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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 107 ) 

明

최근까지 중국에 관한 인듀학적 면구의 주듀는 친족개념 빚 동족조직 

을 사회적 맥락속에저 해석하는 작업이었다〈김광역 1981: 129). 이~한 

연구의 선두로는 Maurice Freedman올 들 수 았다. 그는 단순사회 (pri

mitive simple society)일수흑 친족조직 (l ineage organization) 이 강하다는 

식의 논의에 대한 반맹제로서 중국 동남부지역의 사례블 제시하고 있다. 

M. Sahlins는 사회말전단계에서 단순 소규모 사꾀에 시장이 출현함에따 

략 경제적 교환관계는 일반적 교환(generalized exchange) 관계에사 균 

형 적 교환(balanced exchange) 관계 로 바뀌 게 되 고 사회 관계 는 지 속적 

켈함관계 보다는 즉시의 개인적 개별적 계산에 의한 관계가 지배적이 

관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처 시 장의 출현과 함께 미 규모외 국부적 -춤 

체집단(local descent group) 이 소멜된다고 논급하였다 Freedman은 이 

려한 동남아외 천족사례에 기반을 둔 Sahlins의 논의와는 역으로 경제 

적으로 윤택하매 상엽화가 진전관 중국 동남부의 경우 방매한 찬족조직 

(lineage organization)이 만달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시장외 출현속에 

출계캅단의 기여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방대한 출계집단 

(descent group)잉 존속은 상업 화(commercializa tion)와 정 의 관껴] 에 놓 

여있다늠 것이다. 예로서 가난한 집단일수록 지역사회의 의혜에 치중하 

는 것과는 반대로 부유한 집단의 경우 位土(ancestral estate)를 조상한 



27輯東5IÎ文化C 108 = 

동족조직 (lineage organization)을 정 교 수 있는 경제적 기반으로 인하여 

이념적 결속을 강화함은 

중요칙 되었다. 

Freedman의 설 영 은 Sahlins의 논의 에 대 한 반멍 

M. Fortes 등의 경 우 아프려 카와 같은 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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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 공동재산(corporate property)을 기만으로 하고 칩단적으로 조상숭 

배 (collective ancestor worship) 의 례 플 행 함으로써 (Freedman 1958:136) 

‘상호깐에 

당
 
끼
 

경제적 • 정치적 영향략을 행사 

수 있다는 것이 다(Freedman 1958:47-50). 화시킬 

~프1. 
r_ '--

하게 련다는 점이 

따라서 이라한 식의 

제로 성렵 가능함과 동시에 

분철 적 (segmentary) 얀 하여 사회블 대상으로 단순한 하고 동질척이며 

친족체계를 중심으로 카술하고 있우나 Freedman은 이라한 징적인 샤펴 

모텔윤 중국과 같은 계충화되고 거대한 국가조직을 갖춘 사회의 이 

즉 Fortes애 

공동체적 깅-도 

지적한 B} 

질적 집단의 연구에는 작용시킬 수 없음을 시샤하고 있다. 

휘하면 정치체계가 중앙집권화 되면 될수록 동족집단의 

는 감소되거나 그러한 공동체적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에 대 해 Freedman은 중국과 같은 경 우 거 있다CFreedman 1958: 136). 

촌채에도 불구하고 맘동부의 거대한 

동시에 동족내의 

공동체 적 기 능(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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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랍해 있으면서 

연견되어 더욱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와 

대한 중앙집권적 국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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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푸리카와 같은 정태적 샤회를 대상오로 하여 

바하여 Freedman의 연구는 중국과 같은 복함사회에대한 연 

이러한 거매한 국가조직을 갖춘 사희내의 천족짐단의 구조 

이전의 영， 

친족연구플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function)을 

류학자플이 

전전시칸테 

제공하는데 기여했다고 블 수 있다. 또한 그는 

중국사회의 유지에 어떠한 식의 가여블 하였는가에 

기능주의자의 면모블 보여주고 있다. 

구를통하여 

대한 지식을 

동족조직이 

와기능에 

중국의 

구조， 춧점을 맞춤으로써 

중심으로 하여 찬족집단과 

초점을 두고 Freedman이 대상으로 하였먼 동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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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는 다른 사회적， 정치적， 생태적 환경 속에서의 친족집단 맞 외 

래에 대한 언구플 랭한 학자들의 연구 창과을 비교해 보면서 사회적， 

자연적 환경파 친족집단， 의례등의 욕소으l 상호관련성에 대한 통찰을얻 

고자 한마. 

