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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변화를 구분함에 있어서 통치지역의 변화에 따라
크게 상하이(上海)시기, 장시(江西)시기, 옌안(延安)시기와 베이징(北京)
시기로 나눈다. 그 중 옌안 시기란 1935년 10월부터 1948년 10월까지 중
국공산당이 陝西省 북부에 있는 옌안을 수도로 삼았던 시기를 말한다.
중국공산당이 당시 옌안을 陝甘寧邊區의 행정수도로 삼았을 때 옌안은
인구 1만 명 정도의 가난하고 낙후된 소도시에 불과했다. 이곳을 혁명
근거지로 삼아 중국공산당은 한편으로 중국을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항일전쟁을 전개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제스(蔣介石)이 이끄는
국민당 정권과 투쟁하였다. 그리고 10년 후 외지고 물질적 자원이 부족
한 이곳을 바탕으로 공산당은 약 100만 명의 군대와 수천만 명에 이르는
* 본 논문은 2010년도 남서울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kwonk@n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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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지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1)
옌안에 도착하기 전 중국공산당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국민당 군대의 5차례에 걸친 포위공격에 대응하던 공산당은 결국 1934
년 10월 江西省 瑞金을 떠나 ‘大長征’에 돌입하였다. 1936년 12월 12일
西安事件이 발생하였고, 1937년 7월 7일 盧溝橋 사건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 간에 전면전이 시작하면서 國共 兩黨은 內戰을 중지하고 항일민족
통일전선을 형성하였다. 이른바 제2차 국공합작이 체결되면서 공산당의
紅軍은 국민혁명군 제8군에 편입되고, 소비에트 정부는 陝甘寧邊區 정부
로 개칭되었다. 이 시기 중국공산당은 과감한 변구정책을 시행하며 어려
움을 극복하고자 했으며, 整風運動을 펼쳐 대대적인 체제 개혁과 교육운
동을 실시하였다. 당 조직을 정비하고, ‘抗日 軍政大學’을 설립하여 幹部
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당의 路線問題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산당의 발전과정 가운데 井岡山
투쟁과 大長征 그리고 옌안에서의 투쟁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특히
옌안 시기는 危機의 공산당이 대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오늘날도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 合法性이 위기에 부딪히
거나 愛國主義를 통해 대중들의 애국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 ‘옌
안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술적으로 ‘延安學’을 공산당 역사발전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정립하고 있다. 옌안 시기를 통해 毛澤東의 단일화된
지도력이 확립됐으며, 일명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중국화’와 ‘중국 특색
의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이념의 출발점에 바로 ‘옌안 시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2) 그러나 다른 한편 옌안정풍은 毛澤東이 자신의 권력을 강
화하기 위한 투쟁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人民 大衆을 동원하여 진행된
毛澤東의 정치투쟁 방식은 중국 현대사에서 나쁜 先例를 남겼다고 평가
하기도 한다. 정권 수립 이후 진행된 ‘反右派鬪爭’이나 ‘文化大革命’과 같
은 투쟁방식이 모두 옌안정풍에서 비롯되었으며, 결국 중국과 중국 인민
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옌안 시기 전개된 整風運動 전후 중국의 대내외적
상황과 整風運動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를
1) Meisner, M, 『毛澤東의 중국과 그 이후 (1)』,(서울: 이산, 2004년), 72쪽.
2) 汪學文, 「中共 ‘延安精神’與 ‘延安學’之評析」, 『共黨問題硏究』第17卷 12期(台
北: 法務部 調査局, 1991年 12月),3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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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整風運動의 背景과 性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서로 비교분
석한 후, 整風運動이 갖는 정치적 의의와 영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Ⅱ. 整風運動 전후 대내외적 상황과 整風運動의 전개과정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193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공산당을 둘러싼 대
내외적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大長征에 돌입한 중
국공산당은 1935년 1월 貴州省 遵義에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遵義會議에서 毛澤東의 노선이 채택되면서 大長征 또한 맹목적인 후퇴에
서 벗어나 ‘北上抗日’과 ‘革命宣傳’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毛澤東은 당 중앙과 紅軍에 대하여 새로운 영도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
다.3) 그렇다고 당시 毛澤東이 완전한 지도권을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4)
여전히 모스크바에는 왕밍(王明)5)이, 그리고 四川에는 장꿔타오(張國燾)
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면에서 1930년대 말까지만
해도 毛澤東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권위는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물론 王明이나 張國燾가 더 이상 毛澤東에게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은 아
니었지만 당 내부에는 여전히 분파적인 요소들이 남아있었고, 마르크
3) 遵義會議에 대하여 1945년 중국공산당 제6기 7중전회에서 통과된 「關於若干歷
史問題的決議」와 1981년 제11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
歷史問題的決議」라는 문서에 의하면 이 회의를 통해 가장 어려운 시기에 黨을
다시 회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고,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게 한 회의로 평
가하고 있다. 毛澤東은 31년부터 34년까지 당 중앙에서 제외되는 비운을 딛고
일어나 遵義會議 석상에서 중국 공산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 ‘北上抗日’과 ‘革命宣
傳’이라는 노선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黨과 軍隊 내에서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끌어올리게 되었다. 毛澤東, 『毛澤東選集』第3卷,(北京:人民出版社,1964年), 971
쪽.
4) 宇野重昭,『中國共産黨史』,(서울: 일월서각, 1984년), 103-104쪽, 115-148쪽.
5) 소련 유학파였던 王明(일명 陳紹禹)는 코민테른의 책임자였던 파벨 미프의 지원
을 받았으며, 귀국하기 전 코민테른 주재 중국 공산당 대표단의 책임자인 동시에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주석단의 일원, 서기처의 서기를 맡고 있었다. 1937년 귀국
이후 국민당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통일전선
전술’을 주장하였고, 毛澤東은 자주독립적인 통일전선을 주장하며 서로 대립하였
다. 이후 미프가 실각하고 毛澤東의 통일전선전술이 채택됨으로써 막강한 영향력
