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묵 깬 中지식인들 “공산당, 역사무대서 물러

나야”(上) 

중국 개혁개방 40 주년을 맞아 100 여 명의 중국 학자 및 전문가들이 1978 년 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래 중국이 달성한 발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진정한 개혁의 의미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SNS 에 올렸다.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 등 명문대 소속 교수, 전(前) 판사, 언론인 등이 포함된 지식인 1

00명은 한두 문장의 짧은 글을 통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 더욱 진전된 경제 자유화, 자

유선거제 촉구 등에 관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난 40년간의 개혁은 가짜 개혁’, ‘중국 공산당의 개혁은 이미 

죽었다’는 등의 말을 남겼다. 또한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줘야 하고, 입헌 민주제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먹고 사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저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중국이 국제사회에 통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100인의 글은 지난해 12월 29일 ‘중국 개혁 개방 40주년에 대한 중국 지식인 100명

이 전하는 소고’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됐다. 해당 기사는 중국 정부의 검열로 곧 내려졌

으나,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공유된 뒤였다. 

뉴욕 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중국의 많은 경제전문가와 학자들은 베이징 당국이 중국의

 미래 개혁개방을 위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학자 중에는 정부의 늑장 개혁 행보에 실망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

다. 

정예푸 교수의 호소와 중국 민중 성원 

전(前) 베이징대 교수이자 저명한 사회학자인 정예푸(鄭也夫)는 최근 ‘중국 공산당은 역

사무대에서 퇴장하라’는 호소의 글을 썼다. 

그동안 주로 사회발전 문제를 관찰하고, 정책 비판에 앞장서 대중들 사이에서도 명망이 

높은 정예푸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폭력을 피하고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평화롭게 역사 무대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중국의 수많은 인민과 집권당을 위하는 길”이

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현재 모든 책임을 정치인들에게 떠넘길 수 없다. 오늘날의 지식인들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양심에 충실하고 자신의 견해를

 용기 있게 말했다면 중국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발표한 ‘정치 개혁이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 공산당은 

70년의 통치역사 속에서 중국인들에게 너무 많은 재앙을 가져다 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오늘날까지 발전·변화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는 자체 

수정 메커니즘을 거의 완전히 상실했다.…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은 벼슬을 하기 위함이고

, 공산당을 지키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다.…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적개

심은 날로 커지고 있고, 위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추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비록 중국에서 출판되지는 못했지만, 해외 중문매체들에 널리 전재돼 수많은 토

론을 촉발시켰다. 

중국 네티즌들은 민감한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일부 내용을 웨이보에 옮겨 싣고는, 이 

글을 통해 위안을 얻었다며 정예푸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회에는 이런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지식인은 합리적 방향을 제시할 책

임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베이징대 정신이자 진정한 애국”이라고 말

했다. 

자신의 목소리 내기 시작한 지식인들 

웨이젠싱(尉健行) 전(前)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원고 담당자인 왕여우췬(

王友群) 박사는 “2019년에 울린  베이징대 정예푸 교수의 외침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세

계를 놀라게 했다”고 밝혔다. 

베이징대학 출신 중국 민주당 왕쥔타오(王軍濤)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중

국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모두 공산당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산당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뒤에선 많이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석에서 잡담할 때, 공산

당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지식인들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접속 차단시킨 사이트를 우회 접속하면 벌금을 물리거나 소환하는 등

 여론을 엄격히 통제하는 중국의 현재 상황에서, 정예푸같이 공산당의 역사무대 퇴장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지식인은 정말 드물다”며 “그러나 호소하는 방식만으로는 독재 정

치를 끝낼 수 없고 반드시 행동해야하며, 민중을 조직해 폭정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

다. 



왕쥔타오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역사 무대에서 그냥 퇴장할 수는 없다. 퇴장이라는 것

은 적어도 나쁜 짓을 안 했거나, 집권 시기에 저지른 나쁜 일들에 책임졌을 경우만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많은 국민이 모두 중국 공산당이 하루 빨리 무너지길 바라고 있다. 공산당 정

권은 몰락하는 모습 또한 흉측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죄악이 너무 많기 때문

이다”라고 꼬집었다. 

샤예량(夏業良) 전(前)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 공산

당의 개혁과 개선 가능성을 볼 수 없기에 체제 내 학자들이 점점 더 실망하고 있다. 따라

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점점 더 많이 내고 있지만, 공산당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반인륜, 반문명의 길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며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내리고 있다

”고 말했다.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936 

 

침묵 깬 中지식인들 “공산당, 역사무대서 물러

나야”(下) 

인민대 교수이자 국제통화연구소 이사 겸 부소장인 샹쑹쭤는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정부 기관의 연구원으로부터 2018년 중국의 실질적 경제성장률은 1.67에 불과하며 

어쩌면 더 낮을지도 모른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지도자가 강력한 개혁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 중국 경제는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고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며, 그로 인해 상황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연말 중국 SNS에는 ‘100명의 지식인이 발표한 개혁 개방 40년에 대한 소감문’

이 올라왔다. 저마다 짧지만 솔직하게 쓴 글들은 중국 공산당의 급소를 찔렀다. 

이에 네티즌을 비롯한 수많은 중국 민중들도 한 목소리로 성원했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 및 민주주의 지도자로 알려진 

자오창칭(趙常靑)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암울한 시대일수록 이런 호소가 필요하다. 최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936


근 2년 동안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의 집권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저명한 여성 작가 샹리(向莉)도 SNS를 통해 "이것은 중국 지식인의 2019년 

신년선언으로, 반드시 자유를 지켜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반드시 퇴장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베이징대의 한 대학생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 체제의 고위층은 역도태형(

우성이 도태되고 열성이 살아남는 '열자생존')"이라며 "진정으로 정치 개혁을 하거나 그

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도태됐고, 개혁은 이미 죽었다"라고 말했다. 

진정한 개혁이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18일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회주의 

노선에 따른 국가 발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으나 학자 및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개

혁은 이미 죽었다며 진정한 개혁 노선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했다. 

몇몇 전문가들은 언론의 자유와 경제 자유화를 특히 강조했는데, 베이징 정치평론가 차

이션쿤(蔡慎坤)은 “개혁은 국민이 굶주리지 않는 것뿐 아니라 솔직한 의사 표현 행위에 

겁먹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산둥성 언론사 소속 첸바오첸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 없는 개혁개방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 밖에 다른 인사들도 법과 자유 선거를 통한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싱더우(胡星斗) 베이징이공대 교수는 “시장과 법에 반(反)하는 정책을 추진했던 과거 

개혁안을 끝내고, 진정한 시장경제와 법이 존재하는 국가를 건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새로운 자유 지식 운동을 통해 ‘새로운 개혁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첸판(張千帆) 베이징대 법학원 교수는 “최근 중국 사회에서 목격되는 인권 침해 및 탈

법 행위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진정한 선거제도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체제 개혁’이

라는데 뜻을 모으고 입헌민주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2019 년은 급변하는 해가 될 것 

많은 중국인들이 2019년은 중국에 있어 평범하지 않은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봉구필란’(逢九必亂·아홉 숫자를 만나면 반드시 난리가 난다)이라는 말이 있다. 1919년 

발생한 5·4신문화운동을 비롯해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1979년 베트남 전쟁, 

1989년 톈안먼 사건, 1999년 파룬궁 탄압 시작 등 실제로 9의 해에 중국에서 역사적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자오창칭은 “역사에서 보면 2019년은 특별한 시점을 가진 해”라며 “2019년은 5·4신문

화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며, 중국 공산당 정권수립 70주년의 시점이다. 80년대

 중국민주화 운동의 서막을 알린 시단민주벽 운동 40주년이자 89학생 민주화 운동과 6

·4 톈안먼 대학살 30주년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권력 통치의 수명이 70년을 넘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다. 소련, 멕시코, 사담 

후세인, 카다피 등 수많은 전체주의, 전제정권의 과거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베이징 정

권도 2019년에는 자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징추(荊楚)는 “이 사회에 대해 각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긍정

적인 현상”이라며 “공산당은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해치며, 중국 전체를 나라같지 않게 

만들었다. 환경오염, 빈부격차, 사회적 갈등은 눈덩이처럼 쌓여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

다“고 한탄했다. 

