상에서 존재하였
다고 한다면, 80년대가 되자 이러한 배치에 변화가 생긴 것이었다. 마오
쩌둥은 부정과 극복의 대상이 되었으며 루쉰은 이에 대한 대립항으로서
위치하게 되었다. 첸리췬은 이에 루쉰의 회의주의와 부정정신을 강조하
였으며 이는 지식인이 자유로운 사고 능력을 발휘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
었다.
그런데 첸리췬이 자유로운 사고 능력을 실제 발휘하게 되었던 것은 바
로 문화대혁명 시기 조반파(造反派) 홍위병으로서의 경험을 통해서였다.
69) 钱理群, 앞의 책, 1997, 313쪽.
70) 위의 책, 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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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계급반동노선을 비판하고 순종하는 도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화
대혁명의 구호들은 기층 공산당 간부와의 갈등을 겪고 그로 인해 억압을
받고 있었던 첸리췬에게 해방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조반파의 감각과 경
험은 1980년대 당시 거의 서술되지 않았기 때문에, 첸리췬의 다소 방어
적인 태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

(문화대혁명이 시작하던 때에) 당시 나는 한 차례 있었던 적 없는 사
상의 대해방을 느꼈는데, 속죄의식과 개조의식의 강압 아래 반항의식이
결국 터져 나온 것이었다. 나는 거의 제일 먼저 지식인 사고의 본능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당시 나의 사고는 기형적인 형태였다. 그 이유는 당
시 모택동 개인숭배가 매우 강조됨으로써 이러한 종류의 사고라 하더라
도 실상 진정으로 독립적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략] 우리는 바로 이
러한 상황에서, 일종의 왜곡된 형식으로 자신의 사고를 진행했고, 어쨌
거나 결국은 나름의 결론을 얻어냈다. 루쉰의 회의주의 부정정신은 바
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강렬한 공명을 불러일으켰다. 루쉰의
소설 《광인일기》의 역사적 질문은 이러하다. “이때까지 그랬다면, 그
럼 옳은 일인가?”71)

마오쩌둥 사상과 대중운동정치를 통해 사상을 실천하는 방법은 첸리췬
의 사상 형성에 한 축을 담당하였고, 문화대혁명 당시 자신이 “사상의
대해방”을 느꼈다는 감각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드러낸 것은 당시 지식
인으로서 매우 드문 것이라 할 수 있다. 첸리췬은 이러한 해방이 마오쩌
둥의 개인숭배를 극복하지 못한 반쪽짜리 해방이었다고 평가하였으나,
이러한 조반파로서의 경험으로부터 자신이 자유로운 사고의 권리를 회복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2000년대 이후 첸리췬은 마오쩌
둥 사상이 아래로부터의 자유로운 사상인 ‘민간이단사상’의 형성 자원이
되었으며, ‘민간이단사상가’들은 결국 마오쩌둥으로부터 출발하여 마오쩌
둥에 반대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
71) 钱理群, 앞의 책, 1997, 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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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장 2절을 참조). 1980년대에 나타나는 첸리췬 자신의 조반파 경험에
대한 태도는 바로 이러한 주장의 원형임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첸리췬은 문화대혁명 후기에 해당하는 기간인 1970년대에도 자신
이 여전히 마오쩌둥주의자였던 것에 콤플렉스를 드러낸다.

‘사인방(四人幇)’을 분쇄해버리기 전까지, 나는 장기간 형성된 개인 미
신의 속박에서 철저하게 벗어날 수 없었다.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나는 모택동 시대에 성장한 세대이며, 마오쩌둥은 나의 정신적 지주였
고 이미 내 생명을 구성하는 일부분이었다. 문화대혁명 중 나는 마오쩌
둥의 “무산계급 전제 정치하의 계속혁명” 이론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사실은 나의 사고를 엄중하게 속박하였다. 나는 당시 ‘중국은 어디로 가
야하는가’라는 문제를 탐구하면서도 이러한 속박으로 인해 충분히 도달
할 수 있었던 지점까지 나아가지 못 하였다.72)

첸리췬은 마오쩌둥의 이러한 영향을 자신의 원천적 결함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비롯한 동세대 지식인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생겨
난 결함이 있고, 지식구조가 제한적”73)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1950∼
60년대의 자신의 경험을 지식인 집단의 정체성의 상실 및 지식 자체의
결핍 차원으로 전화하는 것은, 1980년대의 보편적인 지식인 서사 중 하
나였다. 이는 1980년대에 문화대혁명에 대한 기억을 ‘지식인 수난’ 위주
로 구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식인 집단의 정체성을 창출하였던 전략74)
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첸리췬에게 마오쩌둥주의자였던 과거와 자신의
영혼 일부가 마오쩌둥의 영향으로부터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시대
에 그에게 또 다른 원죄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원죄를 처리하기 위해 첸
리췬은 신시기 이후 다시 루쉰의 ‘역사적 중간물’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72) 钱理群, 앞의 책, 1997, 315쪽.
73) 위의 책, 317쪽.
74) 이욱연,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지식인과 문혁 기억〉, 《中國學論叢》제16호, 2003,
327-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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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변화: 급진주의와
이상주의에 대한 반성
첸리췬에게 1989년의 천안문 사건과 이후의 사상통제는 첸리췬으로 하
여금 마오쩌둥 시대를 연상케 하였다. 그는 1978년 이후 마오쩌둥 시대
에 대한 과학적 비판이 부재한 데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였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 속 두 가지의 무덤은 문화대
혁명과 1989년의 천안문사건이라고 하였다.75) 그런데 문화대혁명과 천안
문 사건을 마주한 첸리췬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문화대혁명의 경우,
첸리췬은 청년이자 마오쩌둥주의자, 조반파로서 문화대혁명을 마주하고
그에 휘말려 들었다. 터무니없는 ‘반혁명’의 죄명을 쓰고 비판받은 피해
자의 입장이기도 하였으며, 끝없이 이어지는 자아비판의 형벌을 이기지
못하고 동료를 고발하여 타인에게 가해를 가하기도 하였다.76) 그러나 천
안문 사건의 경우, 첸리췬은 이미 베이징대학교의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
와 신분이 있었고, 나이는 이미 50세의 장년이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마
음의 짐에는 이상이 꺾인 무력감과 함께, 어른이자 문화대혁명을 겪은
세대로서 어린 청년들에게 다시 이러한 희생이 발생하였다는 데 대한 죄
책감과 공포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지식인으
로서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을 마주한 것이기도 하였다. 소련과 동구
권에서의 사회주의 몰락 역시 첸리췬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재점검
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그는 이에 1993년 《豐富的痛苦》에서 사상과 행동 간의 관계를 중심
으로, 변화한 상황 속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자기조정을 시도하였다. 첸리
췬은 인류 보편의 두 가지 인물 유형인 돈키호테와 햄릿이라는 모티프를
통하여,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 세계적인 차원에서 각기 다른 시기의 지
75) 钱理群, 앞의 책, 2005, 34쪽.
76) 위의 책, 3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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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과 공산주의 운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 저작은, 1990년대 초
반 현대화 노선의 급진적 변혁과 점진적 개량 간 입장 차이가 불거졌던
소위 급진과 보수 논쟁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혁명과 급진주의에
대하여 첸리췬 자신의 시각으로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돈키호테는 ‘황금시대’의 부활을 꿈꾸는 기사이다. ‘황금시대’는 원시
공산주의 이상사회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유토피아’에 대한 묘사와 흡사하다.77) 돈키호테는 자
신의 황당무계한 행동으로 인해 겪게 되는 현실과의 충돌을 유토피아 이
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천부적인 고난(天賦苦難)’로 받아들이고, “투쟁을
직업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돈키호테는 선량함, 열정, 용감함, 의지력,
희생정신으로 무장한 도덕적 영웅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된다.78) 첸리췬
은 원시 공산주의적 유토피아 이상과 급진주의적 경향을 돈키호테적 기
질로 정리하고 있다. 한편 햄릿은 돈키호테와 대립적인 전형으로, 돈키호
테와는 완전히 다른 형상을 하고 있다. 햄릿에게선 지식인의 전형적 특
성이 보이는데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회의의 대상으로 삼고, 비
판을 통해 잘못을 되돌아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79) 이
러한 회의주의는 행동을 제약하는데, 햄릿의 복수에 대한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복수를 결심하고도 그 결과가 어떠할지 염려하느라 실행
을 지연하고 결정적 순간에 계속해서 망설인다. 첸리췬은 이것이 바로
지식인의 전통적 모습이라고 하였다.80) 이러한 돈키호테적 기질과 햄릿
적 기질은 독립적 형태로 각 지역과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정도로 나타
난다.
첸리췬은 돈키호테적 기질과 햄릿적 기질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지식인이 공산주의 운동에 관계되면서부터라고 보고 있다. 그에 따
르면 바로 19세기 초, 독일의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에게
77)
78)
79)
80)