을 행사하던 王明은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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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닌주의를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毛澤東과 王
明 간에는 이견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6)
항일전쟁이 시작되면서 공산주의운동이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
러나 해방구를 중심으로 분산,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역마다 독자적인 엘
리트집단이 형성되는 등 당 중앙의 통일된 지도체제를 관철하기 어려웠
다. 특히 통일전선에 기반을 둔 ‘三三制’ 政權7)이 추진되면서 계급연합정
권이 형성되었고, 공산당의 규모는 급격한 팽창을 하였다. 1937년 4만 여
명이었던 당원은 3년 동안 80만으로 20배 이상 늘었으며 八路軍은 3만
여명에서 40만 명으로, 新四軍은 1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근거지의 인구
는 44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38년과 39년 이후 일본군 점령지
와 국민당 지배지역의 학생과 지식인들이 옌안을 항일구국의 중심지로
보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5․4운동시기부터 중국의 옌안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한 근대사상과 개량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들을 옌안으로 모
이게 했던 힘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보다는 항일민족주의 사상과
강대하고 자유로운 중국을 추구하고자 하는 비젼이 있었다고도 보여 진
다.8) 결국 이러한 점은 공산당 내에 여러 가지 이질적 요소들이 공존하
게 하였고, 이로 인해 공산당 내부에는 사상적, 정치적 혼란과 동요가 존
재하고 있었다.9)
6) 서진영,『중국혁명사』(서울: 도서출판한울, 1992년), 233쪽.
7) ‘三三制’ 政權이란 근거지 정권 기구 가운데 공산당이 1/3을 차지하고, 공산당원
이 아닌 좌파진보주의자가 1/3을 차지하며, 나머지 1/3은 중간파가 차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공산당 해방구에서 이렇듯 완화된 가입조건은 결국 해방구의 규모
를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특히 항일민족통일전선을 주장한 공산당의 주
장에 많은 민족주의자와 지식인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毛澤東, 「抗日根據地的政
權問題」,『毛澤東選集』第2卷, (北京:人民出版社,1952年), 735-738쪽.
8) 李宣坭,「延安整風運動에 대한 知識人의 對應」, 『中國史硏究』제24집(2003년 6
월), 283쪽.
9) 당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적 혼란과 동요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실제를 벗어
나 이론을 세우는 주관주의가 상당히 심각했다. 당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 경험을 중국의 현실과 접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毛
澤東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소련 유학파 王明은 1937년 귀국 후 중국의 정세와
현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당내 사상적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이러
한 思想的 主觀主義 경향은 조직 면에서는 宗派主義로, 문화와 선전 면에서는 黨
八股로 표현되었다. 둘째, 당원이 급증하면서 그 대부분이 소부르조아계급 출신으
로 그들의 사상적 기초는 個人主義나 自由主義 또는 民族主義에 바탕을 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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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공산당은 본격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먼
저 일본의 중국 침략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중국공산당이 지배하
는 해방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1940년 8월 당 중앙은 화북
5개 省에서 일본군에 대한 대규모 군사공격을 개시했다. 이 ‘百團戰爭’10)
이후 일본과 국민당은 공산당 지배지역의 확장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
었고, 해방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계속 八路軍과 新四軍을 공격했다.
통계에 의하면 1941년과 1942년에 일본군은 각기 중국 주둔 병력의 75%
와 63%를 집중 배치하여 八路軍과 新四軍을 공격했으며, 점령지역에 대
해서는 가혹한 지배정책을 실행했다. 이 두 해 동안 화북 해방구를 소탕
하기 위해 일본군이 1,000명 이상의 병력을 사용한 것만도 무려 174회에
달했고, 화북에서 봉쇄용 도랑을 1만 리나 파고 봉쇄용 담을 6,000여 리
나 쌓았으며 새로운 거점도 1만여 개 마련했다.11)
일본군의 중국공산당 해방구에 대한 공격과 봉쇄와 맞물려 국민당 군
대 또한 해방구에 대한 공격과 봉쇄를 강화했다. 1941년 1월 ‘新四軍事
件’(일명 晥南事件)12)으로 인해 國共 兩黨의 대립과 갈등은 갈수록 심각
었다. 그들이 비록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배우고자 했으나 중국의 정세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肖效欽•李良志 著,『中國革命史 第2卷』,(서울: 거
름, 1990年), 97-98쪽.
10) 1940년 8월부터 12월초까지 4개월에 걸쳐 화북지방의 5개 省에서 紅軍 100개
의 연대(정확하게 115개 연대), 총병력 40만을 동원하여 彭德懷의 지휘하에 일본
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전개한 것이 바로 ‘百團戰爭’이다. 당시 일본군과 汪
兆銘의 남경정부에 상당한 타격을 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효과에 반해 공산당
군대 또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일본과 국민당의 반격도 거세져 이후 공산당과
군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한다. 宇野重昭, 앞의 책, 138-139쪽.
11) 당시 일본군은 점령지에 대해서 ‘청향’(淸鄕: 비적을 토벌하여 지방의 안정을 도
모함)을 실행하여 식민지 통치와 경제적 약탈을 강화했고, 유격구에 대해서는 ‘잠
식(蠶食)’을 실행하여 봉쇄용 도랑을 파고 담을 쌓고 촌락을 파괴하여 평지화함으
로써 무인 지구를 조성했으며, 해방구에 대해서는 ‘소탕(掃蕩)’을 실행하여 인간
성을 말살하는 殺光, 燒光, 搶光이라는 이른바 ‘三光 政策’으로 해방구를 파괴하
고자 했다. 肖效欽•李良志 著, 앞의 책, 93-94쪽.
12) 新四軍은 원래 강서소비에트 정부가 붕괴되고 공산당 주력부대가 장정을 떠난
후 화남과 화중지역에서 게릴라전을 계속했던 홍군의 일부 병력이었다. 이들은
1937년 10월 국공합작 이후 新四軍으로 개편되었고, ‘百團戰爭’ 이후 국민정부
중앙군사위원회는 新四軍을 양자강 이북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1941년 1월
葉挺과 項英은 부대를 양자강 강남에서 안휘성 茂林으로 이동했는데 국민당 군대
수개 사단이 공격하여 괘멸시킨 사건으로 이후 國共 兩黨은 더욱 대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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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졌다. 국민당 정부는 八路軍과 新四軍에 대한 군비 지급을 40년에 이
미 1/5로 줄이고 40년 말부터 41년 초에 걸쳐서 陝甘寧邊區를 포위하는
등 점점 강력한 봉쇄를 감행했다.
1941년의 봉쇄 강화로 인해 변구지역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
혔다. 1941년에 처음으로 공산당은 자신들의 변구통화를 발행했는데 당
초 10만원을 발행한다는 계획과는 달리 41년 중에 200만원을 실제로 유
통했다. 이러한 다액의 지폐발행과 봉쇄에 의한 교역 두절 결과 아래의
〈표 2-1〉에서 보듯이 옌안지역의 물가가 폭등했다.
〈표 2-1〉 옌안지역의 물가지수 변화(1937~1945)
연도