1I. Freedman으l 친족조직에 대한 일반적 논의 및 이메 

대한 비판과 지지 

Freedman의 중국의 동족구조 및 조직에 패한 연쿠는 사회인류학이 중 

국사회에 대한 일반적 연구속에 뿌리플 내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v. Skinner 1979: 334)라고 언급할 만큼 동족조직은 전통 

중국사회의 근간을 이추어 왔다. 

Freedman은 중국어의 tsu(clan)에 대해 아프리카 샤회 연구시의 영국 

얀류학자들이 사용하였던 clan이 라는 용어 에 내 표련 애 매 성 을 피 하기 위 

하여 lineage라는 용어 블 사용하였다. 여 71 서 동족(lineage) 이 란 공동체 

적 ( corpora te ) 성격을 지 니며 현재 생존해 있는 세대에서 산정가능한 

시 조에 서 기 원 한 단겨l 친 족조직 (unilineal kinship organization) 이 라는 

형 태 를 지 칭 하는 것 이 다(Skinner 1979:335). 

Freedman은 동족조직 (lineage organization)의 존재와 힘을 설명하는 

주요 벤수로서 공동재산(corporate property)의 존재와 크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섣명하기 위한 모덴로 A와 Z 라는 가상의 동족조직을 제 

사하고 살제의 동족조직은 A"""Z까지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밝히고 

였다. 여기서 A모델은 규모가 작고(연구 200"-'300명) 적은 로지를 경 

작하며 위로를 제외한 동족 공유의 재산이 없는 지역이다. 또 조상숭배 

의 경우 카제사 및 조묘에서의 제사외에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지역으로 족보도 없으려 최고연장자이외외 지도자의 성격이 부재한 지 

역을 말한다. 반면 Z 모텔은 위와 정반대의 지역으로 풍요한 경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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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동족 공유의 재산이 있으며 성원내에 경제적 먼부의 차이에펙 

한 차등화가 존재하며 

東亞文化C 110 J 

표현되는 조상숭배와 같은 의례를 통하여 이것이 

지역이다. 

x 
~ 드리드만이 

사한 중국의 동남부 지역인데 이려한 지역에 광법한 친족조직이 받달한 

이유에 내해 프려드만은 이 지역의 변방적 (frontier) 조건 및 경제적 

건을 들고 있다. 즉 벼농사 위주의 집약농업과 풍부한 토양과 이도작등 

높은 생산성이 가져마 주는 경제적 부플 기반으로 하여 

z 
~ 

곳이 유형아 내타나는 Z 에 가까운 요델 가운데 위의 

동족은 공동 소 

또 이라한 공동재산은 동족 유지를 조성할 수 있었다고 논급하고 있다. 

정치적 권략의 원천이 되는 기반을 제공하여 대 조직이 하나의 캉제척， 

여건속에서 정치적? 샤회적 통제가 렬 미치는 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동족내부에서는 분 자율적￡로 동족의 세력을 팽창시키는 기반이 되고 

동족원깐의 갤속을 

ii현을 

및 이로 인한 

이루기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동족조직의 발달 및 내부분화， 의례플 통한 분화의 

동족 공유의 재산과 결부지켜 설녕하는 프리드만의 논의블 .A]치하는 착 

증1:\1 절화블 촉진시켜 사회척 총화의 

병산 후고의 
u • 

Potter (l 970)는 영 국령 자로 Potter와 Baker플 을 수 았다. 

결과 상업 발전으로 인한 무역 에 

투자되어 동족조칙을 

내한 현지조사의 통족조직에 〔쩍山)의 

예흔 들고 강화시키는 서 축적되는 富가 토지에 

촌닥의 

얹고최 

벤곤한 홍콩의 

지위 

조사에 의하면 경제적으혹 

싣지어 

참배하는 

한펀 Baker의 있다. 

마저도 

조상숭애 의테블 

족장의 

것으로 

족보나 사당， 경우 동족집단들에게 

묘소에 조상에 대해서도 신년에 

대신하고 있다고 한다. 