교도통신은 엄격한 언론 통제가 이뤄지는 중국에서 저명 지식인이 일당독재 체제에 반

기를 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난 7일 보도했다. 

또한 그 배경에 대해 시진핑 지도부의 통치에 대한 위기감이 지식층으로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100명의 지식인들이 용기를 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어쩌면 2019년 중국의 운

세를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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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명의 중국 지식인의 40 년 "개혁 개방" 

中国百位公共知识分子“改革开放”40年感言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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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40 년간의 개혁 개방에 대한 중국의 100 여 지식인의 진정한 

증언이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개혁은 크게 변화하고, 무역을 개방하고, 사람들의 생계를 바꾸고, 무역은 

공평합니다. (안신 벤, 중국 사회 과학원 연구원, 베이징) 

그 나라의 핵심 이슈는 방향이 없고 방향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오 펭샨, 

상하이 대학교 교수) 

개혁은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두가 감히 말해야합니다. 

말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혁은 또한 돈을 훔치거나 모으는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번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Cai Shenkun, 베이징 독립 판사) 

파티의 역사적 위치는 그것이 영광스런 목록이든 부끄러운 칼럼이든 상관없이 

파티의 역사적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Cai Xia, 베이징 중부당 학교 교수) 

중국은 현재의 국내 및 국제 정치 및 경제적 압력에 대처하고 곤경을 없애고 

세계의 숲에 통합하고서야 하며 진정한 개혁과 개방의 이행 만이 탈출구가 

아님. (장 카이 베이징 학자) 

말과 생각이 자유롭지 않으면 개혁과 개방은 의미가 없다. (첸 바오 쳉, 산동 

미디어) 

사적 재산권과 자유 시장 경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혁은 개혁이다. 

개혁의 방향은 인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첸 Tiannan, 절강 사업가 

전 변호사와 판사) 

역사에서 가장 어지러운 역행, 우리는 현장에 있습니다. 개혁에는 금지 된 영역이 

없으며, 권력을 풀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Chen Guanzhong, 베이징 독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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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은 전체입니다. 이것은 메이지 (明治) 사상가 후쿠자와 (福井 澤)의 150 년 

전의 결론입니다. 소위 "국가 조건"을 강조하고 제도적 변화를 거부하는 모든 

길은 절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첸 Haowu 북경 공공 복지) 

중국으로 이주한다는 목표는 정상적인 현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 발전의 일반적인 법률을 따르고 중국의 특정 국가 조건과 결합 된 

국가입니다. (첸 안후이 안후이 사회 학자) 

Wuxu 겨울 추위는 Deng 공을 물었다, 은퇴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능, 누가 

그들의 무게를 되 찾을 하늘을 조언? Hehai Chun 은 자금성을 꿈꾸며 물은 배를 

뒤집어서 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주조 감금소, 헌법 체계, 왜 당나라 

Taizong 가 필요합니까? (첸 시하, 장시 시인 변호사) 

위대함은 태초에 있으며, 방향은 길을 결정하며, 무지는 지혜가 되고 자유는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谌 洪 果, 산시 Zhiwuzhi 설립자) 

국내외 개혁의 역사는 개혁이 홀로 수행 될 수 없고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제한 구역 없이 개혁과 개혁을 종합적으로 심화 할 

것입니다. (청 Guangquan 베이징 학자) 

현대 문명 국가에서는 인권 철학이 수립되었고, 고대 중국은 세계를 대중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중국 본토는 지금까지 이 점과 거리가 멀었다. 이것이 바뀌면 

나는 함께 일할 것이다! (추 쳉 모방 북경 정치 학자) 

지난 40 년 동안 나는 너무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수많은 아름다움, 추악함, 

선악을 목격했으며 광야를 보고 삶의 변화를 알며 세상을 보려고 점차적으로 

배웠습니다. 누가 단점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습니까? 누가 그것을 

반대합니까? 고상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명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마음 속에 

카운트가 있고 펜에 뿌리가 있습니다. (딩동 베이징 역사 학자) 

나는 40 년 이상 전에 살아 있었고 서두르고 있는 상태를 고대하고 있음을 

기억한다. 나는 지금 그 상태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슬픔, 세상의 

환생은 내 불의에 빠졌습니다. (산동 대학교 풍리 교수) 

수천 단어, 나는 단지 말하고 싶다 : 40 년의 트레킹과 100 년의 고통이 지나갈 

것이다, 재단의 기초가 오고있다, 우리는 문명화 된 헌법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Gao Quanxi 상하이 헌법 학자 상해 교통 대학) 

현재의 공식 중 일부는 "위대한 도약"시대의 언어로 돌아 간다.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위헌 행위는 지금까지 표로 남겨져 있으며 관련 당국과 정부 기관은 이를 

교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은 구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빈 단어조차도 

"말하기보다 잘 말하는"것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말"이어야 합니다. (Guo Daohui, 

베이징 법학) 



역사의 바퀴는 앞쪽으로 굴릴 수 있으며 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침묵 할 수 없으며, 울고 세상을 이 역사 발전의 필연적 인 

법칙을 알게해야 합니다. (Guo Hengzhong 베이징 법률 매체) 

개혁은 소련 - 러시아의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Guo Xianghong, 산서 대학교 

교수) 

피크 회로의 개혁과 개방은 10 개가 넘고 30 개가되었고, 그 나라의 헌법 지배는 

2 개와 6 개가되었다. (구오 유화 (Guo Yuhua), 베이징 칭화 (Tsinghua University) 

교수) 

오래된 길을 택하지 말고 악의 길을 택하지 말고 안정적이고 편견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세계에 단지 두 개의 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 가지 마십시오. (그는 웨이 팡, 베이징 법대 교수) 

개혁과 개방은 국제 규범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준수하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He Jiangbing, 베이징 독립 금융 학자) 

개혁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개방성은 미국과 일본 및 모든 문명 사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버려진 사십 년 중국이 근본적인 변화 경우, 그 소외의 결과는 

같은 실수를, 재해의 유일한 사용해야 합니다. (그는 Yanguang 베이징 뉴스 기자 

사진 작가) 

권위주의적인 고대 국가의 개혁과 개방은 복잡하고 길고 격동적인 사회적 

상황이어야 합니다. 나는 개인 다큐멘터리와 이 복잡한 얼굴의 고통에만 

직면합니다. (Hu Jie Jiangsu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 

안티 시장의 끝은, 소위 "개혁"의 안티 합법화 진정한 시장 경제 국가, 법의 실제 

규칙을 확립, 따라서 열려면 마음과 움직임을 해방의 새로운 라운드 수행해야 

한다 "새 개혁 개방을." (Hu Xingdou, 베이징 공과 대학교 교수) 

개혁과 개방의 가장 큰 의미는 깨달음의 인식, 즉 서양 문명의 계시에 대한 

인식이다. 어떤 후퇴도 마음의 깨달음과 영혼의 구원을 막을 수는 없다. 믿음의 

자유는 첫 번째 자유입니다. (하오 칭송 천진 미술 장학생) 

Hedong 30 년, Hexi 30 년. 밀레니엄의 기회, 돌을 느끼면서 강을 건너고, 오른쪽 

다리가 지나갔고, 왼쪽 다리가 아직 안 왔어, 어디로 가고 있니? 하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Benbubing, Bangben 입니다. (교수 한싱 베이징) 

국민에 대한 권리는 진정한 개혁입니다. (Hong Zhenkuo Beijing Independent 

Scholar) 

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점차 개선 될 수 있습니다. 40 년의 개혁의 핵심은 

방향이 "강을 건너다"즉 자유를 개방하고 석방한다는 것입니다. (Jasijin 북경 학자) 



법의 지배는 개혁의 수단 일뿐만 아니라 개혁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사회주의의 속성 일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Jiangping Beijing 

Jurist, 중국 정치 정책 대학 교수) 

40 년간의 개혁의 성과는 "중국 모델"의 완화로 인한 결과이며, "중국 모델"의 

성공이 개혁 성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그것은 잘못되고 슬프다. (장쩌민 펭 상하이 

학자) 

40 년 동안 우리는 개혁을 위한 모든 수단을 다 써 왔지만, 70 년 전에 잘못된 

선택을 피했습니다. 당신이 책임을 물을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만합니다. 진실만을 