옌안지역

1937

100

1938

143

1939

237

1940

500

1941

2,200

1942

9,900

1943

119,900

1944

564,700

1945

-

〈자료출처〉Lyman Van Slyke, "The Chinese Communist Movement
during the sino- Japanese War 1937-1945." in John K. Fairbank and
Albert Feuerwerker,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3,
685쪽; 서진영, 『중국혁명사』, 248쪽의 도표를 재인용.
게다가 변구정부는 국민당의 봉쇄가 강화되고 보조금이 완전히 두절되
자 예전에 없던 고율의 세금을 발표했다. 변구 인민에게는 증세부담 뿐
만이 아니라 그밖에 새로이 과세가 부가됐다. 구국공량의 징수량을 크게
확대했으며, 1941년에 개시된 정부 공채 500만원, 물품세(화물세), 양모와
가축에 대한 신세 35만원이 부과됐다. 그리고 128원을 목표로 영업세가
부과되고, 장정들의 참전으로 노동력 부족이 증대되어 빈번하게 노동력
이 염출됐다. 행정기관은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서 복권까지 발행했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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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42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과세가 공산당 지지의 보루였
던 빈농과 중농의 입장에선 가혹한 부담이 됐다.13)
그리고 1940년에서 1942년까지 화북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화북지역에서는 연이어 홍수, 한발, 병충해가 발생하여
진수(晋綏) 해방구의 식량생산은 2/3 이상 줄어들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邊區지역의 어려움은 심각했다. 1940
년에 근 40만이던 八路軍은 1942년에 30만으로 줄어들었으며 新四軍은
13만에서 1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 해방구의 인구도 1억에서 5,000
만 이하로 줄었다. 해방구 軍民의 경제와 생활은 모두 몹시 곤란해져서
입을 옷이나 먹을 기름, 채소와 종이, 병사들이 신을 신발도 없을 지경이
었다. 훗날 林彪는 이 당시 밤에 켜는 등불의 기름마저도 없었다고 표현
했다.14)
상술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당 중앙은 ‘十大政策’15)을 제정하여 당
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으며, 더불어 全黨 차원의 整風運動을 전개
했다.
1941년부터 1942년 2월까지 준비단계로서 정풍에 대한 문건을 발표하
고 이에 대해 학습하는 정풍 학습단계라 할 수 있다. 1941년 5월에 毛澤
東은 다시 옌안의 고급 간부회의에서 「改造我們的學習」이라는 문건을
발표하여 이론을 실제에 연결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 원리를 천
명하면서 主觀主義 풍조를 비판했다. 이 문건에서 毛澤東은 “主觀主義는
공산당과 민족의 적으로 主觀主義를 타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16)
1941년 9월 10일 당 중앙은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당내 역사,
특히 토지혁명 전쟁기 후기의 노선 문제를 검토한 뒤 다시 主觀主義와
宗派主義에 대한 반대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이 회의에서 王明 路
13) 李宣坭, 앞의 논문, 285쪽.
14) 宇野重昭, 앞의 책, 140쪽.
15) ‘10대정책’이란 적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는 것, ‘삼삼제’정권을 세우는 것, 감조
감식 운동을 전개하는 것, 정병 간정(精兵簡政)을 실행하는 것, 옹정 애민[擁政愛
民: 인민은 정부를 옹호하고 정부는 인민을 사랑하자는 운동]과 옹군 우항[擁軍
憂抗: 군대를 옹호하고 항일자의 가족을 우대하자는 운동]의 대중 운동을 전개하
는 것, 당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 생산 운동을 전개하는 것, 당의 작풍을
정돈하고 간부를 심사하고 시사 교육을 강화하는 것 등이었다.
16)毛澤東, 『毛澤東選集』第3卷, 795-8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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線이 그릇된 노선임을 밝혔고, 이에 대한 의견을 통일하였다. 당 중앙은
약 300명의 고급 간부를 몇 개의 조직으로 나누어 고급 학습조를 구성했
고, 정풍 학습을 진행했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란 방법에 의해 마르크
스․레닌주의 사상과 공산당의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主觀主義를 극복하
고 그 이론 수준을 끌어 올리고자 하였다.
1941년 12월에 毛澤東이 주장하여 편집한『六大以來』가 정식으로 출
판되었다. 이것은 당의 중요한 역사적 문건을 모아 놓은 것으로서 정풍
준비 단계에서 고급 간부를 학습시키는 주요 교재였으며, 많은 간부들이
경험적 교훈을 총괄하여 올바른 노선을 인식하는 데 유용한 것이었다.
정풍 준비단계는 실제로는 당 고급간부에 대한 정풍 학습운동이었다.
고급 간부의 사상 인식을 제고하여 全黨的으로 보편적인 整風運動을 전
개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자 했다.
이어서 1942년 2월부터 1942년 10월까지는 본격적이며 보편적인 整風
運動을 진행했던 단계로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점검과 투쟁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1942년 2월 초 毛澤東은 「整頓黨的作風」과 「反對黨八股」
라는 문건을 발표했다. 두 문건의 발표와 더불어 整風運動은 준비단계에
서 보편적으로 전개하는 단계로 바뀌었다. 이로부터 옌안의 정풍운동은
소수의 고급 간부가 참가하던 데에서 나아가 全黨 각급 지도 간부와 당
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바뀌었고17), 학습 내용도 정치노선을 주로 연구하
던 데에서 나아가 보편적인 사상 방법, 사업 방법을 교육하고 점검하고
투쟁하며 단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整風運動의 방침과 취지에 대해서 毛澤東은 당내 모순의 성질과 특징
에 근거하여 당내 투쟁의 역사적 경험을 총괄하고, “과거를 징계하여 앞
으로 삼가게 하며(懲前毖後),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한다(治病救人)”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비판과 자아비판을 통해 사상의 오
류를 바로잡는 동시에 당내 구성원들을 단결시키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데, 첫째, 지난날의 오류에 대해서는 사정을 두지
말고 반드시 적발하여 과학적인 태도로 나쁜 점을 분석하고 비판해야 한
다. 둘째, 적발하고 비판하는 목적은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사람
17) 이 당시 학습에 참가한 간부는 1만 98명이었다.

