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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孫文의 정치노선을 ‘護法路線’과 ‘黨治路線’이라는 ‘두 갈래 노선’
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고, 아울러 그의 黨治理論 발전과정을 고찰한 글이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권력을 장악한 정당이 스스로를 국가와 일치시
키고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원적 체제인 黨國體制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 黨國體制의 본격적인 시발점은 中國國民黨의 訓政體制 구축이며,
中國共産黨의 집권 이후에도 黨治의 기본적인 형태는 계승되었다. 이처럼 중
국의 근대국가 건설은 혁명당에 의한 黨國體制의 성립이라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는데, 그 이론적 기반은 바로 孫文의 黨治理論이라 할 수 있다.
孫文 黨治理論의 발전 및 실천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연속성론’과 ‘전
환론’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전자는 中國同盟會의 革命程序論에서 黨
治理論의 맹아를 찾는 한편 中國同盟會-中華革命黨-中國國民黨으로 이어진
혁명당의 계보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후자의 경우 孫文이 자신의 정치적 지
향을 대의민주주의에서 黨治로 전환하는 가운데 黨治理論이 형성되었다고
보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소련의 영향에서 찾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양자 모두 護法運動의 존재를 간과하거나, 護法運動 경험과 黨治理論 발전
사이의 관계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이처럼 黨治理論의 연속성에 매몰되
거나 외부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관점은 장기간 護法運動에 투신했던 孫
文의 실제 행적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黨治理論의 발전과정조차 합리
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孫文의 정치역정을 서구식 대의
민주정체 지향의 ‘護法路線’과 혁명당의 과도기적 독재를 옹호한 ‘黨治路線’
이라는 상반되는 ‘두 갈래 노선’의 교차과정으로 정리하고, 두 노선의 긴장
속에서 黨治路線이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검토하였다.
辛亥革命 이후 중국은 대의민주정치를 도입하였으나 二次革命의 실패와
함께 민주주의의 시험은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孫文은 1914년 지도자의
권위와 희생정신을 강조한 혁명조직인 中華革命黨을 창당하여 袁世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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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하였다. 그는 ｢中華革命黨總章｣에서 “訓政”을 명시하고 혁명당에 의한 과
도기적 독재를 구상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孫文 黨治理論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민주정치의 위기와 혁명의 난관 속에서 ‘先黨治 後憲政’의 黨治路
線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中華革命黨은 以黨治國을 실현할 역량
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護法戰爭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행할 수 없었다. 무
엇보다도 孫文 스스로가 黨治를 포기하고 約法을 강조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약법회복 이후에는 더욱 강력하게 의회정치를 옹호하며 黨治路
線에서 護法路線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袁世凱 사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1917년 段棋瑞가 약법과 국회를 부정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에 孫文은 西南地方勢力과 손잡고 해군을 끌어들여
廣東에 非常國會와 護法軍政府를 설립한다. 護法運動에 투신한 孫文은 약법
과 국회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護法路線을 추구했으나 결국 桂系와의 갈등으
로 軍政府를 이탈하게 된다. 독자적 혁명세력을 결여한 護法의 무기력함을
절감한 孫文은 上海에서 革命理論의 재구축과 혁명당의 재건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1919년 자신의 혁명사상을 한층 체계적으로 정리한 建國方
略 을 출간하는 한편 中華革命黨을 中國國民黨으로 재편하기에 이른다. 당시
그는 行易知難의 실천철학(孫文學說)을 통해 黨治를 정당화하였고, 同盟會의
約法之治 발상과 中華革命黨의 訓政 계획을 결합하여 보다 민주적 성격을
가진 黨治를 구상하였다. 中國國民黨으로의 개편은 五四運動 이후 활성화된
대중운동 속에서 國民의 가능성을 포착한 결과이자, 민국 초 國民黨의 확장
성과 中華革命黨의 혁명성을 함께 추구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一次護
法運動의 좌절과 더불어 재차 黨治路線을 주장한 셈이다.
당시 中國國民黨의 세력은 약소한 수준이었고 約法과 국회의 권위 또한
엄연히 존재했기에 黨治路線의 철저한 관철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혁명당
을 방기한 護法路線으로의 회귀 역시 함부로 선택할 수 없었다. 따라서 孫文
은 1921년 廣東政府를 수립하며 두 노선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밖으로는 護
法을 내세워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廣東에서는 以黨治粵의 黨治를 시도하
는 ‘外法內黨’의 절충노선을 지향한 것이다. 孫文은 현장민선을 실시하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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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운동을 지원하는 등 개혁정책을 펼치며 당무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
다. 동시에 護法을 명분으로 북벌을 시행하고 외교활동에 나섰다. 이 같은
절충노선은 일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陳炯明의 모반으로 인해 二次護法運
動 역시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上海로 돌아간 孫文은 혁명당의 재정비
와 동맹세력 확보, 그리고 혁명근거지 수복이라는 과제에 착수한다. 이에
1922년 하반기 聯俄容共 정책을 기초로 改進을 실시하는 한편 討賊軍을 편

성해 廣東을 되찾고자 하였다. 또한 直系가 주도한 法統恢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北京國會의 합법성에 의문을 던지는 등, 비록 護法路線을 완전
히 포기하지는 않았으나 점차 黨治路線으로 경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改進과 廣州 수복 이후 혁명운동이 침체에 빠지자 孫文은 이를 극
복하기 위해 改組를 추진하였는데, 그 목표는 소련을 모델로 한 혁명당의 강
화와 本黨主義의 확산을 통한 以黨治國의 실현이었다. 마침내 1924년 1월
中國國民黨第一次全國代表大會에서 孫文은 以黨建國과 以黨治國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黨治路線의 우위를 확립하였다. 그는 立憲論 · 聯省自治論 등을 비
판하고 三民主義에 입각한 黨治를 주장했으며, ｢建國大綱｣을 통해 軍政-訓政憲政으로 이어지는 혁명 계획을 밝혔다. 이 시점에서 黨治理論 역시 완비단
계에 이르렀는데, 그 요점은 先知先覺의 혁명당이 국가를 재건하고, 혁명주
의에 따라 통치하며, 과도기적 黨治를 통해 三民主義-五權憲法의 선진적인
민주공화정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과 병행하는 당 기구를 설치
하고 民主集中制를 채택하는 등 소련의 조직방식 및 혁명경험을 수용하였다.
한편 1923년 10월 曹錕의 부정선거(賄選)는 국회의 신용을 결정적으로 실추
시켰고 이는 護法路線의 파탄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黨治理論의 완비와 함
께 護法路線과 黨治路線사이의 균형 역시 후자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이상 孫文의 정치행보는 護法과 黨治라는 두 갈래 노선의 교차와 절충, 그
리고 전자에 대한 후자의 우위 확립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黨治理論 발전
의 경우 中華革命黨시기 탄생하여 1919년 한층 체계화되었고, 二次護法運動
당시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마침내 改進改組를 통해 완비단계에 이르렀다. 黨
治路線의 우위를 확립한 孫文은 이후 본격적으로 以黨建國의 실천에 나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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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3월 임종 시에도 黨治路線의 철저한 실현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그

유지를 계승한 國民黨은 國民革命과 북벌을 통해 訓政體制를 설립하게 된다.
1928년의 訓政 실시와 함께 孫文의 黨治路線이 중국의 공식적인 정치체제로,

그의 黨治理論이 중국의 공식적인 통치이념으로 확립되었다. 마침내 중국의
근대국가 건설방향이 黨國體制로 일단락된 것이다.
주요어 : 孫文, 革命黨, 中國國民黨, 黨國體制, 黨治理論, 護法運動, 國家建設
학 번 : 2013-2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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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論
오늘날의 중국, 즉 中華人民共和國은 黨國體制(Party-State System)를 채택
하고 있다.1) 정치권력을 독점한 中國共産黨이 政과 軍을 장악하며 사회 전
반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共産黨이 국가정책 전반을 결정하고
공공기관을 지배하는 반면, 반대세력은 배제되거나 심지어 탄압받으며 공개
적인 정치적 경쟁은 제한된다. 이러한 정치체제는 中國共産黨이 혁명을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정권을 건설하여,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 및 건설을
추진해 온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왔다. 黨國體制는 一黨體制 혹은 政
黨國家體制라고도 부르며 권력 전반을 장악하는 정당(the party as a whole)
이 그 스스로를 국가와 일치시키는 일원적 체제를 의미한다.2) 黨國體制의
다양한 형태를 연구한 Samuel Huntington에 따르면 그것은 강성일당제와 약
성일당제, 혁명적 일당제와 배타적 일당제 및 제도화된 일당제 등으로 구분
된다.3) 黨國體制의 특징으로는 정치를 지배하는 유일당의 존재 · 당 중앙의
정책 결정 · 국가기관과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력 · 입법부의 장악과 불공정
한 선거 등을 들 수 있다.4) 중국 黨國體制의 시발점은 1928년 中國國民黨
訓政體制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데, 王奇生은 이를 帝治에서 黨治로의 전환
을 가져온 “千年未有之變局”으로 평가하였다.5) 1928년의 정치적 의미에 대
해 민두기는 國民革命과 北伐의 성과로 ‘新民國時代’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특히 “1912년 공화국의 헌법이나 의회, 권력구조 등 어느 하
나와도 관련이 없는 전혀 새로운 이념과 체제를 가진 권력체제”가 성립하였

黨國體制는 一黨體制, 政黨國家體制, 黨-國家體制 등으로도 불리나 본문에서는 ‘黨國
體制’로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2) Giovanni Sartori,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s (ECPR, 2005), pp.39-40.
3) 원문은 각각 strong one-party system · weak one-party system · revolutionary
one-party system · exclusionary one-party system · established one-party system이다.
Samuel Huntington · Clement Moore ed, Authoritarian Politics in Modem Society
(Basic Books, 1970), pp.3-47.
4) Natasha M. Ezrow · Erica Frantz, Dictator and Dictatorships (Continuum, 2011), pp.191-193.
5) 王奇生, 黨員,黨權與黨爭: 1924-1949年中國國民黨的組織形態 (華文出版社, 2011), p.2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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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강조한 바 있다.6) 이미 1944년(초판은 1937년) 錢端升 등은 “우리나라
는 黨治國家이며 國民黨과 國民政府의 관계는 극히 밀접하다”고 언급하며,
정부권력의 원천이 당에 있고 정부의 주요관리 역시 당원으로, 國民黨이 정
책을 결정할 뿐 아니라 정부를 감독한다는 점을 중국 정치제도의 특징으로
서술하였다.7) 한편 西村成雄과 國分良成은 黨治體制를 국가에 대한 당의 우
월한 지위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체제로 정의하며, 이를 國民黨政權과 共産黨
政權이 공유하는 정치체제이자 정치이념으로 보았다.8) 西村成雄의 경우 다
른 저서에서 무장력을 가진 당에 의한 국가창출과 黨國體制의 출현이 1949
년 전후를 관통하는 중국 정치공간의 주요한 특징이라 언급하기도 하였다.9)
이처럼 國共이 모두 黨國體制를 채택한 데 대하여 일각에서는 양당을 ‘배다
른 형제’에 비유하기도 하며, 양자의 공통점을 인정하면서도 國民黨을 약하
고 과도기적인 것(弱勢過渡性的)으로, 共産黨은 강하고 전면적인 것(强勢全面
的)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10)
어느 쪽이든 강력한 革命黨이 국가를 건설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黨國體制
는 國民黨에 의해 처음 시작되어, 國共의 사이의 연속성을 가지고 90년가량
이어진 중국의 정치체제인 것이다. 물론 黨國體制가 처음부터 중국 근대국가
건설상의 유일한 대안이었던 것은 아니다. 辛亥革命 전후 革命派 대부분은
서구식 대의민주정체를 지향했으며, 다수의 立憲派 역시 혁명에 반대하였을
뿐 대의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1910년대 중반 이후
의회민주주의의 위기가 나타나자 聯省自治論과 같은 분권주의적인 정치체제
나, 商人政府論 등 민간 주도의 대안이 모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
6)
7)
8)
9)
10)

민두기, ｢국민혁명의 이해의 방향｣, 중국초기혁명운동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p.236-240.
錢端升 等, 民國政制史 上 (上海人民出版社, 2011), pp.163-169.
니시무라 시게오 · 고쿠분 료세이, 이용빈 역, 중국의 당과 국가 (한울아카데미,
2012), pp.17-18.
西村成雄, 20世紀中國の政治空間 (靑木書店, 2004), pp.106-113.
江沛, 장문호 역, ｢국공양당 “당국”체제 비교연구: 1924-1949｣, 중국현대사연구
Vol.33 (2007) p.139;
呂芳上 ｢政治轉型的挑戰-近代中國“黨國”體制的發展與省思｣, 民國史論 上 (臺灣商務
印書館, 2013),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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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국 근대국가 건설이 혁명당에 의한 黨國體制의 성립 형태로 이루진 만
큼, 國民黨의 訓政體制 성립이야말로 淸末 立憲運動 이래 근대화 과정의 중
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國民黨 以黨治國의 본격적인 출발점은
다시 1924년의 國民黨改組와 孫文의 黨治理論에서 찾을 수 있다. 孫文은 자
신의 黨治理論을 바탕으로 以黨治國의 당위성과 以黨建國이라는 목표를 제
시하였고, 孫文 사후 그의 유업을 계승하여 실현시킨 결과가 바로 1928년의
國民黨 黨國體制(訓政體制)이기 때문이다.11) 南京國民政府는 孫文의 ｢建國大
綱｣에 따라 黨國體制를 계획했으며, 三民主義 이념의 구현을 목표로 五權分
立 정부를 구성하였다.12) 나아가 孫文의 저작인 ｢三民主義｣ · ｢建國方略｣ ·
｢建國大綱｣ 등을 “訓政時期中華民國最高之根本法”으로 격상했으니, 孫文의
黨治理論은 일시적으로나마 헌법에 준하는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13) 이처
럼 孫文의 黨治理論이 중국 黨國體制의 사상적 기원인 만큼, 그 발전과정을
검토하는 일은 곧 國民黨 黨治의 성격은 물론 중국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孫文 黨治理論의 발전 및 실천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많은 연구
가 축적되어 있는데, 선행연구는 크게 ‘연속성론’과 ‘전환론’으로 나눌 수 있
다. 우선 연속성론은 中國同盟會 시기의 단계적 혁명론(革命程序論)에서 黨
治理論의 시발점을 찾는 한편, 中國同盟會-中華革命黨-中國國民黨으로 이어진
혁명당의 계보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桑兵은 革命程序論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여 二次革命 이후 約法之治가 訓政時期로 변화했음을 지적하
면서도, 진정한 민권주의의 실현이라는 革命程序論의 종지가 변하지 않았음
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孫文이 五四運動과 國共合作을 거치며 사상적 변화를
겪었지만 軍政-訓政-憲政의 단계적 혁명론은 시종일관 유지되었다고 보았
다.14) 陳先初 역시 孫文이 일생에 걸쳐 革命程序論을 견지하였으며 그 가운
11)

12)
13)

엄밀히 말하자면 黨治와 訓政이 완벽하게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訓政은 國民黨의 黨
治를 가리키는 용어로 黨治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헌법 자체에 黨治의 원리를 반
영한 共産黨과 달리 國民黨은 軍政-訓政이라는 과도기 단계에서의 한정적인 黨治를
지향하였다.
中國第二歷史檔案館 編, 國民黨政府政治制度檔案史料選編 上 (安徽敎育出版社, 1994), p.590.
中國第二歷史檔案館 編, 國民黨政府政治制度檔案史料選編 上, p.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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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민중훈련과 지방자치의 시행단계인 訓政이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15) 張
繼良의 경우 同盟會 전후에 형성된 約法之治개념이 訓政사상의 맹아이며, 訓
政을 포함한 革命程序論이｢中華革命黨總章｣(1914)-｢孫文學說｣(1918)-｢中國國
民黨總章｣(1919)-｢中國革命史｣(1923)-｢國民政府建國大綱｣(1924) 순으로 나타
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16) 李大陵의 논문 또한 군정부가 지도하는
지방자치의 시행이라는 同盟會시기 孫文의 구상이 國民黨 訓政하의 지방자
치로 변화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7)
이와 같이 同盟會의 革命方略에서 訓政의 원류를 찾고 革命程序論을 중심
으로 黨治理論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외국 학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
다. 이를테면 横山宏章은 孫文의 권위주의를 비판하며 그가 宋敎仁의 국회
조기개설에 반대하는 한편 혁명군 및 혁명당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軍政→訓
政→憲政의 단계적 혁명론을 내세웠다고 주장하였다.18) 중국 연구자들이 孫
文을 민권주의자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면, 横山宏章은 반대로 그의 권위주의
적 성향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光田剛의 경우 孫文이 초기의 革命程
序論과 후기의 革命程序論을 구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그가 혁명과
헌정 사이에 革命政府가 주도하는 이행기를 둔다는 구상을 일관되게 해 왔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9) 한국의 배경한 역시 ‘중국적 국민국가’개념으로
國民黨의 黨國體制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訓政에 대한 기본 구상이 同盟會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서술하였다.20) 이러한 연속성론은 黨治理論과
黨國體制의 원류를 중국 내 혁명운동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내재적 발전론’
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4)
15)
16)
17)
18)
19)
20)

桑兵, 孫中山的活動與思想 (中山大學出版社, 2001), pp.307-312.
陳先初, ｢孫中山革命程序論再深討｣, 孫中山與辛亥革命 (北京圖書館出版社, 2002), pp.378-389.
張繼良, 近代中國政治社會變革硏究 (北京大學出版社, 2013), pp.478-479.
李大陵, 吳文星 譯, ｢同盟會的目標與方略｣, 中華民國建國文獻: 革命開國文獻 第二緝
史著一 (國史館, 1996), pp.332-333.
横山宏章, 中國の愚民主義, ｢賢人支配｣の100年 (平凡社, 2014), pp.29-35.
光田剛, ｢孫文の“建國大綱”構想と胡漢民の訓政構想｣, 中華民國の模索と苦境: 19281949 (中央大學出版部, 2010), pp.12-14.
배경한, ｢중국국민당의 당국체제와 “중국적 국민국가”｣, 중국현대사연구 Vol.31
(2006),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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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治理論에 대한 또 다른 연구경향은 연속성보다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孫文이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다당제 대의민주주의에서 혁명당이 주도
하는 黨治로 전환하였고 그 과정에서 黨治理論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리
고 이 같은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으로 소련과 볼셰비키의 영향을 강
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江沛와 遲曉靜은 孫文의 黨治理念이 소련의
以黨統政體制에 대한 추앙에서 비롯되었으며, 黨國體制 자체는 廣州國民政府
시기 처음 시도되어 南京國民政府에 이르러 성숙하였다고 보았다.21) 徐萬民
은 以黨革命과 以黨治國을 孫文 정치사상의 일대 비약으로 평가하며 그 원
인을 러시아 볼셰비키의 일당전정 모델에서 찾고 있다.22) 李黙海 역시 민국
초기 孫文은 자유주의 정치를 신봉하고 정당정치를 발전시키려 했으나, 중국
의 철저한 개조를 위한 대안모색 및 소련 사회주의 혁명의 영향을 받아
1919년 이후 以黨建國 · 以黨治國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견해를 밝혔다.23) 이

러한 입장이 비단 중국학자들의 전유물은 아닌데, 이를테면 대만의 張朋園은
최근의 저서에서 孫文이 소련에서 以黨專政 · 以黨治國을 학습하였으며 改組
의 결과 國民黨이 권위주의적인 레닌주의 정당이 되었음을 강조하였다.24) 물
론 池田誠과 같이 孫文의 民治論을 스위스 모델과 독자적인 權能論을 바탕
으로 한 것으로 보고, 그의 以黨治國을 소련식 일당독재와 완전히 동일시할
수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25) 한편 陳謙平은 孫文의 정치적 노선변화 원인
을 중국 전통사상의 영향에서 찾는 독특한 해석을 내 놓았다. 비록 孫文이
서구식 교육을 받고 부르주아 민주사상을 수용하였으나, 동시에 心性哲學이
나 聖賢政治와 같은 중국 전통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결국 전통적인 정치와
유사성이 있는 독일 및 소련의 정치제도에 경도되었다는 것이다.26) 池田誠 ·
21)
22)
23)
24)
25)
26)

江沛 · 遲曉靜, ｢中國國民黨“黨國”體制述評｣, 安徽史學 (2006年 1期). p.107.
徐萬民, ｢俄國十月革命後孫中山對辛亥革命的反思｣, 孫中山與辛亥革命 (北京圖書館出
版社, 2002), pp.54-55.
李黙海, 探尋憲政之路 (中國編譯出版社, 2011), p.95.
張朋園, 從民權到威權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015), pp.47-77.
池田誠, ｢孫文の“以黨治國”論について｣,
立命館法學
150-154合倂号 (1982年),
pp.84-85.
陳謙平, 久保亨 譯, ｢傳統文化と近代中國の政治思想｣, 中華民國の憲政と獨裁 (慶應
義塾大學出版會, 2011), pp.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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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謙平과 같은 소수의견을 제외한다면 다수의 전환론은 소련의 영향력을 강
조한다는 측면에서 黨治理論 및 黨國體制에 대한 ‘외부 기원론’적 성격이 농
후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상의 두 흐름은 대립적이라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강하고
다만 연속과 전환 중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이견이 존재하
는 것에 가깝다. 이를테면 張朋園의 경우 民權에서 威權으로의 전환을 강조
하고 있지만 동시에 孫文의 訓政 개념 자체는 1905년부터 존재하였다는 사
실을 언급하고 있다.27)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孫文 黨治理論을 양자의 결합
으로 보는 종합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王兆剛은 革命程序論이 同盟會 시
기부터 등장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二次革命 이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
는 과정에서 소련을 학습한 결과 以黨治國 사상이 완비되었다는 결론을 내
렸다.28) 呂芳上 또한 1920년대의 黨國體制를 혁명당의 실천과 소련 영향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한편, 國民黨의 一黨政治 이론 또한 中國同盟會(1905)-中
華革命黨(1914)-國民黨改組(1924)-國民黨訓政(1928) 순으로 발전했음을 지적
하였다.29) 孫文이 정당정치의 좌절 속에서 以黨治國을 제시하였고 이후 소련
학습을 통해 일당제 지향이 더욱 강해졌다는 王業興의 주장이나, 장기간에
걸친 혁명경험을 토대로 소련모델을 받아들인 결과가 以黨治國 사상이라는
邵宇의 서술 역시 내재적 발전론과 외부 기원론을 절충한 의견으로 볼 수
있다.30) 따라서 孫文 黨治理論 형성과 黨國體制 기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孫
文 黨治理論, 특히 革命程序論의 연속성을 전제하는 가운데 정치상황의 변화
와 소련의 영향으로 인한 변화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선행연구는 대체로 護法運動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간과하
27)
28)
29)
30)

張朋園, 앞의 책(2015), p.20.
王兆剛, 國民黨訓政體制硏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pp.14-21.
呂芳上, 앞의 글(2013), pp.162-163.
王業興, ｢辛亥革命後孫中山對政黨體制的選擇｣, 孫中山與辛亥革命 (北京圖書館出版
社, 2002), pp. 368-372; 邵宇, ｢孫中山以黨治國思想的內在邏輯｣, 北方論叢 (2010年
1期), p.91. 다만 王業興의 경우 다른 저서에서는 소련의 영향을 보다 강조하는 논조
孫中山與中國近代化硏究
(人民出版社, 2005),
를 보이기도 하였다. 王業興,
pp.141-142. 이는 내재적 발전론과 외부 기원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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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黨治理論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논자들은 그것이 中國同盟會에
서 中華革命黨을 거쳐 中國國民黨 재건과 改進改組에 이르기까지 단선적으
로 발전한 것처럼 서술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孫文은 일관되
게 革命程序論과 以黨治國을 주장하지 않았고, 적어도 세 차례 이상 대의민
주주의에 바탕을 둔 헌정의 조속한 실행을 정치적 목표로 삼았다. 우선 辛亥
革命 직후 孫文은 자신의 革命方略을 포기하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옹호했으
며 선진적인 헌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또한 상당수 연구들이 中華革命黨
시기의 訓政論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孫文 자신은 護國戰爭 과정에서 黨
治의 실현이 아닌 約法 및 국회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었다. 나아가 袁世凱
사후 約法수호와 국회회복을 역설하며 두 차례에 걸친 護法運動을 주도하였
는데, 대의민주정체의 회복과 조속한 헌정이행을 목표로 한 護法運動은 黨治
는 물론이고 革命程序論과도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심지어 中華革命黨
을 中國國民黨으로 개편하고 러시아 혁명의 소식을 접한 1919년 이후에도
그는 護法을 내세우며 非常大總統을 자임하였다. 이처럼 辛亥革命에서 임종
에 이르기까지 약 15년(1911-1925) 동안 孫文이 명시적으로 黨治를 주장한
기간은 채 절반도 되지 않고, 오히려 護法을 옹호하거나 혹은 黨治를 시도하
면서도 護法의 명분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혁명운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護法을 孫文의 진의가 아니라 정치적 형세 때문에 어쩔 수 없
이 취한 일종의 임기응변 혹은 위장으로 본다면, 孫文은 정국변화 속에서 임
시변통에 급급했던 수동적인 인물이라거나 정치적 위장 따위를 위해 목숨을
건 모험을 벌인 근시안적인 인물이라는 잘못된 결론이 나오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黨治理論 발전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護法運動을
다루지 않거나 護法과 黨治의 관계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桑
兵은 護法運動의 실패가 孫文으로 하여금 革命程序論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는 단순한 서술을 하고 있을 뿐, 정작 護法運動의 실패가 革命程序論
과 黨治理論의 내용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31) 또한
그는 孫文이 二次護法을 추진하며 革命程序論을 견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31)