알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리 배럴 베이징 법학자 사회 학자) 

140 년의 개혁, 오래된 노인. (Li Dongjun, 베이징 역사 학자) 

개혁과 개방은 불가사의 한 역사적 추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미래의 역사는 여러 

세대의 투쟁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Li Gongming, Guangzhou 

Scholar) 

변호사 제도는 사적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대중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변호를 막을 수 있는 대중의 능력이 계속 약해질 때 

조심하십시오. 결과는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사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대중의 권리는 격렬합니다." (Li Fangping, 베이징 변호사) 

개방성은 가장 큰 개혁이며 개방성은 정상 국가와 문명 사회와 

일치합니다. 당신이 문을 열지 않으면 길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문명 

사회와 당신의 사람들에 의해 버려 질 것입니다. (Li Xueyuan, Hubei Entrepreneur) 

개혁을 수용, 세계 문명으로 통합, 노래 Tianhuahai 의 미래, 외로운의 역사를 

반대로, 나라를 폐쇄, 심연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Li Nan Hebei 시인 중국인은 

지금하고 있으며, 미래와 관련이 있어야합니다. (Li Shuguang 천진 학자) 

40 년 동안의 모든 과정을 거쳐 나는 열심히 일했고 내 자신의 책임과 능력을 

공유했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것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Li Xianting 북경 미술 실무자) 

40 년간의 개혁 개방의 가장 중요한 업적과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회"의 

출현이다. (선더 베이징 역사 학자) 

헌법에 안치 언론의 자유는, 엄숙한 표정으로 "자유"의 핵심 가치가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적 갈등을 증가, 현실, 충분하지 않은 정보 흐름의 게시물 

폐쇄를 삭제할 그룹 제목에 살고 있습니다. (Liu Hu Chongqing Independent Media) 



"종교 자유, 교회와 국가의 분리, 모든 형태의 종교 차별의 제거"는 현대 국가 

문명과 진보의 신호이다. 40 년 동안의 중국의 개혁과 개방은 갈 길이 멀다. (리우 

웨이 베이징 종교 학자) 

나의 40 년간의 간증 : 나는 40 년의 어려움이 역사적인 순환보다는 개인의 

권리에 기반한 현대 문명을 가져 오기를 희망한다. (Liu Yawei Shandong 

Independent Writer) 

개혁은 어렵지 않습니다. 개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Lu 

Nan Henan University 동문) 

대결. (Ma Licheng 북경 학자 "인민 일보"원저자) 

개혁과 개방의 40 년을 기념하여 내가 가장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독서에 금지 된 

곳이 없고 인터넷에 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 용, 중국 사회 과학원 연구원, 

베이징) 

중국 정부는 권력을 통제하고 자유와 권리의 질서를 장려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오 슈롱, 중국 인민 대학 행정 학부, 베이징)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 보호는 민주주의 진전과 분리 될 수 없습니다! 현 

헌법 제 34 조와 제 35 조의 진정한 이행은 헌법의 권위의 근원이며 헌법에 따라 

통치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Qinqian 레드 호북 대학 

무한 교수, 법학 교수) 

개혁의 사십 년이 이미 커튼 콜이 상황에서 삼천 변화가 계속 교반되고, 이 때, 

운명은 오직 노력이 있다, 인사 연습, 우리를 위해 행하신 전력을 제외하고 

있지만, 내부 전화로, 전용 추구 듣고 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 (Rong Jian 

Beijing Independent Scholar) 

진정한 개혁은 여론 응답, 시장 대응 및 국제 대응의 세 가지 주요 응답을 

가져야하고, 있어야하며, 있어야합니다. 경험 40 년, 시력 생생하게! (Shi Zhongwen, 

북경 북 공업 대학 교수) 

개혁 또는 개혁은 문명화되거나 야만적입니다. (Sheng Hong Beijing Economist) 

말하기의 자유, 투표권 없음. 40 년 동안 강을 건너면서 개혁 연설은 

끝났다. 혁명이 보수적 인 것보다 더 빠르다면 그들은 그들의 손에 "돌"을 버릴 

것이다. (Shuai 베이징 독립 학자 미술 평론가) 

개혁과 개방은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것과 같으며 모든 종류의 사고와 재해를 

없애기 위해 40 년 동안의 일을 완전히 복구하지 않은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현대 시민 사회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Su Xiaoling, 

베이징 작가 미디어) 



나는 추운 겨울 밤을 살아 남았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당나라 

장학생이 없다) 

"야생의 황야", "벤 가나안"에서 10 년간 트레킹 한 "출애굽"은 100 년 이상의 

자유 추구와 발전을 거듭하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왕 동성, 중국 베이징 청년 

정치 대학 교수) 

Tan 씨는 개혁과 개방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옛 변화의 끝과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나타낸다. 나는 이 시간이 3 천년 동안 중국 국가의 독재를 능가 

할 것으로 희망한다. (왕 장송 베이징 노동 학자) 

40 년 동안 퇴각 한 주된 이유는 시스템의 기본 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견제와 균형을 세우지 않았으며 헌법 제정주의로 나아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리비아당은 길들여지지 않았다. (왕 지안 선 북경 학자) 

길을 가로 질러, 방해받지 않는 추진력은 벌써 형성되었다. 그리고 추진력은 차의 

팔만이다. 정맥의 깊은 바닥, 울퉁불퉁 한 뒤 또한 불가피하다, Guoshi 는 앞으로 

가야한다. (왕 하오 베이징 중국 기업가 복지) 

넓게는 Pingping 의 지시에 가까운 인턴쉽을 "보다 포괄적이고 인내심을 가진 

네티즌에게,시의 적절하게 건설적인 발언으로 ..."(Wu Fei Zhejiang Zhejiang 

University 교수) 

40 년 동안의 바람과 비, 대립이 치열합니다. 오늘날 변화는 실제로 끝났고 

도로는 어둡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지 마십시오. 빛이 앞쪽에 

있습니다. 제 세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Wu Wei Beijing Independent Scholar) 

사건은 재활되었지만 대량 생산되었습니다. 사법 개혁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정의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사건을 시정하고 명예 훼손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 레이 산동 

변호사) 

중국의 큰 변화는 멈출 수 없다! (Xu Zhangrun, Tsinghua University 교수, 베이징)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는 미래만큼 어둡다. 그러나 우리가 학자들의 책임이 

되도록 합시다. (선무 산시 작가 시인) 

오늘날의 중국은 급류 속에서 방향을 잃은 커다란 바퀴입니다. 방향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다의 방향, 즉 자유의 방향입니다. (무한 독립 해설자 웃음)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인권과 존엄성 및 국가 운동과 관련이 있다. 2018 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새해가 함께 생각, 신념 및 표현의 공간을 지원하기를 

희망합니다. (Xiao Xuehui Sichuan Scholar) 



40 년의 더위와 추위는 바다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망, 얼마나 많은 

기쁨과 슬픔. 문명은 눈 깜짝 할 사이에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강과 호수는 

가라 앉고 있으며, 사원은 꽤 낙관적입니다. 지구는 얼어 붙어 안개가 

매혹적입니다.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니지만 최대 절전 모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땅을 깨고 돋아 나는 봄에는 덥습니다. 강과 강, 태양, 달. (베이징 

학자들의 작은 그룹) 

개혁은 긍정적 인 반전을 가져 왔으며 개혁의 이름으로 거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개혁의 신호는 물질적 번영의 번영뿐 아니라 국민의 퇴각이며 

시민권에 대한 우려는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옹 Feijun 호북 박사) 

나는 사람들의 자기 관리 능력을 믿으며, 시장과 법의 지배를 믿고, 세상을 믿는다. 