옌안(延安) 시기 整風運動의 背景 및 性格에 대한 고찰 – 김원곤

253

을 구하기 위해서이지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毛澤東
이 규정한 정풍 방침은 ‘左’를 반대하면서도 ‘右’를 반대하는 것이었고,
黨內 民主主義를 발양하여 비판과 자아비판을 전개함으로써 진리를 견지
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당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1942년 2월 초에서 4월 초까지의 시기는 보편적인 整風運動의 초기 단
계로서 많은 의견과 문건들이 발표됐고, 활발한 토론과 검증, 비판이 병
행하였다. 당시 王實味라는 중앙연구원 문예연구소 연구원은 이 시기에
「野百合花」와 「政治家, 藝術家」라는 문장을 발표하여 옌안 사회의
불합리함과 문제점, 어두운 면을 부각시켰다. 王實味에게 있어서 예술,
그 중에서도 문학의 역할은 정치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 것만큼이나 중
요한 것이었다. 또한 예술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봉건적 악습을 비판하여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野百合花」를 통해 항일체제 하에 대중
과의 단결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에 일부 고위 간부들의 관료주의
적 태도가 당과 혁명에 해를 끼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
다. 그러나 이런 그의 주장은 毛澤東과 그의 지지자들에 의해 ‘절대평균
주의’로 해석되어 결국 비판과 투쟁의 대상이 되었다.18)
보편적 정풍운동이 진행된 시기에는 대부분 主觀主義를 반대하는 것인
데, 요컨대 그것을 반대함으로써 學風을 정돈하고, 宗派主義를 반대함으
로써 黨風을 정돈하고, 黨八股를 반대함으써 文風을 정돈하는 것이었다.
宗派主義와 黨八股는 主觀主義의 각기 다른 표현이었다. 결국 정풍운동
의 핵심은 主觀主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
1943년 3월 하순에서 6월 초에 걸친 총결시기로서 각 단위의 보편적인
정풍학습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총괄하는 것 외에 학습에 참
가한 모든 동지들에게 자신의 思想과 삶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성하고 개
인적인 정리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 중앙 정치국은 3월 20일에 회
의를 개최하여 「關於中央機構調整及精簡的決定」이라는 문건을 통과시
켰다. 이 회의에서 毛澤東이 중앙 정치국 主席과 書記處 主席을 맡게 되
었고, 書記處는 毛澤東, 劉少奇, 任弼時 세 사람이 맡게 되었다. 毛澤東은
18) 구소영,「王實味事件을 통해서 본 1942年 延安整風運動」,『경북사학』제27집
(경북사학회, 2004년 8월),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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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를 통해 중앙정치국과 書記處에 대해 지도적 권위를 확보하게 되
었다.19)
1943년 10월부터 7차 당대회 전까지는 정풍의 제3단계로 당의 고급간
부가 참여하였다. 당의 역사를 학습하고 역사적 경험을 총괄하는 ‘심사간
부’(審幹) 단계는 거의 1년 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단계 학습의 구체적 임무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중국 혁명의 구체적 실천’의 결합이라는 근본 원칙에 근거하고 ‘實踐이
眞理를 檢證하는 유일한 標準’이라는 것을 기초로 하여 黨의 역사에서
잘못된 노선을 청산하고 아울러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자 하였다..
이 단계의 학습에 참가한 간부는 제1단계에 비해 적지 않게 늘어났다.
國民黨 통치 지구나 적 후방 근거지, 전선에 있던 劉少奇, 周恩來, 彭德
懷, 陳毅 등 중앙의 책임 동지를 또한 모두 옌안으로 돌아와 이 단계의
학습에 참가했다.20)
이 단계에서 당 중앙은 먼저 항전 이전 시기의 노선문제를 명확히 하
고 나서 다시 항전 시기의 노선문제를 학습하여 항전 시기의 노선문제를
가리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수많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학습 진행 결과 1943년 말 王明노선(항전 전후를 포괄)에 대해
서 全黨은 완전히 일치했다. 당 중앙은 한 내부 지시 속에서 처음으로
王明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들어 항전을 전후한 王明의 갖가지 잘못을 나
열하고 아울러 ‘7차 당대회’에서 비판하기로 규정했다.
1944년 4월 12일, 毛澤東은 옌안의 고급 지도 간부 회의에서「學習和
時局」이란 문건을 발표했다. 그는 이 문건에서 “중앙은 당내의 역사 문
제를 간부들에게 사상적으로 완전하고 명백하게 이해시키는 동시에 역사
상 잘못을 범한 동지들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때에는 관대히 하는 방침
을 취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당의 역사적 경험을 철저히 이해하여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동지들과 단결하여 함
께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21)라고 지적했다. 과거 역사의 잘못된 노선
을 비판할 때 간부들이 사상적으로 당시 잘못을 범했던 원인, 환경과 잘
19) 姜華宣․張蔚萍․肖甡 主編,『中國共産黨會議槪要』(1),
225-226쪽.
20) 肖效欽•李良志 著, 『中國革命史』 第2卷, 107쪽.
21) 毛澤東, 『毛澤東選集』第3卷, 891쪽.