钱理群, 앞의 책, 1993, 13쪽.
위의 책, 14쪽.
위의 책, 24쪽.
위의 책,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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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처음으로 햄릿과 돈키호테 기질이 한데 나타나기 시작한다.81) 공산주
의 운동이 갖고 있는 유토피아 이상은 하이네를 비롯한 당시 지식인들의
돈키호테 기질을 자극하는 “마력(魔力)”이 있었다. 하이네는 “사상은 행
동으로 변하여야만 하고, 언어는 육체로 변하여야만 한다”고 하였다.82)
이를 마오쩌둥과 중국 지식인 간의 관계에 대입해본다면, 첸리췬은 유
토피아 이상이라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소에서 마오쩌둥에게 지식인들
이 매료된 이유를 찾은 것이다. 이는 그가 1980년대에 서술하였던, 1950
년대 이전의 지식인들이 처음에는 애국심이나 중국의 사대부적인 책임의
식 전통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마오쩌둥 사상에 매료되었다는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지식인과 마오쩌둥 사상의 관계에 대하여 당시
첸리췬이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은 어디까지나 이후의 지식인들이 마오쩌
둥의 강압에 의한 반(半)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으며 지식인
역할 역시 불능이었다는 지식인에 대한 일종의 자기반성이자 해명이었
다. 그는 지식인들이 마오쩌둥 시대에 겪었던 폭력과 억압은 사상과의
괴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사상의 실현 자체가 폭력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하이네는 햄릿 기질에 따라 사상과 사상의 실현, 즉 행동 사이에서 모
순을 느끼며 행동의 결과를 우려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이네가 공산주의 운동을 찬양하면서도 의구
심을 보인 것은 바로 그의 몸에 깃들어 있는 돈키호테 기질과 햄릿 기
질이 반영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질은 모두 지식인의
본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집체 평등의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개체의 정신 자유와 개
성의 발전을 추구하며 이에 대한 특유의 열정과 민감함을 보여주기도
한다.83)

81) 钱理群, 앞의 책, 1993, 79쪽.
82) 위의 책, 90쪽.
83) 위의 책,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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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리췬의 분석에 따르면 하이네는 행동이 필연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았으며, 자신 역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병든 구(舊)세계”에 대한 반발을 품
고 있지만, 구세계는 그가 속해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를 파괴하는 행동
은 결국 스스로 돌아갈 곳이 없는 비극적 운명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상의 실현은 사상 자체와 사상가의 훼멸”이라는 명제로 귀
결된다.84) 하이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실현을 막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상의 자유와 행동의 권리를 동등하게 중시하고자 하였
기 때문이었다.85) 첸리췬에게 있어 이는 지식인이 공산주의 운동의 이상
에 동의하는 한편 그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인지할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닥친 재난적인 결과를 막지 못하였던
이유였다.
첸리췬은 1920년대, 5·4 운동 이후에 저우쭤런이 제출한 사상과 행동
간의 새로운 명제를 통해 하이네의 명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저우쭤런은 5·4 운동 당시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유토피아 실험인 신촌
(新村)운동을 소개한 장본인이었다. 신촌운동은 집체노동과 집체학습을
기본으로 하여, 완전한 평등과 완전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였다. 이에
당시 청년이었던 마오쩌둥을 비롯한 많은 지식인과 청년들이 열렬한 지
지를 보냈다. 첸리췬은 이를 20세기 중국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돈키호테
적 기질의 발현이라 보았다.86) 그러나 그 후 저우쭤런은 역시 하이네가
그러했던 것처럼 행동과 그 후과에 대하여 우려를 똑같이 느꼈다. 그는
점점 더 사상과 행동 간의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을 자각적으로 의식하게
되었다. “사상은 이성적인 것이지만 행동은 현실에서 실현되면서 결국
군중성의 행동으로 표현된다. 이는 태생적으로 지극히 비이성적이다.” 그
는 오사운동의 폐단은 군중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였

84) 钱理群, 앞의 책, 1993, 95쪽.
85) 위의 책, 95쪽.
86) 위의 책,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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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군중, 특히 중국의 군중은 결국 일종의 전제적 광신의 경향을
갖고 있기에 군중운동은 재난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하이
네가 사상이 행동으로 변화한 결과에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성적 사상은 필연적으로 군중의 비이성적 행동
으로 인해 변질된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하이네가 사상의 실천에 따른
결과를 “알면서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선택을 내렸던 것과는 달
리, 저우쭤런은 사상과 행동의 관계는 단절되어야만

한다고 보았다.87)

이것이 바로 지식인의 활동을 정신적 사상 문화 영역으로만 제한하는,
즉 “사상으로 돌아가는 사상(還思想於思想者)”이라는 개념이다.
첸리췬은 이를 두고 중국 전통적 지식인의 경세치용(經世致用)의 길을
벗어남과 동시에 지식인의 오래된 모순인 "사상과 행동의 괴리"라는 햄
릿의 명제를 해소하고, 당연히 또한 동시에 행동을 존재 가치로 삼아 견
지하는 돈키호테의 명제 역시 해소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88) 이는 첸리
췬이 당시 마주하였던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 재조정의 필요에 따른 선
택을 내린 것이라 볼 수 있다. 90년대 초반의 지식인은 80년대에 누렸던
계몽자로서의 중심적 지위에서 밀려나, “자신의 의욕으로 세계를 바꾸겠
다는 상황에서, 세계에 의해 자신이 개조되어야 한다고 위협받는”89) 상
황이었다. 이에 “사상으로 돌아가는 사상”이라는 개념의 제출은 사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도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사상을 오히려 철저하게
이상의 영역으로 남겨둠으로써, 지식인들에게 현실 실천이라는 중압감에
서 벗어나 사상 그 자체의 철저함을 추구하는 역할, 즉 현실에 대한 비
판자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첸리췬은 이러한 입장을 취함으로
써 굳이 행동 혹은 현실화와 관련이 있는지 고려할 필요 없이 학술을 전
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편으로 이러한 입장 자체의 비판성을 통해 학
술을 비롯한 글쓰기 자체가 현실에 대한 비판, 즉 행동으로서의 의의를

87) 钱理群, 앞의 책, 1993, 197쪽.
88) 위의 책, 198쪽.
89) 钱理群, 김영문 역, 앞의 책,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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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후기에서 첸리췬은 자신의 80년대의 자신의 활동 역시 바로 이
러한 돈키호테적 기질의 발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바로
마오쩌둥의 정신적 유산이라 자각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돈키호테 기질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50∼60년대에 성장한 동
세대 중국 지식인의 공통된 경향이라고 하였다.