桑兵, 앞의 책(2011), pp.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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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상호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 革命程序論(黨治)과 護法運動을 어떻게 병
행해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護法運動
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태도는 孫文의 입장변화와 소련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일련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孫文의 권위주의로의 전향을 설명
하기 위해 독일과 소련이라는 외부요인을 주목한 나머지, 護法運動의 경험이
그의 정치노선 선택에 미친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張朋園이 대표적인 예이
다. 마찬가지로 呂芳上 · 王兆剛 · 王業興 등 종합적 관점을 취하는 논자들
역시 二次革命의 실패로 인한 대의민주정치의 위기나 소련모델의 수용은 언
급하고 있지만, 護法運動과 黨治理論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
이지 않고 있다. 즉, 기존 연구들은 마치 孫文의 黨治理論이 護法運動과 무
관하게 혁명당의 계보를 따라 단선적으로 발전해 왔거나, 혹은 黨治로의 전
환 과정에서 소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黨治理論의 연속성에 매몰되거나 외부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관점은, 장기간 護法運動에 투신했던 孫文의 실제 행적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黨治理論의 발전과정조차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후술하겠지만
각 단계에서 黨治理論의 발전은 護法의 경험 및 그에 대한 반성을 통해 이
루어졌다. 一次護法運動의 실패가 1919년의 中國國民黨 재건으로 이어졌고,
二次護法運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련식 모델의 수용을 모색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孫文 黨治理論의 발전과 黨國體制 형성 과
정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革命黨活動과 護法運動을 포괄하는 그의 정치
활동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辛亥革命
이후 약 15년에 걸친 孫文의 정치역정을 ‘護法路線’과 ‘黨治路線’이라는 상
반되는 ‘두 갈래 노선’의 교차과정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모순되는 두 노선의 긴장 속에서 孫文이 黨治理論을 발전시켜나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이다. 여기에서 護法路線이란 辛亥革命 이
전 대부분의 혁명파가 공유했으며 특히 宋敎仁이 강력하게 주장한 대의민주
정체 지향 노선을 의미한다.32) 선호하는 국가체제는 구미식 다당제 민주주의
32)

護法路線은 約法과 국회의 권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約法路線’으로, 혹은 憲政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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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정치적 권위는 約法과 의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에서 비롯된다.
공화정 성립 이후에는 민주적인 約法을 제정하고 의회를 설립하여, 이를 바
탕으로 신속하게 헌정을 시행하는 것이 護法路線의 목표이다. 이는 革命程序
論에 의거한 ‘段階的憲政論’과 대비되는 ‘早期憲政論’이라 할 수 있다.
반면 黨治路線은 中華革命黨 이후 孫文이 선구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비록
최종 목표는 헌정수립과 민주주의이지만 급진적인 헌정 실시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헌정에 앞서 혁명당이 주도하는 以黨治國의 과도기(訓政時期)
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으며 이를 위한 黨國體制의 수립을 일차 목표
로 삼는 정치노선이다. 따라서 정치적 권위는 국회와 約法이 아닌 혁명당과
혁명운동 자체에서 나오고, 사상적 기반 역시 서구 민주주의 사상이 아닌 孫
文思想과 레닌주의(1920년대 이후)에 두고 있다. 헌정으로의 이행(制憲)과정
이나 헌정의 성격 측면에서도 양자는 차이점을 보이는데, 孫文은 국회가 아
닌 혁명당 주도하의 國民大會를 통한 헌정 이행과 서구식 대의민주정체를
넘어서는 三民主義-五權憲法의 全民政治 국가를 구상하였다. 즉, 護法路線이
정당 중심의 代議政治論이라면 黨治路線은 혁명당 중심의 以黨治國論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護法路線
당면목표
조속한 헌정실현
권위의 원천
국회와 約法(헌법)
사상적 기반
서구 대의민주주의
헌정 이행과정
국회의 제헌
헌정의 성격 다당제 대의민주정체

黨治路線
黨國體制 성립(先黨治 後憲政)
혁명당과 혁명운동
孫文思想 및 레닌주의
혁명당이 주도하는 國民大會
三民主義-五權憲法의 全民政治國家

정리하자면 孫文의 정치역정은 護法路線과 黨治路線이라는 ‘두 갈래 노선’
의 교차와 절충, 그리고 護法路線에서 黨治路線으로의 전환과정이라 할 수
조속한 시행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憲政路線’으로도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
에서는 孫文이 장기간 護法運動에 종사하였고 당시 국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정
체 수립 시도가 護法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여 ‘護法路線’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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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의 黨治理論 역시 두 노선의 긴장 속에서 護法의 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발전한 것이다. 대의민주정치의 좌절이 黨治理論 탄생으로 이어졌고,
護法路線의 위기가 黨治理論의 발전을 촉진했으며, 그것의 파국이 黨治理論
의 완비와 실천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첫 번째 장에서 中華革命黨
黨治理論의 탄생배경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護國戰爭을 거치며 黨治路線이
護法路線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一次護法運動(廣
東軍政府)에서 五四運動期를 거쳐 二次護法運動(廣東護法政府) 수립 직전에
이르기까지 두 갈래 노선이 교차하는 모습을 검토하고, 그 가운데 黨治理論
과 혁명당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고찰할 계획이다. 이 두 장이 다루는
1914-1919년은 護法路線의 우위 속에서 黨治라는 대안을 모색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셋째 장에서는 두 노선의 절충을 거쳐 黨治路線의 우위
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二次護法을 두 노선의 절충
시기로 파악하고 孫文이 어떻게 양자를 병행하였는지 정리할 예정이다. 이어
改進改組와 聯俄容共을 통해 黨治路線이 점차 강화되는 동시에 黨治理論 역
시 완비단계에 이르렀음을 논증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護法路線의 파탄과 黨
治路線의 강조가 결국 1924년 黨治路線의 우위 확립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하
고자 한다. 즉, 孫文의 黨治理論은 中華革命黨시기 탄생하여 護法路線과 黨
治路線의 교차 속에서 발전하였고, 두 노선의 절충시도를 거쳐 마침내
1923-1924년 黨治路線의 우위와 더불어 완비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반되는 두 갈래 노선의 교차와 절충 그리고 黨治路
線으로의 편향이라는 孫文의 정치역정을 살펴보는 한편, 창시에서 발전을 거
쳐 완비단계에 이르는 黨治理論 형성과정을 아울러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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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孫文 黨治理論의 形成과 路線變化

1. 二次革命의 失敗와 中華革命黨의 黨治理論
1911년 10월의 武昌蜂起를 계기로 각지에서 反淸蜂起가 확산되었고 淸朝

의 통제력은 이에 비례하여 빠르게 붕괴하였다. 혁명은 軍政府의 성립과 각
省의 독립을 거쳐 南京臨時政府의 설립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南北和議를
통한 淸帝退位와 中華民國의 건국으로 이어졌다.33) 비록 袁世凱가 臨時大總
統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臨時約法이 제
정되었고 중국은 서구식 대의민주정치를 시도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경험도 사회경제적 기반도 부족했던 중국이 새로운
정치제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내 정치제도의 선
택과 北洋勢力에 대한 태도 등을 놓고 혁명파 내부의 갈등이 나타났는데, 특
히 총통제를 지지한 孫文과 내각제를 선호한 宋敎仁의 의견차이가 두드러졌
다.34) 그러나 현실적으로 총통제의 시행은 袁世凱의 권력 남용을 가져올 수
있었기에 臨時約法은 강력한 의회가 총통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작성
되었다.35) 기본적인 법제를 만든 이후에도 革命派와 北洋派는 정국의 주도권
을 두고 다투었으며, 唐紹議 내각이 그의 갑작스러운 사직과 각료들의 이탈
로 와해되는 등 정치적 혼란 역시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혁명이 성공하고
民國이 세워지자 각 파가 무리지어 일어나 정당을 조직하는”36) 정치적 자유
와 참여 열기는 분명히 존재하였고,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실행은 거스
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보였다. 한 추산에 따르면 당시 신흥단체는
680여 개에 달했고, 근대적 정치단체도 300개 이상, 정강을 제출한 정당도
35개에 이르렀다.37) 당시 宋敎仁은 대의민주주의와 헌정을 앞장서서 주창했
33)
34)
35)
36)

김형종, ｢신해혁명의 전개｣, 강좌중국사Ⅵ (지식산업사, 1989), pp.157-171.
遲雲飛, 宋教仁思想研究 (湖南師範大學出版社, 2010), pp.137-147.
張玉法 主編, 近代中國民主政治發展史 (東大圖書公司, 1999), pp.214-215.
謝彬, 民國政黨史 (中華書局, 2007),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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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孫文 역시 상황을 낙관하였다.
훗날 孫文은 辛亥革命 이후의 정세를 평가하며 자신의 革命方略을 따르지
않고 혁명당의 정체성을 포기한 채 國民黨을 창당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
고 주장하였다.38)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의 평가나 회고가 아닌 당시 孫文
의 언행을 살펴보면, 그가 대의민주주의와 다당제를 긍정하고 민주정치의 발
전에 대해서도 낙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12년 8월 25일
의 國民黨 성립대회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문명국가에서 하나의 정당만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 하나의 정당만
있다면 곧 전제정체이니 정치가 진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
로 이러한 폐단을 면하려면 정당은 반드시 兩黨 혹은 數黨이 상호 감독
하고 상호 부조하여야 이후 정치에 진보가 있다.39)

이후에도 그는 수차례에 걸쳐 정당정치의 중요성과 헌정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하였으며, 共和黨 인사들에게 삼권분립과 정당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袁世凱에 대해서도 “袁公은 경험이 풍부하여 족히 이러
한 공경을 해쳐나갈 수 있으니 그러므로 나는 제2기 총통은 袁公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다”40)라며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물론 이 같은 낙
관주의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國民黨은 성립 당시부터 臨時參議院 134
명 가운데 60여명을 차지하는 주도적인 정치 세력이었고, 191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행해진 정식선거에서도 衆議院 596석 가운데 269석 · 參議
院 274석 가운데 123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41) 실로 國民
黨이 주도하는 민주정치에 대한 희망이 팽배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민국 초의 낙관주의는 1913년 3월 20일의 宋敎仁 암살사건과 함께
37)
38)

39)
40)
41)

姜義華, 天下爲公: 孫中山思想家剪影 , (江蘇人民出版社, 2011), p.176.
孫中山,
廣東省社會科學院歷史硏究室
外編,
｢在上海中國國民黨本部會議的演說｣
(1920.11,04.), 孫中山全集 第五卷 (中華書局, 1985), pp.390-391. (이하 全集 으로
표기).
孫中山, ｢在國民黨成立大會上的講說｣(1912.08.25.), 全集 第二卷, p.408.
孫中山, ｢與<亞細亞日報>記者的談話｣(1912.08.28.), 全集 第二卷, p.416.
謝彬, 民國政黨史 ,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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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무너지게 된다. 宋敎仁은 이틀 뒤 숨을 거두었고 3월 24일 범인이
체포되어 그 배후에 趙秉鈞과 袁世凱가 있음이 밝혀졌다. 일본 외유 중이던
孫文은 3월 23일 급히 귀국하였으며, 같은 달 27일 혁명파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대책 회의가 열렸다. 당시 國民黨 내에서는 무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급진파와 합법적 절차에 따른 해결을 강조한 온건파의 의견충돌이 일어났는
데, 孫文은 무장봉기를 주장했으나 黃興과 陳其美 등 대부분은 소극적인 태
도를 보였고 국회의원들 역시 법적투쟁을 지지하였다.42) 한편 袁世凱는 善後
大借款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進步黨을 지원하고 國民黨을 분열
시키는 정치공작에 나섰다. 결국 6월 袁世凱가 國民黨系 3도독(胡漢民, 李烈
均, 柏文蔚)을 해임한 사건을 계기로, 江西, 安徽, 廣東, 福建, 湖南 등이 독
립을 선언하며 二次革命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13년 7월 26일 黃興이 “우
리 군의 군량과 무장이 부족하니 혹여 마땅히 패배를 명할 수 없을 것이
다”43)고 비관했을 정도로 혁명세력은 열세에 몰려 있었고 결국 분열 속에서
패배하게 된다. 이후에도 국회는 총통권한을 확대하는 約法修正案을 거부하
는 등 저항하였으나, 1913년 11월의 國民黨 해체에 이어 이듬해 1월 국회와
성의회마저 해산됨으로서 민국 초 의회정치는 사실상 종말을 고하기에 이른
다. 이에 袁世凱는 어용 政治會議를 조직하여 총통권한을 확대하였고 이는
장차 황제 즉위시도로 이어진다. 반면 혁명파는 孫文과 黃興 및 胡漢民이 일
본으로, 蔡元培와 汪精衛 등은 유럽으로, 陳炯明 등은 남양으로 도주하는 등
사실상 와해되는 지경에 놓인다.44)
二次革命의 실패와 袁世凱의 독재권력 강화는 대의민주주의 붕괴이자 혁
명파 세력의 붕괴였고 동시에 낙관주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42)

43)
44)

다만 二次革命의 발발과정을 연구한 朱宗震에 따르면 사태의 전개는 강경파와 온건
파의 대립구도 이상으로 복잡하였다. 孫文은 무장봉기와 더불어 법률적 외교적 해결
책을 모색했으며, 黃興 역시 袁世凱 암살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고려하였기 때문
이다. 朱宗震, ｢孫中山發動二次革命的曲折過程｣, 紀念孫中山誕辰140周年: 國際學術研
討會論文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 pp.185-187.
黃興, 湖南省社會科學院 編, ｢關于“二次革命”可能失敗的聲名｣, 黃興集 下 (中華書局,
2011), p.668.
劉景泉, 北京民國政府議會政治硏究 (天津教育出版社, 2006), pp.3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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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黨계열 인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혁명파 사이에는 “혹은 입을
다물고 혁명을 논하지 않거나, 혹은 10년간 혁명을 기다린다는 등 가지가지
로 낙심하여 서로 질책”45)하는 비관주의가 팽배하였다. 일부 인원은 혁명 자
체를 포기하지는 않았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5-10년의 재정비 기
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46) 그러나 孫文은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즉시
새로운 혁명운동을 구상하였으니, 일본망명 이후 자신을 따르는 인원을 모집
하는 한편 ｢討袁告示｣를 발표하였다. 당시 孫文은 권위의 부재 및 조직의 산
만함과 혁명정신의 상실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고 있었다.

제가 작년 이곳에 도달하여 곧 다시 새로운 당의 기치를 일으켜 권토
중래할 계획을 세웠으니, 마땅히 동지들과 함께하는 비밀조직입니다. 이
전의 산만함과 통일되지 않음의 병폐를 거울로 삼아, 이번에 당을 세울
때에는 黨魁의 명령에 복종함을 특히 중시하였고...47)

따라서 孫文은 새로운 혁명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지도자를 중심으로 강력
히 단결하고, 당원들은 자신을 희생하여 대의에 투신하는 엄격한 조직기율의
비밀 혁명단체를 구상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1914년의 中華革命黨이다. 그는
혁명당과 일반적인 정당의 차이를 강조하였으며, 관료와 僞革命黨 등을 걸러
낸 순수한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흥미로운 부분은 孫文이 “이탈리아
의 미헬스 박사가

政黨社會學 을 지어 말하기를 평민정치의 정신이 가장

풍부한 당파도 그 일상의 사무와 중요 행동의 준비 및 실행은 모두 한 사람
의 명령을 듣지 않음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48)라 하며 자신의 이론적
근거를 로베르트 미헬스(Robert Michels)가 주장한 이른바 ‘과두제의 철칙’에
서 찾았다는 사실이다. 미헬스는 독일 사회민주당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선출
된 자가 선출한 이를 지배하는 과두정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였는데, 孫文은

45)
46)
47)
48)

孫中山, ｢中華革命黨成立通告｣(1914.09.01.), 全集 第三卷, p.112.
邵元冲 · 許師愼, ｢中華革命黨略史｣, 革命文獻 第5輯 (中央文物供應社, 1989), p.99.
孫中山, ｢致南洋革命黨人函｣(1914.04.18.), 全集 第三卷, p.81.
孫中山, ｢致南洋各埠洪門同志函｣(1914.07.29.), 全集 第三卷,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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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이론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노동자를 조직하고 그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조직과 규율이 사회민주당의 성장 원인이라고 보았다.49) 이처럼 孫文은 자신
의 경험과 미헬스 이론을 바탕으로 강건한 혁명당인 中華革命黨 창당을 추
진하였고, 1914년 6월 22일 一次大會를 가진 데 이어 7월 8일 ｢中華革命黨
宣言｣을 발표하며 공식적인 성립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혁명세력 일각의 소극적인 태도를 제외하고도 孫文의 신당 창당은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도 孫文이 가입 선서에서 “服從孫先生(附
從孫先生)”을 강제한 것을 두고 혁명세력 내부의 적잖은 반발이 있었다. 특
히 同盟會 시절부터 중요 지도자였던 黃興은 복종맹세가 개인의 인격에 대
한 모욕일 뿐 아니라 孫文이 자유와 평등의 신념을 스스로 저버렸다 비판하
며 참여를 거부하고 미국에 머물렀다.50) 결국 中華革命黨에 적극적으로 동참
한 이는 소수에 그쳤는데, 孫文 자신은 물론이고 居正, 邵元沖, 羅翼群 등이
남긴 기록도 하나같이 당시 다수의 혁명세력이 孫文의 개조에 부정적이었음
을 증언하고 있다. 당시 혁명파 사이에서는 李根源 등이 만들고 黃興이 찬동
한 온건노선의 歐事硏究會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화교집단 내
에서도 中華革命黨의 신뢰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소수였을지
라도 어쨌든 中華革命黨은 孫文에게 막강한 권위를 부여한 최초의 혁명집단
이었다. 中華革命黨이라는 명칭과 靑天白日旗의 사용이 同盟會 창립당시 거
부당했던 孫文의 구상이었다는 점은 그 집단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中華革命黨 창립과 함께 孫文은 연합세력의 상징적 지도자에서 강력한
권력을 지닌 한 집단의 영수로 거듭날 수 있었고, 中華革命黨은 그의 권위와
사상을 추종하는 정치세력인 中國國民黨의 직접적인 모체가 되었다.
그렇지만 孫文의 黨治理論의 발전 및 중국 정치체제 변화의 측면에서 中
華革命黨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이 시기 명시적으로 ‘黨治’개념이 형성되
었다는 점에 있다. 孫文은 ｢中華革命黨總章｣에서 ｢軍政府宣言｣의 革命程序論
49)
50)

張朋園, 앞의 책 (2015), pp.28-29.
이에 대해 孫文은 그것이 자신 개인에 대한 충성서약이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복종
이자 혁명을 위한 결의일 뿐이라 주장하며, 黃興이 영수라면 자신은 “附從黃先生”을
했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黃興을 설득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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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軍政-訓政-憲政의 세 단계로 재편하였는데, 이때 비로소 과도기적 黨治를
의미하는 용어인 ‘訓政’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第4條. 본당이 진행하는 순서는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一. 軍政時期.
이 시기는 적극적으로 무력을 이용하여 일체의 장애를 타파하고 民國의
기초를 확립한다. 二. 訓政時期. 이 시기는 문명으로 다스리며 국민을 통
솔하여 지방자치를 건설한다. 三. 憲政時期. 이 시기는 지방자치의 완비
를 기다린 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 헌법위원회를 조직하고, 헌법
을 창제한다. 헌법 반포일이 곧 혁명 성공의 때이다.
第5條. 혁명군이 일어난 날로부터 헌법을 반포하는 때까지를 革命時期
라 부른다. 이 시기 가운데 일체 군국서무는 모두 본당이 완전한 책임을
지며, 전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포를 위해 무궁한 행복을 만든다.51)

｢中華革命黨總章｣ 가운데 특히 제5조는 革命時期 동안 혁명당이 군사와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일당독재를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1-13
조에서는 당원을 세 계급으로 나누는 동시에 당원과 비당원을 구분하였고,
이러한 정치적 분류를 바탕으로 공민권을 차등 분배하고자 하였다.52) 혁명이
라는 명분하에 사실상의 신분제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26-31
조에서는 協贊會 아래 四院을 갖추고 五權憲法의 실행을 준비한다고 하여
당 기구와 정부기관을 일치시키려 했으며, 당 지부에서 선발한 인원이 국회
를 조직한다는 제37조는 대의정치의 기본 원칙마저 부정하고 있다.53) 동시
에 中華革命黨은 총리(孫文)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필연
적으로 革命時期 동안 혁명당이 국가권력을 독점하며 그 당은 다시 총리 일
인의 지배를 받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中華革命黨革命方略｣ 역시 혁명
당의 총리가 곧 혁명군 대원수이자 중화민국의 대총통이 되어 黨-政-軍을 총
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54) 혁명당의 일당독재 혹은 총리의 일인독재를 옹

51)
52)
53)
54)

孫中山, ｢中華革命黨總章｣(1914.07.08.), 全集 第三卷, p.97.
孫中山, ｢中華革命黨總章｣(1914.07.08.), 全集 第三卷, p.98.
孫中山, ｢中華革命黨總章｣(1914.07.08.), 全集 第三卷, pp.100-102.
鄒魯, 中國國民黨史稿 上 (東方出版中心, 2011), pp.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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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孫文의 일당독재 주장은 당 내외의 적잖은 반대를 불
어오게 되는데 특히 訓政과 당원 차등제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居正에 따
르면 새로운 단계적 혁명론 가운데 軍政과 憲政은 특별한 이의가 없었으나
訓政에 대해서는 이견과 비난이 존재했다고 한다. 반대론은 크게 두 가지였
는데, 첫째로 軍政과 憲政이면 충분하지 굳이 訓政이라는 과도기를 설정할
필요 있겠냐는 의문과, 訓政은 황제가 백성을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는 용어
이므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었다.55) 이에 대해 孫文은 商書 ｢伊訓｣편의 핵
심은 太甲이 황제이고 伊尹이 신하라는 점이 아니라, 伊尹이 어리고 무지한
太甲을 일시적으로 추방했다는 점이라고 반박하였다. 나아가 4억의 황제인
국민이 어리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혁명당이 그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한다
는 주장을 펼쳤다.56) 비록 국민이 원칙적으로 주권을 가졌으나 역량이 부족
하기 때문에 혁명당이 그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관념은 이후 孫文의 黨治理
論과 國民黨의 訓政을 정당화하는 핵심 논리로 반복 등장하게 된다. 한편 혁
명당원들이 訓政에 의문을 표했다는 대목은 黨治가 同盟會 시절에는 존재하
지 않았던 새로운 구상이었음을 방증해 준다. 만약 그것이 이전의 革命程序
論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를 둘러싼 비판과 반발이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당원 차등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혁명당 내부의 질서를 세우
고 당원을 고무 · 장려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같은 孫文
의 黨治 정당화 논리, 즉 黨治理論은 中華革命黨 창당 전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致吳敬恒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멈추지 않으려면 파괴 후에 마땅히 건
설해야 하는데, 국민은 어린아이와 같으므로 그 초창기에는 다만 당인으
로 하여금 보모의 지위에 서서 그를 지도하고 돌보도록 해야 하니, 아니
라면 곧 떨어지기가 이전에 실패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개 尊君主義
가 극성했던 시대에도 阿衡의 뜻이 있었으니, 곧 끝내 太甲을 桐宮에 방
55)
56)

居正, ｢中華革命黨時代的回憶｣, 革命文獻 第5輯, pp.84-85.
居正, ｢中華革命黨時代的回憶｣, 革命文獻 第5輯,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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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평등자유의 주의를 생각해 근본으로
삼으나, 건설의 초기에 권력을 행사함이 公을 위함이겠습니까? 私를 위
함이겠습니까?57)

여기에서 伊尹의 고사와 더불어 혁명당이 보모가 되어 어린아이인 국민을
돌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訓政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인민을 바라보
는 孫文의 인식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에서 그들의 미숙함을 강조하는 쪽
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二次革命 이후 孫文은 中華革命黨을 창당하고 黨治理論을 구상하
였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革命程序論을 재편하
여 혁명시기 동안 혁명당의 권력독점을 정당화했으며 특히 인민의 낮은 정
치역량을 명분으로 訓政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혁명당의 총리를 중심으로
한 黨-政-軍의 통합을 지향했을 뿐 아니라 당 조직과 정부기관 및 입법기구
를 일체화를 목표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당원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공민권을 차등 분배하고자 하였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와 헌정을 유보하고 대신 혁명당의 과도기적 일당독재를 주장한 것
으로, 辛亥革命 이후의 다당제 민주정치론은 물론 同盟會 시기의 革命程序論
과도 질적으로 구분되는 以黨治國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단계적 혁명론
이나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는 辛亥革命 이전부터 나타나지만,
혁명당을 통치의 핵심세력이자 변혁의 주체로 보는 黨治 개념이 분명하게
형성된 것은 中華革命黨 시기인 것이다.58) 더욱이 中華革命黨은 이후의 中國
國民黨에 비해서도 강한 당 제일주의와 권력의 일인 집중을 구상했다는 점
에서 일당독재의 특징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中華革命黨 창립과 함
57)
58)

孫中山, ｢致吳敬恒｣(1914.), 全集 第三卷, pp.151-152.
｢軍政府宣言｣ 約法之治의 핵심은 혁명세력(軍政府)과 인민의 상호 책임을 규정하여
군대의 발호 및 할거를 방지하고 동시에 인민의 정치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당시 革
命方略은 立憲派와의 논쟁을 거치며 만들어졌는데, 梁啓超는 인민의 민도가 낮기 때
문에 開明專制가 불가피하며 혁명 이후 군사세력의 권력독점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約法을 통해 군부를 제어하고 지방자치로 인민의 능력을 제고하는 約法之治 구상은
이에 대한 孫文의 반박으로 이해할 수 있다. 桑兵, 앞의 책(2011), pp.219-300; 劉寧,
｢孫中山政黨思想硏究｣, 中共中央黨敎博士學位論文 (2014年 4月),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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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孫文이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헌정지향을 포기하고 黨治路線을 채택하였
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혁명계획에서 헌정의 실현은 訓政 이후로 미루어
졌고 국가권력과 정치적 권위의 원천 역시 국회와 約法에서 혁명당으로 이
동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대의민주주의 시험의 위기 및 二
次革命의 실패에 대한 문제의식과 孫文 특유의 革命程序論, 그리고 미헬스의
과두제 이론이 결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孫文 黨治理論에 대한 ‘소
련 기원론’은 적어도 黨治 개념의 탄생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1920년
대 소련이 미친 영향과는 별개로 黨治理論의 기원 자체는 분명히 ‘중국적’이
며 동시에 ‘손문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헬스 이론의 수용에서 알 수 있듯
외부사상의 영향이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권위주의적인 조직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도입된 것에 가까웠다.
居正은 中華革命黨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비록 그 활동기간이 길지는 않
았지만 고난과 희생을 겪으며 국가의 기반을 세웠고 이후 그 정신이 中國國
民黨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였다.59) 실제로 中華革命黨 시기 형성된 孫文을
중심으로 결집한 혁명세력은 이후 中國國民黨 및 國民政府의 핵심으로 성장
했으며, 당시 제시된 黨治理論 역시 후술할 과정을 거쳐 訓政體制로 발전하
게 된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胡漢民, 戴季陶, 廖仲恺, 林森, 鄒魯 등이 있고,
蔣介石이 孫文의 혁명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도 二次革命 실패 이후였
다. 따라서 中華革命黨은 孫文 黨治理論 형성 과정의 첫 단계이자 그가 黨治
路線을 시도한 최초의 사례, 나아가 중국 黨國體制를 향한 첫 번째 전환점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護國戰爭과 孫文의 路線變化
앞 절에서 살펴본 中華革命黨의 목표는 크게 袁世凱 정권의 타도와 革命
程序論의 실현이었는데 후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필수적이었다. 이
59)