이것은 개혁의 원천이며, 그 해의 개방과 오늘의 곤경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예 

Yizheng 베이징 시인 칼럼니스트) 

나는 물에서 40 년 동안 돌을 만졌고, 만질 필요가 없고, 바다는 무한하며, 등은 

해안이다 : 시장 경제, 법에 의해 통치 된 국가, 시민 사회. (광동 문학 학교 남부 

주말 수석 편집자)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실시 : 두려움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교육, 어린이의 

수면을 보장하는 교육, 그리고 교육의 정상화. (Yang Dongping, 베이징 교육) 

40 년 동안, Shiyi 는 움직 였고, 개혁과 개방은 시대에 발 맞추어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개혁의 방향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부까지도 열려있다. (Yang 

Peichang, Ph.D., 베이징 경제사, 독일) 

마르크스로 돌아 가면 :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없으면 다른 모든 자유는 거품이 

될 것입니다."(절강 베이징, 북경 외국 대학, 교수) 

중국과 외국의 역사에서 개혁의 성공 또는 실패는 주기가 5-10 년입니다. 덩 

샤오핑 (Deng Xiaoping)은 양극화가 있다면 개혁이 실패 할 것이라고 말했다. 40 

년 동안 아무도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개혁은 항상 길 위에있다"... (Zhang 

Lifan, Beijing History Scholar) 

개혁은 설계 될 수 없었으며, 개혁은 오류 정정에만 근거 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교정되어야 합니다. (Zhang Longfei, 베이징 철학자) 

친구, 당신은 붉은 태양이 땅에 쇄도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장 시지 

베이징 변호사) 

정치 체제의 개혁 만이 진정한 개혁이며 이데올로기 적 문화의 개방 만이 

진정으로 열려 있습니다. (Zhang Shuguang, 베이징 사범 대학교 교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사회의 모든 문제, 특히 인권과 법치의 병변은 실질적인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존재합니다. 진정한 개혁이나 선거는 

없습니다. (Zhang Qianfan, 베이징 베이징 대학 헌법학 교수) 

Laozi 는 말했다 :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나는 모른다."Deng Xiaoping 의 가장 큰 

지혜는 그의 무지를 인정하고 아무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Zhang 

Weiying, 베이징 베이징 대학 경제학 교수) 

나는 환경 문제와 소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 (장 Xianmin, 

베이징 영화 제작자) 

무석 (Wuxu) 연말에는 정치 개혁이 위산 (Weishang)으로 가서 상홍 (Hong 

Kong)으로 다시 바뀌었다. 2 천년 동안 이상한 동그라미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 쳉 베이징 학자) 

개방은 개혁을 압도하고 오늘은 그 것이다.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 사회를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도 중국의 방향이다. 개혁은 죽었고 헌법주의는 서있다. (조 

국종, 북경 학자) 

희망은 필사적이며 절망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조영림, 베이징 중앙 민족 대학교 

교수) 

네 수십 년, 사람, 유일한 "부정적인 문화 혁명, 세계 권력의 분리를 반환, 진보적 

인 입헌는"또한, 헌신 20 년, 팬 및 반환을하지 않고,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자오 Hong 홍콩 사상 역사 학자, 홍콩 대학교 

연구원) 

처음 40 년 동안의 개혁과 개방은 "첫 번째 풀림"입니다 - 우리는 "두 번째 

풀림"을 기대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Zhou Dawei, Beijing Legal Scholar) 

나는 비명을 지지만, 누가 그걸 줄 것인지 모릅니다. (Zhu Dake, 상하이 동지 

대학교 교수)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를 불문하고 개혁 40 주년을 맞이하여 큰 변화 국은 

개혁을 재개하고 헌법의 길을 걸었습니다. (Zhu Xinxin, Hebei Independent Writer) 

철야. (Zhu Xueqin, 상하이 역사 학자 상하이 대학교 교수) 

세계의 일반적인 추세, 광대 한 수프, 인간 문명은 분명히 역사의 주름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주오천과 하북성 장학생) 

허리에 고유 한 정치 체제가 형성되어있는 중국의 재개발은 40 년 동안 고심하고 

있으며, 초기 심장을 잊지 않는 힘이 쉽게 되돌아왔다. 물리학 계시의 후크의 



법칙 : 단지 탄성 한계를 넘어, 이른 봄 브레이크 하트 카드의 결과로, 그것은 

새로운 국경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즈 웨이 후베이 작가와 학자) 

(저자 이름 pinyin 알파벳 prefaces) 

2018.12.29 베이징 

 

中国百位公共知识分子“改革开放”40年感言 

 