(瀋陽出版社,

199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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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을 바로잡은 상세한 방법을 철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울러 지나치게
개인의 책임에 중점을 두면, 더욱 많은 사람들을 단결시켜 함께 일하게
할 수 없으며, 역사 문제를 처리할 때에도 이것에 비추어 “개별적인 동
지들의 책임문제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당시 환경의 분석, 잘못의 사회
적 근원, 역사적 근원, 사상적 근원에 치중하고, 과거를 징계하여 앞으로
삼가게 하며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방침을 실행함으로써 사상도
명확히 하고 동지들과도 단결하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
다”22)라고 했다.
1944년 5월 21일, 당 중앙은 확대 제6기 7중전회를 소집했다. 11개월이
나 진행된 이 회의의 결과 1945년 4월 20일에 역사적 문건인 「關於若
干歷史問題的決議」(이하 決議)를 통과시켰다. 이 「決議」를 통해 마르
크스․레닌주의 이론과 방법을 운용하여 중국 혁명의 문제를 해결한 毛
澤東의 성과를 긍정하고, 당의 역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들--특히
토지혁명 전쟁기 후기의 敎條主義를 특징으로 한 王明의 ‘좌’경 모험주의
노선에 대해 기본적인 결론을 내렸다. 또「決議」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의 일치된 기초 위에서 중국 공산당의 團結과 統一을 전례 없이 강
화하여 ‘제7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준비가 되
었다.「決議」의 통과는 정풍 운동의 성과였으며 정풍 운동이 성공적으
로 마무리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23)