居正, ｢中華革命黨時代的回憶｣, 革命文獻 第5輯,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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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孫文은 일찍부터 적극적인 反袁 활동을 벌였는데, 中華革命黨 결성 이전
부터 討袁軍總司令을 자처했을 뿐 아니라 1914년 1월에는 陳其美를 동북지
방에 파견하여 혁명운동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14년 11월
이전까지 무려 15차례에 이르는 혁명시도가 있었다고 한다.60) 물론 이 같은
무장봉기 시도는 거의 무산되었고, 그나마 대규모로 진행된 1915년 12월 5
일의 上海 肇和之役(혹은 肇和兵船起義) 역시 100명에 가까운 사상자만 남기
고 실패하였다.61) 당시 中華革命黨의 활동은 소수 혁명당원이 봉기를 주도하
고 군대의 호응을 유도하여 해당 지역을 장악하거나, 혹은 결사대를 조직해
특정 인물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내용면에서 辛亥革命 이전과 큰 차이가 없
었다. 비록 직접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孫文은 1915년 여름
정식으로 中華革命軍을 조직하고, 陳其美, 居正, 胡漢民, 于右任을 각각 東南
軍, 東北軍, 西南軍, 西北軍 총사령에 임명해 형식적으로나마 革命方略을 실
천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中國國民黨 측의 자료는 中華革命黨의 역할을 중
시하며 그것이 袁世凱 타도의 시발점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上
海에서의 실패한 봉기를 “마찬가지로 12월 5일 上海에서 일어난 肇和軍艦에
서의 선구적인 發難은, 비록 이후 해군 내부에서 발생한 변화로 인해 肇和의
사건은 또한 실패하였으나, 각지에서 起兵討袁이 곧 분분히 이어 일어났
다”62)고 평가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찬가지로 鄒魯는 ｢洪憲之役｣
부분을 “袁世凱가 칭제하여 民國5年을 洪憲元年으로 바꾸었다. 본당이 군대
를 일으켜 토벌하자 袁世凱가 帝制를 취소하였다”63)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中華革命軍이 袁世凱 타도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 같은 서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孫文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과장일 뿐 실제 護國戰爭의 진행
과정에서 孫文과 中國國民黨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우선 護國戰爭의 대략적인 전개를 살펴보면 1915년 12월 25일 蔡鍔, 李
烈鈞, 唐繼堯 등이 護國軍을 조직하여 雲南의 독립과 袁世凱 타도를 선언했
60)
61)
62)
63)

李雲漢, 中國國民黨史述 第2編 (中國國民黨中央黨史會, 1994), pp.194-195.
鄒魯, 中國國民黨史稿 中, p.1028.
邵元冲 · 許師愼, ｢中華革命黨略史｣, 革命文獻 第5輯, p.103
鄒魯, 中國國民黨史稿 中, p.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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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주력을 3군으로 나누어 四川 및 廣西로 나아갔다. 1916년 1월과 3월
貴州와 廣西가 각각 독립을 선언하는 가운데 北洋勢力은 분열되었고 열강들
역시 袁世凱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다. 이후 廣東 · 浙江 · 陝西 · 四川 ·
湖南이 차례대로 反袁 진영에 가담하였고 낙담한 袁世凱는 6월 6일 사망하
기에 이른다. 이에 대총통을 계승한 黎元洪이 6월 29일 ｢臨時約法｣의 회복
을 선언함으로서 護國戰爭은 일단락된다. 그렇다면 孫文과 中華革命黨은 이
러한 反袁鬪爭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護國軍 결성과 출병결정에서 呂
志伊 · 董鴻勛과 같은 일부 孫文派 인사들이 참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
실이다. 그러나 護法戰爭 당시의 자료를 보면 護國軍의 주체가 孫文과 中華
革命黨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護國戰爭의 시작을
알린 1915년 12월 25일 통전의 주체는 唐繼堯 · 蔡鍔 · 任可澄 · 劉顯世 ·
戴戡 등 지방 군사세력과 進步黨 계열이었다.64) 군 사령관의 경우 唐繼堯는
지방 군사세력(滇軍)이고 蔡鍔은 진보당 계열이며 李烈鈞 또한 孫文이 아닌
黃興과 친밀한 관계였다. 鄧漢祥 역시 護國戰爭 결의 과정에서 中華革命黨員
이 한 역할은 중하급 군관을 선동하는 정도에 그쳤음을 증언하고 있다.65)
護國戰爭의 진행 과정에서도 실제 각 성의 독립과 反袁鬪爭 참여를 이끌
어 낸 주체는 護國軍이었고 中華革命黨의 기여는 미미하거나 부차적인 수준
이었다. 1916년 1월 劉顯世가 貴州의 독립을 선언하며 “滇省이 앞장서 의거
하여 袁世凱 반란세력 토멸을 맹세하자, 共和를 지키려는 한 마음에 각 성이
하나로 연합하였다”66)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 中華革命軍의
경우 1916년 山東 · 湖北 · 陝西 · 江蘇 · 湖南 · 浙江 등 각지에서 봉기를
시도하였으나 이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孫文의 세력은 그 규모가 작고 보
급이 부족할 뿐 아니라 통일성마저 결여되어 있었기에 反袁의 주력이 될 수
없었다. 그나마 山東과 廣東에서 독자적인 세력 확보에 열중하였으나, 山東
中國第二歷史檔案館 · 雲南省檔案館 編, ｢唐繼堯蔡鍔等聲討袁世凱背叛民國帝制自爲通
電｣(1915.12.25.),
護國運動 (江蘇古籍出版社, 1988), pp.182-183.
65) 鄧漢祥, ｢護國討袁前後的蔡鍔｣, 護國討袁親歷記 (文史資料出版社, 1985), p.116. (이
하 親歷記 로 표기).
66) 中國第二歷史檔案館 等編, ｢劉顯世宣布貴州獨立所發告示｣(1916.01.), 護國運動 , p.393.
64)

- 21 -

은 각파가 통일되지 못한 채 분열되어 있었고 廣東에서도 회당과 군대에 대
한 동원이 난항을 겪는 상태였다.67) 일례로 袁世凱 측이 남긴 1916년 2월의
자료는 朱執信 · 謝細牛 등이 주도한 廣東 番禺縣 봉기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68) 陳其美의 죽음으로 中華革命黨의 활동은 더욱 위축
되었는데, 1916년 5월 孫文 스스로가 “대체로 民黨은 다른 지역에서 특별한
세력발전이 없었는데, 곧 上海에서의 일마저 급속히 희망이 없게 되었습니
다”69)라는 비관적인 평가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같은 시기 그는 일본 참모본부의 田中義一에게 현재 中華革命軍이 10개
정도의 縣을 점령했으나 보급과 무기가 부족하여 더 이상의 진격이 불가능
해진 상황을 설명하며 무기 제공을 요청하였다.70) 반면 護法軍 세력은 5월
초 이미 軍務院을 설치해 전국의 군사와 정무를 맡을 것을 자임하는 등 사
실상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71) 양자를 비교해 보면 겨
우 십여 개의 縣을 장악하는 일에서조차 외국의 지원을 간청해야 했던 孫文
세력의 열세함이 더욱 명백해진다. 護國戰爭을 “進步黨이 호소하고 蔡鍔이
발동한 것으로 國民黨은 이 일과 관계가 비교적 적다”72)고 평한 鄧漢祥의
진술은 결코 거짓이 아닌 것이다. 오늘날의 학자들 역시 당연히 進步黨系와
歐事硏究會 출신이 護國戰爭을 주도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進步黨系와 歐
事硏究會派가 접근하여 袁世凱 및 孫文과 구분되는 제3의 정치역량을 형성
했고, 이들이 이후 反袁鬪爭의 선두에 섰다는 劉景泉의 지적이 대표적이
다.73) 소수의 급진적 혁명세력에 의존한 폐쇄적 비밀결사인 中華革命黨이 전
국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孫文이 자신의 혁명계획에 따라 袁世凱를 타도하고 黨治를 실현시키기 위
67)
68)
69)
70)
71)
72)
73)

孫中山, ｢復陳其美函｣(1916.02.23.), 全集 第三卷, p.244; ｢復居正函｣(1916.04.04.),
全集 第三卷, p.262.
中國第二歷史檔案館 等編, ｢袁世凱爲朱執信等進攻番禺失敗著恤獎鎭壓有功人員申令｣
(1916.02.15.), 護國運動 , pp.408-409.
孫中山, ｢致黃興函｣(1916.05.20.), 全集 第三卷, p.289.
孫中山, ｢致田中義一函｣(1916.05.24.), 全集 第三卷, p.296.
中國第二歷史檔案館 等編, ｢唐繼堯等宣布軍務院成立通電｣(1916.05.08.), 護國運動 , pp.360-361.
鄧漢祥, ｢護國討袁前後的蔡鍔｣, 親歷記 , p.119.
劉景泉, 앞의 책(2006),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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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제는 中華革命黨과 中華革命軍의 정치군사적 우위였다. 中華革命黨이
중심이 되어 혁명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한다면 軍政자체가 불가능하고, 軍
政이 불가능하다면 訓政과 憲政은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
제 中華革命黨의 역량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던 만큼 孫文의 黨治理論 역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계획으로 남게 되었다. 한 가지 의문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과는 별개로 과연 孫文이 새로운 革命方略과 黨治를 진정으로 추구했
는가 하는 점이다. 설령 곧바로 실현하기 어려운 혁명론이라도 그것을 장기
적으로 추구하거나 거기에 입각한 활동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
문이다. 당장 孫文의 초기 혁명운동 자체가 가능성이 희박한 反淸革命을 위
해 무모한 도전을 반복하던 과정이었고, 中華革命黨 역시 黃興 등의 현실론
을 비판하며 혁명적 의지와 투쟁을 강조하며 결성되었다. 그러나 孫文은 護
國戰爭의 전개 과정에서 자신이 주장했던 革命程序論과 黨治를 스스로 포기
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護國軍이 기세를 높이던 1916년 4월,
孫文은 동경에서 익명의 인사와 담화를 가졌다.
約法과 국회는 공화국의 명맥인데, 명맥이 존재하지 않으니 몸이 장차
평안하겠습니까...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우셔서 籌安會가 일어나자 나라
의 豪俊이 문득 각성하니, 義師가 여럿 일어나 袁世凱의 約法파괴와 국
회해산의 죄를 토벌하였습니다. 罪首가 주살된다면 곧 約法이 부활하고,
約法이 부활하면 곧 民國이 소생할 것이니, 이에 저는 처음에는 오판했
으나 결국 각성한 동포가 중화민국을 위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낙관
하고 있습니다.74)

위 담화문에서 孫文은 約法과 국회를 공화국의 핵심으로 보는 동시에, 約
法 부활을 민국재건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916년 5월
9일의 ｢討袁宣言｣에서는 袁世凱의 죄악을 규탄하고 “이내 결국 中華革命黨

을 조직하여, 가장 엄격한 약속으로 장차 정치 사회상의 악독함과 더러움을
제거하고, 후에 다시 約憲之治를 받아들이고자 하였다”75)며, 자신이 혁명당
74)

孫中山, ｢在東京與某某的談話｣(1916.04.), 全集 第三卷, 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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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직한 목적이 約法의 회복임을 밝혔다. 같은 글에서 孫文은 각지의 反袁
起義를 환영하며 “袁氏가 民國을 파괴함은 約法을 파괴함에서 시작했다. 義
軍이 民國을 유지함은, 그러므로 마땅히 約法을 유지함에서 시작해야 한
다”76)고 주장하였다. 約法이 민국의 근본이며 혁명당과 護國戰爭의 목표가
約法恢復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約法과 국회를 중시하는 태도는 비단 孫文만의 것이 아니었다. 護國
軍의 주요 지도자인 唐繼堯는 1916년 4월 4일 張繼에게 約法과 국회가 민국
의 근간임을 주장하며 비록 袁世凱가 임의로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했으나
그들의 합법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조속히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
을 전달하였다.77) 黃興 역시 1916년 5월 15일 上海國會議員에게 보낸 전신
에서 국회를 “神聖不可侵犯之立法機關”으로 칭하며 일체의 문제를 約法에
의거해 해결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었다.78) 이에 앞선 5월 12일에는 孫文과
黃興이 공동으로 전국 각계에 討袁을 호소하는 글을 발표하며 約法에 근거
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9) 즉, 1916년 5월 무렵이 되면 討袁
勢力 대부분이 約法과 국회를 중심으로 당면한 정치문제를 처리하자는 견해
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1916년 6월 6일 袁世凱가 사망하고 黎元洪이
대총통을 계승하자 黃興은 곧바로 각지에 글을 보내 約法회복과 국회소집을
촉구하였다.80) 같은 날 孫文 또한 ｢規復約法宣言｣을 발표하여, 袁世凱의 악
행을 “壞約法, 叛民國”으로 비판한 뒤 “만사를 개량하려면, 혹여 갑자기 행
하기 어렵더라도 約法의 회복과 민의기관의 존중에 이르는 것이 곧 유일무
이한 방법이니 주저해서는 안 된다”81)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規復約法 尊重國會”의 입장이 앞서 살펴본 孫文이 中華革命黨을
창당할 때 내세웠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데 있다. 당시 그는 同盟會
75)
76)
77)
78)
79)
80)
81)

孫中山, ｢討袁宣言｣(1916.05.09.), 全集 第三卷, p.284.
孫中山, ｢討袁宣言｣(1916.05.09.), 全集 第三卷, p.284.
唐繼堯, ｢唐繼堯致張繼主張速開國會書｣(1916.04.14.), 革命文獻 第六輯, pp.84-85.
黃興, ｢致上海國會議員電｣(1916.05.15.), 黃興集 下, pp.796-797.
黃興, ｢致全國各界討袁通電｣(1916.05.12.), 黃興集 下, p.796.
黃興, ｢致黎元洪及肇慶軍務院等電｣(1916.06.09.), 黃興集 下, p.820-821.
孫中山, ｢規復約法宣言｣(1916.06.09.), 全集 第三卷, 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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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國民黨 개조에 대해 조직의 혼탁함과 기율의 붕괴, 그리고 혁명정신의 상
실을 가져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동시에 혁명당인에게 국민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袁世凱 타도 이후의 국가건설 계획으로는 곧바로 대
의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대신 軍政과 訓政이라는 과도기를 두고 혁명당이 일
시적인 黨治를 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총통과 국회에 대해서는 中華革命黨
의 총리가 곧 중화민국의 대총통이 되며, 입법기관은 혁명당의 통제를 받도
록 구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만약 黎元洪이 대총통을 계승하고 舊國會가 재
건된다면 孫文의 革命程序論은 실현이 불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 約法 회복
과 黨治 계획은 상호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孫文은 袁世凱의 세력이
건재하던 1916년 4월부터 約法과 국회의 존중을 주장했는데, 이는 黨治理論
의 창시자 스스로가 黨治 계획을 부정하는 자기 모순적인 행위였다. 나아가
그는 1916년 6월 9일을 시작으로 각지에 전문을 보내 일체의 군사행동을 정
지시킨다. “袁世凱가 죽고, 정국이 일변했으니, 우리는 응당 군사행동을 멈춰
야 한다”82)고 선언한 것이다. 이후 혁명의 방향을 두고 대립했던 黃興에게
約法의 부활과 국회소집 이후의 정세를 낙관하는 전신을 보내는가 하면, 黎
元洪과 段祺瑞에게 “規復約法 尊重國會”의 중요성을 설파하기도 하였다.
1916년 6월 29일 黎元洪은 ｢臨時約法｣의 회복과 舊國會의 부활을 선언하

였고, 7월 14일 護國軍이 軍務院을 해산함으로서 護國戰爭은 일단 종결된다.
국회 부활 이후 孫文은 더욱 열렬한 의회정치의 신봉자로 변신하는데 “袁氏
가 이미 스스로 죽었으니, 민국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되었고, 이후 중국
의 존망책임은 장차 우리 국회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제군, 곧
국민의 대표가 실제 중화민국의 통치자입니다”83)라고 역설한 1916년 7월 13
일의 연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7월 17일에 이루어진 ｢在滬擧辦茶話會上的
演說｣에서는 지방자치와 직접민주를 강조하며 국회의원이 先知先覺者가 되
어 인민을 이끌 것을 촉구하였다.

82)
83)

孫中山, ｢致朱執信電｣(1916.06.10.), 全集 第三卷, p.307.
孫中山, ｢在滬歡送國會議員宴會上的演說｣(1916.07.13.), 全集 第三卷,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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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은 전날 말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인민을 위한 叔孫通이 되어,
모두 민권의 귀중함을 알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지금 또한 여러분께 청
하기를 모두 伊尹과 周公이 되어 인민을 이끌고, 장차 민권이 확고히 서
게 하십시오.84)

흥미로운 사실은 黨治를 정당화하기 위해 언급했던 伊尹 고사의 주체가
국회의원으로 바뀌어 대의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다. 이어 1916년 7월 25일에는 ｢中華革命黨本部通告｣를 내려 모든 군사행동
은 물론 당무마저 정지시킨다.85) 심지어 1916년 9월 30일의 연설에서는 “지
금 북경에서 約法이 존재하고 국회가 회복되어, 共和의 형식이 이미 구비되
었으니, 비록 혁명당이 집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86)
라며 마치 혁명당의 정치적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 같은 모습까지 보였다.
이처럼 孫文은 中華革命黨을 통해 黨治理論을 구상하였음에도 護國戰爭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했으며, 국회 회복 이후에는 혁명당마저
방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辛亥革命을 계기로 革命程序論의 주창자에서 다당
제 정당정치의 옹호자로, 二次革命 이후에는 黨治理論을 제시한 급진적 혁명
가로, 그리고 護國戰爭의 발발과 더불어 재차 約法의 수호자로 입장을 바꾸
었던 것이다. 中華革命黨 창립 시기의 孫文이 黨治理論을 주장하며 黨治路線
을 걸었다면, 護國戰爭 이후에는 約法과 의회를 중시하는 護法路線을 채택했
다고 할 수 있다.

84)
85)
86)

孫中山, ｢在滬擧辦茶話會上的演說｣(1916.07.17.), 全集 第三卷, p.329.
孫中山, ｢中華革命黨本部通告｣(1916.07.25.), 全集 第三卷, p.333.
孫中山, ｢在滬歡迎從軍華僑大會上的演說｣(1916.09.30.), 全集 第三卷, 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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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두 갈래 노선’의 교차와 黨治理論의 發展

1. 護法運動과 孫文의 護法路線
袁世凱 몰락 이후 일시적으로 約法이 회복되었으나 대의민주주의의 실현
과 안정적인 국가통합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무엇보다 袁世凱 사후 北洋
勢力은 馮國璋의 直系과 段棋瑞의 皖系로 분열되어 권력을 다투었고 이 외
에도 張作霖의 奉系, 唐繼堯의 滇系, 陸榮廷의 桂系 등 각지에 지방 군사세
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1917년 봄 北洋政府 내부에서 1차 세계대전 참전 문
제를 발단으로 黎元洪과 段棋瑞 사이의 이른바 府院之爭이 일어났고, 혼란을
틈타 7월 1일 張勳의 復辟사건이 벌어지기에 이른다. 복벽소동은 보름도 안
되어 진압되지만 중앙권력을 장악한 段棋瑞는 복벽을 구실로 국회와 約法의
회복을 거절한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孫文과 西南地方勢力, 국회의원 일부,
해군 등이 約法守護를 명분으로 廣東에 독자적인 軍政府를 세우고 북방에
대항하니 이것이 이른바 一次護法運動이다.
孫文의 경우 줄곧 護法을 주장했으며, 특히 張勳의 복벽 후에는 章炳麟 ·
唐紹儀 · 程璧光 등과 함께 南方護法政府의 설립을 논의하는 한편, “이 때
시국이 돌변하여, 폭력 치하에서 이미 국회가 직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어졌
으니, 마땅히 전체가 남하하여 자유롭게 모이고, 이로써 正氣를 보존하며 이
로써 國紀를 일으켜야 합니다”87)라며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였다. 이후 孫文은
上海를 떠나 7월 17일 廣州에 도착했고 7월 22일에는 程璧光과 林保懌이 해
군을 이끌고 남하해 ｢海軍護法宣言｣을 발표했으며 護法에 동참한 의원들 역
시 속속 廣東으로 모여들었다. 이미 6월 말부터 각지에서 護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구망의 방도를 계획함에 護法討逆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88)고 주장한 廣西省議會가 대표적인 예이다. 마침내
87)
88)

孫中山, ｢致參衆兩院議員電｣(1917.07.04.), 全集 第四卷, p.110.
中國第二歷史檔案館 · 雲南省檔案館 合編, ｢廣西省議會吁請護法討逆通電｣(19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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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8월 25일 廣州에서 國會非常會議가 개최되었고 27일과 31일 ｢國會非

常會議組織大綱｣ 및 ｢軍政府組織大綱｣을 통과시켰다. 이윽고 9월 1일 孫文을
대원수로, 9월 2일 陸榮廷과 唐繼堯를 원수로 선출하여 “반란을 평정하고 臨
時約法을 회복하기 위한”89) 護法軍政府가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護法이라는 정당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護法軍政府는 유명무실한
존재에 불과하였으며 대원수 孫文 역시 실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였
다. 기본적으로 廣東의 정치 군사적 형세가 불안정했을 뿐 아니라 계파갈등
또한 상당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省長 朱慶瀾이 廣東地域派와 손잡고
실권자인 桂系督軍 陳炳焜에 대항하던 상황 속에서, 護法세력이 합류하여 廣
東의 형세는 더욱 복잡해졌다.90) 한편 護法國會 내부에는 서남지방세력과 비
교적 가까운 政學會 · 國民黨 온건파 출신으로 다수를 차지한 益友社 · 孫文
지지파와 進步黨 및 共和黨 출신으로 이루어진 民友社, 그리고 새롭게 국회
에 합류한 의원들로 이루어진 新新俱樂部 등의 주요 정파와 기타 무소속 의
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각각의 이해관계와 지향점이 일치하지 않았던 만
큼, 비록 護法의 기치 아래에 모였어도 견고하게 유지되기는 어려운 동맹이
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陳炳焜은 孫文에게 실권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護法에 동의
하였고 陸榮廷 또한 일찍이 護法運動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91) 廣東을 기반으로 군대를 육성해 북방세력과 대결하려 한
孫文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桂系의 견제와
비협조 속에서 출범한 軍政府는 정부 조직 단계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다.92) 陸榮廷은 軍政府 원수로 선출된 당일인 1917년 9월 2일 非常國會에

89)
90)
91)
92)

護法運動 (檔案出版社, 1993), p.393.
中國第二歷史檔案館 等編, ｢國會非常會議宣布<中華民國軍政府組織大綱>電｣(1917.09.
02.), 護法運動 , p.413.
尹壽華 等, ｢海軍南下護法始末｣, 孫中山三次在廣東建立政權 (中國文史出版社, 1986),
p.46. (이하 政權 으로 표기).
潘乃德 述, ｢非常國會漫憶｣, 政權 , pp.84-85.
軍政府 자체가 臨時大總統을 중심으로 독자정부를 구성하려 한 孫文과 軍務院을 설
치해 陸榮廷을 맹주로 추대하려는 桂系의 타협으로 성립한 것이었다. 孫彩霞, ｢護法
軍政府改組的幾個問題｣, 1910年代的中國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pp.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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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을 보내 정부조직에 반대하였고, 陳炳焜 역시 9월 8일 軍政府와 非常國
會의 운영비를 제공할 의도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93) 한편 滇系
唐繼堯의 경우 노골적으로 孫文을 견제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인 협력 역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결국 원수로 추대된 陸榮廷과 唐繼堯 두 사
람 모두 원수취임을 거부했고 孫文의 계속되는 설득에도 응하지 않았다. 陸
榮廷은 1917년 11월 梧州에서 군사회의를 소집하고 湘桂粵 三省大都督府를
성립하여 사실상의 독립적인 지방정권을 세웠으며, 唐繼堯 역시 川滇黔 三省
靖國軍總司令을 받아들였을 뿐 끝까지 軍政府 원수는 거절하였다.94) 그나마
護法에 우호적이었던 省長 朱慶瀾이 1917년 9월 桂系의 압박 속에서 사임하
자 孫文의 활동은 더욱 위축되었다.
이에 孫文은 朱慶瀾 휘하 省防軍(省長親軍) 20營을 大元帥府 직할부대로
삼아 1918년 1월 援閩粵軍을 편성하고 陳炯明에게 지휘를 맡겼으니, 이것이
그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병력의 대부분에 해당하였다.95) 동시에 孫文은
桂系의 비협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軍政府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거부하였고 이 같은 방침을 계속 유지하였다. 各省이 軍政
府 유지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孫文이 직접 화교자금을 동원하거나
공채발행 혹은 해외차관 도입 등을 시도했으나 자금난을 해결할 수는 없었
다.96) 해군 및 국회는 자금을 지원하는 桂系 쪽으로 점차 기울었고 孫文의
지위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이에 孫文은 정식국회 소집을 명분으로 廣東省議
會에 재정 지원을 호소했으나, 이 역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
부족이었다.97) 이처럼 軍政府 성립 이후 桂系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孫文은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
다. 1917년 11월 程璧光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1918년 1월 3일 孫文은 대원수 명의로 직접 同安과 豫章 두 척의 군함을 지
93)
94)
95)
96)
97)

尹壽華 等, ｢海軍南下護法始末｣, 政權 , p.45.
孫彩霞, 앞의 글 (2007), pp.122-123.
羅翼群, ｢記孫中山南下護法後十年間粵局之演變｣, 孫中山史料專輯
1979), pp.109-111. (이하 ｢專輯 으로 표기).
孫彩霞, 앞의 글 (2007), pp.124-125.
孫中山, ｢在廣東省議會的講話｣(1918.01.17.), 全集 第四卷, p.296.