우리의 청소년 시대는 비록 봉쇄되었으나 신앙, 이상, 낭만정신으로
충만하게 생활하였고,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시대의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세대로, 항상 돈키호테 기질을 갖고 있었다. 일종의 환상
에 대한 집착 - 하나의 절대적이고 순수한 진(眞), 선(善), 미(美)의 이
상적 경지를 위하여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중략] 그
러나 매우 빠르게 그는 스스로 깨어났다. 환상은 파괴되어 사라졌고, 그
는 또한 낙담하고 고통스러워하였다. 어느 누가 그 시절의 그를 두고
그리도 쉽게 믿고 따랐다고 탓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너무나 잔인
하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는 다시 어떠한 새로운 미를 만들어냈고,
또 다시 이에 대하여 미련을 가졌고, 또 다시 그 미는 파괴되어 사라졌
고, 또 다시 고통 받기 시작했다……

90)

여기서 첸리췬은 자신이 안순에서 생활하던 당시 함께하였던 친구 류
상페이(刘尚沸)의 이상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하며, 이는 기실 자기 자신
에게도 역시 해당된다고 고백한다. 이는 돈키호테 기질이 햄릿 기질을
압도하여 한 측면만 우세한 기형적 형상이었다.91) 비록 애초에 지향하였
던 이상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이상으로서의 효용이 다한다 하더라도,
내용만 바꾼 채로 계속해서 이상에 대한 추구를 멈출 수 없는 것이 그
정신적 특징인 것이다. 개혁개방이 시작되기 전부터 마오쩌둥의 유토피
아 이상은 이미 그 마력을 잃어버렸지만 그가 이 세대의 정신에 새긴 이
상 그 자체에 대한 맹목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첸리췬은 1980

90) 钱理群, 앞의 책, 1993, 326쪽.
91) 위의 책, 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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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의 사상해방과 이어지는 신계몽운동의 지식인 계몽주의적 흐름 역시
이러한 정신적 특징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신시기 도래 이후, 햄릿 정신은 한 차례 각성 후 다시 부단히 위협받았
고, 돈키호테 정신은 한 차례 의심을 받은 후에 다시 부단히 호출되었
다.92)

개혁 개방 이후, 사회주의 이상을 포함한 마오쩌둥 시대를 반성하는
데 있어 회의주의는 한 차례 호출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햄릿의 회
의주의와 비판적 능력이 제 기능을 완벽히 회복한 것은 아니었다. 80년
대의 서구식 현대화와 진보에 대한 낙관주의, 계몽주의적 태도는 사실상
돈키호테 기질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첸리췬은 이
에 이제는 기형적으로 은폐되어 있는 햄릿 기질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하
였다.93) 이는 한편으로 그가 자신의 돈키호테 기질이 자신의 매우 근본
적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마오쩌둥의 시
대가 끝나고, 80년대를 통과하며 마오쩌둥을 극복하려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첸리췬에게 있어 마오쩌둥이 남긴 유산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극복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첸리췬은 이 책에서 단지 1940년대까지의 중국의 역사에 대하여 다룰
뿐이지만, 이는 명백하게 1949년 이후 마오쩌둥 통치 시기의 대약진운동
과 문화대혁명과 같은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이 시기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재평가 하는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지 개인의 역사적 체험으로서 학술과 맞닿아 시도되고
있다. 첸리췬의 이러한 경향은 그의 학술 경력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발견되는 것이며, 이후 직접적으로 마오쩌둥과 그 시기의 역사를 재평가
할 때 개인의 역사적 경험이 전면으로 부각되는 방식으로 전화한다.

92) 钱理群, 앞의 책, 1993, 327쪽.
93) 위의 책, 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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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마오쩌둥으로부터 빠져나오기’의 역설
제 1 절 마오쩌둥 및 마오쩌둥 시대 재평가의 정치성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마오쩌둥과 그 시대에 대한 서술 및 평가는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에서 마오쩌둥이라는
기호의 정치적 상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 기인한다. 이에 첸리췬의
‘마오쩌둥 시대’ 연구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오쩌둥
시대 재평가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마오쩌둥과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주의 시기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 서술 차원이 아닌 현재의 중국
의 성격을 규정하고 향후 중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 새로운 노선의 기획에는 언제나 과거의 걸어온 길을 평
가하는 과제가 수반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1981년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1기6중전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적 문제에 관한 결의(關于建國以來黨的若干歷史
問題的決議)〉(이하 〈결의〉)94)는 개혁개방이라는 방향 전환을 결정하
며, 마오쩌둥과 중국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치관과 이데
올로기적 수정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결의〉가 채택된 후, 중화인
민공화국 수립 이후 30년의 역사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1957년∼1958년의 반우파운동, 대약진 운동 이후 전국적 규모
의 대기근 참사, 그리고 문화대혁명 시기 등에 대한 논의는 금기에 가까
워, 〈결의〉에서 내린 평가를 벗어나는 언급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이는 문학과 영화와 같은 허구의 서사를 통해 해당 시기가 재현되는 경
94) 이 결의안은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 및 중앙서기처연구실, 중앙당사연구실,
국가계획위원회, 중앙당안관 등 역사, 이론, 정책 관련 30여개 주요 기구의 이론가 69
명의 집필 아래, 덩샤오핑의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적 문제에 관한 결의’ 기
초에 대한 의견〉과 〈결의〉를 130개 항목으로 나눠 원문의 100배 분량에 이르는
자세한 주석을 덧붙여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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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전범위적 기준이었다.
〈결의〉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주된 목표는 마오쩌둥이 내린 정치적
판단을 평가함으로써 마오쩌둥이라는 기호를 재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덩샤오핑과 중국공산당이 처한 딜레마적 상황을 반영하
고 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정치적 곤경을 비판하기 위하여 마오쩌둥과
단절을 선언하기에는, 정치적 상징으로서 그가 보장하는 항일 혁명 정당
의 집권 합법성이 자칫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결의〉가
택한 방식은 마오쩌둥 사상을 마오쩌둥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었다.

‘문화대혁명’의 역사는 모택동동지가 일으킨 ‘문화대혁명’의 주요 논점
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국의 실정과도 맞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논점은 당시 우리나라의 계급
상황이나 당과 국가의 정치상황에 대하여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95)
‘문화대혁명’이라는 전면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심각한 ‘좌’경오류는 모
택동동지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모택동동지의 오류는 궁극적으
로 한 위대한 무산계급 혁명가가 범한 오류였다. 모택동 동지는 늘 우
리 당과 국가생활 속에 존재하는 결점을 극복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왔
지만, 만년에는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였고, ‘문화대혁명’
때는 적과 우리 편을 혼동하였다..96)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 사상에서 이탈한 마오쩌둥 만년의 개인적 좌경
오류이며, 이를 이용한 ‘쟝칭(江靑) 반혁명집단’이 주도한 것이었다. 이러
한 서술을 통해 덩샤오핑 정권은 효과적으로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으면
서도 마오쩌둥 사상의 핵심적 요소들은 제거하여 정치적 안정과 경제 개
방을 도모할 수 있었다.
〈결의〉에서 평가가 종료되었다고 여겨진 마오쩌둥 및 그 시대에 대