编者按： 

这是中国百位公共知识分子关于改革开放四十年的真实感言，在新年即将来临之际，

谨记于 此，与国民共勉。 

改革势必大变局，开放往来做贸易，变局顾民生，贸易讲公平。（安兴本 北京 

中国社会科学院研究员） 

对国家来说，核心问题是不能没有方向，更不 能走错方向。 （鲍鹏山 上海 

大学教授 作家） 

改革不仅限于人人有饭吃，还要人人敢说话，不因说话而恐惧！改革还要让全民分享

经济繁荣的成果，而不仅限于少数人掠夺敛财。（蔡慎坤 北京独立时评人） 

一个党的历史定位取决于这个党的历史作为， 是光荣榜还是耻辱柱，皆由自取。 

（蔡霞 北京 中央党校教授） 

中国要应对目前国内外政治经济压力并摆脱困境，进而融入并立于世界之林;唯有实施

真正的改革和开放，倒退是没有出路的。 （常凯 北京 学者） 

若言论、思想不自由，则改革、开放无意义。 （陈宝成 山东 媒体人） 

有利于私有产权保护与自由市场经济的才是改 革，改革方向应该是增加人的自由。 

（陈天南 浙江 商人 前律师和法官） 

史上最晕的一次逆行，我们正在现场亲历。改革没有禁区，权力必须大踏步给权利松

绑让步。（陈冠中 北京 独立记者） 

文明是一个整体，这是 150 年前日本明治思想 

家福泽谕吉得出的结论。任何强调所谓“国情”而拒绝制度变革的道路，是永远走不通

的。 （陈浩武 北京 公益人） 



转至中国奋斗目标是建设一个常态现代国家。也就是遵循人类社会发展的一般规律并

与中国具体国情相结合的国家。 （陈剑 安徽 社会学者） 

戊戌冬寒问邓公，改开缘何赞退休？人才有，谁劝天公重抖擞？己亥春梦叹故宫，水

能载舟能覆舟。铸法笼，宪制何需唐太宗？ （陈世和 江西 诗人律师） 

伟大在于开端，方向決定方式;众愚可以成智，自由塑造繁荣。 （谌洪果 陕西 

知无知创始人） 

中外改革史证明，改革无法单兵独进，需要进 

行系统配套。全面深化改革，改革无禁区。 （程光泉 北京 学者） 

现代文明国家人权哲学立国，古代中华崇尚天下为公。然而，大陆中国迄今为止与此

相差甚远。值此变制时，吾当协力！ （储成仿 北京 政治学者） 

四十年来，经历了太多的风云变幻，目击了无数美丑善恶，逐渐学会用自己的眼睛观

朝野， 

识沧桑，看天下。谁曾兴利除弊？谁在倒行逆施？谁是志士仁人？何为文明常识？心

中有了数，落笔才有根。 （丁东 北京 历史学者） 

记得四十多年前，我天天活在盼着有人赶紧吗 

气的状态。未曾料如今又回到了那种状态。悲夫，世事轮回，竟陷我于大不义也。 

（冯克利 山东 大学教授） 

千言万语，我只想说一句：四十年的跋涉和一 

百年的苦难行将过去，一个奠基的时代就要到来，我们砥砺奋斗吧，为未来的文明宪

政之 邦！ （高全喜 上海 宪法学者 上海交通大学） 

现在的某些提法似乎又回到“大跃进”时代假大 

空的语言。过去和现今出现的违宪行为，迄今 

仍然听之任之，未见有关党政机关出面纠正。 

宪法贵在施行，须“行胜于言”，不能“言胜于 行”，更不能是一句空话。 （郭道晖 

北京 法学家） 

歷史的車輪只能滾滾向前，妄想開倒車的人不 

可能得逞。讀書人不能沉默，要吶喊，讓天下 知曉這一歷史發展的必然規律。 

（郭恒忠 北京 法律媒体人） 

改革莫走苏俄路，开放须比美英传。 （郭相宏 山西 大学教授） 

改革开放峰回路转十加三十，立宪治国冬漂夜 长二为四六。 （郭于华 北京 

清华大学教授） 

不走老路，不走邪路，看起来四平八稳，不偏不倚。麻烦在于，也许世上的路只有这

两条， 虽然还有第三个选项：不走。 （贺卫方 北京 法学教授） 



改革开放就是要全面引进和遵守国际规则，不能有选择性。 （贺江兵 北京 

独立金融学者） 

改革是改自己，开放是向美国日本及一切文明 

社会学习。若背弃四十年中国巨变这个根本， 

其异化的结果，一定是独尊之祸，重蹈覆辙。 （贺延光 北京 新闻记者摄影师） 

一个专制古国的改革开放，一定是一个复杂、漫长、动荡的社会行态。我仅以个人纪

录片的疼痛方式和这复杂 面对。 （胡杰 江苏 独立纪录片导演） 

结束反市场化、反法治化的所谓“改革”，建立真正的市场经济国家、真正的法治国家

，为此，必须开展新一轮 解放思想运动，开启“新改革开放”。 （胡星斗 北京 

理工大学教授） 

改革开放的最大意义是对启蒙--启示纬度西 

方文明秩序的认同，任何后退都无法阻止思想 

启蒙和灵魂得救。信仰自由是第一自由。 （郝青松 天津 艺术学者） 

三十年河东，三十年河西。千年机遇，摸着石 

头过河，右腿过去了，左腿还没有，走向何 

方？苍茫大地，谁主沉浮？民为邦本，本固邦 宁。 （韩星 北京 教授） 

还权于民才是真改革。 （洪振快 北京 独立学者） 

改革是渐进，因能进而可渐。四十年改革关键 

是方向在“过河”，也就是开放、释放自由。 （贾西津 北京 学者） 

法治不仅是改革的手段，更是改革的目标。市场不仅是社会主义属性，更是自身的属

性。 （江平 北京 法学家 中国政法大学终身教授） 

四十年改革成就是“中国模式”松动的结果，如果反而以改革成就证明“中国模式”的成功

，是错误而可悲的。 （姜峰 上海 学者） 

四十年来，我们想尽一切办法迂回改革，但却一直回避七十多年前的错误选择。即使

不追究责任，也须讲清事实，唯知真相，才有前行的 基础。 （李桶 北京 法学家 

社会学家） 

140 年改革，修旧如旧。 （李冬君 北京 历史学者） 

改革开放是不可抗拒的历史潮流，无论遭遇多 

少艰难险阻，我们仍需努力向前，未来的历史 必将证明几代人的奋斗不会白费。 

（李公明 广州 学者） 

律师制度旨在保障私权，平衡和制约公权。要警惕公权力对律师抗辩能力的持续削弱

，其后 果将愈加“私权不彰，公权肆虐”。 （李方平 北京 律师） 



开放就是最大的改革，开放就是向正常国家、 

文明社会看齐。不开放就是走回头路，就是死打，就必然被文明社会和自己的人民所

抛弃。 （李雪原 湖北 企业家） 

拥抱改革，融入世界文明，前程歌田花海;闭关锁国，独行历史倒车，深渊万劫不复。 

李南河北诗人 中国人现在所做，应是关系自己未来之事。 （李炜光 天津学者） 

经历了四十年的全过程，甘苦与共，各自明白 

自己的责任和能力。已无感言。知不可为而为之，随遇而为吧。 （栗宪庭 

北京艺术从业者） 

改革开放 40 年最重要的成果、最重大的意义，是“社会”的产生，弥足珍。 （雷颐 

北京历史学者） 

宪法载明言论出版自由，核心价值观有关 

于“自由”之郑重表述，但我们迄今生活在删帖封群封号的现实中，信息非充分流通，

社会矛 盾在增加。 （刘虎 重庆 独立媒体人） 

"宗教自由、政教分离、消除一切形式的宗教 

歧视”，是现代国家文明、进步的标志。中国改革开放四十年，欲达此标，任重道远。 

（刘澎 北京 宗教学者） 

我的四十年感言：希望四十年的艰难跋涉带来 

的是以个人权利为基石的现代文明，而不是再一次历史循环。 （刘亚伟 山东 

独立作家） 

改革并不难。不想改革，才是真正的困难。 （鲁难 河南 人大校友） 

交锋。 （马立诚 北京 学者《人民日报》原评论员） 

纪念改革开放四十年，最让我愿意重新呼吁的是：读书无禁区，上网无隔墙。 （马勇 

北京 中国社会科学院研究员） 

中国政府需要在控制权力、增进自由和权利的秩序方面，做出更大的努力。 （毛寿龙 

北京 中国人民大学公共管理学院教） 

民生的改善和人权的保障，说到底离不开民主的进步！真正实施现行宪法第 34条和 3

5条， 是宪法有权威的源泉，亦是兑现依宪治国承诺的重要标志！ （秦前红 湖北 

武汉大学法学教授） 

四十年改革已然谢幕，三千年变局依旧激荡，在此时刻，吾辈已尽天命，践行人事，

徒有努力，不计其功，惟求尽心尽力，听从内心召 唤，从头再来！ （荣剑 

北京独立学者） 

真的改革须有、自有、必有三大响应：民意响应，市场响应，国际响应。四十年经验

，历历在目！ （史仲文 北京 北方工业大学教授） 



改革或不改革，就是文明或野蛮。 （盛洪 北京经济学家） 

无说话的自由，无投票的权利。四十年过河， 

改革的言辞游戏该结束了。革命如果比保守更 迅疾，他们会扔掉手里的“石头”。 

（帅好 北京 独立学者艺术批评家） 

改革开放犹如亡羊补牢，以 40载之功仍未完 

整修复而杜绝各类事故与灾害，值得再次警 醒。现代公民社会依然令人翘首以待。 

（苏小玲 北京作家媒体人） 

挺过冬之寒夜，守住心中暖阳。 （唐继无 上海学者） 

“出埃及”，十年跋涉“旷野”徘徊复徘徊，“奔迦南”，百余载追求自由奋进再奋进。 

（王东成 北京 中国青年政治学院教授） 

谭先生殉于变法维新，刘先生殉于改革开放。 

他们的死标志着旧变局的终结和新变局的开端。但愿这一次能超越中华民族三千年之

专制 轮回。 （王江松 北京劳工学者） 

改开 40 年不进则退，原因主要在于没有触及体制根本，没有确立分权制衡，没有走向

法治宪政，一句话，没有驯化利维坦。 （王建勋 北京学者） 

纵观来路，无阻之势已成，来势汹汹不过是螳臂当车;深切底脉，坎坷过回亦是必然，

国士自当慨然前行。 （王瑛 北京 中国企业家 公益人） 

广开言路，落实习近平的指令“对广大网民要多一些包容和耐心，对建设性意见要及时

吸纳......”（吴飞 浙江 浙江大学教授） 

风雨四十年，交锋激烈。时至今日，改开事实 

上已经终结，前路晦暗。不必悔，别无奈，光明在前，我辈从头再来！ （吴伟 北京 

独立学者） 

冤案，个别平反，却又批量生产。司法改革成 

效不彰，本该伸张正义，奈何常造冤屈！我们关注冤案平反，更关注防范冤案发生的

机制建设。 （伍雷 山东 律师） 

中國的大轉型是擋不住的！ （许章润 北京 清华大学教授） 

在这里，过去、现在，与未来同等暗昧。但尽吾等士人之责。 （玄武 山西 作家诗人） 

今天的中國，是激流中失去方向的巨輪。必須 

重新找到方向。那即是大海的方向，自由的方向。 （笑蜀 武汉 独立评论员） 

思想信仰和表达自由，关乎人的权利和尊严，也关乎国运。过了一言难尽的 2018 年

，愿新的一年合力撑大思想、信仰和表达空间。 （肖雪慧 四川 学者） 



四十寒暑，沧海桑田。几多希望，几多悲欢。 

文明兴废，转瞬之间。江湖沉沦，庙堂霸蛮。大地冰封，雾霾迷眼。种子未死，无奈

冬眠。破土发芽，只待春暖。江河行地，日月经天。（那小群 北京 学者） 

改革有正向反向，警惕借改革之名玩倒退，正向改革的标志是民进官退，而不只是物

质层面的盛世繁华，关注民权才能走出困局。 （熊飞骏 湖北医生） 

相信民众的自我管理能力，相信市场与法治， 

相信世界，这是当年改革开放的源头，也是走出今日困局的路径。（ 叶匡政 北京 

诗人专栏作家） 