- 29 -

(廣東人民出版社,

휘하여 督軍官署에 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莫榮新에게 유효한 타격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호응을 기대했던 滇粵 군대마저 봉기하지 않아 孫文이 구
상한 일종의 친위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98) 이 같은 급진적 행동
은 해군의 반발을 샀을 뿐 아니라 그나마 孫文에게 우호적이었던 滇系는 물
론 심지어 中華革命黨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분하였다.99) 孫文과 桂系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었고 1918년 2월 26일 해군세력의 수장인 程璧光이 암살
당하는 사건마저 벌어진다.100) 사건의 진상은 아직까지 불분명하지만 결론적
으로 해군의 일부가 護法에서 이탈했으며 남은 이들도 桂系와 가까워졌다.
이미 서남지방세력은 1918년 1월 15일 廣州에서 西南各省護法會議를 개최
하고 20일 ｢中華民國護法各省聯合會議條例｣를 공포하는 등 사실상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려 하였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聯合會議는 護法各省의 정부대
표와 해군대표 및 기타 군 관계자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곧 軍政府의 무력화
와 孫文의 소외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101)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孫
文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수포로 돌아갔지만, 서남지방세력의 孫文 축출시도
자체를 막기는 어려웠다. 唐繼堯의 경우 1918년 4월 黎元洪 혹은 馮國璋을
국가원수로 추대하고 岑春煊을 국무총리로 삼으며 孫文은 외교를 명분으로
외국에 나가도록 하는 신정부 구상을 세우기도 하였다. 非常國會 안에서도
親桂 성향의 政學系 의원을 중심으로 총제합의제 개조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후 直系와 皖系의 대립으로 북방세력의 공세가 감소하고, 남방에서도 滇軍
의 討龍戰爭이 종결되는 등 일시적인 안정이 찾아오자, 桂系는 이 기회를 이
용해 본격적으로 孫文을 축출하고자 하였다.102) 결국 桂系에 매수된 益友社
中國第二歷史檔案館 等編, ｢李烈鈞陳述孫文令艦砲擊觀音山督署密電｣(1918.01.05.), 護
法運動 , p.456;
尹壽華 等, ｢海軍南下護法始末｣, 政權 (中國文史出版社, 1986), pp.46-47.
99) 羅翼群, ｢記孫中山南下護法後十年間粵局之演變｣, 專輯 , p.113.
100) 일부 자료는 이를 桂系의 음모로 단정하고 있지만, 현대 연구자들 중에는 程璧光의
처신에 불만을 품은 中華革命黨 내 과격파의 소행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孫彩霞, 앞
의 글 (2007), pp.126-127.
101) 中國第二歷史檔案館 等編, ｢莫榮新等征求對護法各省聯合條例意見密電｣(1917.12.31.),
護法運動 , pp.453-455.
102) 尹壽華 等, ｢海軍南下護法始末｣, 政權 , p.52.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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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政學系가 연합하여 1918년 5월 4일 원수제를 총재합의제로 교체하는 ｢修
正軍政府組織法案｣을 통과시켰고, 같은 달 20일에는 ｢國會組織大綱修正案｣이
통과되어 孫文 · 唐繼堯 · 陸榮廷 · 伍廷芳 · 林保懌 · 唐紹儀 · 岑春煊 7인이
총재로 선출되었다. 孫文은 5월 4일 非常國會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21일에
는 廣州를 떠나 일본을 거쳐 마침내 6월 26일 上海에 칩거하였다. 물론 非
常國會와 軍政府 자체는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孫文 역시 일단 총재직을 받
아들여 徐濂을 대리로 보냈으나, 孫文의 一次護法運動은 그의 廣州 이탈과
함께 종료되었다.
이상의 一次護法運動 과정에서 孫文은 일관되게 約法과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혁명당의 중요성이나 黨治의 필요성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드물게 中華革命黨 지부에 연락을 하는 경우 대부분 자금 조달과 관련된 것
이었다. 이를테면 1917년 8월 10일 中華革命黨 南洋分部同志에게 보낸 서신
에서 그는 “근래 海陸軍士와 연락하니 비용이 적지 않아, 차후 재정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니, 즉시 신속하게 송금하여 진행을 돕기를 희망합니다”103)
라며 자금 확보를 위해 中華革命黨을 이용하였다. 즉, 혁명당의 지위가 국가
건설의 선봉에서 자금 조달책으로 격하된 것이다. 반면 約法과 국회에 대해
서는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는 한편 護法을 자신의 정치적 목표로 삼았다.
1917년 9월 1일 대원수직을 받아들이며 “임직 이후에는 오로지 응당 온 몸

의 힘을 다하여 奸凶을 몰아내고 約法을 회복하여, 이로써 元年에 못 다한
책임을 다하고 수년간 공이 없는 치욕을 씻어내겠습니다”104)는 뜻을 밝힌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어 9월 10일의 ｢就任海陸軍大元帥布告｣에서는 국회
의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해산시킨 北洋勢力을 비판한 뒤, “이에 국회에 신
청하여 이곳에 모이고 간신히 개회해, 文을 海陸軍大元帥로 삼아 내란을 평
정하여 約法을 회복할 책임을 맡겼으니, 원수의 직무를 받아들였다”105)고 공
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과 책무를 護法에서 찾는 護法路

103)
104)
105)

孫中山, ｢致中華革命黨南洋分部同志函｣(1917.08.10.), 全集 第四卷, p.131.
孫中山, ｢就陸海軍大元帥職答詞｣(1917.09.01.), 全集 第四卷, p.136.
孫中山, ｢就任海陸軍大元帥布告｣(1917.09.10.), 全集 第四卷,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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線을 선포한 것이다. 이후 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는 한편 桂系와
의 갈등이 심화되자 孫文은 더욱 국회의 중요성과 권위를 역설하였다.

지난날 帝制는 오로지 군권을 중시하였으나 지금 변화한 共和는 오로
지 민의를 존중한다. 민의의 거스를 수 없음은 군권을 감히 위배하지 못
하는 것보다도 심하다. 찬란한 국회는 전국 인민의 대표이다. 국회가 옳
다고 함은 곧 주권자가 옳다고 하는 것이며, 국회가 그르다고 함은 곧
주권자가 그르다고 하는 것이다.106)

뿐만 아니라 孫文은 내전상태를 타계하기 위한 해법으로 국회를 내세웠는
데, 이를테면 1918년 2월 21일의 서신에서 “간절히 바라건대 국내의 賢豪와
서로 제휴하여 일치 주장하기를, 舊國會가 재차 집결하고 約法이 그 효력을
회복하게 되면 곧 일체의 분규는 모두 국회가 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 것
입니다”107)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같은 시기 전국 주요 인사들에게 보낸 공
개전문에서 孫文은 민주주의와 대의정치가 정치의 정도임을 주장하였다.
대개 민주주의는 세계 自覺國民이 신봉하는 정의이고, 의원정치는 근
대국가가 함께 따르는 正軌입니다... 집권자가 만약 이러한 뜻을 함께 이
해하여 그 非法亂命을 버리고, 전쟁을 멈추며 병사를 철수하며 일체 해
결책은 모두 국회를 따른다면, 곧 나라는 하나가 되고 대란은 안정을 찾
을 것입니다.108)

단순히 현행 約法과 국회를 옹호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대의민주정체
자체를 긍정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中華革命黨 창당
시기 孫文이 가졌던 견해와는 상충되며,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낙관이
팽배하였던 辛亥革命 직후의 언설과 유사하다. 革命程序論이나 미헬스의 과
두제 이론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黨治理論 및 黨治路線은 혁명당과 함께
106)
107)
108)

孫中山, ｢明正段祺瑞亂國盜權罪通令｣(1917.10.03.), 全集 第四卷, pp.207-208.
孫中山, ｢致張敬堯函｣(1918.02.21.), 全集 第四卷, p.344.
孫中山, ｢通告全國各界主張和平尊重國會電｣(1918.02.22.), 全集 第四卷,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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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되었다. 물론 이 같은 孫文의 護法路線을 형세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
나 권력유지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1916년 봄부터 1918년 여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국회와 約法에 대한 지

지를 표명했으며, 특히 1917년 이후 적극적으로 護法運動을 선도하였다. 동
시에 자신의 혁명당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치적 불안과 생명의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護法路線에 투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단순히 형세에
떠밀렸거나 국회를 이용했다기보다, 護法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 속
에서 대의민주정체 회복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護法運動을 주도하려 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護法路線을 향한 孫文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軍政府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었다. 이에 그는 다방면에 걸쳐 활로를 모색했는데, 1918년 3월 6일 ｢
公布陸軍部組織條例令｣을 발표하여 군제개편을 시도하는가 하면 3월 8일에
는 ｢兩廣鹽稅授歸軍政府布告｣를 통해 독자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외교적으로도 3월 16일 미국 영사를 초대한 자리에서 헌법의 중요성과 공화
국이라는 정체성을 매개로 양측의 우호를 강조하였다.109) 約法을 중심으로
한 護法의 논리가 국내정치를 넘어 외교 영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방면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남지방세력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으며 마침내 孫文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軍政府改組 반
대를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는 4월 11일과 13일 연이어 軍政府改
組가 約法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고, 17일에는 駐華各國公使에게 서
신을 보내 約法과 국회의 중요성 및 軍政府의 정당성을 표명하며 지지를 간
청하였다. 처절하지만 무의미한 저항 끝에 1918년 5월 4일 ｢軍政府組織大綱
修正案｣이 통과되었고, 孫文은 非常國會에 사직의사를 전달한 뒤 21일 廣東
을 떠났다. 約法과 국회를 존중하는 護法路線을 취했음에도 바로 그 국회에
의해 축출되었다는 역설적인 현실은 孫文으로 하여금 독자적 세력기반을 결
여한 정치활동의 취약성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었다.

109)

孫中山, ｢在宴請美領事會上的講話｣(1918.03.16.), 全集 第四卷, pp.39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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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五四運動期 黨治路線과 黨治理論의 發展
一次護法運動의 종결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孫文이 廣東을 떠난
5월 21일 國民黨 미얀마 지부에 서신을 보냈다는 사실이다.110) 물론 핵심

내용은 당무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軍政府에 대한 자금지원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것이지만 護法運動이 좌절된 뒤 곧바로 당을 호출했다는 점은 흥미
로운 부분이다. 6월 말 上海로 거처를 옮긴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孫文은 李宗黃과 담화를 가졌는데, 일본의 건전한 지방자치를 언급하며 “그
러나 그들의 이러한 지방자치는 관치 성격이 너무 강하니, 이는 우리의 民權
主義와 全民政治의 요구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모종의 정신과
방법은, 訓政時期에 참고할 만하니, 그러므로 고찰할 가치가 있습니다”111)라
는 견해를 밝혔다. 護法運動의 중단과 함께 中華革命黨 이후 2년 가까이 등
장하지 않았던 訓政이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의 초점이 約法
과 국회에서 지방자치로 옮겨감과 동시에 지방차지의 실천시기가 訓政時期
로 호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어 1918년 8월 30일 孫文은 해외 혁명당인에게
서신을 보내 혁명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근래에 비록 누차 좌절을 겪었으나 百折不撓한 것은, 文이 한 몸의 충
렬을 다한 게 아니라 순전히 우리당 동지들이 전력으로 서로 이어져 있
음에 의존함이었으니, 그러므로 文은 우리 당이 실로 중국의 존망과 이
어져 있음을 깊이 믿습니다... 上海로 돌아온 후에 구망의 방책을 더욱
생각했는데, 반드시 먼저 할 일은 우리 당의 확장이므로 재차 黨章을 개
정하여 이로써 당무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112)

이 같은 태도는 대의민주정체의 회복을 지향한 정치적 행동이 실패를 겪
은 뒤 혁명당의 중요성을 자각했다는 점에서 二次革命 이후와 유사한 측면
110)
111)
112)

孫中山, ｢致國民黨緬匍支部函｣(1918.05.21.), 全集 第四卷, p.481.
孫中山, ｢在上海與李宗黃的談話｣(1918.07.), 全集 第四卷, p.491.
孫中山, ｢通告海外革命黨人書｣(1918.08.30.), 全集 第四卷, pp.499-500.

- 34 -

이 있다. 이제 중국의 존망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도 국회도 아닌 혁명당이
고, 실제 孫文은 1년간 현실정치보다는 자신의 정치이론(孫文學說) 정비와
당무발전에 몰두하였다. 1918년 여름 中華革命黨 명의로 레닌에게 “중국과
러시아의 양당이 단결해 공동 투쟁하기를 바랍니다”113)라는 전신을 보낸 것
역시 이후 孫文의 행보를 예견하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廣東護法軍政府를 이탈해 上海로 이동한 1918년 6월부터 中華革命黨의 中
國國民黨으로의 개조를 행한 1919년 10월까지 孫文은 革命理論의 재구축과
혁명당의 재건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몰두하였다. 護法運動의 실패가 그로
하여금 기존의 정치노선을 반성하고 혁명당의 재조직을 통한 혁명역량 결집
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114) 孫文의 비서를 지냈던 黃昌穀은 孫文의 혁명운동
이 ‘硏究革命-宣傳革命-實行革命’의 순차적인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실제 당시 孫文이 가장 먼저 착수했던 일이 바로 연구, 즉
黨治理論을 포함한 혁명사상 전반에 대한 고찰과 보완이었다.115) 이에 대해
呂芳上은 1918-1920년을 1896-1897년의 영국 체류기간과 함께 孫文이 연구
와 저술에 가장 집중했던 시기로 평가하였다.116) 深町英夫 또한 혁명세력의
재구축이라는 과제를 위해 종래의 革命哲學을 집대성, 이론화 및 체계화하여
혁명에 대한 의사를 재차 표명한 것이 ｢孫文學說｣이라고 보았다.117) 당시 孫
文 혁명사상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저작이 바로 1919년 완성된 建國方
略 인데, 이는 다시 ｢孫文學說(心理建設)｣ · ｢實業計劃(物質建設)｣ · ｢民權初
步(社會建設)｣로 나누어진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작성된 것이 1917년 간행
된 ｢民權初步｣로 원 제목은 ｢會議通則｣이였다. ｢實業計劃｣의 경우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China”라는 제목으로 1919년 6월 遠東時報 에

실렸으며, ｢孫文學說｣ 역시 같은 시기인 1919년 6월 공식적으로 발간되었다.
그 중 黨治理論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혁명사상의 철학적 기반이라
113)
114)
115)
116)
117)

孫中山, ｢致列寧和蘇維埃政府電｣(1918.夏), 全集 第四卷, p.500.
崔之淸 主編, 國民黨結構史論 上 (中華書局, 2013), p.178.
呂芳上, 革命之再起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1989), p.95.
呂芳上, 위의 책 (1989), p.96.
深町英夫, 近代中國における政黨·社會·國家 (中央大學出版部, 2009), 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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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孫文學說｣로, 저술의 목적은 국민사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그들
을 각성시키며 나아가 주의의 확산과 성공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118) 그 핵
심 내용은 “知之非艱, 行之惟艱”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이 혁명과 진보를 가로
막는 심리적 장애물임을 비판하고 “行易知難”의 새로운 실천철학을 주장하
는 것이었는데, 孫文은 이를 위해 4장을 할애하여 飮食 · 用錢 · 作文 · 建屋
· 化學 · 進化 등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知와 行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行

易知難의 타당성을 증명하려 하였다.119) 제5장에서는 그때까지의 논지를 정
리함과 동시에 王陽明의 “知行合一” 역시 실천의 과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20) 이어 孫文은 인류의 진화과정과 인간의 지적수준을
각각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무릇 오늘날의 관점으로 세계 인류의 진화를 고찰해 보면 마땅히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초매에서 문명으로 나아가는 不知而行의
시기이다. 둘째는 문명에서 재차 문명으로 나아가는 行而後知의 시기이
다. 셋째는 과학이 발명된 후인 知而後行의 시기이다.... 무릇 인류의 진
화는 시기에 따라 고찰해 보면 곧 세 시기로 나누어지니 상술한 바와
같다. 不知而行의 시기이고, 行而後知의 시기이며, 知而後行의 시기이다.
인간에 따라 말하자면 곧 세 종류이다. 첫째는 先知先覺者로 創造發明하
고, 둘째는 後知後覺者로 倣效推行하며, 셋째는 不知不覺者로 竭力樂成한
다.121)

이처럼 孫文은 인류의 지적 진보가 실천에서 경험적 지식으로 그리고 다
시 과학적 지식으로 발전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실천은 지식에 선행할 뿐
아니라 행하기도 쉽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제6장에서 본격적
인 革命方略을 제시하며 黨治理論을 전개하였다.

118)
119)
120)
121)

孫中山,
呂芳上,
孫中山,
孫中山,

｢建國方略｣(1917-1919.), 全集 第六卷, pp.158-159.
앞의 책 (1989), p.107.
｢建國方略｣(1917-1919.), 全集 第六卷, pp.197-198.
｢建國方略｣(1917-1919.), 全集 第六卷,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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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革命方略을 정하는데 혁명진행의 시기는 셋으로 나누어진다. 첫
째는 軍政時期, 둘째는 訓政時期, 셋째는 憲政時期이다. 첫째는 파괴시기
인데... 둘째는 과도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約法을 시행하고(현행 約法은
아니다) 지방자치를 건설하며 민권의 발달을 촉진할 것이다... 혁명정부
는 자치단체에 대해 다만 約法에 규정된 바에 의거하여 訓政之權을 행사
할 수 있다. 전국이 평정된 후 6년을 기다려 各縣이 이미 완전한 자치에
도달하면 모두 대표 한 사람을 선거하여 國民大會를 조직하고, 이로써
五權憲法을 제정한다.122)

기본적으로 中華革命黨 시기의 구상과 유사하지만 과도기에 約法을 시행
한다는 同盟會 革命程序論의 내용을 일부 수용했으며,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國民大會를 통한 헌정이행을 주장하였다. 約法으로 혁명정부
의 권한을 제한하는 동시에 공민권의 차등 분배 계획을 삭제하고, 혁명당 당
수의 절대적인 권력을 명시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독재적 성격이 약화되었
다고 할 수 있다. 孫文은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중남미의 사례를 비교하며
미국을 “정치는 장기간 안정되고, 문명은 진보했으며, 경제가 발달하여 세계
제일이 된”123) 모범적인 국가로 보았다. 반면 프랑스는 선진 문화국가임에도
군주전제와 중앙집권의 영향으로 자치의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혁명 후 정
치적 혼란이 많았으며, 중남미 역시 지방자치의 기반이 견고하지 못했기에
정치적 진보가 지체되었다고 평가하였다.124) 더구나 그가 보기에 중국 인민
의 정치적 역량은 프랑스보다도 낮았으므로 “이에 나는 하나의 과도시기를
창안하여 補救하고자 한다. 이 시기에 約法之治를 행하여 이로써 인민을 훈
도하고 지방자치를 실행한다”125)는 주장을 펼쳤다. 同盟會 이래 孫文은 지속
적으로 지방자치와 이를 통한 인민의 자질 제고를 강조하였다. 다만 同盟會
革命程序論이 約法을 통한 권력분점을 중시했다면 中華革命黨의 黨治論은
혁명세력의 권력 장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孫文學說｣의 경우 혁명정권
122)
123)
124)
125)

孫中山,
孫中山,
孫中山,
孫中山,

｢建國方略｣(1917-1919.),
｢建國方略｣(1917-1919.),
｢建國方略｣(1917-1919.),
｢建國方略｣(1917-1919.),

全集
全集
全集
全集

第六卷,
第六卷,
第六卷,
第六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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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4-205.
p.207.
pp.207-208.
p.208.

의 訓政을 목표로 하면서도 約法을 통한 권력제한과 민주적인 國民大會를
주장하였으니, 이는 이전의 두 가지 구상을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孫文에 따르면 중국이 공화정치를 행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서당에 들어가
독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교사가 그를 가르치듯 先知先覺의 혁명정권이
인민을 가르쳐야만 한다. 낮은 민도와 그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훈련의 불
가피성을 역설하며 黨治를 정당화한 것이다. 中華革命黨 시기 처음 등장했던
保母論과 伊尹 · 周公의 고사 역시 訓政을 변호하기 위해 재차 언급되었고
미국의 필리핀 통치도 訓政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126) 그러면서도 “開明專
制는 곧 專制를 목적으로 하지만, 訓政은 곧 共和를 목적으로 하니, 여기에
는 天壤之別이 있는 것이다.”127)고 하여 訓政과 開明專制의 본질적인 차이를
강조하였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인류 진화에 대한 孫文의 실천철학과
黨治理論의 결합이다. 先知先覺者가 변화를 선도하고 後知後覺者와 不知不覺
者가 이를 따라 실행하는 것이 진화의 법칙이라면, 先知先覺의 혁명당 혹은
혁명 지도자가 민중을 통제하는 訓政 역시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보다 실천이 앞선다는 行易知難 개념은 대중의 참여를
촉구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즉, 국민의 낮은 민도라는 현실적 상황과 伊尹
· 周公으로 대표되는 역사적 사례, 그리고 孫文 특유의 실천철학(孫文學說)이

결합하여 訓政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孫文學說｣이 先
知先覺者인 孫文이 後知後覺의 혁명당원과 不知不覺의 비당원을 동원해서
그들을 각성시키고,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여 중국인을 진화의 정상궤도에 오
르게 한다는 주장으로, 그 정치적 지향은 카리스마적 · 인민주의적인 혁명독
재체제의 구현에 있었다는 지적은 대체로 타당하다 할 수 있다.128) 다만 孫
文은 혁명당과 혁명정부라는 표현을 혼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혁명정
부의 주체가 혁명당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므로 금후
건설의 책임은 다만 혁명당에 홀로 맡겨진 것이 아니라, 先知先覺의 국민도

126)
127)
128)

孫中山, ｢建國方略｣(1917-1919.), 全集 第六卷, p.211.
孫中山, ｢建國方略｣(1917-1919.), 全集 第六卷, p.210.
深町英夫, 앞의 책 (2009), pp.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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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물러나지 않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129)고 하여 黨外의 先知先覺者
가 참여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訓政이 혁명당 독재라는 본질 자체는 변함없
지만 적어도 권력 독점의 정도는 약해진 것이다.
建國方略 의 두 번째 부분인 ｢實業計劃｣은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孫文의
상세한 계획으로 그의 경제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작이자 국민경제의
근대화를 위한 청사진이기도 하다.130) 여기에서 孫文은 교통개발과 항구건설
· 공공시설 확충 · 농업 및 광업발전 · 변방지역 이민 등의 목표를 세운 뒤
6장에 걸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民權初步｣는 일찍이
1916년 완성되어 이듬해 ｢會議通則｣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Robert의
Parliamentary

Rules

and

Order

·

Shattuck의

Women’s

manual

of

Parliamentary Law 등의 책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회의 진행 설명서이다.131)

孫文은 一般散沙와 같은 중국인들을 교육시켜 民權主義를 시행하려 하였는
데, 그 첫걸음이 바로 각종 집회의 원칙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
보았다.132) 정리하자면 孫文은

建國方略 에서 行易知難의 실천철학을 바탕

으로 黨治를 한층 정당화하는 한편 권위주의적 성격이 보다 약해진 黨治理
論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경제 측면에서는 상세한 산업 근대화 계획을 세웠
으며, 국민 교육을 위해 집회 및 회의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따
라서

建國方略 은 護法과 黨治라는 두 노선을 오고가며 형성된 孫文 革命

思想의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작이라 할 수 있다.
한편 孫文이

建國方略 을 완성한 1919년 5월 베르사유 강화회의에서의

山東 처리문제를 발단으로 五四運動이 일어났고 이후 대중적 정치운동이 각
지에서 활성화되게 된다. 孫文과 혁명당인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포착하고
참여했으며 나아가 이를 혁명운동과 결합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당시 孫文이
거주하던 上海는 北京과 더불어 五四運動의 양대 중심지였고, 혁명당인 邵力
孫中山, ｢建國方略｣(1917-1919.), 全集 第六卷, p.215
崔之淸 主編, 國民黨政治與社會結構之演變 (1905-1949) 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p.231.
131) 呂芳上, 앞의 책 (1989), p.98.
132) 孫中山, ｢建國方略｣(1917-1919.) 第六卷, p.413.
129)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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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 葉楚傖 · 朱卓文 등은 직간접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133) 이에 대해 呂芳上은 孫文과 혁명당인이 五四運動의 중대한 의미를 인
식하고 이에 반응했으며, 학생운동에 동정적이었던 孫文은 그들이 단기간 내
큰 역량을 형성하는 것을 보고 “結合卽强”의 도리를 체득했다고 서술하였
다.134) 중국에서 이 주제를 선구적으로 연구한 劉永明 역시 다수의 國民黨人
이 五四運動에 참여했으며, 적잖은 회고자료가 孫文과 五四運動의 밀접한 관
계를 증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한다.135) 그러나 모든 연구자들이 이 같
은 관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데, 이승휘의 경우 孫文과 五四運動의 관계에
대한 상반되는 연구경향을 ‘네 개의 평행선’이라 지적하였다.136) 이어 五四
運動時期 孫文의 행적에 대한 각종 사료를 검토하여 회고자료가 孫文의 적
극적인 참여와 지도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 전문과 같은 공식적인 자료는 孫
文의 침묵과 소극적 태도를 보여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단 孫文이 五四運動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음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
다. 1919년 5월 12일의 ｢復陳漢明函｣에서 “中山先生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군들의 애국열정에 적극적인 동정을 표하며, 마땅히 능력이 미치는 바를
다해 제군의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137)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
라 6월 16일 全國學生聯合會가 上海에서 정식 성립하자 孫文은 학생대표를
접견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한다. 그러나 1919년 6월 孫文은 저술
활동을 빌미로 五四運動에 대한 입장표명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테면 6월 5일 · 10일 · 16일 세 차례에 걸쳐 “以先生閉戶著書, 不問外事”라
는 입장을 표명하였다.138) 공식적으로 기록된 활동인 1919년 10월 8일 上海
呂芳上, ｢革命黨人對五四新思潮的回應｣, 中國國民黨黨史論文選集 全3冊 (近代中國
出版社, 1994), p.470.
134) 呂芳上, 위의 글 (1994), p.470.
135) 劉永明, 國民黨人與五四運動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p.2.
136) 서로 다른 네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양자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음 · 2) 양자가 밀
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孫文이 운동을 주도했음 · 3) 孫文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지지하였고 이후 사상적 발전의 계기가 됨 · 4) 孫文은 운동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함.
이승휘, ｢오사사건과 손문｣, 중국근현대사연구 Vol.58 (2013). pp.161-163.
137) 孫中山, ｢復陳漢明函｣(1919.05.12.), 全集 第五卷, p.54.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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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年會에서의 연설 역시 敎育事業 · 興辦實業 · 地方自治를 중국 개조의 삼
대 요건으로 제시하고 혁명을 통해 이를 이룩해야 함을 역설하였을 뿐, 五四
運動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139) 따라서 孫文은 五四運動의
주역이나 지도자라기보다 호의적이지만 소극적인 동조자에 가까워 보인다.
물론 孫文은 대중운동의 중요성과 신사상의 확산풍조를 비교적 명확하게 인
식하고 있었으며 혁명당인에게 적극적인 언론활동을 지시하였다.140) 1919년
6월 8일 戴季陶 · 沈玄盧 · 孫隷를 주편으로 민주국가 건설과 민주문명 창조