95)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 편, 허원 역, 《정통 중국현대사》, 사계절, 1990, 35쪽.
96) 위의 책,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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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로운 방식의 재문제화와 담론이 등장한 것은 2008년을 전후로 유행
한 중국모델 담론과 관련이 있다.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정
부는 개혁개방의 성과에 대한 과시를 목적으로 하여 ‘개혁개방 30년’이라
는 일종의 평가적 의제를 다양한 영역에서 확산토록 하였고, 이는 애초
의 목적과는 달리 지식인들로 하여금 개혁개방 이후의 역사에 대한 회의
와 비판이 전개되는 기점이 되었다. 또한 潘維 주편의 《中國模式: 讀解
人民共和國60年》(中央編譯出版社, 2009)과 같은 책을 보면, 단지 개혁개
방 이후 30년의 역사 뿐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60년’의 역사로 그 논의
의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97)
이즈음 중국 지식계 내의 다양한 층위와 영역에서 중국 사회주의 경험
을 논의하고 마오쩌둥을 새로이 자원화 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두드러졌던 것은 신좌파로 분류되는 지식인들의 이론
이었다. 개혁개방으로의 방향 전환 결정과 동시에 평가가 종료된 것으로
보였던 마오쩌둥과 그 시대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서술이 다시 진행되게
된 것으로, 이른바 ‘중국모델론’이 부상한 것이다. 이는 향후 중국의 정치
개혁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의 가능성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징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010년을 전후로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룩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며, ‘중
국모델론’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중국모델론’으로 분류되는 여러
논의 간 차이가 있으나, 간략화하자면 중국의 개혁 개방 이전 마오쩌둥
시대에 대하여 평가적 기술을 위주로 중국의 개혁 개방 과정을 성공적이
라고 평가하고 그 성공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98) 첸리췬이 2007년
《망각을 거부하라》에 이어 《我的精神自传》, 《毛泽东时代和後毛泽东
时代 1949∼2009》을 차례로 출간한 것 역시 이러한 흐름 위에서 파악해
야 한다.
첸리췬은 대표적인 신좌파 논자인 간양(甘陽)으로부터 제출된 마오쩌
97) 성근제, 〈毛澤東과 新中國 역사 재평가의 정치성 – 첸리췬의 毛澤東時代與後毛澤東
時代: 另一種歷史書寫 사례를 중심으로〉, 《中國現代文學》제68호, 158쪽.
98) 성근제, 〈중국은 어디로 가는가?〉, 《역사비평》97호, 2011,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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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과 덩샤오핑, 그리고 공자의 유학이라는 ‘신삼통(新三統)’으로 유가사회
주의 공화국 이데올로기를 건립하자는 주장을 예로 든다.99) 그는 이러한
지식인의 태도에서 국가주의와 영합을 읽어내고 비판하지만, 자신보다
아래 세대가 자본주의화의 문제에 대면하여 마오쩌둥 시대의 사회주의
실험에서 현재성을 갖는 비판적 자원을 찾고자 시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마오쩌둥 사상과 문화에 대한 과학적이고
철저한 비판과 성찰 없이 이를 계승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첸리췬은 이중의 과제를 갖게 된다. 마오쩌둥 시대에 대한 단절
적 인식과 망각에 맞서 그 시대를 살아온 지식인으로서 마오쩌둥 시대를
증언해야 하는 한편, 마오쩌둥에 대한 일부 시대착오적 계승을 비판하고
마오쩌둥 사상의 ‘비판적 계승’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에게 마오쩌
둥의 사상 현재적 가치는 지금의 중국에 대한 비판이론의 의미가 있다.
‘마오쩌둥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갖는 또 다른 역설은 이러한 첸리췬의
경향 또한 그가 강조하는 다른 민간 사상가들의 사상의 발전 경로와 마
찬가지로 마오쩌둥 사상에 의해 함양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제 2 절 첸리췬의 마오쩌둥 시대 재평가: 마오쩌둥 사
상의 비판적 계승 가능성
첸리췬은 마오쩌둥 시대의 재난의 원인은 바로 ‘피안의 차안화’, 즉 이
상을 현실화하는 데서 비롯했다고 보았다. 이는 3장 3절에서 논의한 바
있는 ‘사상의 실현은 사상의 훼멸’이라는 명제를 계승한 것이다. 첸리췬
은 마오쩌둥에게 1958년은 인생의 정점과 같은 시기였다고 하였다. 그가
젊을 때부터 품어왔던 공상사회주의 이상을 현실에서 대약진운동과 인민
공사의 형태로 실현하기 시작한 해였기 때문이다.
99) 錢理群, 연광석 역, 앞의 책 上,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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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57년의 반우파 운동을 거치면서 어떤 감독과 제한도 받지 않
는 권력을 장악했고, 모택동은 그의 절대권위와 절대권력을 이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그의 신촌 이상을 실현하고 대동사회를 건설할 시기가
이미 성숙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당전제’ 조건하의
‘공상사회주의 실험’을 개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피안’의 이상을 ‘차안’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주의 운동 가운데 확실히 공상사회주의 사조
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우리가 오늘의 안목으로 보면 마르
크스주의가 견지한 공산주의 이상도 아마 공상사회주의 범주에 속할 뿐
이고, 여전히 인류가 시종일관 추구하는 유토피아 세계입니다. 유토피아
세계는 줄곧 피안에 높이 걸려 있는 이상이어야 하고, 그것의 역할은
차안의 어둠을 비추어주는 것이며, 이로부터 일종의 차안의 현실을 비
판하여 사회개조운동을 추동하는 사상 자원이자 동력이 된다는 데 있습
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철저하며 순수하게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 더 정
확히 말하자면 부단한 투쟁과 노력을 통해 차안 세계가 점차 피안의 이
상에 가까워질 수 있지만,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100)

마오쩌둥의 공상사회주의 이상은 저우쭤런의 신촌운동의 이상과 캉유
웨이(康有爲)의 대동 사회 개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101) 그러나 캉
유웨이에게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으며, 저우쭤런이 평화
로운 개량주의적 실천 방법을 택하였던 것과 달리, 마오쩌둥은 이상을
현실에 실현하는 데 자신의 막대한 집권 권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마오쩌둥의 집권 이후 모든 행위에 첸리췬의 이러한 분석을 일
괄적으로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러나 1958년의 대약진 운동과 인민공사의 경우, 유토피아 이상의 현실화
가 곧 재난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은 매우 설득력 있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100) 钱理群, 연광석 역, 같은 책 上, 345-346쪽.
101) 위의 책, 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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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진 운동 이후)역사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빠른
속도에 대한 희망에서 출발하여 높은 목표를 낳았고, 다시 높은 지표를
낳았으며, 나아가 과도한 생산예측을 초래했고 그런 후에 고징수를 초
래했습니다. 실제로 농민의 식량을 수탈했고, 최후에 농민의 대규모 사
망을 초래했습니다.102)