Ⅲ. 整風運動의 背景 및 性格에 대한 각종 견해
옌안 시기 진행된 整風運動에 대해 毛澤東은 整風運動을 “마르크스 사
상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운동”24)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胡喬木은 당시
중국의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상황에 의거하여 整風運動이 반드시
필요했으며, 결과적으로 당 체계를 정립하고 노선 및 이념의 혼란상을
극복하게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25)
22) 毛澤東, 『毛澤東選集』第3卷, 892쪽.
23) 肖效欽•李良志 著, 『中國革命史』 第2卷, 109쪽.
24) 毛澤東, 「論軍隊生産自給,兼論整風和生産兩大運動的重要性」,『毛澤東選集』第
三卷(北京:人民出版社,1964年판), 1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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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객관적 조건에 대해서 1941년 이후 중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급
변하는 상황과 일본의 해방구에 대한 공세에 기인했다고 판단한다. 1941
년 독일의 소련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 일본 또한 1941년 12월 태평양전
쟁을 일으키며 영국과 미국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였다. 일본은 국제 파
시스트 세력과 연합하여 2차 세계대전을 감행함과 동시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공산당 해방구에 대한 강력한 공격과 봉쇄정책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해방구는 심각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됐고, 당 중앙은 ‘十大政策’을 제정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 整風
運動 또한 바로 이러한 危機를 벗어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이후 당내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노선상의 오류에 대해
毛澤東의 이념을 기초로 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1931년부
터 1934년까지 존재했던 王明을 중심으로 한 소련유학파들의 「左傾機
會主義」노선은 당내에 主觀主義와 宗派主義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중
국공산당의 근거지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26) 그리고 遵義
會議 이후에도 당 내부에는 여전히 상당한 노선차이가 계속 존재하고 있
었고, 이러한 노선차이를 극복하고 청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整風運動의 주관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1930년
대 후반 항일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되면서 애국심에 불타는 중국의 지식인
들과 대중들이 옌안으로 몰려 왔다. 당 중앙은 1938년 3월 「關於大量發
展黨員的決議」란 문건을 발표하여, 급증하는 당원을 수용했다. 그러나
새로 가입하는 당원들은 대부분 농민계급이거나 소자산계급에 속하여
‘革命의 적극성’은 높았지만 그에 비해 ‘프롤레타리아 意識’이 부족했고,
毛澤東은 이런 의식을 ‘가짜 마르크스주의’로 간주했다.27) 이런 문제를
25) 胡喬木, 『中國共産黨的三十年』(北京: 人民出版社, 1960年), 56-60쪽. 중국 역
사가들의 관점은 대체로 胡喬木의 견해와 일치하는데 이런 견해를 담고 있는 저
서로는 肖效欽•李良志 著, 『中國革命史 第2卷』,(서울: 거름, 1990年), 93-111
쪽; 胡華 主編,『中國革命史講義』(下)(北京: 人民大學出版社, 1980年), 545-546
쪽; 郝夢筆․段浩然 主編, 『中國共産黨六十年』(上)(北京:解放軍出版社, 1984年),
263-281쪽을 참조할 것.
26) 당시 근거지의 약 90%가 파괴됐으며 당이 양성한 ‘白區’의 지하조직이 궤멸되
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郭華倫, 앞의 책, 460-467쪽.
27) 毛澤東, 「論軍隊生産自給, 兼論整風和生産兩大運動的重要性」, 앞의 책, 110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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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운동’을 반드시
전개해야 한다고 보았다.
콘래드 브란트(Conrad Brandt)는 整風運動의 배경 및 성격에 대해 아
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28) 먼저 그는 整風運動을 ‘하나의 이념을 정립
하기 사상적 훈련과정’으로 보며, 그 배경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1937년 이후 본격적으로 국공 양당 간에 통일전선이 형성되
며 계급연대를 추구하게 되자 계급성격이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옌안
에 집결하면서 사상적인 불일치가 심각해졌다고 본다. 그리고 마르크
스․레닌주의를 교과서적으로만 이해하고 중국의 구체적 현실과 결합하
지 못하는 문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민족주의적 경향
을 적극 반영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중국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고 한다. 또한 이 시기 해방구 내에는 관료주의적 경향이 존재하여 학습
과 비판을 통해 통일적 당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한다. 당
중앙은 공식적인 문건들을 통해29) 교육과 비판을 병행하였고, 제7차 당
대회에 이르러 결국은 毛澤東主義(Maoism)이 형성됐다고 파악하고 있
다.
브란트는 정풍운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
째, 整風運動은 全黨 차원의 보편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육운동이었
으며, 수많은 당원들을 主觀主義, 특히 敎條主義의 오랜 속박으로부터 벗
어나게 했다고 본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중국 혁명
의 실제와 결합한다는 근본적인 방향을 알게 함으로써, ‘이론’을 ‘실제’에
연결하고 실제적인 것에서 진리를 찾는(實事求是) 사상적 토대를 구축하
여 당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고 항일전쟁과 중국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다. 둘째, 整風運動은 당내 기회주의의 정체를 밝혀
28) Conrad Brandt, Benjamin Schwartz and John K. Fairbank, "A Documentary
History of Chinese Communism",(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pp.180-182, 237-238, 402-405.
29)이런 점은 整風運動에 사용된 학습문건을 분석하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整
風運動의 학습문건은 모두 22편인데 그 중 毛澤東이 발표한 문건이 7편, 중국공
산당 내부문건이 7편, 그리고 康生과 劉少奇, 陳雲의 문건이 각 1편, 스탈린의 문
건이 3편, 레닌의 문건이 1편, 지미트로프의 문건이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
국 정풍학습의 주요 문건은 毛澤東의 문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당
원과 간부들의 사상학습에 毛澤東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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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으로써 가짜 마르크스주의를 일소했다. 소자산계급 의식을 프롤레타리
아 계급의 혁명성으로 전환하며, 全黨이 당 중앙을 중심으로 단결하게
했다. 이것이 공산당 조직의 활성화와 최종적인 혁명 승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셋째, 整風運動은 ‘과거를 징계하여 앞으로 삼가게 한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한다’는 방침으로 징계나 피의 숙청보다는 당내
모순을 해결하여 당내 民主主義를 발양하였다. 자아 비판과 교육을 통해
교화함으로써 당이 더욱 단결하고 공고해지도록 했으며, 당내 모순과 인
민 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는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당 건설 이론에 대해서도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본다.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은 옌안 整風運動의 초점을 중국공산
당이 다른 정치단체들을 압도하는 과정으로 보아야하며, 또한 중국의 공
산주의가 소련 공산주의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정풍의 대상은 새로 진입한 당원들과 형식주의자들이다. 그는 1935년
遵義會議 이후 毛澤東이 張國燾와 王明을 제압하고 당내 권위를 상당 부
분 확보했지만 신당원 가운데 상당수는 자산계급의 출신배경을 갖고 있
었으며,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항
일과정에서 이는 패배주의와 당 지도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다. 毛澤東은 정풍을 통해 자신의 통치지위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당내 기회주의자들을 제거하고자 했다. 그밖에 王明의 통일전선에 있어
서 右傾 投降主義, 그리고 당내 존재하는 많은 형식주의자들을 극복하고
자 하였으나 당내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중국의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
는 집단(특히 王明을 중심으로 하는 소련유학파들)에 대해 바로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존슨은 毛澤東이 항일시기의 민족주의 정서를 이용하여, 즉 ‘민족신화
(National Myth)’와 이념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광범위한 ‘대중노선’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결국 항일전쟁 이후 다시 발생한 내전에서 대
규모 군중의 지지를 끌어냈고 정권창출로 연결됐다고 판단한다. 그러므
로 整風運動의 성격을 ‘反蘇聯’으로 보기 보다는 민족주의사상을 이용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중국화’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중국공
산당은 자신의 대중동원 방식의 혁명을 추구하면서 코민테른의 영향력으
로부터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民族主義’적 요소를 강조하는 존슨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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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만약 일본의 침략이 없었다면 ‘毛澤東思想’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런 관점에서 존슨은 毛澤東의 整風運動을 종합하여 민족주의에 바탕
을 두고, 인민 대중의 입장에 기초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재해석하
였고, 공산주의 이론과 중국의 현실을 결합하고자 했던 이념의 총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결국 整風運動을 통해 중국공산당은 당내에
존재했던 서로 다른 노선의 차이를 극복하고, 제7차 당대회를 통해 통일
된 ‘毛澤東思想’을 정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整風運動
을 투쟁의 관점에서 ‘審幹’이나 ‘反奸’의 문제로 지나치게 파악해선 안 된
다고 주장한다.30)
마크 셸던(Mark Selden)의 경우 整風運動은 ‘大衆路線’을 채택하여 일
본의 침략과 봉쇄 危機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정책으
로 본다. 셸던은 毛澤東의 견해를 수용하여 “정풍이었지 숙청이 아니었
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며, “특히 간부들에 대한 교육운동을 통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산당이 명확한 지침 아래
다시 단결하는 과정”이었다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31)
대만의 郭華倫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毛澤東이 整風運動을 전개한 것
에 대해 아래의 요인들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1935년 7월 코민테른 제7
차 대회에서 각국의 공산주의 운동 내부의 문제에 대해 불간섭원칙(물론
제한된 범위 한에서의)을 천명한 이후, 1938년에 개최된 당 제6기 6중전
회에서 毛澤東의 당 중앙은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를 적극 주장하였다
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당원과 간부에 대한 사상에 대한 심사 및 개조
를 의미하는 ‘思想 革命’과 ‘毛澤東思想’의 확립으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둘째,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전격 공격한 후 소련은 위기에 봉착했
고, 결국 1943년 코민테른이 해산되었는데 毛澤東은 이 기회를 통해 整
風運動을 발동하여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개인숭배를 꾀했다는 것이
다. 셋째, ‘百團戰爭’ 이후 일본의 공세가 강화되자, 당 중앙은 1941년 하
30) Chalmers A. Johnson, "Peasant Nationalism and Communist
Power",(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7), pp.180-182, 237-238,
402-405.
31) Mark Selden, "The Yenan Way in Revolutionary China",(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pp. 177-200.