를 구호로 하는 星期評論 을 출판했으며, 8월에는 건설이론의 발전과 건설
주의의 확산을 목표로 建設 잡지를 내놓았다. 혁명당의 기관지였던 民國日
報 의 경우 1919년 6월 白話를 사용함과 동시에 副刊 覺悟 를 발행하였고,
陳炯明 역시 粵軍의 근거지 漳州에서 閩星 을 창간하여 신문화를 선전하였
다. 그러므로 孫文은 五四運動 그 자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기보다, 시대
변화를 감지하고 선전을 통해 민중의 역량을 확보하여 새로운 혁명운동을
준비하고자 한 것이다.141)
마지막으로 孫文은 한층 체계화된 黨治理論과 五四運動 이후의 각성을 바
탕으로 혁명당을 개편하였다. 일찍이 上海로 이동한 1918년 여름부터 저술
과 당무에 집중했으며, 1919년 6월 무렵에는 혁명당의 이념적 지향과 목표
를 분명하게 세웠다. 三民主義의 중요성과 민중을 지도할 혁명당의 책임을
강조한 戴季陶와의 담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가 중국을 개혁하는 주의는 三民主義이다. 三民主義의 정신은 바
로 지극히 화평하며 지극히 자유롭고 지극히 평등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민중을 지도하면서, 먼저 자기의 지식 학
孫中山, 全集 第五卷, pp.64-65.
孫中山, ｢在上海靑年會的演說｣(1919.10.08.), 全集 第五卷, pp.124-125.
140) 呂芳上, 앞의 글 (1994), pp.471-472.
141) 다만 孫文 개인이 아닌 舊國民黨系와 中華革命黨系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國民黨
勢力’의 경우, 五四運動期 각지에서 일어난 민중운동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
한 사례도 적지 않다.
末次玲子, ｢五·四運動と國民黨勢力｣, 五四運動史像の再檢討 (中央大學出版部, 1986),
pp.305-320.
138)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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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내어 각 방면으로 나아가 그들의 성정에 따라 그들의 자각을 유도
한다면, 연후에 얻어진 결과는 완전할 수 있으니 연후에 우리가 사회를
지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142)

이어 1919년 10월 10일 ｢中國國民黨通告及規約｣을 발표하여 기존의 中華
革命黨 총장과 통칙을 모두 폐지하고 당의 명칭을 中國國民黨으로 변경하였
다. ‘國民黨’이라는 이름을 채택한 이유는 첫째로 民國元年 이래 臣民을 대
신하여 國民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인 정치명사로 자리 잡았으며, 둘째로 國民
黨을 표방함으로서 舊國民黨 세력을 포섭하려 하였기 때문이다.143) 五四運動
時期 많은 혁명당인이 민중운동에 관심을 가졌고, 胡漢民과 朱執信 등은 민
중의 역량과 잠재성에 주목하였다.144) 당시 朱執信의 사상적 모색을 연구한
백영서는 그의 大衆革命論을 이후 國民革命理論 발전의 단서를 보여준 것으
로 평가한 바 있다.145) 廖仲愷의 경우 민주국가의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원칙과 대의민주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차례에 걸쳐 創制 · 復決 · 罷官
의 三大民權을 주장하였다.146) 그는 이 같은 제도를 ‘國民全體決議制’의 일
환으로 보았는데, 대의민주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 전체
의 직접민권을 제시했던 것이다.147) 직접민권 제도 자체는 일찍이 1916년
孫文에 의해 언급된 바 있지만 당시에는 대체로 지방자치와 함께 소개되었
다.148) 五四運動期에 이르러 직접민권 개념이 국민 전체와 밀접히 이어짐과
동시에 그것이 혁명당의 공식적인 주장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朱執
信 또한 학생이 사회운동보다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일각의 견해를 비판
孫中山, ｢與戴季陶的談話｣(1919.06.22.), 全集 第五卷, pp.69-70.
崔之淸 主編, 앞의 책 (2013), pp.178-179.
144) 呂芳上, 앞의 글 (1994), pp.481-482.
145) 백영서, ｢국민혁명이론의 사상적 모색｣, 중국국민혁명의 분석적 연구 (지식산업사,
1985), pp.55-61.
146) 廖仲愷, 廣東社會科學院歷史硏究所 編, ｢三大民權｣(1919.07.13.), 廖仲愷集 (中華書
局, 2011), pp.10-13; 廖仲愷, ｢全民政治論譯本序｣(1919.08.), 廖仲愷集 , pp.31-38; 廖
仲愷, ｢革命繼續的工夫｣(1919.10.10.), 廖仲愷集 , pp.63-66.
147) 廖仲愷, ｢立法部之兩院制國民全體議決制及財政監督｣(1919.10.30.), 廖仲愷集 , pp.74-75.
148) 孫中山, ｢在滬尙賢堂茶話會上的演說｣(1916.07.15.), 全集 第三卷, p.323; 孫中山, ｢在
滬擧辦茶話會上的演說｣(1916.07.17.), 全集 第三卷, pp.325-328.
14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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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학생도 본질적으로는 국민인 만큼 “학생의 자격은 희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자격은 희생할 수 없다”149)고 학생의 정치참여를 옹호하였다. 이들의
지도자인 孫文부터 ｢孫文學說｣에서 혁명당의 목표가 국가건설에 이은 국민
형성임을 밝히는 한편, 民國에 충성을 다하는 선서의식이 臣民을 國民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었다.150) 즉, ‘國民黨’이라는 명칭을 부활시킨
배경에는 이러한 대중에 대한 재인식과 국민정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孫文은 ‘中國’이라는 글자를 붙여 일반정당이었던 國民黨과 혁
명정당인 中國國民黨을 구분하려 했는데, 이는 그가 민국 초 國民黨의 확장
성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中華革命黨의 혁명성을 버리지 않았음을 암시해 준
다. 이와 관련하여 ｢中國國民黨規約｣과 이전의 ｢國民黨規約｣을 비교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中國國民黨規約｣의 1章1條는 “본당은 共和를 공
고하게 하고 三民主義를 실행함을 종지로 삼는다”151)인데, 이는 “본당은 共
和를 공고하게 하고 平民政治를 실행함을 종지로 삼는다”152)는 ｢國民黨規約｣
1章1條와 유사하다. ｢中國國民黨規約｣의 機關 · 職員 · 會議 등의 항목 역시

｢國民黨規約｣을 기본으로 했으며, 國民黨과 中國國民黨의 가입조건에서도 큰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주요 직책을 선거로 선출하는 등 다원적 성
격이 강한 ｢國民黨規約｣과 달리 ｢中國國民黨規約｣은 총리 1인의 강력한 권
력을 보장하는 독재적 성격이 농후하다. 深町英夫는 ｢孫文學說｣의 배경을 설
명하며 수평적 동원과 수직적 지도의 딜레마 문제를 제시한 바 있는데, 中國
國民黨은 당 조직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孫文 나름의 해답인 셈이다.153)
한편 孫文은 1919년 ｢三民主義｣라는 단편의 글을 통해 혁명의 목적을 三民
主義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孫文은 민권주의
를 언급하며 혁명지사가 국민의 부형이 되어 그들을 훈도하는 訓政을 강조
朱執信, 廣東省哲學社會科學硏究所歷史硏究室 編, ｢學生今後之態度｣(1919.01.),
信集 上 (中華書局, 1979), pp.372-373.
150) 孫中山, ｢建國方略｣(1917-1919.), 全集 第六卷, pp.213-215.
151) 孫中山, ｢中國國民黨通告及規約｣(1919.10.10.), 全集 第五卷, p.127.
152) 鄒魯, 中國國民黨史稿 上, p.133.
153) 深町英夫, 앞의 책 (2009), pp.180-183.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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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執

하였는데, 이는 三民主義와 黨治理論의 결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154) 정리
하자면 1918년 여름에서 191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孫文은 자신의 혁명사
상을 발전시켰고 정치선전을 확대했으며 혁명당을 재편하였다. 黨治理論의
발전을 토대로 혁명당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정치활동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護法路線과 대비되는 黨治路線을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五四運動 전후의 黨治路線을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된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아직 約法과 국회의 권위가 남아있었고, 護法의 명분 또한 정
면으로 부정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五四運動期 이미
“대의제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155)는 의회정치 부정론이 존재했으

며, 기존 정당정치의 한계 혹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직업대표제
나 國民大會(國民會議) 등이 거론되기도 하였다.156) 하지만 그럼에도 복벽시
도의 실패에서 알 수 있듯 민주공화는 시대적 조류였고 국가권력의 합법성
이 선거에서 비롯된다는 인식 역시 확산되었다.157) 당시 孫文은 1919년 5월
28일의 ｢護法宣言｣을 통해 “오늘날 和平救國의 법을 말한다면 다만 국회를

회복하여 완전히 자유롭게 직권을 행사하게 하는 한 가지 길이 있다”158)고
護法을 옹호하였다. 朱執信 역시 일각의 非國會主義를 비판하며 의회정치는
실패는커녕 진정한 실험조차 못 거쳤고, 國民大會로 국회를 대신하기 어렵다
는 견해를 펼쳤다.159)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대안모색은 분명 존재했
지만 아직 孫文의 혁명세력이 護法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黨治를 표방할 단
계는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二次革命에서 五四運動에 이르는 孫文의 정치
활동은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정체에 대한 지향이 우세를 점한 가운데 護法路
線과 黨治路線이 교차하고, 두 갈래 노선의 긴장 속에서 黨治理論이라는 대
안을 모색해가는 과정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154)
155)
156)
157)
158)
159)

孫中山, ｢三民主義｣(1919.), 全集 第五卷, pp.189-190.
朱執信, ｢國會之非代表性及其救濟方案｣(1919.11.01.), 朱執信集 下, p.584.
유용태, 직업대표제, 근대중국의 민주유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p.90-117.
崔之淸 主編, 앞의 책 (2013), p.182.
孫中山, ｢護法宣言｣(1919.05.28.), 全集 第五卷, p.61.
朱執信, ｢議會政治試驗是否失敗｣(1920.03.01.), 朱執信集 下, pp.72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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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黨治路線의 優位와 孫文 黨治理論의 完備

1. 廣東政府의 再建과 두 노선의 折衷
中華革命黨을 中國國民黨으로 재편한 孫文의 일차 목표는 桂系를 축출하
고 廣東의 혁명근거지를 되찾는 것이었다. 이에 1920년 초부터 唐繼堯와의
협력을 모색하거나 陳炯明에게 군수보급 문제를 논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군
사행동을 준비하였다. 그 과정에서 孫文은 “진정한 中華民國은 어떻게 탄생
하는가? 바로 혁명당을 근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160)라며 혁명당의 역
할을 강조하였다. 당시 孫文이 護法路線의 실패를 거울삼았던 만큼 혁명당을
중시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철저한 黨治路線을 실천하기에는
그들의 세력이 너무 약소했는데, 의지할 만한 지역기반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군사력 역시 陳炯明 휘하 粵軍 정도였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국회의 권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中國國
民黨 개편 이후에도 孫文이 護法派人을 자칭했다는 사실은 그가 여전히 護
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161) 혁명당을 배제한 護法
路線이 실패했음에도 그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1919년 10월 18일 孫文은 민국을 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법국회를 회복

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길과, 혁명을 통해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길을 제
시하였다.162) 국회를 중심으로 한 護法路線의 실천과 黨治路線에 가까운 혁
명운동을 구국의 두 가지 길(兩途)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孫文은 護法
과 혁명 양자의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였고, 이에 廣東護法政府를 재건하며
두 갈래 노선의 결합 혹은 병행을 시도하였다. 이전의 정치활동이 護法路線
의 우위 속에서 두 갈래 노선이 교차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면, 二次護法運
孫中山, ｢在上海中國國民黨本部的演說｣(1920.05.16.), 全集 第五卷, p.262.
孫中山, 陳旭麓 · 郝盛潮 主編, ｢與某人的談話｣(1919.11.22.), 孫中山集外集 , (上海人
民出版社, 1990), pp.241-242. (이하 外集 으로 표기).
162) 孫中山, ｢在上海寰球中國學生會的演說｣(1919.10.18.), 全集 第五卷, p.139.
160)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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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은 護法路線과 黨治路線의 절충 형태로 진행된 것이다. 동시에 이는 두 노
선 사이의 균형이 점차 護法에서 黨治로 이동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1919년 5월 南北和平會議가 결렬된 이후 直系가 桂系와 연합전선을 형성

하자 晥系는 반대로 滇系 및 孫文과 접촉하게 된다.163) 이 같은 형세 속에서
孫文은 1920년 6월 朱執信과 廖仲愷를 파견하여 陳炯明의 군사행동을 요청
하는 한편, 桂系가 장악한 廣州軍政府를 부정하는 정치공세를 펼쳤다. 7월에
는 陳炯明에게 군자금을 지원하며 廣東 공격을 촉구하였고, 같은 달 28일
唐紹儀 · 伍廷芳 · 唐繼堯와 함께 ｢重申護法救國宣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920년 8월 陳炯明의 粵軍은 병력을 3갈래로 나누어 廣東을 공격하였고, 약
3개월 만에 桂系의 저항을 분쇄하며 廣東을 수복할 수 있었다. 한편 南方非

常國會의 경우 桂系가 의회를 장악하자 상당수의 의원들이 廣東을 떠났는데,
이 중 民友社는 孫文의 廣東收復 이후 돌아왔고 益友社系는 護法運動에 합
류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政學系가 廣東을 이탈하였다.164) 孫文은 11월 25일
上海를 떠나 28일 廣州에 도착했고 다음날인 29일 軍政府를 다시 조직하여
1차 정무회의를 열었다. 주목할 점은 廣東을 수복한 직후라 할 수 있는 11

월 4일 上海中國國民黨本部會議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國事와 黨事를 구분해 처리하여야 한다. 國事는 무엇이든 어쨌
든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당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
당의 목적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당을 만든 이유는 우리의
주의와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165)

廣東을 근거지로 새로운 護法運動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 당무의
진행과 國事 및 黨事의 병행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당무
를 방기했던 一次護法運動 때와는 구분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어 11

呂實强, ｢孫中山先生之兩次北伐｣, 中國國民黨黨史論文選集 全3冊 (近代中國出版社,
1994), p.565.
164) 장옥법, 신승하 역, 중국현대정치사론 (고려원, 1991), p.112.
165) 孫中山, ｢在上海中國國民黨本部會議的演說｣(1920.11.04.) 全集 第五卷, p.390.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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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일에는 伊尹의 고사를 재차 언급하며 “지금 나는 다만 혁명을 이용해
그러한 악열정치를 타도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한 혁명적 수단을 이용해
건설하려고 하니 그러므로 訓政을 말하는 것이다”166)라 黨治의 필요성을 밝
혔다. 12월 31일에도 “오로지 혁명 이후에 중국을 개조할 수 있고, 또한 오
로지 혁명 이후에 중국을 통일할 수 있다”167)며 혁명을 통한 국가통합과 국
가개조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護法戰爭 시기를 다루며 살펴본 것처럼 원칙적으로 護法과 黨治는
양립하기 어렵다. 만약 혁명당이 訓政을 행한다면 국회와 約法의 지위는 어
떻게 되는 것인가? 혁명정부 건립계획은 기존 중화민국 정부에 대한 부정이
아닌가? 孫文은 訓政時期를 約法하에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시기라고 정의하
였는데 그렇다면 現行約法과 訓政約法의 충돌은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모순
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1920년 11월 9일의 ｢中國國民黨總章｣ 수정이다.
第3條. 본당은 두 시기를 나누어 진행한다.

(1) 軍政時期. 이 시기는 적극적인 무력으로 일체의 장애를 타파하고
민국의 기초를 세운다. 동시에 政府訓政을 통하여 文明治理로 국민을 통
솔해 지방자치를 건설한다.

(2) 憲政時期. 지방자치가 완성되면, 국민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헌법위원회를 조직하여 五權憲法을 창제한다.
第4條. 혁명기의의 날부터 헌법반포의 날까지 통틀어 革命時期라 한다.
이 시기 가운데 일체의 軍國庶政은 모두 본당이 부담하여 완전히 책임진
다.168)

1920년의 수정 총장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三民主義와 五權憲法이라는 목

표를 명시했다는 점이나, 訓政이 언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
다.169) 반면 軍政-訓政-憲政의 3단계 혁명론이 軍政-憲政의 2단계로 간략화
孫中山, ｢在上海中國國民黨本部會議的演說｣(1920.11.09.), 全集 第五卷, pp.400-401.
孫中山, 湯銳祥 編注, ｢主張用革命方法統一南北的談話｣(1920.12.31.), 護法時期孫中山
軼文集 (海洋出版社, 2011), p.29. (이하 軼文集 으로 표기).
168) 孫中山, ｢中國國民黨總章｣(1920.11.09.), 全集 第五卷, pp.401-402.
169) 崔之淸 主編, 앞의 책 (2007), pp.243-244.
166)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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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170) 그러나 필자
는 革命程序論의 형식변화가 그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3단계 혁명론에 따라 訓政을 별도의 혁명단계로 두고 黨治路線을 공개적으

로 주장한다면 護法運動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孫
文은 軍政과 訓政을 하나로 통합하고 革命黨訓政이 아닌 政府訓政을 표방함
으로서 두 노선의 모순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革命時期의
軍國庶政을 혁명당이 책임진다는 조항을 두어 실질적으로는 以黨治國을 지
향하였다. 혁명당의 주도권과 訓政을 강조하는 黨治理論의 핵심을 유지하면
서도 형식적인 변화를 통해 黨治와 護法의 모순을 회피한 셈이다. 따라서 이
는 護法路線과 黨治路線의 절충이라는 당시 孫文의 정치적 지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廣東으로 돌아온 孫文은 軍政府를 넘어 정식정부를 설립하려 했는데 1921
년 1월 1일의 연설에서 “이번에 軍府가 廣東으로 돌아왔는데 그 책임은 단
연코 護法을 지속하는 데 있으나, 다만 제가 현재의 대세를 관찰하니 護法만
으로는 결코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곧 정식정부를 건설하는 것입
니다”171)라 하며 정부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陳炯明 등 지역
실력자들이 정식정부 수립에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정식으로 총통을 선출하
기에는 廣州에 집결한 국회의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172) 그럼
에도 孫文은 국회에 정식정부 출범을 요청하는 한편 陳炯明을 설득하여, 결
국 4월 7일 兩院聯合會가 ｢中華民國政府組織大綱｣을 통과시키고 孫文을 非
常大總統으로 선출하기에 이른다. 마침내 5월 5일 孫文은 非常大總統에 취임
하며 ｢就任大總統職宣言｣과 ｢就任大總統職對外宣言｣을 발표하였다.
국회는 全國各省 · 各區의 유일한 합법대표기관으로, 그리하여 정부를
조직하고 文을 中華民國 大總統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본 정부는 또한
국회에 의해 조직된 것으로, 각 우방정부에게 선례에 따라 중화민국의
170)
171)
172)

陳先初, 앞의 글 (2002), p.377.
孫中山, ｢在廣州軍政府的演說｣(1921.01.01.), 全集 第五卷, p.450.
高子厚 · 李朋, ｢廣州非常國會片斷｣, 政權 , pp.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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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정부로 승인해 줄 것을 응당 요청합니다.173)

자신과 정부의 합법성을 인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정식정부 성립은 護法路線을 실현시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孫文은 黨治路線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1921년 3월 6일 中國國民黨本部特設
駐粵辦事處에서 행한 연설이 그 대표적인 증거이다.

여러분은 첫 번째로 中國國民黨이 정당이 아니라 일종의 순수한 혁명
당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우리는 혁명에서 三民主義와 五權憲法을 주
장하는 혁명당이다... 장래 廣東全省을 본당이 黨義를 실행하는 시험장이
자 民治主義의 발원지로 삼고, 廣東에서 행하여 전국으로 펴져 長江과
黃河가 모두 本黨主義에 침윤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장래 일을 그르치
지 말고, 다만 三民主義를 적극적으로 조련하여 이로써 “黨人治粵”하여
야 한다.174)

여기에서 孫文은 中國國民黨이 中華革命黨을 계승한 혁명당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廣東을 시작으로 本黨主義를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
였다. 특히 廣東에서의 三民主義 실천을 “黨人治粵”로 묘사한 점이 인상적인
데, 이것이야말로 以黨治國이라는 黨治의 근본원칙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이
다. 그렇지만 한 달 뒤인 4월 4일 廣東省敎育會에서 행한 연설에서는 “현재
영국은 三權政治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一權政治를 하는 것입니다. 영
국의 현재 정치제도는 국회독재이니, 의회정치를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정당정치이자 以黨治國입니다.”175)라 하여 영국식 의회 민주주의를 以黨治國
으로 설명하고 있다. 以黨治國에 대해 ‘혁명당의 黨治’와 ‘의회제 정당정치’
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당시 孫文은 국회와 護法政府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북방에 맞
서는 한편, 廣東 내에서 三民主義를 전파하고 당무를 발전시켜 사실상의 黨
173)
174)
175)

孫中山, ｢就任大總統職對外宣言｣(1921.05.05.), 全集 第五卷, p.533.
孫中山, ｢中國國民黨本部特設駐粵辦事處的演說｣(1921.03.06.), 全集 第五卷, pp.472-481.
孫中山, ｢在廣東省敎育會的演說｣(1921.04.04.), 全集 第五卷, p.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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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를 시험하려 하였다. 즉, 밖으로 護法路線을 고수하면서 안으로 黨治路線
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孫文의 두 갈래 노선 절충형태는 ‘外法內黨’으로 요
약할 수 있을 것이다.
廣東 장악 후 孫文이 취한 정책은 크게 군사와 정치 두 분야로 나누어 정
리할 수 있다.176) 먼저 군사 측면에서는 군대를 재편하고 廣東省을 안정화시
켰으며, 해안방어와 군수물자 생산을 강화하였다. 정치 방면으로는 選擧縣長
籌備處를 설치해 현장선거를 준비하고 성의회를 정비하는 한편 도박 및 아
편에 대한 세금과 釐金을 폐지하였다. 이 외에도 敎育委員會를 통해 교육을
진흥하고 工會과 香港海員大罷工을 지원하는 등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
다. 孫文의 군사행동이 護法을 내세워 北洋政權에 대항하는 것이었다면, 내
치는 제한적이나마 黨治를 실현시키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呂芳上은
孫文의 廣東新政이 以黨治粵 정책 하에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며 네 가지 사
항에 주목하였다.177) 첫째로 “黨人治粵”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縣長民
選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孫文의 직접민권 구상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둘째로
孫科와 林雲陔 등을 중심으로 廣州市行政委員會를 설립하여 廣州를 모범적
인 선진도시로 건설하고자 하였다. 셋째로 남녀공학을 세우고 교육 · 철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을 채용하는 등 여성지위 향상에 관심을 가졌다. 마지
막으로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保育政策”을 내세우며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
였는데, 이를테면 1921년 1월 戴季陶가 제출한 ｢廣東省工會法草案｣은 노동
자의 결사 · 파업 · 협상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었다. 그 결과 1921년 5월에
서 이듬해 1월까지 廣東에서 130개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스무 곳 이상
은 파업을 통해 임금인상을 성취할 수 있었다. 莫世祥 역시 廣東護法政府의
정책과 성취를 민족주의 외교 · 民主訓政의 시도 · 廣州市政 개선, 그리고
노동운동에서의 保育政策의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178) 이 가운데 민족주의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를 以黨治粵의 실천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張醁村, ｢援閩粵軍回粵, 援桂的經過｣, 政權 , p.148.
呂芳上, ｢尋求新的革命策略｣,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集刊 弟22期上 (1993年 6月),
pp.310-311.
178) 莫世祥, 護法運動史 (廣西人民出版社, 1991), pp.228-262.
176)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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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악습 폐지와 민주법제 도입, 현장민선을 통한 지방자치의 시험 및 교육
· 위생 · 경제 등 각 방면에서의 개선 등을 民主訓政의 시도로 평가한 것이