첸리췬은 마오쩌둥의 역사적 선택과 병렬하여 그 실천으로 인한 후과,
특히 일반 민중에 대한 인명 피해를 자세히 언급한다. 그는 이러한 후과
를 직시하지 않은 채 마오쩌둥의 사상과 실천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이
루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그 피해를 절대 축소시키지 말 것을 강조한다.
또한 당시의 재난의 과정에서 희생된 생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과정
이 아닌 결과만을 중시하고, 대의를 위해 소아(小我)를 희생하는 것과 같
은 마오쩌둥의 실천 논리들은 그의 사후에도 문화적 차원으로 중국에 남
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103) 첸리췬은 마오쩌둥 사상의 실천에 따
른 재난적 후과를 단지 당시의 인명 피해에만 한정하지 않으며, 문화의
형태로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분석을 통해 현재 중국에서의 마오쩌둥 시
대에 대한 망각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망각에 대한 거부는 금기였던 지점을 서술하는 데서 더욱 직접
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그 스스로가 문화대혁명 당시 조반파였던 매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구체화된다. 문화대혁명 당시 조반파에 속하였던
이들의 경험은 대체로 서술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는데, 그들은 그 내부
에서 다양한 분기와 사상적 차이가 존재하나 대체로 문화대혁명 기간 진
정한 민주와 영구혁명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측이었다. 결의에 의해
문화대혁명이 십년의 동란으로 규정되고 나서, 이들은 강요된 망각 속에
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104) 때문에 첸리췬이 조반파로서의 문화
대혁명 당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서술한 것은 결의가 규정한 금기를
적극적으로 타파하고자 하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
102) 钱理群, 연광석 역, 앞의 책 上, 408쪽.
103) 위의 책, 26쪽, 34쪽.
104) 성근제, 〈문혁과 계몽〉, 《중국어문학논집》제53호, 2008, 277-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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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첸리췬은 마오쩌둥의 사회주의적 이상의 사상적 가치와 그 영향
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이는 마오쩌둥의 정치경제적
성과에 대해 논하는 입장과도 다르며, 마오쩌둥의 사상 자체를 현실에
대한 비판 및 정치적 개혁의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입장과도 다르
다. 첸리췬은 마오쩌둥 사상 자체의 의미보다도, 이것이 ‘민간이단사상’이
라고 그가 지칭한, 아래로부터의 독립적 사상을 촉발하는 원천이었다는
데에 강조점을 둔다. 중국의 아래로부터의 사회민주주의는 마오쩌둥의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수권자로서의 마오쩌둥에 반대하게 되는 ‘민간이
단사상’의 역사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바 있는 첸리
췬의 ‘사상으로 돌아가는 사상’의 명제와 관련된다. 그는 마오쩌둥에 대
하여 그의 이상의 실현은 재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하는 한편, 계
승할만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마오쩌둥 사상의 사상으로서의 가치에 있
다고 보는 것이다.
이로부터 그는 ‘두 개의 중국’이라는 역사관점 아래 중화인민공화국 수
립 이래 역사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반우파운동 시기, 문화대혁명
시기, 1970∼80년대의 민주 운동과 사상해방운동,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
회운동 등에 대하여 ‘민간 이단사상’이라는 프레임으로 중국 사회주의 역
사의 한 축을 담당케 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민간 이단사상’은 마오
쩌둥과 공산당으로부터의 탄압과 여러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실현될 수
는 없었지만, 마오쩌둥에 반하는 ‘사회주의 민주’의 발전 노선을 제시하
였고, 이는 억압될지언정 끊이지 않고 민간에 완강하게 존재해 왔다.105)
그는 소홀히 여겨지거나 심지어 은폐되고 망각을 강요당한 보통 민중 및
민간사상가들의 의지와 사상, 저항의 흔적을 포괄하는 ‘민간 이단사상’을
중국 사회주의 역사의 한 축으로 복원함으로써, 이것이 지금까지 중국에
서 제출된 사회주의 민주에 대한 담론 중 아래로부터의 흐름을 형성해
왔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역사 서술에서 주목할 부분은 마오쩌둥에 반대하여 탄압받았던 ‘민
105) 钱理群, 연광석 역, 앞의 책 下, 5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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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단사상’이 마오쩌둥의 대중동원이라는 정치 방식과 마오쩌둥의 사
상으로부터 태동 혹은 각성되었다는 것이다. ‘민간 이단사상가’들은 결국
근본적인 부분까지 회의하여 자신들의 출발점이었던 마오쩌둥의 반대자
가 되고 그로 인해 탄압받게 되었다. 마오쩌둥 역시 ‘민간 이단사상’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거나 시간차를 두고 자기 사상의 일부로 흡수
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첸리췬은 이를 가리켜 일종의 “상호
작용”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106) 이는 중국에서 사회주의민주에
대한 마오쩌둥의 사상의 영향을 인정하는 한편,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사
회주의민주의 전통을 현재의 중국에 비판이론으로서 계승하고자 하는 첸
리췬 고유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1957년의 민간이단사상가 린시링(林希翎)과 탄톈룽(谭天荣)은 “상호작
용”의 측면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린시링은 ‘진정한 사회주의’는 사회
주의적 공유제와 사회주의적 민주제가 결합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
만 당시 중국에서는 민주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원인은 법률제도가
미비하고 권력이 당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특권
계급이 형성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아가게 된다.107) 탄톈룽은 린시링의 논
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마르크스 사후의 마르크스주의는 교조주의로 악
화되었다고 보고, ‘부정의 부정’의 방법을 통해 마르크스로의 복귀, 사유
제에서의 공유제로의 복귀, ‘三害(당내 관료주의, 종파주의, 주관주의)’로
부터 민주로의 복귀를 주장하였다.108) 이들은 당시 우파 분자로 탄압받
았으나, 특권계급 형성의 문제 등은 1964∼65년이 되면 마오쩌둥으로부
터 제기된다.109) 문화대혁명 또한 사회주의 민주를 실현하는 대중 동원
정치로 파악할 수 있다.
반우파 운동 이후 1960년대 초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대학교 내에는
새로운 지하 서클 및 소위 ‘반동’ 사조가 생겨났다. 이를 반동이라는 지
106)
107)
108)
109)

钱理群,
钱理群,
钱理群,
钱理群,

연광석
길정행
길정행
연광석

역, 앞의 책
외 역, 앞의
외 역, 앞의
역, 앞의 책

下,
책,
책,
上,

507쪽.
219-226쪽.
320쪽.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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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은 역시 반우파운동 시기와 마찬가지로 탄압의 과정에서 획득한 것이
었다. 첸리췬은 그 가운데서 반우파운동 시기의 ‘우파’와 ‘반동’ 사이의
사상적 친연성이 있다고 본다.110) 그러나 이는 실제 그 사상을 계승한 것
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지난 시기의 민간 이단 사상에 대한 탄압을 목도
하거나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파’들에 비해 사상문제를 발언하는
데는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 첸리췬은 이러한 사례가 보
여주는 것은 ‘민간이단사상’의 또 다른 특징으로, 앞 세대의 경험과 교훈
이 뒷 세대에 전해지지 않아, 1989년의 천안문 사태까지도 마찬가지로
항상 ‘아직 덜 자란 아이들’이 희생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민간 이단사상’의 마오쩌둥 사상으로부터의 영향은 매우 자각적인 것
이기도 하였다. 린시링과 탄톈룽은 반우파운동 시기 학생 우파의 영수로
여겨져 비판받았다. 우파는 그들의 실제 주장의 내용의 경향과는 상관없
이 정치적 숙청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우
파로서 여기지 않았음은 물론이며, 비판과 숙청의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주장이 마오쩌둥의 주장과 친연성이 있으며 바라보는 방향이
일치하고, 오히려 스스로 마오쩌둥의 진정한 의지를 이어받고 있다고 여
겼다.111) 이는 숭배의 감정과 이어져있을지언정, 매우 이성적인 판단과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마오쩌둥에 대한 신화화, 우상화와는 맥락이 다르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민간 이단사상’과 마오쩌둥 간의 ‘상호작용’의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오쩌둥의 실천을 자발적으로 계
승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오쩌둥과의 사유의 일치화를 느끼는 것은 50∼
60년대 스스로 사고하고자 하는 청년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
상이었다.

110) 钱理群, 길정행 외 역, 같은 책, 2012, 676쪽 참고. “그들의 ‘반동’은 일찌감치 반동으
로 선포된, 5·4에 뿌리를 둔 ‘우파’의 사유를 잇고 있었다. 민주에 대한 갈망, 결사자
유에 대한 요구, 인성에 대한 관심과 탐구, 개성 강조, 독립적 사고 견지, 주류관념
에 대한 회의, 현실 폐단에 대한 불만과 비판…….”
111) 钱理群, 연광석 역, 앞의 책 上, 183-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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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역사적 시공간 속에 있던 천씨는 자신의 마음이 마오쩌둥과
너무나 잘 통한다고 느꼈다. 그는 마오쩌둥의 사유와 시각(즉 그가 말
한 마오쩌둥의 ‘입장, 관점, 방법’)으로 중국과 세계의 현실과 미래를 열
심히 관찰하고 사고하였다.112)

이렇게 탄생한 자발적 청년 마오쩌둥주의자들은 그러나 대부분 문화대
혁명 당시 모두 ‘반혁명’의 죄명을 새로이 쓰거나 이전의 죄명에서 벗어
나지 못하였다. “(마오 주석이 북경대학교의 첫 홍위병이 붙인 대자보에
대하여 공개 지지를 표한 것은)이후 그 누구도 우리나라에 자본주의를
부활시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예시하는 것”113)이라고 여기
며 문화대혁명을 가장 반겼던 마오쩌둥주의자들이 반혁명의 죄를 벗지
못한 이유는 첸리췬에 의하면, 이들은 기존의 모든 것을 비판하고 의심
하도록 독려한 마오쩌둥의 사상의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
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마오쩌둥 자신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를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첸리췬은 분명히 이들이 스스
로 사회주의 민주와 사상의 자유를 구상하는 데 있어 정신적 자원이 되
었던 것이 바로 마오쩌둥의 사상이었음을 역시 강조한다. 이는 역시 그
당시 마오쩌둥주의자였으며, 현재는 자신을 민간 이단 사상에 속한다고
분류하는 첸리췬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즉 그는 자신의 사고의
역량의 연원은 마오쩌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제 3 절 방법으로서의 마오쩌둥과 루쉰
첸리췬은 약 30년이 넘는 학술 경력을 거쳐 드디어 마오쩌둥과 그 시
대를 직접 다루고 그 역사 속에서 마오쩌둥의 층위와 자신의 층위를 동
등한 선상에서 서술하게 되었다. 그의 학술 사상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마오쩌둥으로부터 빠져나오기’라는 과제는 마오쩌둥에 대한 간단한 고별
112) 钱理群, 길정행 외 역, 앞의 책, 686쪽.
113) 위의 책, 7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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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부정과는 다르다. 이는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요구하며 마오
쩌둥을 역사화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첸리췬의 학술 경력이 쌓임에 따라
마오쩌둥의 존재는 더욱 전면에 드러나지만 오히려 마오쩌둥은 표상하기
어려우며 복잡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저는 모택동 시대가 만들어냈고 모택동 문화가 혈육과 영혼 속에 스
며들어, 아무리 발버둥치고 자성하고 비판해도 여전히 구제불능인 이상
주의자, 낭만주의자, 유토피아주의자입니다. 이러한 모택동 시대의 각인
은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한편 저는 모택동 시대의
목적의식적인 모반자입니다. 저의 역사적 사명은 바로 창끝을 되돌려
모택동에 대해 동시대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철저한 정리와 비판을 해내
는 것입니다. 그의 영향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스스로가 철저한 모반자
가 되도록 합니다.114)