260

반기부터 ‘精兵簡政’을 실시하여 체제를 정비하려 했으나 장기간 유격전
으로 어려움과 해방구 지역에는 개인주의나 영웅주의, 독립주의와 같은
사상의 혼란과 파벌주의가 만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整風運動은 불
가피했다고 본다. 넷째, 1928년 모스크바에게 제6차 당대회를 개최한 이
후 1937년 말 王明이 소련에서 귀국했고, 그는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려
고 노력했다. 그러나 毛澤東은 당시 자신이 당내 조직과 이념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7차 당대회의 개최를 미뤘고, 옌안에 당 간
부들이 집결한 후 整風運動을 전개하여 자신의 이념을 학습하게 한 후 7
차 당대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다섯째, 1935년 1월 遵義會議 이후 비록
毛澤東이 당내 권력을 상당 부분 장악했지만 여전히 王明을 중심으로 한
소련유학파들의 견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한 코
민테른의 대표인 미프(Pavel Mif)가 부하린(Bukharin)과 함께 스탈린에
게 숙청을 당한 이후 이들 또한 정풍기간 중 비판을 받게 되었다.
郭華倫 교수는 옌안整風運動의 성격을 권력투쟁의 연속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당내에 존재하는 사상적 오류와 혼란을 방지하
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思想改造’의 형식을 빈 권력투쟁으로, 그 대
상은 바로 王明과 소련 유학파라는 것이다. 또한 王明이 주장하는 마르
크스․레닌주의를 오류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권위와 이념에 대한 주도
권을 확보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중국화’라는 개념을 적용했다고
본다. 더불어 공산당 성립 이후 존재했던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한 평가를
단행함으로써 자신의 ‘新民主主義 理論’을 정립하고, 결국 ‘毛澤東思想’을
체계화했다는 것이다. 整風運動을 통해 毛澤東은 중국공산당 내에서 정
치․군사․사상․조직에 대한 일원화된 지도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으
며, 이는 整風運動 발동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32)
또 다른 대만학자인 陳永發은 整風運動이란 당원들의 사상을 개조하여
사상적 일치를 이끌어내고, 다른 한편 毛澤東이 자신의 노선과 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소련유학파였던 당 중앙비서장인 任弼時와 劉少奇가 毛澤東을 지지함으
로써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33)
기본적으로 대만학자들의 견해는 整風運動의 숨겨진 의도와 권력 투쟁
32) 郭華倫, 『中共史論』第4冊(台北: 國關中心,1982年), 159-164쪽.
33) 陳永發, 『中國共産革命七十年』(上)(台北: 聯經出版社, 1998年), 361-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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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속성, 그리고 毛澤東이란 인물이 가진 권력의지를 강조하며 주목하고
있다. 즉 整風運動이란 毛澤東이 당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정풍과정에서 ‘審幹’과 ‘反奸’은 바로 정
풍이라는 것을 빌미로 한 잔인한 숙청이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김상협 교수는 그의 저서 「毛澤東思想」에서 “毛澤東의 整風
運動은 단순히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에 대한 보편적 교육운동만은 아
니었으며, 당내 투쟁을 통해 다른 노선을 지닌 정치세력과 정치인물들을
축출하고 毛澤東의 일인 통치를 굳히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毛澤東의 整風運動은 1936년부터 1938년까지 진
행된 소련의 ‘피의 숙청’과는 달리 비교적 온건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
며, 결과적으로 毛澤東은 整風運動을 통해 자신의 가장 큰 라이벌인 王
明을 비롯한 소련유학파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34)
서진영 교수는 그의 저서 『中國革命史』에서 整風運動의 과정은 毛澤
東사상을 바탕으로 중국공산당이 정치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소련과
코민테른으로부터 독자성을 찾아가는 과정인 동시에, 毛澤東과 毛澤東思
想을 중심으로 당조직 내부에서 사상의 통일, 지도의 일원화가 이루어지
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整風運動이 전개되면서 王明 등
으로 대표되는 소련유학파들의 당내의 영향력은 일소되었고, 당내에서
毛澤東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毛澤東은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되었고, ‘毛澤東사상’은 당의 지도이념으
로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역사를 毛澤東과 毛澤東사상
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이때부터 毛澤東에 대한 개인
숭배사상도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35)
그리고 항일전쟁 시기 옌안에 파견됐던 소련 기자인 블라디미르프
(Peter Vladimirov)는 당시 자신의 본 整風運動을 일기형식으로 출판했
는데, 이 책에서 그는 정풍운동이 “초기에는 思想敎育運動으로 시작했으
나, 이후 毛澤東과 그의 지지자들이 소련 지지파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립하고자 했던 잔혹한 정치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36)
34) 金相浹, 『毛澤東思想』,(서울: 지문각, 1967년), 177-189쪽.
35) 서진영, 『중국혁명사』,(서울: 한울아카데미, 1992년), 234-235쪽.
36) Peter Vladimirov, 『延安日記』(台北: 黎明出版社, 1976年)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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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옌안시기 진행된 整風運動이란 일반적으로 1942년 2월부터 시작되었
으며 1945년 중국공산당 제6기 7중전회에 이르러 몇 가지 구체적이며
중요한 결론을 발표했다.37) 이 회의에서 당 중앙은 “毛澤東 동지가 전당
에 걸쳐 전개한 整風運動과 당의 역사에 대한 학습과정에서 채택한 ‘병
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것과 ‘사상적인 면을 분명히 하여 전당의 단
결을 이끌어내는’ 방침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의 오류를 극복하고 사
상적․정치적․조직상에 일치를 끌어내는 위대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라
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셸던이나 존슨의 경우 당시 整風運動의 성공
은 항일전쟁 당시 민족주의 정서가 높았던 것에 기인한 바가 컸다는 점
도 주목해야 한다. 어쨌든 毛澤東은 遵義會議 이후 차츰 장악해 나가던
당내 지도권을 整風運動을 통해 완전히 장악해나갔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념적으로도 완전한 통치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부분은 7차 당대회의
黨章에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38) 결국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
주의와 중국혁명을 실천적으로 결합하는 毛澤東思想’이라는 통일적 지도
체계를 整風運動을 통해 완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整風運動을 단순히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보편적인 교
육운동’이라고 국한하여 규정하는 것은 부분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교육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아주
복잡한 노선 및 권력투쟁적 요인이 내포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
의 국제정세 및 민족주의적 경향에 편승하여 소련 및 코민테른의 영향력
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혁명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이후 전개된 ‘反右派鬪爭’이나 ‘大躍進運動’, ‘文化
大革命’과 같은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의 면면에는 옌안시기 整風運動의
모습들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으며, 이는 결국 毛澤東思想이 갖고 있던
내면의 모습이 현대 중국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毛澤東이
라는 한 사람에 의존하는 일원적인 정치 및 이념체계는 우리가 잘 알다
37) 毛澤東, 「關於若干歷史問題的決議」,『毛澤東選集』第3卷附錄, 996쪽.
38) 王子愷,於云鵬 主編, 『中國共産黨黨章 編』,(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1年),
5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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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피 이미 옌안시기 整風運動 가운데 드러난 성격을 통해 그 결과를 예
측할 수 있게 한다.
물론 당시 整風運動 이외에도 당 중앙이 실시한 ‘10대 정책’을 비롯한
섬감녕변구정책들은 큰 효과를 발휘하여, 항일전쟁 이후 공산당이 국민
당을 물리치고 정권을 장악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
는 사실이고, 당시 毛澤東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였음에 틀림없다. 그
러나 3장에서 살펴봤듯이 整風運動 가운데 ‘王實味 사건’에서 보듯이 반
대 의견에 대한 처벌과 민주에 대한 제한된 견해(결국 민주집중제에 의
거하여 민주는 절대적 민주개념이 아니라 제한된 민주, 즉 집중에 초점
을 맞춘 것이었다는 것)들은 훗날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의 성격으로 연결
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整風運動을 내부의 투쟁으로 국한하여 ‘비판-학습-단결’을 이루고자
하는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노선과 파벌을 강력한 힘으로 제압하
는 경향을 보인 것은 훗날 국가 성립 후 중국의 여러 가지 정치운동 가
운데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경향이었다.
더불어 서구 학자들은 整風運動의 대중적 성격, 즉 대중이 주도하고
개혁하는 면을 높이 평가하여 毛澤東思想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대중운
동을 꼽는데,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毛澤東이나 당시 중국 주요 지
도자들이 인민대중의 주관적 능동성을 높이 평가하고 활용한 것은 분명
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관점에
의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시대적 환경 자체가 ‘항일민족주의에
의한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했고, 계급연합을 통해 공산당의 세력을 극대
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인민 대중을 중시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1966년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고 동원된 홍위
병이나 인민 대중들은 결국엔 다시 정권으로부터 재심판을 받아야 했다.