인상적이다.
한편 横山宏章의 경우 단순히 신정책의 추진이 아닌 혁명방책의 대립이라
는 측면에서 廣州市政의 전개를 검토하였다. 孫科(太子派)가 추진한 행정조
직 개편과 근대도시 건설은 사회경제적 개량을 통한 근대화라는 ｢建國方略｣
노선의 실천으로, 이는 정치적 혁명을 우선시하는 廖仲愷(元老派)의 ｢革命方
略｣노선과 대비된다는 것이다.179) 孫文의 정치활동이 크게 護法과 黨治라는
두 갈래 노선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孫文集團의 黨治실천 역시 革命路線
과 建設路線의 긴장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장민선의 경우
이를 단순히 孫文이 주장한 직접민권의 실현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당시 “粵
人治粵”을 주장하며 聯省自治를 지지하던 陳炯明도 縣自治를 기초로 省自治
를 이룬다는 구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林志均 등에 따르면 1921년 4월에 공
포된 ｢廣東省自治條例｣ · ｢縣自治暫行條例｣는 陳炯明의 주도하에 작성 되었
고, 민선의 시행 자체가 聯省自治를 통해 廣東에서의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야심의 산물이었다고 한다.180) 그러나 孫文 역시 지방자치에 대해 상당한 관
심을 가졌던 만큼 현장민선을 陳炯明의 모략으로 해석하는 것은 편향된 주
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孫文과 陳炯明 모두 지방자치를 강조하였지만,
동시에 각자 黨人治粵과 粵人治粵이라는 상이한 목표를 지향한 일종의 同床
異夢으로 이해하는 게 타당할 듯하다. 실제 선거 과정에서 권력남용이나 매
수투표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했으며 선출된 현장 역시 民黨派 · 省署派(陳
炯明派) · 地方舊勢力派 등으로 나누어졌다.181) 특정 세력이 전적으로 주도권
을 장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당무발전의 측면에서는 노동자 계층과의 연대 및 국가기관에 대한 당의
침투시도가 두드러진다.182) 1921-1922년 홍콩에서 진행된 中華海員工業聯合
179)
180)
181)
182)

横山宏章, 孫中山の革命と政治指導 (硏文, 1983), pp.154-167.
林志均 · 畢侶 · 鐘凜之, ｢陳炯明倡行聯省自治及民選縣長見聞｣, 政權 , pp.171-172.
林志均 · 畢侶 · 鐘凜之, ｢陳炯明倡行聯省自治及民選縣長見聞｣, 政權 , pp.172-173.
深町英夫, 앞의 책 (2009), pp.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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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會의 파업에 대한 대응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護法政府와 廣東省政府 및
中國國民黨이 이를 지지했을 뿐 아니라 謝英伯 · 馬超俊 · 陳炳生과 같은 中
國國民黨員이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1922년 1월에
는 謝英伯을 중심으로 환영대회를 열어 입당을 촉구했으며, 같은 해 5월 第
一次全國勞動大會代表歡迎會를 개최하는 등 노동계층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
쳤다. 그리하여 1922-1923년 가입한 4만 신규당원 가운데 태반이 노동자일
정도로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다. 한편 中國國民黨 廣東支部는 1921년 3월
27일 전체대회를 열어 현장 · 현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

고, 각 지역에 分部를 두어 선거사무를 관장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대체로
기존 당원이 출신지역의 分部長에 선출되었으나, 선거 이후에는 현장을 (명
예)분부장에 임명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즉, 지방행정기관의 현장과 당 조직
상의 분부장을 일치시킴으로서 명목상이나마 黨治를 구현하려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中國國民黨은 노동운동과 연대하여 당의 기반을 넓히는 한편 기
존의 유력자들을 포섭하여 黨政의 통합을 도모하였다. 莫世祥은 孫文이 노동
자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그들의 정치참여를 촉진했으며, 그 결과 中國國
民黨이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中國國
民黨의 노동운동 장악시도를 지적하며, 保育政策을 노동운동에서의 訓政으로
인식하였다.183) 노동계층과의 연대 속에서 지지기반의 확대와 黨治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孫文은 黨人治粵의 기치 하에 정치
사회적 개혁과 당무발전을 병행한 ‘內黨’노선을 시도하였다.
군사 측면에서 孫文은 桂系 잔당을 일소하고 北洋勢力에 대항하며 본격적
인 北伐을 시도하였다. 정식정부 성립 당시 陸榮廷은 廣西에서 자신의 세력
을 유지한 채 재기를 노렸으며, 徐世昌은 1921년 5월 20일의 ｢討伐南方令｣
을 통해 桂系의 출병을 사주하고 있었다.184) 6월 13일 桂軍 沈鴻英의 공격
으로 二次粵桂戰爭이 발생하였고, 이에 陳炯明은 鄧鏗을 보내 대항하는 한편
洪兆麟으로 하여금 廣州를 방비하게 하였다. 孫文 역시 陳炯明을 援桂軍總司
183)
184)

莫世祥, 앞의 책 (1991) pp.254-262.
呂實强, 앞의 글 (1994), p.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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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으로 임명하고 許崇智 · 黃大偉 · 李烈均 등에게 출병을 지시해 廣西 공략
에 나섰다. 전세는 粵軍이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8월까지 梧州 ·
南寧 · 龍州를 차례대로 점령하며 桂系를 축출했으며 非常國會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 호응하여 8월 10일 공식적으로 북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孫文은
8월 15일 各省軍政長官에게 보낸 전문에서 “文과 伍 · 唐 諸公은 공화의 전

복과 大法의 능멸을 통탄해하며 南中에 모여 政府를 건설하였으니, 伍 · 唐
諸公과 함께 護法戡亂의 대임을 맡았습니다”185)고 護法의 대의를 표명하는
한편, “또한 혹은 자치를 내세우며 국가를 무시하니 할거형세와 같습니다.
國은 省이 모인 것이고 省은 國에 속함을 모르는 것이니, 國이 존재하지 않
는데 省이 어찌 있겠습니까”186)라며 陳炯明 등이 주장하던 聯省自治를 비판
하였다. 같은 달 25일에는 廣州國務會議에서의 연설을 통해 太平洋會議에 대
표를 파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187) 영역 확장과 더불어 護法의 정당성
및 정식정부의 권위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던 것이다. 특히 외교방면에서 護
法路線이 두드러졌는데, 이를테면 1921년 8월 28일 소련 외교인민위원 앞으
로 보낸 서신에서 자신의 정부가 約法과 국회를 통해 성립한 합법정부임을
역설하였다.188) 護法路線을 통해 국내정치 및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함과 동
시에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孫文의 ‘外法’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兩廣 평정 이후에도 북벌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무엇보다
군사적 실권자였던 陳炯明의 비협조가 결정적인 문제였다. 북벌을 통해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孫文과 聯省自治를 내세우며 세력을 보장받으려는 陳炯
明의 대립은 필연적이었고, 북벌의 추진과 더불어 양자의 관계는 더욱 악화
되었다.189) 이에 孫文은 陳炯明을 설득하여 원칙적인 동의를 얻어낸 뒤,
1922년 1월 桂林에 大本營을 세우고 4만에 이르는 北伐軍을 7개 군단으로
孫中山, ｢致各省軍政長官電｣(1921.08.15.), 全集 第五卷, p.587.
孫中山, ｢致各省軍政長官電｣(1921.08.15.), 全集 第五卷, p.588.
187) 孫中山, ｢在廣州國務會議的演說｣(1921.08.25.), 全集 第五卷, p.590.
188) 孫中山, ｢復蘇俄外交人民委員齊契林書｣(1921.08.28.), 全集 第五卷, p.592.
189) 이미 1921년 11월 大陸報 소속 기자가 孫文에게 陳炯明과의 불화설을 질문했을
정도로 양측의 갈등이 알려져 있었다. 孫中山, ｢與美報記者的談話｣(1921.11.中旬),
全集 第五卷, pp.626-627.
185)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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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하여 본격적인 북벌에 나섰다. 그러나 북벌은 처음부터 차질을 빚었는데
후방지원을 맡은 陳炯明이 고의로 보급을 거부하며 진군을 방해했고, 孫文을
환영하던 湖南省長 趙恒惕 역시 태도를 바꾸어 北伐軍의 湖南 진입을 거부
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孫文은 大本營을 韶關으로 이전하는 한편, 사직을 받
아들이는 형식으로 陳炯明을 廣東省長 · 廣東總司令 · 內務總長에서 해임하
였다. 이처럼 위태로운 출발에도 북벌 자체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6
월 13일에는 贛州를 점령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당시 북방에서는
直系를 중심으로 舊國會(1917년 해산되었던 국회) 회복이 추진되었으며, 이
에 黎元洪의 복직과 孫文의 퇴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었다. 북벌
이 한참 기세를 올리던 바로 그 때 護法의 명분을 상실하는 역설적인 사태
가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기회를 노려 陳炯明은 군사정변을 획책했으니, 1922년 6월 15
일 밤 陳炯明과 결탁한 葉擧 · 陳炯光 · 鐘秀南 · 熊略 · 洪兆麟 등이 總統府
를 포격하고 군대를 동원해 孫文을 생포하는 무장반란 계획을 세웠다.190) 16
일 새벽 반란군이 공격을 시작하였고, 간신히 몸을 피한 孫文은 수척의 함선
을 지휘하여 陳炯明軍과 맞섰다. 당시 北伐軍은 전체 병력에서 우세했으나
내부분열과 보급부족으로 후퇴했으며, 이에 孫文 또한 버티지 못하고 홍콩을
거쳐 8월 14일 上海로 이동하게 된다. 上海에 도착한 뒤에는 ｢對外宣言｣을
통해 1)국회의 권위 존중 2)군벌문제 해결 3)실업진흥 4)정치제도 개조라는
화평통일 계획을 발표하고, 각계와 통일문제를 논의할 것을 선언하였다.191)
그러나 孫文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廣東은 陳炯明의 손에 들어갔고 북
벌계획은 폐기되었으며 孫文을 따르는 국회의원들 역시 흩어졌다. 孫文의 二
次護法運動 역시 결국은 내분 앞에서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이처럼 비록 陳炯明의 갑작스러운 모반으로 좌초되었지만 孫文은 廣東政
府를 재건하며 護法路線과 黨治路線의 절충을 시도하였고 이는 일정한 성과
를 거두었다. 군사적으로는 兩廣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북벌을 추진하였으며,
190)
191)

林廷華, ｢陳炯明砲擊總統府前後｣, 政權 , p.181.
孫中山, ｢對外宣言｣(1922.08.17.), 全集 第六卷, pp.5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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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 방면에서는 정치개혁과 도시개조를 행하였다. 당무측면에서도 黨人治粵
과 以黨治粵을 표방하며 黨治를 시험하는 한편, 선전활동 및 민중운동 참여
를 통해 혁명당의 기반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中華革命黨의 黨治理論이 구체
성과 현실성을 결여한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했고, ｢建國方略｣의 黨治理論이
체계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론단계였다면, 二次護法運動
당시의 中國國民黨은 黨治理論의 실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孫文의
절충노선은 한편으로 約法과 국회의 권위를 기반으로 北伐에 의한 護法統一
을 준비하는 가운데, 廣東에서 혁명당의 발전과 黨治의 시행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外法內黨路線’이라 할 수 있다. 1921년 4월 孫文은 국회의원들을 상
대로 “여러분이 이번에 廣東에 돌아옴은 革命目的을 품고 온 것이지 단지
護法責任만을 지고 온 것이 아니니, 護法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革命을 먼
저 해야 합니다”192)고 역설하였는데, 이는 혁명당 중심의 혁명이 護法을 통
한 의회민주정체 회복보다 우선시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黨
治의 시험과 더불어 두 노선의 균형이 서서히 黨治路線 으로 움직이고 있었
던 것이다. 그러나 다방면에 걸친 노력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결국 外法內黨
의 시도는 좌초되었으니, 이후 孫文은 소련과 손잡고 國共合作과 改進改組를
실시하며 더욱 확실한 黨治路線을 걷게 된다.

2. 中國國民黨 改進과 革命運動의 動搖
陳炯明의 반란으로 廣東을 상실한 孫文의 당면과제는 정국 주도권을 유지
하며 혁명당의 정비와 동맹세력의 모색, 그리고 혁명근거지 수복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에 저술활동에 몰두했던 一次護法 이후와 달리, 각계 인사들은
물론 李大釗나 요페(越飛, Adolph Joffe) 등과도 회견하며 정치활동을 이어갔
다. 무엇보다도 陳炯明의 모반은 孫文으로 하여금 군대에 의존한 기존 혁명
사업의 한계와 혁명당 및 혁명군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하였다.193) 8월
192)

孫中山, ｢在宴請國會議員席上的講話｣(1921.04.07.), 軼文集 ,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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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唐克明에게 보낸 편지에서 陳炯明의 반란을 “護法의 성공을 훼손하고

인류의 倫紀를 파괴하였다”고 비난하면서도 “그러나 吾黨主義는 매번 고난
을 겪으며 광채를 더했으니, 곧 이번의 실패에서 또한 우리의 진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194)며 재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특히 護法의 실패와 吾
黨主義의 발전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孫文은 1922년 9월 4일 胡漢民 · 汪精衛 · 張繼 · 陳獨秀등과 改進國民黨
會議를 열어 당 조직의 정비를 천명하였으며, 6일에는 改進案起草委員會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改進에 나섰다.195) 上海 귀환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속하게 당 개편을 추진한 것이다. 起草委員會가 제출한 黨綱 및
總章의 초안은 孫文과 담화회를 거치며 수정되었으며, 改進宣言 역시 담화회
의 토론과 孫文의 심사를 통해 확정되었다. 1923년 1월 1일 孫文은 改進宣
言을 발표하였고 다음날 새로운 黨綱과 總章을 선포하며 改進의 실시를 알
렸다. 이상의 과정에서 陳獨秀가 起草委員으로 활동했으며, 林伯渠와 張太雷
또한 각각 總務部副部長과 宣傳部幹事로 임명되는 등 中共黨員이 참여하였
다.

中共의 참여 배경에는 코민테른(共産國際)

대표 마링(馬林,

Henk

Sneevliet)의 활약이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1921년 7월 23일의 中國共産黨

一次全國代表大會에 참석하는 한편 桂林과 廣州를 방문해 國民黨과도 만남
을 가졌다. 당시 孫文과 中共 모두 협력에 회의적이었으나 마링은 합작 가능
성을 모색하며 코민테른과 中共을 설득하였다.196) 이에 코민테른은 共産黨員
의 國民黨 가입을 골자로 한 타협안을 제시하였고 中共 역시 소련의 영향을
받아 합작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다. 마링을 매개로 한 합작조건 조율에 이어
마침내 1922년 9월 초 共産黨員이 정식으로 國民黨에 가입하게 된다.
國民黨改進에 대해 민두기는 共産黨員의 참여와 선전의 중요성에 대한 관
심 및 國民主義革命派의 全國大會 소집계획을 주요 특색으로 파악하고, 그
王奇生, 앞의 책 (2011), pp.3-4; 呂實强, 앞의 글 (1994), pp.577.
孫中山, ｢復唐克明函｣(1922.08.23.), 全集 第六卷, p.529.
195) 이하의 진행과정은 李雲漢, 從容共到淸黨 (中國學術著作獎助委員會,1966), pp.135-136.
196) 무엇보다도 레닌이 遠東人民代表大會에 참여한 國共 대표에게 협력의 필요성을 전달
했을 정도로 합작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楊奎松, 國民黨的‘聯共’與‘反共’ (社會科
學文獻出版社, 2008), p.3.
193)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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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는 聯蘇政策이 있음을 지적하였다.197) 동시에 總章을 분석하여 參議와
中央幹部會議를 설치하고 農民委員會 · 婦女委員會를 신설하는 등, 改進이
가진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측면을 언급한 바 있다.198) 李雲漢의 경우 國民黨
이 三民主義와 五權憲法을 黨綱으로 삼았고, 당무진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으
며, 특별히 선전을 중시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199) 한편 王奇生은 당무혁
신 과정에서 위원회와 담화회를 통해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聯俄容共의 기초가
확립되었다고 보았다.200) 이 같은 선행연구에 더하여 필자는 黨治의 관점에
서 改進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당시 孫文은 護法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
기하지는 않았으나, 점차 국회보다는 혁명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
고 있었다. 이를테면 1922년 9월 27일의 서신에서 “국난이 한창 심하여 이
를 바를 모르겠으나 바라건대 동지들이 절실히 당무를 확장하고 실력을 키
워서 以黨治國의 주지를 관철시킨다면, 비로소 족히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
고, 앞날의 희망이 심히 클 것이니, 동지들과 함께 힘쓸 것을 바랍니다”201)
라 하여 以黨治國의 실현을 변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10월 11일의
｢復四川支部函｣은 改進 당시 孫文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제가 부족하나마 以黨治國의 뜻을 세웠으니 그리하여 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당은 群材를 용납하고 당무를 확장하기 위하여, 현재 改
進方略을 준비하고 있으니 적당한 때를 기다려 재차 통고하겠습니다. 지
금 동지들에게 절실히 바라는 것은 곧 주의를 선전함에 힘쓰고, 군중으
로 하여금 일치해 나아감으로써 自治之責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202)

1923년 1월 1일의 ｢中國國民黨宣言｣과 1월 2일의 ｢在上海中國國民黨改進

197)
198)
199)
200)
201)
202)

민두기,
민두기,
李雲漢,
王奇生,
孫中山,
孫中山,

｢중국국민당의 改進과 改組｣, 동방학지 Vol.33 (1982), pp.235-238.
위의 글 (1982), pp.239-240.
앞의 책 (1966), pp.136-138.
앞의 책 (2011), pp.4-5.
｢致寧武等函｣(1922.09.27.), 全集 第六卷, p.563.
｢復四川支部函｣(1922.10.11.), 全集 第六卷, p.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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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會的演說｣은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宣言｣에서는
興中會에서 同盟會 · 國民黨 · 中華革命黨을 거쳐 中國國民黨에 이르는 혁명
당의 계보를 소개하며, 三民主義와 五權憲法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03) 다음날의 연설에서는 “오직 黨務進行이 확실히 파악됨이 있
으니 有勝無敗인 것이다”204)라 하며 당무의 중요성과 선전의 위력을 역설하
였는데, 특히 러시아 혁명을 선전의 승리로 인식한 점이 흥미롭다.
孫文은 改進을 실시하는 동시에 소련과의 적극적인 협력, 특히 경제적 군
사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였다. 1922년 여름 중국에 파견된
소련 특명전권대사 요페는 각계와 연락을 취했고, 특히 당시 친러파를 자칭
하던 吳佩孚와의 협력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205) 그러나 皖系 및 奉系와 제
휴하여 直系에 대항하던(이른바 反直三角同盟) 孫文은 이를 거부하였고, 소
련도 그의 견해를 수용하여 전적인 國民黨 지원방침을 확정하였다. 그 결과
1923년 1월 26일 양측은 ｢孫文越飛宣言｣을 통해 합작의 기본원칙을 선언하

였는데, 특히 共産黨의 조직과 소비에트 조직을 중국에 적용할 수 없다는 孫
文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국가의 통일과 완전한 독립이 중국의 시급한 과
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206) 이로써 孫文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외부
지원세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孫文이 취한 또 다른 중요한 정책은 혁명근거지 수복을 위한 군사작전이
었다. 10월 17일 許崇智와 黃大偉가 福建 전역을 장악하였고, 이에 孫文은
許崇智를 사령관으로 하는 東路討賊軍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討陳戰爭을 준
비하였다. 동시에 滇 · 桂 · 粵연합의 西路討賊軍를 조직했으며 黃明堂를 南
路司令에 임명하여 공격준비를 마쳤다.207) 12월 6일 滇桂粵軍이 討陳을 결의
한 후 전쟁은 빠르게 진행되어 梧州와 肇慶를 연이어 함락하고 1923년 1월
16일에는 廣州를 수복하였다. 하지만 2월 21일 廣州로 돌아온 孫文은 대본
203)
204)
205)
206)
207)

孫中山, ｢中國國民黨宣言｣(1923.01.01.), 全集 第七卷, pp.1-2.
孫中山, ｢在上海中國國民黨改進大會的演說｣(1923.01.02.), 全集 第七卷, pp.6-7.
蔣永敬, 國民黨興衰史 (臺灣商務印書館, 2016), pp.50-51.
孫中山, ｢孫文越飛宣言｣(1923.01.26.), 全集 第七卷, pp.51-52.
郭翹然 · 李洁之, ｢孫中山回粵重建革命根據地｣, 政權 ,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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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세우고 대원수의 신분으로 三次廣東政權을 재건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소집하거나 강력하게 護法을 주장하지 않았다. 다만 “마땅히 심력
을 다하여 화평통일의 진행을 촉구하며, 아울러 이로써 護法事業의 원만한
해결을 구하고자 합니다”208)라며 裁兵을 통한 화평통일을 주장하였을 뿐이
다. 護法에 대해서는 오히려 “만약 護法議員이 자유롭게 남하하여 모이고 非
常會議를 열어 시국 분규를 해결한다면 곧 본인 또한 막지 않을 것이다”209)
는 방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護法에 대한 孫文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北京의 정치변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22년 4월 一次直奉戰爭이 끝나고 直系가 중앙정국을
장악하자, 舊國會 회복운동을 펼치던 吳景濂과 王家壤은 直系에 접근하였다.
이들은 舊國會의 회복을 통해 徐世昌의 지위를 취소시킬 수 있고, 北京政府
가 법통을 확보할 수 있으며, 西南護法運動을 종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直系 설득에 나섰는데, 直系가 이에 동의하여 1922년 여름 黎元
洪의 대총통 복직과 舊國會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210) 비록 直系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당시 북방 여론은 평화통일과 제헌을 위한 과도기적 방법으로
국회회복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211) 이 같은 상황 속에서 孫文은 북상을 거
절하며, 1917년의 舊國會(民六國會)가 아닌 1919년의 護法國會(民八國會)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물론 孫文 역시 “최근 北方武人이 각오를
가져 국회를 해산하는 非法命令을 스스로 취소했고, 또한 국회가 北京에서
개회하는 것에 방해가 없으니 이로써 보건데 護法主張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212)며 원칙적으로는 법통회복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22년
10월 徐謙에게 보낸 전문에서는 북경국회를 “非法國會”라 비판하며 혁명수

단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다.213) 나아가 같은 달 25일 ｢對時局的意見｣을 통
孫中山, ｢和平統一宣言｣(1923.01.26.), 全集 第七卷, p.49.
孫中山, ｢就議員南下事與謝持周震麟的談話｣(1923.03.03.), 軼文集 , p.86.
210) 장옥법, 앞의 책 (1991), p.113.
211) 윤혜영, 중국현대사연구: 북벌전야 북경정부의 내부적 붕괴과정(1923-1925)
각, 1991), pp.60-62.
212) 孫中山, ｢復旅京護法議員函｣(1922.09.05.), 全集 第六卷, p.541.
213) 孫中山, ｢致徐謙電｣(1922.10.), 外集 , p.484.
208)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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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음과 같이 기존의 護法과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二. 국가개조에는 두 종류의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合法國會이고 둘
째는 非常機關이다. 현재 北京國會는 합법이 아니며 국민의 존중을 받을
수 없으니, 어찌 헌법을 제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국회를 합법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의 급선무이나, 만약 이것이 불분명하면 곧 민치의 시
행을 표준으로 하여 非常機關을 설립하고 이로써 해결을 도모한다.214)

이에 대해 유용태는 孫文이 현실의 국회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서 새로운 민의기관 구상의 가능성을 표출했으며, 그것의 구성방식은
직업대표제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215) 孫文의 非常機關 구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그가 당시 北京國會의 합법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三次廣東政權 시기의 孫文은 더 이상 護法을
주장하기 어려웠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법통회복이 이루어진 만큼 별개의 護
法을 내세울 근거가 약했고, 국회를 비호하는 直系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오
히려 그 권위를 부정하는 편이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二次廣東護法政
府 시기 북벌을 통한 北洋政權 타도와 근거지에서의 黨治라는 기본입장을
확립했던 만큼 굳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護法을 옹호할 필요가 없었다. 廣東
政權 재건 당시 孫文의 정치적 주장은 1923년 1월 29일의 ｢中國革命史｣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나의 革命方略은 혁명진행의 시기를
셋으로 규정하였다. 第一은 軍政時期이고, 第二는 訓政時期이며, 第三은 憲政
時期이다”216)고 하여 訓政을 포함한 革命程序論을 재차 언급하였다. 반면 護
法에 대해서는 革命方略과 상반되는 臨時約法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토
로하며 “그러므로 約法을 옹호하는 것은 곧 그러므로 민국을 옹호하는 것이
고,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민국에 대해 다른 뜻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217)고
孫中山, ｢對時局的意見｣(1922.10.25.), 全集 第六卷, pp.593-594.
유용태, ｢국민당일전대회 전후 손문의 구상 속의 두 민의기관｣, 중국근현대사연구
Vol.66 (2015), p.43.
216) 孫中山, ｢中國革命史｣(1923.01.29.), 全集 第七卷, p.62.
217) 孫中山, ｢中國革命史｣(1923.01.29.), 全集 第七卷, p.70.
214)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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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 革命程序論을 강조하는 한편 護法이 본의가 아닌 민국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1923년의 孫文이
護法路線을 전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1923년 2월 22일 廣
州軍事會議에서 그는 護法政府를 자처하며 “國賊이 제거되지 않으면 護法事
業은 하루도 안전하지 않다”218)고 훈시하였다. 그럼에도 孫文은 “바라건대
我公이 신속히 名位를 바로하고 총통에 복직하여 중외에 명백히 알리신다면,
億兆雲霓의 바람을 위무하고 民國正朔의 이어짐을 연장하게 될 것입니다”219)
와 같은 일각의 국회회복 혹은 총통복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차례
의 廣東政權을 거치는 동안 護法에 대한 孫文의 태도가 적극적 찬동에서 소
극적 방관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莫世祥은 당시 孫文이 護法에 불만
을 가졌으며, 국회의 회복보다 혁명운동을 지향했다고 평가하였다.220)
1923년 3월 1일 陸海軍大元帥大本營을 정식 설립함에 따라 孫文은 改進과