첸리췬과 마오쩌둥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것이 바로 루쉰이다. 첸리췬은 일찍이 자신은 루쉰의 ‘역사적 중간물’의
입장을 계승하였다고 하였다.115) 그가 루쉰을 마오쩌둥의 대립항으로 삼
은 것은 1980년대 루쉰 연구로 자신의 학술 경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함과
동시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1970년대 문화대혁명 후반부에
‘민간사상촌락’에서 루쉰의 저작을 동료들과 함께 독서하면서부터 그러한
기반이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앞서 첸리췬이 지금까지의 학술
저작에서 마오쩌둥의 정신적 유산을 처리하는 문제가 연구의 배경이었음
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그가 개인적 경험을 학술과 교착시키고자 하는
시도들 역시 꾸준히 있어왔는데, 이는 바로 루쉰으로부터의 역사적 중간
물로서의 입장과 연결될 수 있다. 첸리췬에게 있어 마오쩌둥 및 그 시대
와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는 루쉰과 봉건 사회가 맺고 있는 관계와 같다
114) 钱理群, 연광석 역, 같은 책 上, 21쪽.
115) 钱理群, 같은 책, 1997, 313쪽 참고. “나는 루쉰을 나의 모범으로 정하고 자각적으로
‘역사적 중간물’의 인생 경로를 택하여, [중략] 청년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려 한다.
이는 여전히 역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확한 선택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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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겨졌다.
노신은 당시 그와 몇 천 년 중국 전통문화 사이의 복잡한 갈등으로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전통문화의 가장 철저한 비판자였
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가장 우수한 전통문화 계승자였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가 저와 공명합니다. 노신은 스스로를 중국 최후의 지식인
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과장하여 바꿔 말하면, 저도 모택동 시대 최후
의 지식인입니다. 모택동 문화에 대한 저의 정리와 비판은 고통스러운
자기 정리이자 자기비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는 자기 구원이기도
합니다.116)

루쉰은 자신을 ‘역사적 중간물’로 여기고, 자신의 임무는 자신이 새 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깨에 인습의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암흑의 갑문을 열어주어” 다음 세대가 “넓고 광명한 곳으로 나가 행복하
게 살게 하며 사람구실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117)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사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그의 한계이자
동시에 그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첸
리췬에게 ‘마오쩌둥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역시 어떠한 방향성과 도달의
목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를 멈추지 않도록 추동하는 동력으로서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첸리췬은 노신을 마오쩌둥에 대한 대칭적 참조점
으로 삼아, 자신과 마오쩌둥, 노신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였다. 노신과
마오쩌둥은 첸리췬에게 있어 모두 현재의 자신을 재정립하는 ‘방법’이었
다. 노신은 역사적 중간물로서 자신이 봉건 구사회의 마지막 지식인이라
하였고, 봉건 구사회를 가장 잘 알기에 가장 아픈 일격을 가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마오쩌둥 문화에 대한 정리와 비판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정리와 비판”이라는 첸리췬의 서술은 마오쩌둥이 자신에게 내재하여 있
으며, 자신 역시 마오쩌둥 문화를 만들어온 일원이라는 자각으로부터 말
116) 钱理群, 연광석 역, 앞의 책 上, 22쪽.
117) 노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할 것인가〉, 《노신전집》2권, 40쪽.

- 55 -

미암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첸리췬이 마오쩌둥을 연구하는 데서 드러나는 ‘마오쩌둥으로부터 빠져
나오기’는 마오쩌둥에 대한 일반적 찬성 혹은 반대와 같은 이원대립적
태도와 거리가 멀다. 이는 그와 마오쩌둥이 단순히 연구 주체와 연구 대
상 간의 객체와 주체가 명료하게 나뉘어 있는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아
니라는 점에 말미암는다. 첸리췬과 마오쩌둥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일
본의 중국문학연구자인 다케우치 요시미(竹內好)가 ‘중국’과 맺고 있는
관계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케우치 요시미는 분명 중국문학연
구자이므로 그에게 ‘중국’은 연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 ‘중국’은 객관
적 실체로서의 중국과는 거리가 멀었다.

자기 대립물로서의 지나를 긍정해서는 안 된다. 존재로서의 지나는
어디까지나 내 바깥에 있지만 내 바깥에 있는 지나는 극복해야 할 대상
으로서 바깥에 있기에 궁극에서 그것은 내 안에 있다 할 것이다. 자타
가 대립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진실이나 그 대립이 내게 육체적
고통을 안길 때에만 그것은 진실하다. 즉 지나는 궁극에서 부정되어야
만 한다. 그것만이 이해이다. 그러려면 지나를 상대하는 지금의 나 자신
이 부정되어야만 한다.118)

다케우치 요시미에게 “지나”, 즉 ‘중국’은 단지 외부에 연구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화된 지나이다. 다케우치는 중국연구자였지만
그의 목표는 더 많은 정보를 통해 중국을 구체적인 실체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었다. 중국은 그에게 서구식 객관주의적 인식론의 체계를 뒤흔
들고 이를 다시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케우치의 이러한
사상은 그의 사후에 우익 혹은 진보라는 이분법적 평가 아래 반쯤 잊혀
가고 있었으나, 쑨거에 의해 다시 소생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쑨거는 다
케우치의 ‘중국’이라는 대상이 어떻게 주체의 형성을 이루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18) 竹內好, 윤여일 역, 《고뇌하는 일본》, 휴머니스트, 2011,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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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우치는 자신의 연구대상인 ‘중국’에 진입하면서 온 몸과 온 힘으
로 그것을 체험하고 감수하며 이해하려고 했다. 동시에 연구 대상 속에
서 부단히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이 중국화되는 것도 중국을 추상화하
거나 기호화하는 것도 거부했다. 이런 끊임없는 ‘드나듦’ 속에서 다케우
치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틀을 부수고 독자적 인식방법을 일구어냈
다.119)