[參考文獻]
김도기, 『현대중국공산당의 이해』, 통일신문사, 2008년.
김상협, 『毛澤東思想』, 지문각, 1967년.
벤자민 슈워츠 저, 권영빈 역, 『中國共産主義運動史』, 形成社, 1983년.
서진영, 『중국혁명사』, 한울아카데미, 1992년.
申相楚 著, 『中國共産主義運動史』(1919-1987), 集文堂, 1987년.
辛勝夏 著, 『中國現代史』, 大明出版社, 1992년.
宇野重昭 저, 김정화 역, 『中國共産黨史』, 日月書閣, 1984년.
에드가 스노우 저, 신홍범 역, 『중국의 붉은 별』(하), 두레, 1985년.
中國史硏究會 編著, 『中國革命의 展開過程』, 거름, 1985년.
郝夢筆․段浩然 主編, 『中國共産黨六十年』(上), 解放軍出版社, 1984年.
郭華倫, 『中共史論』(3․4), 國立政治大學國際關係中心, 1984年.
中共中央黨校黨史敎硏資料組編寫,『中國共産黨歷次重要會議集』(上),上海
人民出版社,1982年.
王健英, 『中國共産黨組織史資料滙編--領導機構沿革和成員名錄, 北京紅
旗出版社, 1983年.
韓泰華, 『中國共産黨--從一大到十五大』, 北京出版社, 1998年.
姜華宣․張蔚萍 主編, 『中國共産黨會議槪要』, 瀋陽出版社, 1991年.
廖蓋隆, 『毛澤東思想史』, 紅葉出版社, 1994年.
王健民, 『中國共産黨史稿』(第2篇), 中文圖書供應社, 1974年.
毛澤東, 『毛澤東選集』(第2,3卷), 北京人民出版社, 1964年.
唐曼珍, 『毛澤東與中共黨史學』, 人民大學出版社, 1993年.
胡繩 主編, 『中國共産黨的七十年』, 中共黨史出版社, 1991年.
王功安 毛磊, 『國共兩黨關係史』, 武漢出版社, 1988年.
王子愷,於云鵬 主編, 『中國共産黨黨章彙編』,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1年.

옌안(延安) 시기 整風運動의 背景 및 性格에 대한 고찰 – 김원곤

265

【中文提要】

中國共産黨歷史的分期,依照其中央指揮基地的變更,約可分爲四個時期,卽
上海時期·江西時期·延安時期·北京時期. 延安時期乃從一九三五年十月到一
九四八年十月黨的臨時首都在陝西省北部的延安.這個時期可以說中國共産黨
起死回生的轉捩點,因爲,它以‘停止內戰,一致抗日’的口號下擴大根據地,把延安
作爲‘抗日民主’的基地. 延安整風運動,通常是指中國共産黨在延安地區自一九
四二年二月起展開的一系列思想改造的所謂敎育運動,時間上一直延續到一九
四五年的中國共産黨‘七次黨大會’得到具體總結爲止.
對於這個中國共産黨歷史上第一次普遍深入且時間長達三年的整風運動,各
方評價不一. 基本上,整風運動單純就字面意義而言,其任務乃在「反對主觀主
義以整頓學風,反對宗派主義整頓黨風,反對黨八股以整頓文風: 其結果則是毛
澤東勝利之完成了其在中國共産黨的政治 組織和思想上的團結統一的目的.
所以毛澤東設整風運動是「一個普遍的馬克思主義的敎育運動」:但是台灣學
者郭華倫認爲「整風運動是中國共産黨史無前例的一次長期的殘酷的鬪爭和
整肅」: 美國學者 Mark Seldon 則認爲「整風幷非整肅」,其目的是要使
「所有幹部,尤其是被指控曾犯過嚴重錯誤者.......在運動中중獲改造和團結」,
因此這是一個「治病救人」的過程.
延安整風是中國共産黨歷史上以及所謂「毛澤東思想」形成過程中的一個
重要階段.一九三五年的遵義會議後,毛澤東逐漸地取得了黨內領導權,但是思
想層面上,在經過延安整風運動的階段後,「毛澤東思想」才眞正佔據中共意識
形態領域中的統治地位. 中國共産黨‘七次黨大會’的黨章中規定:「中國共産黨
以馬克思主義理論與中國革命實踐之統一思想--毛澤東思想,作爲一切工作的
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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