聯俄, 그리고 廣州收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孫文의 혁명계획은
이내 차질을 빚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反孫文세력의 준동으로 인한 廣東의
군사적 불안정이 그를 괴롭혔다. 특히 北江의 沈鴻英과 東江의 陳炯明이 孫
文을 위협했으며, 5월에는 林虎 · 黃大偉 등이 반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해군
의 溫樹德 역시 모반에 가담하였다.221) 각지의 반란세력에 의해 요충지가 함
락되고 廣州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에 맞서 孫文
은 韶關와 梧州를 되찾고, 8월에는 譚延闓를 시켜 湖南을 공략하는 등 적극
적으로 대처하였다. 그러나 9-10월 다시 전황이 역전되어 東江討賊軍이 패퇴
하고, 11월에는 적이 廣州 근방까지 진출하는 위기를 맞았다.222) 이는 孫文
에게 군사적 압박을 주었을 뿐 아니라 당무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
다. 당면한 위협에 대처해야 했던 나머지 改進方案을 시행에 옮기기 어려웠
孫中山, ｢在廣州軍事會議上的訓話｣(1923.02.22.), 外集 , p.100.
中國第二歷史檔案館 編, ｢童杭時等要求孫中山復總統職電｣(1923.06.15.),
檔案資料匯編 第四輯(一), (江蘇古籍出版社, 1991), p.27.
(이하 匯編 으로 표기).
220) 莫世祥, 앞의 책 (1991). pp.354-355.
221) 李雲漢, 앞의 책 (1994), pp.389-390.
222) 郭翹然 · 李洁之, ｢孫中山回粵重建革命根據地｣, 政權 , pp.244-245.
218)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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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물론 1923년 1월 29일에서 12월 5일까지 39차례의 本部各部連
席會議가 열렸고, 같은 해 2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26회의 中央幹部會議
를 가지는 등 당무활동 자체는 끊임없이 진행되었다.223) 또한 4월 1일 廣東
支部를 회복하고 6월 1일에는 대본영 산하 宣傳委員會를 만들어 陳獨秀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당 조직 건설과 선전활동도 병행하였다.224)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세확장은 여의치 않았고, 당무의 차질은 소련
의 반발을 불러왔다.
소련 중앙당국은 1923년 3월 요페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만 멕시코 달러
를 孫文에 제공하며 “정치국은 孫逸仙이 순수한 군사행동을 과도하게 중시
한 나머지 조직준비공작을 망칠 수 있음을 상당히 우려한다”225)는 입장을
밝혔다. 이보다 앞선 1922년 8월 25일의 담화에서 마링은 孫文에게 군사행
동에만 의존하지 말고 선전운동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226) 이후에
도 소련 측은 군벌과의 군사적 동맹보다 전국적인 당 건설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으며 陳獨秀 역시 國民黨의 확대와 개조를 요구하였다.227) 그럼에도
孫文은 1923년 전반기 내내 군사행동에 몰두하였고 이는 요페 및 마링과의
의견충돌로 이어졌다. 마링의 경우 군벌세력을 동원하거나 열강들에게 의존
하여 北京政府를 고립시키려는 孫文의 방식에 반대했고, 1923년 여름에는
農工商學을 아우르는 국민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孫文은 이를 모두
묵살하였다.228) 오히려 孫文은 中共의 國民黨 비판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
고, 결국 1923년 7월 마링은 중국을 떠나게 된다. 물론 廣州가 위협받는 현
실 속에서 孫文의 군사중심노선은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문제는 군
사적 위기와 당무확장의 지체, 그리고 소련과의 갈등이 일종의 악순환을 만
들어 냈다는 점이다. 군사행동에 몰두한 나머지 당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呂芳上, 앞의 책 (1989), p.522.
李雲漢, 앞의 책 (1994), p.387.
225)
中共中央黨史硏究室第一硏究部
譯,
聯共(布),
共産國際與中國國民革命運動
(1920-1925) , pp.225-226.
226) 孫中山, ｢與馬林的談話｣(1922.08.25.), 外集 , pp.278-279.
227) 王奇生, 앞의 책 (2011), pp.7-8.
228) 楊奎松, 앞의 책 (2008), p.19.
223)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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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에 대한 경시가 소련과 共産黨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소련의 지원을 충
분히 확보하지 않는 한 孫文의 군사계획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물론 1923
년 8월 孫逸仙博士代表團을 소련에 파견하는 등 聯俄政策은 계속되었지만,
당시 孫文의 혁명계획이 총체적 위기를 맞았음은 분명해 보인다.229) 정치노
선의 측면에서도 護法路線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黨治路線 지향이 강해졌
으나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였으며, 무엇보다 黨治의 주체가 되
어야 할 혁명당의 확장이 차질을 빚고 있었다. 혁명근거지 회복과 改進이라
는 과제를 달성했음에도 오히려 혁명운동은 갈 길을 잃고 흔들렸던 것이다.

3. 中國國民黨 改組와 黨治路線의 優位確立
난국을 해쳐나갈 방법은 소련에서 나왔다. 1923년 여름 소련은 마링을 대
신하여 보로딘(鮑羅廷, Mikhail Borodin)을 파견했는데, 그는 上海에서 陳獨
秀 · 張繼 등을 만난 뒤 10월 6일 廣州에서 孫文과 회견하였다. 보로딘은 다
수의 國民黨員에게 호감을 얻을 만큼 매력적인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무엇
보다도 당시 孫文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소련의
혁명경험과 승리요인이 바로 그것으로 孫文은 이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보로딘은 孫文을 설득하고자 노력했으며 특히 그와 함께 전선을 시찰하며
신뢰를 얻었다. 보로딘이 제시한 소련식 해법은 당무와 군사 양면에서 곤란
을 겪던 孫文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이에 그는 소련을 학습함으로써 혁
명당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보로딘이 廣東에 온 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1923년 10월 10일 孫文은 조직의 결핍과 혁명정신의 상실, 그리고 黨軍의

부재문제를 지적하며 “그러므로 이 후에 以黨治國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러시아인을 모방하여야 하니, 우선 마땅히 원대한 안광을 가지고 눈앞의 작
은 이익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230)고 천명하였다. 러시아를 스승으로 삼은
李雲漢은 1923년을 孫文의 일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한 해였다고 평가하였다.
李雲漢, 앞의 책 (1994), pp.388-389.
230) 孫中山, ｢在廣州國民黨黨務會議的講話｣(1923.10.10.), 全集 第八卷, pp.267-268.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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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俄爲師) 國民黨改組가 시작된 것이다. 5일이 지난 뒤 孫文은 재차 혁명당

의 정체성과 以黨治國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이른바 以黨治國이란, 당원 모두가 관리가 된 후에야 중국이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바로 본당의 주의가 실행되어 전 인민이 모두
본당의 주의를 준수하여야 중국이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以黨治國은 본당의 당원을 이용해 治國함이 아니고, 본당의 주
의를 이용해 治國하는 것이니 제군들은 분명히 판별하여야 한다.231)

여기에서 孫文은 辛亥革命이후 以黨治國을 하지 않은 것이 실책이었음을
비판하면서, 당원들이 올바른 행실로 인심을 얻고 선전활동에 힘써야 함을
역설하였다. 廣東 인민의 마음을 얻어 그들을 혁명당에 귀화(歸化本黨)시키
는 것이 以黨治粵이며, 선전을 통해 전 인민을 귀화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以
黨治國이라 주장한 것이다. 비록 黨治의 주체가 혁명당일지라도 혁명당원의
권력 독점보다 혁명주의의 관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는 곧 主義治國論이
라 할 수 있다. 이어 19일 廖仲愷 · 汪精衛 · 張繼 · 戴季陶 · 李大釗 5인을
改組委員으로 임명하고, 25일에는 臨時中央執行委員會를 구성해 改組作業을
시행하였다. 改組에 앞서 以黨治國을 목표로 삼고 主義治國의 중요성을 설명
했다는 사실은 改組의 목적이 혁명당의 강화를 통한 黨治 실현에 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臨時中央執行委員會는 10월 28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이듬해인
1924년 1월 19일 활동을 마치기까지 28차례의 회의를 갖고 400여 안건을

처리하였다.232) 보로딘은 고문 신분으로 참여하였으며 孫文 역시 수차례 회
의를 주재하는 등 깊은 관심을 가졌다. 改組作業은 보로딘이 각종 법규와 결
의안의 초안을 만들면 孫文이 검토하고, 臨時中央執行委員會의 토론을 거쳐
결정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233) 중앙 차원에서의 改組와 더불어 國民黨은
231)
232)
233)

孫中山, ｢在廣州中國國民黨懇親大會的演說｣(1923.10.15.), 全集 第八卷, p.282.
呂芳上, 앞의 책 (1989), pp.529-530.
鄧演存 等, ｢略記孫中山“以俄爲師”的決策及蘇聯顧問在廣東的工作｣, 政權 , pp.26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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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조직의 강화에 나섰는데, 1923년 10월 28일 廣州를 시범지역으로 지정
하고, 分部設置와 組織整備, 그리고 黨員登記 등을 실시하였다.234) 11월 11
일에는 廣州市全體黨員大會를 소집했으며 12일에는 지방차원의 改組를 위한
各區分部組織員連席會議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區黨部에 委員制組織이 만들
어지고 民主集中制가 도입되는 등의 개혁이 행해졌다. 이후 上海에서도 廣州
를 모델로 한 示範改組를 실시하여 1923년 12월 23일 上海中國國民黨黨員大
會가 개막되었다. 이전의 당무 개혁이 대부분 중앙에서의 개혁안 제시에 그
쳤던 반면, 이번에는 전국적인 改組計劃 마련과 기층조직에서의 실제 변화를
동시에 실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改組 과정에서 孫文은 당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입장과 주의사
항을 설명하였다. 우선 11월 11일 “組織之未備”와 “訓練之未周”를 당의 양대
문제로 지적하며, 조직과 훈련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나아가 고취와 선전
에 열중해야 함을 밝혔다.235) 11월 25일의 연설에서는 군사행동에 몰두했던
과거의 혁명방식을 비판하고, 인민과 결합된 혁명당의 역량을 중시하는 한편
선전을 통한 인민의 黨化가 진정한 혁명의 성공이라 주장하였다.236) 동시에
여태까지 당의 조직과 기율을 바로잡을 모범이 없었으나 이제 소련이 그것
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러시아 혁명의 성공 요인을 당원의 분투
와 인민의 지지에서 찾았다. 이상 1923년 10월에서 이듬해 1월에 이르는 改
組 기간 孫文의 목표는 ‘소련을 모델로 한 혁명당의 강화와 本黨主義의 확
산을 통한 以黨治國의 실현’이었다. 改組 단계에 이르러 더욱 확고하게 黨治
路線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1924년 1월 20일 廣州에서 中國國民黨第一次全國代表大會
가 개최되었다. 一全代는 國民黨 역사상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으로 다양
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孫文의 발언을 중심으로 그의
정치노선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개회사에서 一全代를 “中華民國的新紀元”

234)
235)
236)

呂芳上, 앞의 책 (1989), pp.531-532.
孫中山, ｢在中國國民黨廣州市全體黨員大會訓詞｣(1923.11.11.), 全集 第八卷, pp.390-391.
孫中山, ｢在廣州大本營對國民黨員的演說｣(1923.11.25.), 全集 第八卷, pp.430-439.

- 65 -

이라 평하며 당과 국가의 관계를 정의하였다.

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를 改組하기 위해서는 큰 역량의 정당이
없이 성공할 수 없으며, 확실한 공통의 목표가 없이 바람직한 改組를 이
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듯 중국은 너무 혼란하고
民智는 너무 유치하며 국민은 정확한 정치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래서 以黨治國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국가는 대단히 혼란하고
사회는 퇴보하고 있기에, 그러므로 현재 혁명당의 책임은 먼저 建國을
하고 결국에는 治國에 이르는 것입니다.237)

즉, 당시 중국의 형세에서 以黨治國이 불가피하기에 강력한 혁명당을 조직
하여 建國과 治國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전의 護法路線을 비판
하고 소련의 선례를 긍정하며 혁명정부에 의한 以黨建國과 以黨治國의 당위
성을 주장하였다.

이번에 본 총리는 재차 廣州에 돌아와 다시 護法問題를 가지고 활동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정부는 혁명정부이며 軍事時期 정부입니다... 지
금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곧 러시아의 以黨治國이니 영국

· 미국 · 프랑스의 정당에 비해 권력을 장악함이 진일보하였습니다. 우리
는 지금 다스릴 수 있는 국가가 없으니, 다만 以黨建國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238)

이는 孫文이 장기간 실천해왔던 護法路線에 대한 포기선언이나 다름없었
다. 그가 보기에 護法은 北洋軍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였고, 국가건설의
모델 역시 서구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소련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러시아 혁명이 三民主義革命임을 주장하며 당을 국가위에 두는 것(黨放
在國上)에서 성공의 원인을 찾았다. 혁명당의 우위가 혁명과 건설 문제에 대
한 해답임을 확신한 것이다. 또한 孫文은 1월 23일의 ｢中國國民黨第一次全國
237)
238)

孫中山, ｢中國國民黨第一次全國代表大會開幕詞｣(1924.01.20.), 全集 第九卷, pp.95-97.
孫中山, ｢關于組織國民政府案之說明｣(1924.01.20.), 全集 第九卷, pp.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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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大會宣言｣을 통해 國民黨의 현실인식과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특
히 중국을 군벌의 전횡과 열강의 침탈에 시달리는 半植民地로 묘사하였
다.239) 그리고 국가건설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立憲論 · 聯省自治論 · 和平會
議論 · 商人政府論 등을 공허하고 위험한 주장으로 비판하며, 國民革命에 의
한 三民主義의 실행만이 중국의 유일한 활로라는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國民政府建國大綱｣은 이후 南京國民政府 訓政體制 건설의 청사진이 된 문
장으로, 그 요지는 軍政-訓政-憲政으로 이루어진 革命程序論과 이에 입각한
三民主義 · 五權憲法의 시행이었다.240) 특히 訓政時期의 성격과 憲政으로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革命程序論의 핵심이 訓政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처럼 孫文은 강력한 혁명당이 주도하는 以黨建國과 以黨治國만이 암
울한 중국을 구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회를
통한 立憲論이나 지방분권적인 聯省自治論과 같은 여타 정치적 대안을 배격
하는 한편, 訓政을 중심으로 한 革命程序論을 구체적인 국가건설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改組기간 孫文은 혁명당의 以黨治國을 더욱 확고히 주장하고,
治國의 방편으로 本黨主義의 선전을 통한 主意治國을 역설했으며, 訓政을 통
해 인민의 자질향상과 지방자치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 여긴 것이다.
필자는 中華革命黨과 함께 창안되어 五四運動과 二次護法運動을 거치며
발전한 黨治理論이 改進改組를 통해 비로소 완비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다. 우선 黨治理論을 뒷받침하고 以黨治國을 정당화하는 관념적 기반으로 行
易知難의 실천철학(孫文學說)이 존재한다. 특히 先知先覺 · 後知後覺 · 不知
不覺의 분류를 통해 黨治가 ‘진화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는 孫文 黨治理論의 특징인 革命程序論과 主義治國論 그리고 訓政
論을 들 수 있다.241) 孫文이 주장한 黨治는 어디까지나 단계적 혁명론에 입
孫中山, ｢中國國民黨第一次全國代表大會宣言｣(1924.01.23.), 全集 第九卷, pp.114-118.
孫中山, ｢國民政府建國大綱｣(1924.01.23.), 全集 第九卷, pp.126-129.
241) 孫文 黨治理論의 특성에 대해서는 적잖은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王兆剛은
訓政구상의 내용을 1)縣 단위의 자치 · 2)以黨治國 · 3)五權憲法과 지방자치제도 · 4)
중앙과 지방의 분권 · 5)국민과 국가의 관계 · 6)과도기적 성격의 여섯 가지로 나누
어 정리하였다. 王興業의 경우 以黨治國 사상을 主義治國의 원칙과 以黨建國의 전제,
그리고 주권재민이라는 목표의 결합으로 보았다. 王兆剛, 앞의 책 (2004), pp.16-28;
239)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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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과도기적 당 독재였고, 당원의 권력 장악보다 주의의 선전 및 확산을
중시하였다. 또한 訓政은 지방자치를 통해 인민을 훈련시키고 아울러 직접민
권을 구현한다는 계몽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이유
는 孫文이 헌정과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고, 다만 국민의 지적수준
이 낮은 가운데 공화정치를 실행해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黨治를 구
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孫文이 지향한 黨治는 과도기적 · 관념적 · 계몽
적 黨治이며, 이는 인민의 역량 자체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영속적이고 직접
적인 黨治를 시행한 共産黨과 구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孫
文 黨治理論 상에서 黨治의 목표는 三民主義 이념과 五權憲法 제도를 갖춘
민주공화정 수립이었다. 그가 생각한 이상적인 헌정은 서구식 대의민주정체
를 넘어서는 全民政治 국가이자, 監察 · 考試와 같은 중국 전통 정치제도의
장점을 서구의 것과 결합한 체제였다. 헌정에 이르는 방법 뿐 아니라 헌정의
성격 면에서도 護法路線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정치적 지향을 표방했던 것이
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치의 목표
당치의 특성
당치의 철학기반

三民主義 · 五權憲法의 실현과 全民政治
革命程序論 · 主義治國論 · 訓政論
行易知難의 孫文學說(특히 先知先覺者論)

정리하자면 孫文의 黨治理論은 곧 국가건설 방안으로 先知先覺의 혁명당
이 국가를 재건하고(以黨建國), 혁명주의에 따라 통치하며(以黨治國), 과도기
적 黨治(訓政)를 통해 三民主義-五權憲法의 선진적인 민주공화정을 완성한다
는 구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반면 이전의 護法에 대해서는 “곧 排滿 · 倒袁
· 護法의 三役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가 혁명을 함에 모두 머리는 있으나 꼬

리는 없었으며, 모두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어, 그리하여 결국 실패로 돌아
갔다”242)고 하여 그것의 한계를 자인하였다. 黨治理論의 완비와 함께 한때
孫文의 목표였던 護法路線은 실패한 과거로 격하된 것이다.
242)

王業興, 앞의 책 (2005), pp.144-147.
孫中山, ｢對于中國國民黨宣言旨趣之說明｣(1924.01.23.), 全集 第九卷,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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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文은 改組 과정에서 단순히 黨治理論만 발전시킨 것이 아니었다. 改組의
일차 목표는 러시아 학습을 통한 당 조직과 훈련의 강화였기 때문이다. 以俄
爲師의 성과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 王奇生은 1924년의 ｢中國國民黨總章｣이
1919년 발표된 ｢러시아 공산당 장정｣을 모델로 하였음을 지적하였다.243) 黨

員 · 組織機構 · 地方黨部 · 基層黨部 · 黨團 등에서 國民黨은 소련을 철저하
게 모방하였다는 것이다. 조직체계 방면에서 國民黨은 俄共과 유사하게 중앙
에서 지방까지 국가행정기관과 병행하는 당 기구를 설치하였다. 俄共이 각급
검사위원회를 만든 것처럼 國民黨은 監察委員會를 두었고, 黨外機構에 黨團
을 설치하여 당의 영향력과 통제력을 보장하는 제도 역시 도입되었다. 그리
고 조직형식에서는 委員制를, 조직원칙에서는 民主集中制를 채택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민주’보다는 ‘집중(집권)’을 강조하였다.244) 民主集中制에 근거한
상향식 조직원칙에 대해 廖仲愷는 “당원을 모으는 것은 또한 하층에서부터
끌어들이니, 또한 반드시 먼저 黨員大會를 통과하여야 한다. 區分部를 기본
당부로 삼고 그 위에 縣黨部를 만들며, 다시 위에 省黨部를 만들고 재차 위
에 中央執行委員會와 全國黨員大會를 만든다”245)고 정리하였다. 다만 國民黨
은 이전까지 黨首制를 채택해 왔던 만큼 總章에 “總理” 한 장을 추가하여
孫文의 지도적 위치를 인정하는 절충적인 모습도 나타났다.246)
이 외에도 군대에 당 조직을 설치하여 무력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확립하
고, 당의 주의에 충실한 간부를 통해 사상적 충성을 보장하는 등, 소련의 黨
軍 개념을 도입해 혁명당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마련하려 하였다. 三民主義 ·
社會主義 · 政治經濟 · 國際情勢와 같은 다방면에 걸친 정치이념교육을 군사
훈련 이상으로 중시했던 黃埔軍官學校는 이러한 黨軍 사상을 구체화한 결과
물로 볼 수 있다.247) 또한 기층민중과의 결합을 중시하여 중앙에 農民部 ·
王奇生, 앞의 책 (2011), pp.13-17.
이에 대해 江田憲治와 같이 民主集中制 도입과 더불어 당내 의사결정에 민주주의가
수용되었고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었다는 ‘당내민주’적 성격에 주목하는 견해도 존
1920年代の中國
(汲古書院, 1995),
재한다. 江田憲治, ｢1920年代の民主主義｣,
pp.104-105.
245) 廖仲愷, ｢在中央幹部會議第十次會議上的報告｣(1923.12.09.), 廖仲愷集 , p.139.
246) 呂芳上, 앞의 책 (1989), p.528.
243)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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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人部 · 靑年部 등을 설치해 대중운동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확보하고자 하
였다.248) 필자는 이상의 검토를 통해 孫文 黨治理論 형성과정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연구는
소련의 영향력을 과장하기도 하지만 黨治의 개념은 中華革命黨 시기 처음
등장하여 五四運動期를 거치며 이론적으로 발전했으며, 外法內黨의 절충노선
하에서 일부 실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소련의 진정한 기여는 黨治理論의
창시(이른바 ‘소련기원론’) 그 자체가 아니라, 以黨治國의 당위성에 대한 孫
文의 믿음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그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조직방
법 및 물질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改組와
聯俄容共을 거치며 孫文은 黨治理論을 비교적 완비하였고, 혁명당의 조직을
재편했으며 당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를 행할 수 있었다. 1924년 1
월을 기점으로 國民黨은 黨治路線에 대한 지향을 더욱 분명히 밝혔고, 동시
에 以黨建國과 以黨治國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黨治路線 강화의 배경에는 護法路線의 파탄과 소멸이라는 현실
정치적 변화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直系가 주도한 1922년 여름의 법통회
복은 북방 여론의 전반적인 환영을 받았으나 동시에 국회부정론이 신속하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소신 없이 이익만 추구하는 의원을 기생에
비유하며 議院과 妓院에 차이가 없다는 조롱이나 민의기구가 오히려 민의를
강간한다는 비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249) 1922년 8월부터 1923년 6월까지
의원들의 의견대립과 이견투구 속에서 제헌작업은 한 치의 진전도 없이 부
진하였고, 일각에서는 倒閣과 같은 정치투쟁이나 이권 확대에 골몰하는 모습
까지 보였다.250) 이에 국회에 대한 여론의 기대와 신뢰는 실망과 환멸로 바
뀌었고 특히 학생들은 노골적인 反國會 성향을 감추지 않았다.251) 무엇보다
陳適 等, ｢孫中山黃埔建軍紀要｣, 政權 , p.254.
國民黨의 민중중시 노선의 시발점을 두고 대만의 呂芳上과 중국의 王奇生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자는 국민당이 민중과 함께 투쟁하게 계기를 五四運動
까지 소급하는 반면, 후자는 改組를 통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王奇生,
앞의 책 (2011), p.23.
249) 楊天宏, ｢民初國會存廢之爭與民國政制走向｣, 近代史硏究 (2015年 5期), p.46.
250) 윤혜영, 앞의 책 (1991), pp.65-68.
247)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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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23년 10월 曹錕이 의원들을 매수하여 총통에 당선된 사건(賄選)은 護
法의 신용에 치명상을 안겼다. 당시의 표현에 따르자면 “대중 앞에서 뇌물선
거를 하여 신성한 의원이 진흙탕의 돼지새끼(豬仔)가 되어버린”252)것이다.
谷麗娟과 袁香甫는 중국의 의회정치가 쇠락한 원인을 군인의 정치 간섭과
부정부패 · 국회의 무능력과 정국혼란 · 민주원칙의 위배 등으로 정리한 바
있다.253) 曹錕賄選은 이 같은 악폐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이
다. 이는 전국적인 분노와 비판을 불러왔고, 아울러 委員會制度 · 省議會聯合
會 · 民治委員會 · 和平會議 · 國民會議 등의 대안 모색이 활발하게 일어났
다.254) 당시 賄選에 동조한 의원들은 “豬仔議員”으로 불리며 曹錕과 더불어
여론의 강력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曹錕은 의원의 매수 가능함을 이용하여 총통 지위를 훔쳤고, 의원은
또한 曹錕을 이용하여 금전을 챙겼으니 배금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어
쨌든 民國의 총통은 당연히 민의를 반영해야 함에도 曹錕은 잘못을 반성
하지 않으니 다수의 인민에게 수용될 수 없음을 스스로 알 것이다. 또한
수치심이 없는 豬仔議員을 매수하여 암중에 뜻을 건넸으니 국법이 용인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곧 인민 또한 절대 승인할 수 없다... 중국의 문
란함은 曹錕무리에서 유래함이 반이고 豬仔議員에서 유래함이 또한 반임
을 알아야 한다.255)

이에 孫文은 中國國民黨 명의로 그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한편(10월 7일),
대원수 신분으로 토벌을 지시하고(10월 8일) 열강들에게 曹錕 불승인을 요청

1923년 가을 北京大學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행한 민의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669명 가운데 666명, 즉 99%이상이 국회를 불신한다고 밝혔는데, 40%가 현임국회
해산과 재선거를 주장했으며 의회제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도 20%에 육박할 정도였
다. 楊天宏, 앞의 글 (2015), p.47.
252) 中國第二歷史檔案館 編, ｢<國會議員通訊>刊載曹錕賄選總統情況資料｣(1923.09.),
匯
編 第三輯 政治(二), p.1453.
253) 谷麗娟 · 袁香甫, 中華民國國會史 (中華書局, 2012), pp.1748-1752.
254) 윤혜영, 앞의 책 (1991), pp.84-97.
255) 中國第二歷史檔案館 編, ｢<國會議員通訊>刊載曹錕賄選總統情況資料｣(1923.09.),
匯
編 第三輯 政治(二), p.1439.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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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0월 9일). 주목할 부분은 10월 7일의 ｢中國國民黨申討曹錕賄選竊位
宣言｣인데, 이 글에서 國民黨의 직접민권 주장과 五權憲法을 옹호하며 “국민
은 선거권 외에도 또한 創制權 · 復決權 · 罷免權을 가져야 하니, 대체로 이
로써 의회의 전횡을 제재하기 충분하고, 곧 현행 대의제의 폐단에 대해서도
또한 근본적인 쇄신이 가능하다”256)는 견해를 밝혔다. 曹錕과 부패의원에 대
한 성토가 護法路線의 근간인 기존 대의민주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10월 18일에는 附逆議員을 상대로 수
배령을 내림으로써 국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10월 10일과 15일 연이어 以黨治國의 필요성과 의미를 역설했으니, 護法路