‘중국’을 궁극적으로 부정하는 그 과정은 “육체적 고통”이라는 실감으
로 다케우치에게 다가왔다. 서구의 객관주의적 인식론에서는, 고정된 대
상으로 객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 역시 고정되어 있으므로
둘의 대칭적 관계는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정적 관계가 허물어져야만 한다. 안정적 관계의 허물어짐은 주
체가 객체를 내재화하는 것, 즉 주체와 객체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는 객체를 내재화하여 양자 간 경계가 허물어진 뒤
다시 객체로부터 ‘빠져나오기’를 행함으로써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게 된
다. 이것을 상대에 진입한 뒤 다시 자기부정을 통해 인식의 새로운 지평
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부정을 통해 형
성된 주체라야 역사와 현실에 대한 유효한 비판이 가능하다. 다케우치에
게 중국은 주체 형성을 위한 매개로서 작용하였고, 이는 그의 용어에 의
하면 ‘방법’이었다.
역사와 현실, 특히나 역사의 경우 당시 인물이 처해있던 상황 속에 진
입하지 않고 외부에 위치한 안전지대에서 사후적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
은 비판으로서 큰 의미가 없다. 쑨거는 해석의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전
제로 하여 주체가 특정한 시대의 가치로서 해당 인물이 속한 역사의 구
체적이고 풍부한 상황을 무시하고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는 ‘역사로의
진입’ 혹은 ‘역사적 인물과의 만남’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동시대
의 역사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119) 孫歌, 윤여일 역, 《다케우치 요시미라는 물음》, 그린비, 2007,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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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리췬은 마오쩌둥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가 사상가이면서 동시에
실천가였고, 시인의 낭만적 기질을 갖고 있으며, 또한 권위주의적 최고수
권자였다는 점이라고 하였다.120) 첸리췬의 역사를 서술하는 관점에서 마
오쩌둥의 사상 및 성격적 개성은 그의 역사적 선택을 추동하는 중요 원
인이며, 마오쩌둥 개인의 역사적 선택은 곧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와 등
치한다. 이는 첸리췬의 마오쩌둥 연구의 중요한 특징이다. 쑨거는 이에
대하여 “마오쩌둥만 이야기하고 공산당은 이야기하지 않았다”121)고 정리
하고, 한 시대의 정치 구조 및 체제가 야기한 일련의 역사적 책임을 개
인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역사 연구 저작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
였다. 첸리췬의 마오쩌둥 연구는 그렇다면 실패한 것일까? 그러나 애초
에 첸리췬에게 역사학이나 정치학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며, 때문에
역사적, 정치적 저작으로서의 부족함에 대한 비판은 그가 마오쩌둥 연구
를 진행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스스로에게도 이미 예견된 것이었을지 모
른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첸리췬이 마오쩌둥 개인과
그의 역사적 선택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앞서 언급한 쑨거의 역사에 대한 관점, 즉 자기입장의 상대화를 통
한 ‘역사로의 진입’을 대입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대륙의 학계는 역사학자를 역사의 심판자이자, 이른바 역사적 법칙에
대한 해석자로 봅니다. 이 배후에는 연구 대상에 대한 정치적이고 역사
적이며 도덕적인 심판의 충동이 존재합니다. 나아가 역사결정론 내지
본질주의적 역사관이 존재합니다. 이는 제가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는 스스로를 역사의 서술자로 위치 짓습니다. 제가 관심을 두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역사적 인물이 특정한 역사 조건과 정황 속에서
어찌하여 이러저러한 특정 선택을 하는지 입니다. 그가 어떤 사유 논리
를 따라 어떤 심리·감정 상태에서, 어떠한 역사적 결단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둘째는 이러한 역사적 결단이 역사 당사자가 예상치 못
했던 어떤 후과를 초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스스로에 대한
120) 钱理群, 연광석 역, 앞의 책 上, 23-25쪽.
121) 孫歌, 〈錢理群先生的獨特貢獻〉, 《人間思想》冬季號, 2012, 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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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 동정적(同情的) 이해입니다. 또 하나,
후과를 직시하는 것입니다.122)

역사적 인물이 놓였던 선택의 상황은 이후 결과를 아는 후세인들에게
는 자명한 것이지만 당시의 구체적 역사의 맥락 속에서 선택의 가능성은
풍부하고 유동적이며 가변적인 것이다. 첸리췬이 마오쩌둥의 시야에서
역사적 선택을 이해하고자 한 시도는 마오쩌둥이라는 ‘역사적 인물과의
만남’ 가능성을 보여준다. 첸리췬은 자신을 연구 주체에, 그리고 마오쩌
둥을 연구 대상에 놓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
다. 그는 역사적 인물이 미처 예기치 못한 어떠한 후과를 초래하였는지
직시하겠다고 하였지만, 동시에 역사적 인물의 특정 선택을 심판하고자
하지는 않겠다고 하였다. 후과는 꼭 부정적인 측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어느 방향이던지 간에 첸리췬이 후과의 구체적 양상을 드러내고
자 노력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후과를 직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마오쩌둥에 대한 비판은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첸리췬
의 비판의 언어가 종종 마오쩌둥 시대 및 중국에 대한 정형화된 평가를
답습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대하여 쑨거는 어떠한 현상의 인식에는 언제나 외부 시각과 내부
시각이 함께 존재한다고 하였다. 외부 시각이라는 것은 관찰 대상의 외
부에 서서, 대상 속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관찰 대상은
매우 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하거나 특수한 부
분을 빠트릴 수 있다. 내부 시각은 자신을 관찰 대상의 내부에 위치시켜,
복잡하게 뒤엉킨 맥락에 주의를 기울여서 외부시각에서는 얻어내지 못했
던 문제와 원리를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하면 침소봉대가 되
거나 감정적이 되기 쉽다.123) 첸리췬의 마오쩌둥 연구 저작에는 이 두 가
지 시각이 혼재되어 있다. 그는 마오쩌둥에 대해 어느 한 쪽의 입장을