在水里摸了 40 年石头，不必再摸，苦海无边 ，回头是岸：市场经济，法治国家，公

民社会。 （鄢烈山 广东 杂文家《南方周末》原高级编） 

实施善待儿童的教育：使儿童免于恐惧的教育，能够保障儿童睡眠的教育，促使教育

正常化。（杨东平 北京 教育人） 

四十年，世易时移，改革开放也需要与时俱进和升级。改革的方向是开放，不仅对外

，更要对内。 （杨佩昌 北京 德国经济史博士） 

回到马克思：“没有新闻出版自由，其他一切 自由都会成为泡影。” （展江 北京 

北京外国语大学教授） 

中外历史上之改革成败，周期为 5-10 年。邓小平称如出现两极分化，改革就失败了。 

40 年后无人承认失败，“改革永远在路上”... （章立凡 北京历史学者） 

改革原本就不是可以设计出来的，改革只能是源于纠错，且应该持续纠错。 （章龙飞 

北京哲学学者） 

朋友们，万不能坐等红日涌上地波。 （张思之 北京律师） 

只有政治体制的改革才是真改革，只有思想文化的开放才是真开放。 （张曙光 

北京北师大教授） 

中国社会一切问题的病灶，尤其是近年来的人权与法治倒退，根本上都是因为没有真

正的选举。不闯选举关，没有真改革。 （张千帆 北京 北大宪法学教授） 

老子说：“知不知，尚也。不知知，病也。”邓 

小平最大的智慧是承认自己的无知，知道没有人无所不知。 （张维迎 北京 

北大经济学教授） 

希望多关注环境问题和少数族裔问题。 （张献民 北京电影人） 

戊戌年岁末，政改走到卫商殃，经改回到桑弘羊。怎么走出两千年怪圈？ （赵诚 

北京学者） 



开放压倒了改革，才有今日。限制政府权力， 

壮大公民社会依然是未来中国的方向。改革已死，宪政当立。 （赵国君 北京学者） 

希望中绝望着，绝望中希望着。 （赵士林 北京中央民族大学教授） 

四十年来，人心所向，唯“否定文革，重归世界，权力分立，循序宪政”是也;承之以进

，事半功倍，不必廿年，迷而复返，必被其殃。 （赵寻 香港 思想史学者 

香港大学研究员） 

前四十年改革开放属于“第一次松绑”--我们是否有足够的理由期待“第二次松绑”？ 

（周大伟 北京法律学者） 

我有一篇墓志铭，但不知该送给谁。 （朱大可 上海同济大学教授） 

四十年改革开放旧瓶装新酒不分白猫黑猫，大变局重启改革走宪政之路何惧惊涛骇浪！ 

（朱欣欣 河北 独立作家） 

守夜。 （朱学勤 上海历史学者 上海大学教授） 

世界大势，浩浩汤汤，人类文明必将走出历史的皱褶。 （左春和 河北学者） 

中国的改开，腰上勾着一个固有政制的弹簧前行，举步维艰 40 年，一个“不忘初心”之

力就轻松勾了回来。物理学的胡克定律启示：只有超越弹性极限，致使初心牌弹簧断

裂，才可能抵达新边疆。 （祖慰 湖北作家学者） 

(作者以姓名拼音字母为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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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 40 주년 기념의 유명한 증언이 

봉인되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디오 자유 아시아의 특별 프로그램 "네트워크 게임"에 귀를 기

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쇼 호스트 인 샤오 안입니다.  

 

2018 년 12 월은 중국 개혁 40 주년입니다. 없음 년 12 월 (29)가, 중국은 미국 온

라인 소셜 미디어 트위터에서 금지되지 않았다, 사진 형태로 사용자는 이 문서에서 "

중국 백 지식인"개혁 개방 "언론의 40 년"리트 윗. 트위터 사용자는 이 기사의 원문

이 "영향을 받은 검토"라는 마이크로 신호에서 유래했으며 현재 중국은 인장되었다

고 전했다. 나중에 베이징 역사 학자 장 리프런 (Zhang Lifan)과 베이징 독립 학자 

롱 지안 (Rong Jian)은 트위터의 "연설"에서 자신의 견해에 대해 다시 회자했다. 장 

Lifan도 내 해외 전화 인터뷰를 허용 하고이 "문장"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 정부가 최근 개혁 개방의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기념 일

https://www.rfa.org/mandarin/zhuanlan/wangluoboyi/wl-01092019162309.html


련의 활동을 실시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이와 관련 민속 많이 이야기 연설을 전달했

다. 그래서,이 "중국 백 지식인"개혁 개방 "반사 40 년"결국 관점의 종류에 발표, 관

심 중국 소셜 미디어에 대한 금지를 삭제?  

 

오늘의 "네트워크 게임"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이 "문장"의 세부 사항을 소개 할 것입

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수많은 개혁과 

 

개혁은 크게 변화하고, 무역을 개방하고, 사람들의 생계를 바꾸고, 무역은 공평합니

다. (HIH 사회 과학 연구원이 베이징 아카데미)  

 

국가에 대한이 핵심 문제가되지 잘못된 방향, 방향이없는 것은 아니다. (펭 바오 샨 

상하이 대학 교수 작가)  

 

개혁은 말을 감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음식에 국한되지하지만 때문에 두

려움없는 이야기입니다! 개혁은 또한 돈을 훔치거나 모으는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

라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번영의 열매를 나누도록 허용 할 것입니다. (카이 쉔 쿤 베

이징 독립 주석)  

 

명예 롤이나 칼, 자기 생성에 의해 선택이기 때문에 파티의 역사적 위치, 파티의 역

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앙당 학교 교수 카이 시아 베이징)  

 

중국 구제하기 위해 현재 국내 및 국제 정치, 경제적 압력에 대처하고 산림 스탠드의 

세계로하는 경우에만 다시 방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개혁 개방을 구현합니다. (장 카

이 베이징 학자) 

 

이 "문장 (Sentences)"기사는 수백 명의 대중 지식인들의 의견을 알파벳순으로 알파

벳 순으로 나열합니다. 지금 들었던 것은 The Testimonial의 첫 번째 5 가지입니다.  

 



이 수백 명의 연사는 학계, 법률, 비즈니스, 미디어 및 기타 사회 분야에서 왔습니

다. 많은 네트워크 오피니언 리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방금 언급, 베이징 법학

자 그는 유방, 지앙 핑, 장 키안, 경제학자 씨 후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이 사람들은 개혁 40 년 동안 한 사람당 3 ~ 5 문장의 형태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개혁을 

개방하고 개방을 열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하고, 개혁을 계속 요구했으며, 

서방 국가에서의 선진 경험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일부는시와 가사를 쓰며 중국이 

천년 독재를 없앨 것이라는 희망을 암시한다. 일부는 대담하고 날카 롭고 중국의 현

행 개혁을 비판하며 중국에 정치 제도 개혁과 헌법상의 자유의 자유를 촉구한다.  

 

아래에서는 콘텐츠를 기준으로 이러한 점을 정리합니다.  

 

낙관주의 

 

의 한 부분 40 년간의 개혁과 개방의 가장 중요한 업적과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회"

의 출현이다. (역사 학자 레이 이순신 베이징)  

 

개혁에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발생 

장애, 저항 할 수없는 역사적 추세입니다, 역사는 투쟁의 미래 세대가 헛되지 것을 

증명합니다. (Li Gongming, Guangzhou Scholar)  

 

중국으로 이주 한다는 목표는 정상적인 현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 발전의 일반적인 법률을 따르고 중국의 특정 국가 조건과 결합 된 국가입니

다. (첸 안후 안후이 사회 학자)  

 

정말 개혁, 세 가지 주요 응답이 있어야합니다 : 여론 응답, 시장 대응, 국제 대응. 경

험 40 년, 시력 생생하게! (Shi Zhongwen, Beijing North China University of 

Technology 교수)  

 

개혁 개방은 국제 규범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준수하며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



다. (He Jiangbing, 베이징에서 독립적 인 재무 학자)  

 

일부 단어는 더 미묘하여 모든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를 들어, 다음 두 가지.  