線에 대한 환멸과 黨治路線의 강조가 동일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의원들이 曹錕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고 일부는
上海로 이동하여 孫文에게 護法運動의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그
러나 孫文은 廣東의 군사사정을 구실로 국회의 소집을 거부했으며, 馮自由와
의 담화에서 “다만 국회라는 간판은 이미 폐물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일으
키기 부족하니, 그러므로 국회의 순수한 이들이 혁명에 동참할 수 있다면 곧
환영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257)고 국회의 회복이라는 護法의 목표마저
부정하였다. 1923년 12월 6월 護法議員에게 보낸 답변은 護法에 대한 孫文
의 태도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 국회의 분투는 이미 실패하였고, 법률의 효력은 모두 폭력 아래
짓밟혔습니다. 계속 구국의 방책을 모색한다면 혁명 외에는 필히 진정으
로 성공할 희망이 없습니다. 환난을 함께한 국회 동지들에게 국회의 분
투를 포기하고 혁명의 진행을 돕기를 간절히 바라니, 악폐를 철저하게
청산하는 공이 있으면 비로소 長治久安의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258)

스스로 護法運動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의원들에게도 護法을 버리고 혁명
256)
257)
258)

孫中山, ｢中國國民黨申討曹錕賄選竊位宣言｣(1923.10.07.), 全集 第八卷, p.259.
孫中山, ｢就國會問題與馮自由的談話｣(1923.11.16.), 軼文集 , p.113.
孫中山, ｢復旅滬國會議員函｣(1923.12.06.), 全集 第八卷, p.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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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설 것을 촉구했던 만큼, 이 시점의 孫文은 護法路線을 포기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孫文이 소련의 지원에 힘입어 以黨治國을 역설하던 그 때 북
방에서는 국회의 타락 속에 護法路線의 가능성마저 소멸해 버린 셈이다. 이
처럼 1923년에서 1924년으로 넘어가던 몇 달 동안 孫文은 정치활동의 한 축
을 담당해왔던 護法路線을 버리고 혁명당을 중심으로 한 以黨建國 · 以黨治
國의 黨治路線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護法路線과 黨治路線의 균형은 완전히
후자로 기울었으니, 改組의 시기는 곧 黨治理論의 완비 시기이자 黨治路線의
우위가 확립된 시기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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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論
이상 필자는 辛亥革命에서 國民黨改組에 이르는 孫文의 정치활동을 護法
路線과 黨治路線의 ‘두 갈래 노선’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가운데 그
가운데 黨治理論이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辛亥革命 이후 孫文을 포함
한 혁명세력 전반은 革命程序論 대신 전면적인 대의민주정체 도입과 신속한
헌정시행을 지지하였다. 그리하여 臨時約法이 제정되고 국회가 구성되어 중
국은 민주정치의 시험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당시 만들어진 約法과 국회에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조속히 헌정을 시행하려는 정치적 지향
이 바로 護法路線인데, 이는 정치적으로 約法 및 국회를 옹호하는 것이며 사
상적으로는 서구식 대의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의민주정치의
시험은 二次革命의 실패와 袁世凱의 독재권력 강화 속에서 위기를 맞는다.
이에 다수의 혁명파가 낙담했으나 孫文은 좌절하지 않았고 1914년 中華革命
黨을 조직하여 혁명당의 부활을 선언하였다. 특히 ｢中華革命黨總章｣에서 “訓
政”을 명시하고 革命時期 동안 혁명당이 軍-政을 모두 장악하는 黨治를 구상
했으니, 이것이 바로 孫文 黨治理論의 탄생이자 黨治路線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黨治路線은 約法과 국회 대신 혁명당에 강력한 권위와 정당성을 부
여하며, 과도기적인 黨治를 통해 순차적으로 헌정을 실현하는 ‘先黨治 後憲
政’을 지향하는 정치노선이다. 민주정치의 위기와 혁명의 난관 속에서 黨治
라는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中華革命黨은 以黨治國을
실천하기에 너무 약소하였고 護國戰爭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행할 수 없었
다. 무엇보다도 孫文 스스로가 黨治路線을 포기하고 護法을 옹호하는 자기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1917년 段棋瑞의 국회회복 거부 이후 본격
적으로 護法運動에 투신하였다.
一次護法運動은 孫文이 가장 확고한 護法路線을 추구했던 시기이자 혁명
당을 사실상 방기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서남지방세력에 의존했던 廣東軍政
府는 유명무실한 존재에 불과했고 결국 孫文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 廣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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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게 된다. 무엇보다도 孫文이 강력하게 옹호했던 護法國會가 오히려 그의
정치적 몰락을 부채질했는데, 이는 孫文으로 하여금 독자적 혁명세력을 결여
한 護法路線의 무기력함을 절실히 깨닫게 해 주었다. 이후 上海에 칩거한 孫
文은 1년가량 저술활동에 전념하는 한편 와해되었던 혁명당의 재건에 나섰
다. 그리고 1919년 孫文은 ｢建國方略｣을 발표하여 黨治理論을 비롯한 자신
의 혁명사상 전반을 한층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中華革命黨을 中國國
民黨으로 재편하며 정치활동을 재개하였다. 中國國民黨의 재건은 五四運動
이후 활성화된 대중운동 속에서 ‘國民’의 정치적 역량에 주목한 결과이자 中
華革命黨의 혁명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국 초 國民黨의 확장성을 수용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비록 이 시점까지 기본적으로 護法路線의 우위가 존재
하고 있었지만, 두 갈래 노선의 교차 속에서 점차 黨治라는 대안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1921년 孫文은 廣東에 정식정부를 수립하고 비상대총통에 선출되며 二次

護法運動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혁명당을 간과한 護法路線도, 급진적
이지만 비현실적인 黨治路線도 아닌 양 노선의 절충을 시도하였다. 당시의
정치적 지향은 ‘外法內黨’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護法을 내세워 정치적 정
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廣東에서 以黨治粵의 黨治를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孫
文은 護法을 명분으로 본격적인 북벌을 준비하였고 廣東에서 國民黨의 기반
을 확대했으며 廣州를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실시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
두었다. 그러나 陳炯明의 갑작스러운 모반으로 북벌은 좌절되었고 廣東마저
상실한 孫文은 재차 上海로 도피하게 된다. 이에 孫文은 一次護法運動의 실
패 이후와 마찬가지로 혁명당의 재편과 혁명근거지 수복문제에 집중하는 동
시에 새로운 동맹세력을 모색하였고, 이에 응한 것이 바로 中國共産黨과 소
련이었다. 1923년 孫文은 改進과 廣州 점령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만, 이윽고 廣東 각지에서 전쟁이 계속되었으며 당무활동 역시 지체상태에
빠지는 등 혁명의 위기를 맞는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孫文은 소련의
경험에 주목하였고, 보로딘을 고문으로 삼아 以俄爲師의 國民黨改組를 추진
한다. 改組는 俄共의 조직구조를 학습하여 혁명당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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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以黨治國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한편 같은 시기 북방에서
는 直系의 기만적인 법통회복에 이은 曹錕의 賄選으로 約法과 국회의 권위
가 실추하였고, 이에 護法路線 또한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결국 1924년 1월
의 一全代에서 孫文은 以黨建國과 以黨治國을 역설하며 黨治路線의 우위를
확립하였는데, 이 시기는 또한 ‘先知先覺의 혁명당이 국가를 재건하고 혁명
주의에 따라 통치하며 과도기적 黨治를 통해 三民主義-五權憲法의 선진적인
민주공화정을 완성한다’는 黨治理論의 완비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孫文의 政治路線 변화에 대해 그것이 다만 형세에 따른 표변이거
나, 민주헌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상의 문제일 뿐이
라는 지적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테면 桑兵은 孫文의 정치적 성격을 “이상주
의에 대한 신봉과 실용주의적 책략”으로 지적한 바 있다.259) 그러나 두 갈래
노선을 오고간 孫文의 정치행보를 ‘형세에 따른 실용주의적 선택’으로 간주
하더라도, 그가 복잡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 以黨治國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발전시켰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孫文의 노선변화와 정
치적 실패 속에서 형성된 黨治理論이 중국의 근대국가 건설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친 것이다. 중요한 것은 孫文의 선택이 이상의 반영인가 혹은 현실주의
적 판단의 결과인지가 아니라, 두 노선의 교차과정이 代議民主政體와 黨國體
制라는 중국 근대화를 위한 상반되는 두 길의 긴장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孫文의 黨治路線도 어디까지나 민주헌정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護法
路線과 근본적으로 대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일면 수긍할 부분이
있다. 民治主義라는 관점에서 孫文의 以黨治國論을 政黨政治論의 연장선상에
서 파악하고, 그것이 러시아식 일당독재와는 다름을 강조한 池田誠의 견해가
대표적이다.260) 하지만 孫文은 자신의 三民主義를 집대성한 1924년의 강연에
서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러시아의 “人民獨裁”를 더욱 개량된 것으
로 파악하였고, 나아가 三民主義을 통해 구미 이상의 “全民政治”를 구현할
259)
260)

桑兵, 앞의 책 (2001), pp.343-356.
池田誠, 앞의 글 (1982), pp.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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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강조하였다.261) 단순히 黨治라는 수단을 이용해 대의민주주의를
성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黨治를 거쳐 대의정치와 인민독재의 한계를 모
두 극복한 全民政治를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두 갈래 노선의 교차와
黨治理論의 발전은 표변이나 수단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대안의 형성과 실
천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黨治路線의 우위를 확립한 一全代 이후 孫文은 본격적인 以黨建國의 실천
에 나선다. 李雲漢은 당시를 以黨建國의 시기로 규정하며 三民主義 강연과
建國大綱의 공포, 黃埔軍官學校 설립 및 당무의 발전을 그 내용으로 지적하
였다.262) 마침내 孫文의 黨治理論이 단순한 구상이나 부분적인 도입이 아닌
전면적인 시행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以黨建國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시 북
방의 정치적 변동 등은 모두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주제일 뿐 아니라 본 논
문의 논지와 직접적인 관계도 적은 만큼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다.
다만 1924년 말 孫文의 北上과 黨治路線의 관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검토
하도록 하겠다.263) 1924년 9월의 江浙戰爭과 二次直奉戰爭으로 直系와 反直
三角同盟(孫文-段棋瑞-張作霖)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孫文 역시 대본영을 韶
關으로 옮기며 북벌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孫文이 본격적인 북벌을 준비하던
10월 23일, 馮玉祥이 정변을 일으켜 北京을 점령하는 한편 直軍이 패퇴함으

로써 曹錕政權이 일거에 붕괴되는 北京政變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馮玉祥
등이 孫文에게 협력을 요청하였고 孫文은 10월 27일 이를 수용하여 “건설의
대계는 시급히 결정하여야 하니, 시일 내 북상하여 여러분과 상의할 것입니
다”264)는 의사를 밝혔다. 馮玉祥 · 段棋瑞 · 張作霖이 재차 북상을 촉구하는
가운데 孫文은 당내 합의를 거쳐 11월 10일 ｢北上宣言｣을 발표한다.

孫中山, ｢三民主義｣第四講 (1924.04.13.), 全集 第九卷, pp.313-314.
李雲漢, 앞의 책 (1994), pp.459-525.
263) 孫文의 북상 및 國民會議 소집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 학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
루어진 바 있다. 유용태, ｢손문의 국민회의 소집론: 무력과 국민의 결합｣, 역사학보
Vol.168 (2000); 유용태, ｢국민회의 운동의 새로운 전개｣, 동양사학연구 Vol.74
(2001); 이병인. ｢국민회의와 직능대표제｣, 중국근현대사연구 Vol.12 (2001); 이승
휘. ｢손문과 국민회의｣, 역사학보 Vol.166 (2000).
264) 孫中山, ｢致馮玉祥等電｣(1924.10.27.), 孫中山全集 第十一卷, p.252.
261)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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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北上宣言｣이 시국 해결책으로 각계단체 중심의 國民會議 및 豫備
會議 소집을 주장했다는 점이다.265) 만약 각계대표의 國民會議가 소집되어
이를 토대로 통일과 건설을 시행한다면 기존 國民黨의 革命程序論이 실현될
여지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孫文의 북상과 國民會議 주장은 革
命程序論과 배치되거나 심지어 黨治路線을 이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桑兵은 비록 ｢北上宣言｣ 가운데 革命程序論이 직접 언급
된 것은 아니지만 訓政 구상의 주요 내용인 縣 단위 지방자치를 제시하였고,
1924년 후반기 孫文이 여전히 革命程序論에 입각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들어 양자가 상호 대체적인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266) 陳先初 역시 孫文이
북상시기 革命程序論을 방기했다는 견해를 반박하며 ｢北上宣言｣은 北京政變
이후 형세에 대응하기 위한 시국책략으로, 혁명의 장기적 계획인 革命程序論
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67) 양자 모두 ｢建國方略｣과
｢建國大綱｣의 준수를 당부한 孫文의 유촉을 그가 말년까지 革命程序論을 중
시했다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며 나아가 孫文의 북상과 國民
會議 주장을 黨治路線에서의 이탈이 아닌 黨治路線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孫文은 黨治理論을 발
전시키는 가운데 國民大會 혹은 國民會議를 직접 언급한 적이 있다. 이를테
면 1919년의 ｢孫文學說｣은 현자치의 완성 후 國民大會를 통한 五權憲法 제
정을 구상했으며, 1924년 발표한 ｢建國大綱｣역시 國民大會를 열어 헌법을
결정하고 반포한다는 계획을 명시하였다.268) 1921년에는 “國民會議 개최를
주장하여 본당의 대외정책을 실행하고 이로써 중국외교의 실패를 구제한
다”269)며 國民會議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1921년의
國民會議 구상과 革命程序論 상의 國民大會, 그리고 1924년 말의 國民會議
孫中山, ｢北上宣言｣(1924.11.10.), 孫中山全集 第十一卷, p.297.
桑兵, 앞의 책 (2001), pp.315-317.
267) 陳先初, 앞의 글 (2002), pp.378-379.
268) 孫中山, ｢建國方略｣(1917-1919.), 全集 第六卷, p.205; 孫中山, ｢國民政府建國大綱｣
(1924.01.23.), 全集 第九卷, p.129.
269) 孫中山, ｢復廖仲愷胡漢民函｣(1921.07.03.), 全集 第五卷, p.569.
265)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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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여기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菊池一隆은 一全代 당
시 國民大會와 國民會議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았고 이것이 이후 國民黨
내의 논쟁을 일으켰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270) 그러나 적어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기성 국회와는 구분되는 대안적 대의기구를 통해 중국의 문제를 해
결한다는 발상 자체는 孫文의 혁명구상 가운데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던 것
이다. 유용태의 경우 孫文이 國民黨改組를 거치면서 무력과 국민을 결합하는
國民革命을 추진했으며, 대중선전과 민간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대표
제를 수용하였다고 보았다.271) 각종 사회단체나 민중세력과의 연대가 五四運
動期 이후 國民黨의 비교적 일관된 노선이었던 만큼, 각계단체 중심의 國民
會議 구상 역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북상시기 孫文
의 國民會議 주장은 黨治理論 측면에서 國民大會를 통한 헌정이행 구상과
유사성이 존재하고, 실천 측면에서도 민간단체와의 결합을 통한 혁명세력의
강화라는 黨治路線 시행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民會議 소집 주장과 革命程序論 사이에 일정한
긴장이 존재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를 黨治路線에서의 이탈로
보는 것은 孫文의 黨治理論을 革命程序論과 단순하게 동일시한 데서 나오는
오류라고 생각한다. 國民會議와 黨治理論의 연결지점은 革命程序論이라기보
다 主義治國論에 가깝기 때문이다. 孫文 黨治理論에 따르면 黨治의 핵심은
本黨主義의 확산이고 일당독재는 三民主義와 五權憲法의 실현을 위한 과도
기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당이 주체가 되어 혁명주의에 따라 통치하
며 그 결과 全民政治가 구현된다면, 비록 革命程序論에 의거한 이상적인 형
태는 아닐지라도 黨治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孫文은 ｢北上宣言
｣에서 國民會議를 제안하며 동시에 “본당이 주장한 國民會議가 실현된 후에
는, 본당이 第一次全國代表大會宣言에서 열거한 강령을 國民會議에 제출하여
국민의 철저한 이해와 찬조를 얻고자 기대한다”272)는 의사를 밝혔다. 완곡한

270)
271)
272)

菊池一隆, ｢<國民會議>を巡る政治力學｣, 1920年代の中國 (汲古書院, 1995), p.37.
유용태. 앞의 책 (2011), pp.138-148.
孫中山, ｢北上宣言｣(1924.11.10.), 孫中山全集 第十一卷,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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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조이지만 國民會議를 통해 당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있는 것이다. 특히 11월 12일의 연설에서는 北京의 정치세력 가운데 혁
명당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냉정히 인식하면서도 북방의 우호적인 분
위기를 이용해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하였다.

北京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여 주의를 선전하고 단체를 조직하며 당무를
확충할 수 있으니,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빠르면 다만 반년 만에 三民主
義와 五權憲法의 주장을 실행하는 데 이를 수 있고, 가장 늦어도 또한
이 년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을 뿐이다.273)

혁명조직의 강화와 주의확산을 통한 三民主義-五權憲法 달성을 표방하였다
는 점에서 이는 主義治國論에 근거한 黨治路線 시행계획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11월 14일 홍콩 언론과의 담화에서도 북상의 일차 목표가 선
전을 통한 北京 사상계의 완전한 개조에 있다고 대답하며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國民革命과 本黨主義 실행의 희망이 있음을 강조하였다.274)
이처럼 북상시기 孫文은 國民會議라는 시국 수습책 이상으로 선전과 주의확
산이라는 혁명당 활동을 중시하였고 國民會議를 통해 本黨主義를 시행할 기
대마저 가지고 있었다. 형세 변화에 맞추어 革命程序論보다 主意治國論에 비
중을 두었을 뿐, 黨治理論을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黨治路線을 포기하지는 않
은 것이다. 따라서 孫文의 북상과 國民會議 주장은 一全代 이래 黨治路線의
연장선상에서 기성 국회의 와해로 인해 발생한 대안적 대의기구 모색운동을
혁명당의 영향력 하에 포섭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李劍農은 中國國民黨의 改組가 중국의 정치문제를 法의 문제에서
黨의 문제로, 護法과 法統의 문제에서 護黨과 黨統의 문제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275) 張朋園의 경우 國民黨이 레닌주의적인 新
國民黨으로 변함과 함께 중국은 淸末民初의 民主法治 시도를 포기하였다고
273)
274)
275)

孫中山, ｢在廣州各界歡送會的講演｣(1924.11.12.), 孫中山全集 第十一卷, p.308.
孫中山, ｢與香港<中國新聞報>記者的談話｣(1924.11.14.), 軼文集 , p.134.
李劍農, 最近三十年中國政治史 (臺灣學生書店, 1976), 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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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였다.276) 즉, 孫文의 黨治路線 지향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노선 변경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국 근대국가 건설과정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다. 비록 孫文의 國民會議 소집 주장은 段棋瑞 · 馮玉祥 등의 견제 속에서
사실상 좌절되었고 孫文 자신도 1925년 3월 세상을 떠나지만, 유촉에서 ｢建
國方略｣ · ｢建國大綱｣ · ｢三民主義｣ · ｢第一次全國代表大會宣言｣을 따라 혁명
을 완수하며 아울러 國民會議를 개최할 것을 당부하였다.277) 孫文이 최후의
순간에 생각한 혁명의 방향은 바로 國民會議를 포함한 黨治路線의 철저한
실천이었던 것이다. 이후 國共合作의 결렬 속에서 4년에 걸친 北伐을 마무리
한 國民黨은 1928년 10월 3일 ｢訓政綱領｣을 발표하여 孫文의 ｢建國大綱｣에
따른 訓政의 실시를 알렸다. 이는 孫文의 黨治路線이 중국의 공식적인 정치
체제로, 그의 黨治理論이 중국의 공식적인 통치이념으로 확립되는 순간이었
다. 결론적으로 護法路線과 黨治路線의 ‘두 갈래 노선’을 오고갔던 孫文의
정치노선은 黨治路線으로 귀결되었고, 이와 함께 代議民主政體와 黨國體制
혹은 聯省自治와 같은 대안 사이에서 고뇌하던 중국의 근대국가 건설시도
역시 以黨治國으로 일단락되었다.

276)
277)

張朋園, 앞의 책 (2015), p.77.
孫中山, ｢國事遺囑｣(1925.03.11.), 孫中山全集 第十一卷, pp.63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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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n Yat-sen’s ‘dual political orientations’ and
developing party-state theory
- Sun Yat-sen’s political practice and
study on the origin of the Chinese party-state systemLee YongUn
Department of Asi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Sun Yat-sen’s political practice as the
interaction

of

“dual

political

orientation”

between

“the

orientation

to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the orientation to party-state”, with researching
the development of his party-state theor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opts

an

authoritarian

party-state

system

(Dangguo)

in

which

the

Communist Party seizes political power and rules all of Chinese society.
The

Chinese

party-state

system

started

with

taking

political

tutelage

(Xunzheng) of the Kuomintang, and its theoretical basis was the Sun
Yat-sen’s party-state theory (Dangzhililun).
The preceding research on the Sun Yat-sen’s party-state theory typically
focused on two points: continuity and transition. Former scholars found the
origin

of

the

party-state

theory

in

the

Revolutionary

Stage

Plan

(Gemingchengxulun) of the Chinese United League (Tongmenghui), while
emphasis on lineage of the revolutionary party from Tongmenghui to
Kuomintang. The latter thinkers explain that Sun changed his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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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from pursuing parliamentary democracy to seeking the party-state
system, which was seriously affected by Soviet Russia. Although they have
different points of view, it is common that those two streans of researches
take no interest in Sun Yat-sen’s Constitutional Protection Movement
(Hufayundong), and they also ignored the correlation of developing the
party-state theory with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Movement. Therefore,
this thesis analyses of Sun Yat-sen’s political practice as the interaction of
“dual political orientation” is “the orientation to constitutional protection,”
which means pursuing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the orientation to
the party-state,” which advocates revolutionary dictatorship.
After the Xinhai Revolution of 1911, China tried to introduce Western
democracy. However, China had trouble in applying a liberal Provisional
Constitution (Linshiyuefa) because of Yuan Shikai’s autocracy. In 1914, Sun
Yat-sen formed the Chinese Revolutionary Party (Zhonghuagemingdang),
which regarded strong leadership as important to stand against the Yuan
regime. At that time, he planned new thoughts of the party-state theory that
contained

political

tutelage

and

transitional

revolutionary

dictatorship.

Nevertheless, as the Chinese Revolutionary Party did not receive the
initiative in the National Protection War (Huguozhanzheng), it could not
have the opportunity to carry out Sun’s plan. Paradoxically, Sun abandoned
his party-state theory, arguing the importance of parliamentary democracy..
When the Northern Warlords violated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Sun
Yat-sen attempted to establish the Guangdong Military Government for the
Constitutional
Although

Sun

Protection
was

Movement

elected

as

the

with

the

Southwestern

generalissimo

by

the

Warlords.
Guangzhou

parliament, local warlords refused to obey his order. Afterwards, Sun
Yat-sen was expelled from the Guangdong Military Government. This affair
made him realize that without his own revolutionary party, any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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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could not be successful. So, Sun concentrated his efforts on
strengthening political theory and reconstructing the revolutionary party. In
1919,

Sun

Yat-sen

published

Plans

for

National

Reconstruction

(Jianguofanglue). He explained the practical philosophy of “Doing is easy,
Knowing is hard,” and he argued less on the absolutistic revolutionary
dictatorship.

Sun

named

his

new

revolutionary

party

as

Kuomintang

(Nationalist Party) because he expected political potential of the nation
(Kuomin) after the May Fourth Movement. As his practice for orientation to
constitutional protection failed, he chose the path of orientation to the
party-state.
In 1921, Sun Yat-sen recaptured Guangdong and organized the Guangdong
Government, and then restarted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Movement. In
that period, his political practice could be summarized as compromising
between dual political orientations because he claimed democratic legitimacy
while protecting the Guangzhou parliament on the one hand. However, he
tried to establish a party-state system in Guangdong on the other hand.
Especially,

Sun

wanted

to

expand

Kuomintang’s

political

power

by

supporting local self-governing and the labor movement. His compromising
policy, however, ended in failure when Chen Jiongming revolted against
Sun’s government. Retreating to Shanghai, Sun sought Soviet Russia and
Chinese Communists as new alliances to renovate Kuomintang (Gaijin).
When

the

Northern

Warlords

insisted

on

restoring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Sun agreed to the constitution in principle, but expressed
doubts about the legitimacy of the Beijing parliament. Even though he still
had some respect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his political orientation
leaned toward developing the party-state system gradually.
After returning to Guangdong again in 1923, Sun Yat-sen thought that
learning

the

Russian

Communists’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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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reinforce

his

revolutionary party. Accordingly, Kuomintang reorganized the party structure
to follow the Soviet model for strengthening the party as well as spreading
the party’s ideologies (Gaizu). Finally, in the First National Congress of
Kuomintang on January1924 , Sun emphasized the necessity of not only
building the nation by the revolutionary party, but also ruling the nation by
the revolutionary party. He claimed that Kuomintang’s Party-State under his
Three Principles of the People (SanminZhuyi) was the only way to national
salvation, while discussing the Revolutionary Stage Plan including the
concept of political tutelage. In this period, Sun’s party-state theory for
developing a democratic republic with the Three Principles of the People by
adopting a transitional party-state system of the revolutionary party was
almost completed. At the same time, the Beijing parliament lost the people’s
respect when lawmakers participated in Cao Kun’s corrupt election in 1923.
As a result, the balance between the dual political orientations reached a
conclusion in which the orientation to a party-state system prevailed over
the orientation to constitutional protection. Though Sun Yat-sen passed away
in early 1925, Kuomintang followed Sun’s orientation to the party-state
system. Consequentially, Chinese efforts to build a modern nation state
concluded by establishing the party-state system.
Key words : Sun Yat-sen, revolutionary party, Kuomintang, party-state
system, party-state theory, Constitutional Protection
Movement, nation-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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