122) 錢理群, 연광석 역, 앞의 책 上, 37-38쪽.
123) 孫歌, 앞의 글, 2012, 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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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로부터 첸리췬이 마오쩌둥 및 그 시대에 대하
여 갖고 있는 외부 시각과 내부 시각의 이해가 서로 엇갈리는 지점이 어
디인지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성이 의도적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러한 두 가
지 시각의 혼재성은 전체 역사 서술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허점이 될지
모르나 첸리췬 개인의 역사와 현실 인식에서의 모순을 가장 솔직하게 드
러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첸리췬은 이렇게 자신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냄
으로써 정확한 역사서술에는 실패하였을지 모르지만, 현재 자신이 해결
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는 점에서 가장 정확
하게 현실을 표현하였다.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문제 자제를
은폐하거나 거짓 해결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가장 성실하게 문제를 마주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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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첸리췬은 1980년대 문학 연구 영역에서 정식으로 학술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많은 연구 성과를 이어왔다. 그는 점차 자신의
활동 영역을 중국현대문학 및 지식인 연구 이외의 다른 주제로도 확장시
켜 나가, 중고등학교 어문교육 개혁, 지방 및 농촌 교육 운동과 같은 사
회적 실천 영역에서도 활동하였다. 또한 반우파운동 역사 재조명을 주장
하는 등 체제비판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가장 최근에는 소위 ‘마오쩌둥
시대와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 즉 중화인민공화국 당대의 역사를 자신의
경험과 교차 서술하여 마오쩌둥 재평가라는 정치성을 띤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풀어내고자 하였다. 첸리췬의 최근 저작에서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강렬한 동시대성 인식 및 그가 마오쩌둥과 맺고 있는 복잡한
관계는 사실상 그의 학술 경력 전반에 있어 각 연구의 전제적 역할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대륙의 경우 여전히 연구 영역에 있어 존재하는 암묵적 금기와
검열 등의 문제로 인해 최근 첸리췬의 ‘마오쩌둥 시대’ 연구에 대하여 자
유로이 논의할 수 없는 점을 그 원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타이완
과 한국의 경우 그는 ‘마오쩌둥 시대’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의 체제비판
적 지식인으로서 수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의 학술 경력 전반
기의 성과와 연계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오쩌둥의 정신적 유산은 그의 자아 형성 과정에서부터 영향을 주었
고, 이는 그의 학술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점 이전부터 기본 전
제로서 작동하였다. 본 연구자는 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그의 학술
전반에 공통적으로 ‘마오쩌둥으로부터 빠져나오기(走出毛泽东)’라고 지칭
할 수 있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의미를 논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학술 영역에서의 마오쩌둥 극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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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정체성의 형성 및 재조정의 영역을 나누어 서술하였고, 이러한 과
정을 통해 두 영역 간에 교차의 지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장에서는 첸리췬의 학술 활동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던 1980년대의 문
학사 연구와 루쉰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는 1985년 천핑위안, 황즈핑과
함께 ‘20세기중국문학’을 개념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1950∼1970년대의 문
학사 모식, 즉 혁명사를 중심으로 한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식 문학사
모식을 타파하고자 한 문학사 서술 이론이었다. 그들은 혁명사가 아닌
서구 문학으로부터의 영향과 수용에 따른 현대성을 중심으로 중국문학의
발전과정을 서술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대안을 서
구에 대한 적극적 승인과 수용에서 찾고자 하였던 80년대식의 현대화 상
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루쉰 연구에 있어서도 마오
쩌둥식 루쉰 해석을 극복하고 마오쩌둥이 제시한 ‘민족영웅’으로서의 루
쉰 형상에 더하여 좀 더 다양하고 인류와 개인의 범주를 아우르는 루쉰
형상을 세우고자 하였다. 첸리췬은 이전의 루쉰에 대한 단일한 형상과
대비되는 80년대 루쉰 해석의 다양화 시도에 사상 해방의 흐름이라는 적
극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첸리췬이 극복하고자 하였던 마오쩌둥적인 것은 그의 자아 정체성에서
도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자기반성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1950∼1970
년대, 즉 첸리췬의 유소년기 및 청년기의 자아 형성에 있어 마오쩌둥 시
대의 시대적 특징은 출신 가정 문제로 인한 ‘원죄의식’과 이상주의적 경
향을 동시에 심어주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에게 마오쩌둥은 민족영
웅의 형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1980년대, 마오쩌둥과의 관계를 재조정해
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자, 첸리췬은 과거 자신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마
오쩌둥의 강압에 의해 지식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계몽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반성하였다. 루쉰은 그에게 있어 마오쩌둥을 부정하는
데 있어 대립항으로서 참조점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1989년 천안문
사건과 사회주의 동구권의 붕괴 이후, 1990년대의 달라진 사회 현실 속
에서 첸리췬은 지식인과 공산주의 운동의 관계를 연구하여 “사상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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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상 자체와 사상자의 훼멸”이라는 명제와 “사상으로 돌아가는 사상”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첸리췬은 지식인으로서 사상 그 자체의
철저함을 추구하는 역할, 즉 현실에 대한 비판자의 역할을 맡는 것을 자
신의 역할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학술 영역과 개인적 경험의 교차를 통해 간접적이며 부분적인 영역에
서 마오쩌둥 시대에 대한 역사 서술을 시도해왔던 첸리췬은 2007년 이후
부터 직접 마오쩌둥 시대의 역사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마오쩌둥 시대에
대한 역사 서술은 개혁개방 이후 공산당에 의해 정리된 가이드라인을 벗
어날 수 없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신좌파 지식인을 중심으로 마오쩌
둥에 대한 재평가의 흐름이 형성되었고, 이는 중국의 향후 노선 방향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첸리췬은 이에 마오쩌둥과 그 시대에 대한 단절
과 망각을 거부하는 한편, 마오쩌둥 시대가 초래한 후과를 직시하지 않
고 계승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의도를 배경에 두고 마
오쩌둥 재평가에 임하였다.
첸리췬의 마오쩌둥 연구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첸리췬과
루쉰의 관계이다. 그는 역사적 중간물을 자신의 입장에 수용하여 마오쩌
둥에 대한 대립항으로서 루쉰을 참조점으로 삼았다. 한편 첸리췬이 마오
쩌둥 연구에서 마오쩌둥은 다케우치 요시미의 중국의 의미와 비견할 수
있다. 다케우치는 고정된 대상으로서 중국에 대한 실체화를 거부하고 객
체를 내재화하고 그로부터 다시 빠져나오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시좌의
주체를 형성하였다. 첸리췬은 내재하는 마오쩌둥을 다시 자기 부정하여
자신을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게 하고, 현실과 역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는 ‘방법으로서의 마오쩌둥’이라고 표현할 수 있
다. 한편 그의 마오쩌둥 연구에는 마오쩌둥 시대에 대한 전형적인 비판
이 답습되고 있는 부분 역시 존재하는데, 이는 역사에 대한 외부시각과
내부시각의 혼재를 드러낸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혼재를 숨기지 않음으
로서 첸리췬의 역사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드
러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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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리췬의 학술 사상 중 ‘마오쩌둥으로부터 빠져나오기’의 일관된 경향
성은 80년대 학술 경력의 시발점부터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경향성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
난다. 첫째, 중국에 대한 마오쩌둥이 남긴 정신적 유산의 영향 범위를 더
욱 확대하여 인식하게 된다. 둘째, 첸리췬 개인의 경험과 당대적 맥락이
함께 학술의 배경에 자리한다. 또한 마오쩌둥의 정신적 유산이 자신의
매우 근본적 부분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셋째, ‘사상으로 돌아가
는 사상’ 개념을 통해 마오쩌둥 사상의 비판적 가치를 계승하고자 한다.
넷째, 이러한 마오쩌둥과의 관계는 ‘방법으로서의 마오쩌둥’으로 귀결되
며, 그의 저작에서 발견되는 모순의 혼재를 통해 ‘방법으로서의 마오쩌
둥’은 과정의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첸리췬과 마오쩌둥과의
관계로부터 그의 마오쩌둥 연구의 궁극적 의미는 마오쩌둥을 중국 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의미에서 인류의 정신적 유산이자 역사
적 생산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에 있다고 파악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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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钱理群作为一位在文学,社会运动,當代思想史等多领域进行着学术活动的一
位学者,在最近的"毛泽东时代研究"中,激烈的同时代性以及与毛泽东的关系这
一内容在初期学术活动研究中也有出现。到目前为止，对该研究还没有一个
通时性的观点。笔者的研究中发现的观点是，从80年代开始到最近,

钱理群

的全部研究都有一个共同的倾向，就是 "走出毛泽东"。另一方面,毛泽东的精
神遗产对于他的自我形成过程产生了一定影响。本文从钱理群学术领域的对
于毛泽东影响的克服以及自我形成再调整两方面进行叙述,就能了解两个方面
自然存在的的交集点.
20世纪80年代钱理群以试图克服文学领域的毛泽东式的内容为目的,

开始

学术活动.他在1985年提出了"20世纪中国文学"的概念,打破了毛泽东的新民主
主义式的文学史模式,建立了现代性为中心的叙述中国文学的发展过程的文学
史模式。20世纪中国文学的现代性是从西方接纳的现代性，这个是80年代的
一种普遍观点。

當时钱理群的鲁迅研究也是要克服毛泽东式的鲁迅分析,将

毛泽东提出的"民族英雄"式的鲁迅形象多样化,把个人与人类层面的鲁迅形象
也添加进去。
钱理群要克服的毛泽东式的内容在他的自我整体性上也能看得出来,这也是
自我反省的原因.20世纪50年代到70年代间，毛泽东对于钱理群的成长带来了
很大的影响，一方面是由家庭出身问题所引起的原罪意识，另一方面是理想
主义的形成，同时在那个时代，毛泽东作为一个民族英雄的形象存在，钱理
群也将毛泽东视为民族的领袖人物。20世纪80年代,有了与毛泽东的关系进行
再调整的必要性的要求,钱理群出于过去作为知识分子的自身在毛泽东的强压
之下,对當时放弃知识分子的权利和未能承担起启蒙的任务进行了反省.鲁迅扮
演了一种在钱理群与毛泽东进行对立对抗时的参照机能.1989年的天安门事件
和东欧社会主义解体以后,在1990年开始异化的社会现实里,钱理群研究了知识
分子与共产主义运动的关系,得出了"思想的实现即思想自身以及思想者的毁
灭"的命题,以及"还思想于思想者"的概念.通过这些概念，钱理群意识到知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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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子的角色并不是实践，而是从思想角度对现实进行批判。
钱理群从2007年直接开始了对于毛泽东时代历史问题的处理.对于毛泽东时
代的历史叙述,跳不出改革开放以后共产党整理的指导标准,但是00年代中期以
后形成了以新左派知识分子为中心的对毛泽东进行再评价的潮流,这与中国以
后的路线方向有着一定的关联.一方面,钱理群拒绝与毛泽东的时代进行断绝与
遗忘,另一方面,

钱理群也反对新左派并未对毛泽东时代所招来的后果进行分

析就进行继承的观点，而这两种观点是钱理群对毛泽东进行再评价的前提条
件。钱理群的毛泽东研究所具有的毛泽东的意义可以跟竹内好的中国与鲁迅
的研究相比肩。要想对现实和历史进行批判性的讨论，就必须要意识到内在
的毛泽东的存在，然后将内在的毛泽东进行自我否定，就是“作为方法的毛泽
东”。

關鍵詞: 錢理群, 毛澤東, 魯迅, 20世紀中國文學, 批判知識分子, 民間異端思
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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