 

오래된 길을 택하지 말고 악의 길을 택하지 말고 안정적이고 편견없는 것 같습니

다. 문제는 세계에 단지 두 개의 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옵션이 있

습니다 : 가지 마십시오. (그는 웨이 팡, 베이징 법대 교수) 

 

개혁 또는 개혁은 문명화되거나 야만적입니다. (Sheng의 홍콩 베이징 경제)  

 

부분보기가 퉁명스럽게 개혁의 좌절과 실패 비판 

 

솔직히이 "반사"로 표현 된 일부 지식인, 나는 중국의 개혁 다시, 또는 성공하지 못

했습니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성격에 대한 견해입니다.  

 

현재의 공식 중 일부는 "위대한 도약"시대의 언어로 돌아 간다. 과거와 현재에 일어

난 위헌 행위는 지금까지 표에 남겨져 있으며 관련 당국과 정부 기관은이를 교정하

지 않았다. 헌법은 구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빈 단어조차도 "말하기보다 잘 말

하는"것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말"이어야합니다. (Guo Daohui, Beijing jurist)  

 

중국 및 외국의 역사에서 개혁 의 성공 또는 실패는주기가 5-10 년이다. 덩 샤오핑 

(Deng Xiaoping)은 양극화가 있다면 개혁이 실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십년 후, 패

배를 인정하는 아무도 ...... (장 리판 베이징 역사 학자) "개혁은 도로에 항상 없다"  

 

종교의 음성 언론 자유의 매력의 부분보기 

 

중국 헌법의 많은 규정이 현실에 등 언론, 언론, 종교의 자유,하지만를 보장하지만, 

여론 이러한 자유는 모두 민감한 주제이며 공개 토론은 쉽게 제한됩니다. 이 "연설"

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연설, 뉴스 및 신념의 자유를 개방하기 위해 대담하게 호

소합니다. 이 관점을 들어 봅시다.  



 

오늘날의 중국은 급류 속에서 방향을 잃은 커다란 바퀴입니다. 방향을 다시 찾아야합

니다. 그것은 바다의 방향, 즉 자유의 방향입니다. (미소 무한 독립 해설자)  

 

말과 생각이 자유롭지 않으면 개혁과 개방은 의미가 없다. (첸 Baocheng 산동 미디

어 사람들)  

 

언론의 헌법의 자유에 안치은 엄숙한 표정으로 "자유"의 핵심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살고있는 현실은 지금까지 게시물 폐쇄 그룹 제목을 삭제, 사회적 갈등을 증가 정보 

충분하지 순환. (후 리우 충칭 독립 미디어 사람들이)  

 

개혁 개방의 40 년 기념하기 위해, 가장 내가-매력을 다시하고 싶은 것이있다 : 벽없

이, 인터넷을 읽기 비 제한. (Ma Yong, 중국 사회 과학원 베이징 연구원)은  

 

말하기의 자유와 투표권이 없다. 40 년 동안 강을 건너면서 개혁 연설은 끝났다. 혁

명이 보수적 인 것보다 더 빠르다면 그들은 그들의 손에 "돌"을 버릴 것이다. (Shuai 

베이징 독립 학자 미술 평론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인권과 존엄성 및 국가 운동과 관련이있다. (샤오 Xuehui 쓰촨 

학자)  

 

더 많은 자유를 요구 인은, 마르크스와 시진핑의 말을 인용하는 사람들이있다. 다른 

이들은 성경에서 모세의 암시를 인용하면서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일부 견해 

 

는 민권 헌법의 통치 문제 를 보호하기위한 헌법의 법치를 요구한다. 헌법의 법치는 중

국의 정치 체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민주적 인 자유만큼이나 민감하기 때문이

다. 중국 정부가 권력을 되찾고 시민 사회를 건설 할 것을 촉구하는 증언에서 법의 

헌법 지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있다.  



 

안티 시장의 끝은, 소위 "개혁"의 안티 합법화 진정한 시장 경제 국가, 법의 실제 규

칙을 확립, 따라서 열려면 마음과 움직임을 해방의 새로운 라운드 수행해야한다 "새 

개혁 개방을." (Hu Xingdou,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교수)  

 

법 의 지배는 개혁의 수단 일뿐만 아니라 개혁의 목표이기도합니다. 시장은 사회주의

의 속성 일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속성이기도합니다. (정치학 종신 교수의 법률 문제 

지앙 핑 중국 베이징 대학)  

 

개인의 권리, 균형을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설계 변호사 시스템. 국방 변

호사의 능력을 약화 계속 공공 기관을 경고하기 위해, 결과는 "개인의 권리는 공공의 

권리를 격노, 실패했습니다."더 많은 것 (LiFangPing 베이징 변호사)  

 

실제 선거가없는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중국 사회의 문제, 특히 인권과 최근

에 다시 법의 지배를 병변. 진정한 개혁이나 선거는 없습니다. (Zhang Qianfan, 베이

징 베이징 대학 헌법학 교수)  

 

중국 정부는 권력을 통제하고 자유와 권리의 질서를 장려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

울일 필요가있다. (중국 인민 대학 북경 대학 교수 마오 슐롱)  

 

물에 40 년 동안 돌을 만져, 당신은 Zaimo, 올리버 경계에이 회개하고 구원하지 않

습니다 시장 경제, 법치, 시민 사회를. (얀 호렙 광동 수필가 "남부 주말,"전 수석 에

디터)  

 

정치 체제 개혁의 개혁은 개방적인 문화가 정말 열려 정말이다. (Zhang Shuguang, 

북경 사범 대학교, 베이징)  

 

고대의 일부시와 가사를 쓴다.  

 

Wuxu 겨울 추위는 Deng 공을 물었다, 은퇴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능, 누가 그들



의 무게를 되 찾을 하늘을 조언? Hehai Chun은 자금성을 꿈꾸며 물은 배를 뒤집어

서 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주조 감금소, 헌법 체계, 왜 당나라 Taizong가 필요합니

까? 

 

이것은 Jiangxi 변호사 Chen Shihe가 쓴시입니다. 이시의 마지막 문장 인 "왜 당 타

이존이 헌법에 필요합니까?"는 요점이지만 중국이 헌법을 추구하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환경, 소수 민족 및 아동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 이길 희

망합니다. 또한 40 년간의 개혁과 2 단어의 개방이라는 감정을 묘사하는 두 명의 학

자가 있습니다.  

대결. (Ma Licheng 북경 학자 "인민 일보"원래 평론가)  

 

철야. (Zhu Xueqin, Shanghai History Scholar, Shanghai University 교수)  

 

좋은, 청취자, 새해, "중국의 100 명의 지식인 개혁 40 주년"이라는 제목의이 기사는 

중국의 소셜 미디어에서 차단되었습니다. 오늘의 "네트워크 게임"프로그램은이 기사

의 일부 강연자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Zhang Lifan과의 인터뷰를 다음 "네트워크 게

임"프로그램에서 방송 할 것입니다. Zhang Lifan은이 증언의 상세한 과정과 개혁 상

황에 대한보다 상세한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Radio Free Asia 웹 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에서 의견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자 Xiao An의 소셜 미디어 :  

Twitter 계정 : https://twitter.com/XIAOAN000  

Facebook 계정 : https://www.facebook.com/pei.an.58  

이메일 : wangy@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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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改革 40 周年百位公知感言遭封 

 

听众朋友大家好，欢迎收听美国自由亚洲电台的专题节目《网络博弈》，我是节目主持人

小安。 

 

2018年12月是中国改革开放40周年。12月29号，在遭到中国封禁的美国社交媒体推特网

上，有网友以图片形式转推《中国百位公共知识分子“改革开放”40年感言》这篇文章。

推特网友说，这篇文章原文来自微信号《影响力荐评》，现在中国已经被封。之后，北京

历史学者章立凡和北京独立学者荣剑都在推特网上转推了自己在这篇《感言》中发表的观

点。章立凡还接受了我的越洋电话采访，证实了这份《感言》的真实性。 

 

大家知道，最近中国官方进行了一系列纪念活动，宣传改革开放的成就，中国领导人习近

平发表了讲话.这方面的民间议论也很多。那么，这篇《中国百位公共知识分子“改革开放”

40年感言》到底发表了什么样的观点，引起注意，在中国社交媒体上被删除封禁？ 

 

今天的《网络博弈》节目我们就为您介绍这篇被封《感言》的详细内容。 

 

百位公知促改革 

 

改革势必大变局，开放往来做贸易，变局顾民生，贸易讲公平。（安兴本 北京 中国社会

科学院研究员） 

 

对国家来说，核心问题是不能没有方向，更不能走错方向。 （鲍鹏山 上海 大学教授 作

家）  

 

改革不仅限于人人有饭吃，还要人人敢说话，不因说话而恐惧！改革还要让全民分享经济

繁荣的成果，而不仅限于少数人掠夺敛财。（蔡慎坤 北京独立时评人） 

 



一个党的历史定位取决于这个党的历史作为， 是光荣榜还是耻辱柱，皆由自取。 （蔡霞 

北京 中央党校教授） 

 

中国要应对目前国内外政治经济压力并摆脱困境 ， 进而融入并立于世界之林; 唯有实施真

正的改革和开放，倒退是没有出路的。 （常凯 北京 学者） 

 

这篇《感言》一文汇集了上百位公共知识分子的观点，以发言者姓名拼音字母为顺序，一

一发表。刚才您听到的是《感言》中的前5条观点。 

 

这上百位发言者来自学术、法律、商业、媒体等社会各界。其中不乏网络意见领袖。除了

刚才提到的那几位外，还有北京法学家贺卫方、江平、张千帆、经济学家胡星斗。 

 

这些发表感言的人以每人三五句话的形式，表达了改革开放40年之际的感触。他们各抒己

见，有的肯定改革开放，对前途充满希望，要求继续改革，继续向西方国家学习先进经验

。有的写诗作词，含蓄地表达希望中国摆脱千年专制的看法。有的大胆尖锐，批评中国现

在改革倒退，敦促中国进行政治体制改革，走向宪政法治自由。 

 

下面我们对这些观点根据内容分类整理。 

 

部分观点乐观 

 

改革开放40年最重要的成果、最重大的意义，是 “社会” 的产生，弥足珍。 （雷颐 北

京历史学者） 

 

改革开放是不可抗拒的历史潮流，无论遭遇多少艰难险阻，我们仍需努力向前，未来的历

史必将证明几代人的奋斗不会白费。 （李公明 广州 学者） 

 

转至中国奋斗目标是建设一个常态现代国家。也就是遵循人类社会发展的一般规律并与中

国具体国情相结合的国家。 （陈剑 安徽 社会学者） 

 



真的改革、必有三大响应 ： 民意响应 ， 市场响应 ， 国际响应。四十年经验 ， 历历在目！ 

（史仲文 北京 北方工业大学教授） 

 

改革开放就是要全面引进和遵守国际规则， 不能有选择性。 （ 贺江兵 北京 独立金融学

者） 

 

有的说话比较含蓄，需要大家去思考其中的意思。比如下面两位。 

 

不走老路，不走邪路，看起来四平八稳，不偏不倚。麻烦在于，也许世上的路只有这两条， 

虽然还有第三个选项：不走。 （贺卫方 北京 法学教授） 

 

改革或不改革，就是文明或野蛮。 （盛洪 北京经济学家） 

 

部分观点直白批评改革倒退或失败  

 

有的知识分子在这篇《感言》中坦白地表示，感觉中国的改革正在倒退，或者没成功。下

面来自这类性质的观点。 

 

现在的某些提法似乎又回到 “大跃进” 时代假大空的语言。过去和现今出现的违宪行为，

迄今仍然听之任之，未见有关党政机关出面纠正。 宪法贵在施行，须“行胜于言”，不

能“言胜于 行”，更不能是一句空话。 （郭道晖 北京 法学家） 

 

中外历史上之改革成败 ， 周期为 5-10年。邓小平称如出现两极分化 ， 改革就失败了。 

40年后无人承认失败，“改革永远在路上”……（章立凡 北京历史学者） 

 

部分观点呼吁言论新闻信仰自由 

 

虽然中国宪法许多条款保证言论、新闻、信仰等方面的自由，但是，在现实舆论里，这些

自由都是敏感话题，公开讨论发言容易受到限制。在这篇《感言》里，许多人大胆呼吁中

国开放言论、新闻、信仰自由。下面来听听这方面的观点。 



 

今天的中国，是激流中失去方向的巨轮。必须重新找到方向。那即是大海的方向，自由的

方向。（笑蜀 武汉 独立评论员） 

 

若言论、思想不自由，则改革、开放无意义。（陈宝成 山东 媒体人） 

 

宪法载明言论出版自由，核心价值观有关 于 “自由” 之郑重表述，但我们迄今生活在

删帖封群封号的现实中，信息非充分流通，社会矛盾在增加。（刘虎 重庆 独立媒体人） 

 

纪念改革开放四十年，最让我愿意重新呼吁的是：读书无禁区，上网无隔墙。 （马勇 北

京 中国社会科学院研究员） 

 

无说话的自由 ， 无投票的权利。四十年过河 ，  改革的言辞游戏该结束了。革命如果比保

守更迅疾，他们会扔掉手里的 “石头”。 （帅好 北京 独立学者艺术批评家） 

 

思想信仰和表达自由，关乎人的权利和尊严，也关乎国运。（肖雪慧 四川 学者） 

 

在呼吁更多自由方面，还有的人引用习近平和马克思的话。也有人引用圣经中摩西的典故，

呼呼自由。 

 

部分观点呼吁宪政法治保障民权 

 

宪政法治方面的话题，因为直接涉及中国政治体制，和民主自由一样敏感。在《感言》中

强调宪政法治重要性的人非常多，他们敦促中国政府还权于民，建立公民社会。 

 

结束反市场化、反法治化的所谓 “ 改革 ” ，建立真正的市场经济国家、真正的法治国家 ，

为此，必须开展新一轮解放思想运动，开启 “新改革开放”。 （胡星斗 北京理工大学

教授） 

 

法治不仅是改革的手段，更是改革的目标。市场不仅是社会主义属性，更是自身的属性。 



（江平 北京 法学家 中国政法大学终身教授） 

 

律师制度旨在保障私权，平衡和制约公权。要警惕公权力对律师抗辩能力的持续削弱，其

后果将愈加“私权不彰，公权肆虐”。 （李方平 北京 律师） 

 

中国社会一切问题的病灶，尤其是近年来的人权与法治倒退，根本上都是因为没有真正的

选举。不闯选举关，没有真改革。 （张千帆 北京 北大宪法学教授） 

 

中国政府需要在控制权力、增进自由和权利的秩序方面，做出更大的努力。 （毛寿龙 北

京 中国人民大学公共管理学院教授） 

 

在水里摸了40年石头，不必再摸，苦海无边，回头是岸：市场经济，法治国家，公民社会

。 （鄢烈山 广东 杂文家《南方周末》原高级编辑） 

 

只有政治体制的改革才是真改革，只有思想文化的开放才是真开放。 （张曙光 北京北师

大教授） 

 

有的赋诗作词，以古喻今。 

 

戊戌冬寒问邓公，改开缘何赞退休？人才有，谁劝天公重抖擞？己亥春梦叹故宫，水能载

舟能覆舟。铸法笼，宪制何需唐太宗？ 

 

这是江西律师陈世和写的诗。这首诗最后一句“ 宪制何需唐太宗？ ” 切中要害 ， 无非是

希望中国推行宪政。 

 

有人希望政府多关注环境、少数族裔和儿童教育问题。还有两位学者以短短两个字来描述

改革开放40年的感想。 

交锋。 （马立诚 北京 学者《人民日报》原评论员） 

 

守夜。 （朱学勤 上海历史学者 上海大学教授） 



 

好的，听众朋友，新年之际，题为《中国百位公共知识分子改革40年感言》的这篇文章在

中国社交媒体上被封。今天的《网络博弈》节目为您介绍了这篇文章部分发言者的观点。

我们会在下次的《网络博弈》节目里，为您播出对章立凡先生的采访。章立凡先生介绍了

这篇感言产生的详细经过和对改革时局更为详细的看法。 

 

欢迎大家在自由亚洲电台网站和我的社交媒体上和我们交流您的看法。 

 

主持人小安的社交媒体： 

推特账号：https://twitter.com/XIAOAN000 

脸书账号：https://www.facebook.com/pei.an.58 

电子信箱: wangy@rf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