초의 

또한 Baker가 언급한 바와 동일한 객략에서 빈한한 경제사정과 제한 

된 동족조직의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한 예로 감광역 교수의 합
 

a 
r 
l 

국
 

몇 중앙장; 

조사한중 촌락에 대한 연구블 들 수 있다. 

동담부와 대바되는 지역으로 밭농사 중심의 빈곤한 경제사정 

Freedman이 감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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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의 경우 동족 

집단의 조직은 동남부 중국과 현격한 자이를 보이고 있냐고 보고하고 

있다. 즉 이 지역은 동쪽접단의 기반이 되는 공동재산이 없오며 따라서 

동족집단이 보유한 사당이나 제실도 없고 치제사이외의 동좀성원이 

,,-1 
^ 

영 향하에 있는 화북지 방의 산동성 부의 직접적 

그L 
Q 

는
 

아
퍼
 

분화도 존재하지 마을내의 사회적 동으로 참여하는 의례도 없으며 

동족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조직의 경우 일종의 상부 따라서 다고 한다-

조상숭배를 위한 조직도 없으며 몇몇 

있ξ느냐 동 

는술하고 

유열한 것으로 재사가 

평등원착에 의거한다고 
염
 도
 

팔
 
격
 

는
 
자
 

하
 

해Q
 

상조하는 을럽의 차원으로 집단적 

함께 

뱀워나 

잡안(五服之親)이 

남부와 달려 참가의 

。1d
Aλ -1 

공동의 의떼적 행위의 

기인한다는 섣맹이 위 

이러한 동족 뱀위와 조직의 제한성 

무엇보냐도 이들의 빈곤한 경제샤청에 

uJ 
^ 

。I 처럼 

부재 

올국 공동뭔 견해이다. 꽉자들의 수용하고 있는 이폼을 프리드만의 의 

0) 수 있는데 논의는 연방이룹￡로 요약될 이들이 지지하는 프리도만의 

작업은 경우 관개수로 미약한 동제가 정부의 상태에서 개척지의 ;져.Q.. 
.A ~ 

새로운 경작지플 동 공동투자는 노동의 대규모 동족조직을 촉잔시키며 

만들게 되고 이로 인 공동재 산 (corporate property) 으로 족이나 분절의 

한조상순매 반부의 차이 는 사당을 중심 으로 갱체적 한 동족 분파간의 

이견을제시한 λF 

그에 의하면 신천지의 개척새 

를 통하여 표현된다는 이흔이 다. 

위의 학자틀과 달리 이러한 Freedman의 변방이릎에 
c ι'- 、， ‘ J 

두~T;À '-t 람으로 Pasternack(1 969)를 

경우 공동의 관개수로 작엽은 III 복합적일 인구가 에 내만의 타티처럼 

아니라 근거한 것이 중요한 겸사채는 남계천에 행해지며 동족원에 의해 

이주민들이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할 때 변방적 상황에 답
 
꿔
 

는 것이다. 

우선적부로 

지 역 빛 종족(ethnic line)에 따라 협 동하게 되 며 이 라 한 이 들의 협 동양 

상은 지역내의 친족분파블 상징하는 조상보다도 지역신에 대한 경배를 

인해 친족보다는 conflict)으로 갈등(ethnic 종족간의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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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는 것애서 디타난다고 한다. 

한편 Hsu카 조사한 아이 플헤인적 겹 ..9.-도 종족(lineage) 행 정 을 위 한 

지역적 조건은 Freedmanòl 제 시 한 바와 같유니 동족집 단이 행 정 되 지 ò J
~O 

고있는사례플을어 이는 변방의 생 EH 작‘ 경제적 제요인의 결과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츄」산 변망을 조사한 Chuang은 이 지 펙 이 관개 , 

방어’ 농사등에 형동이 긴q-] 요구되는 지역이나 햄동은 친족이 이난 

지역을 근거로 행선퍼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대만의 3개 지역윤 비 

교 조사한 Harrell의 조사 결과플 보면 이 들이 Freedman의 입 장에 민-대 

하는 바가 좀 더 맹확히 나타나는데 

Harrel1은 하석 얀이 라는 대 만의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남셔 지역에 있는 3개의 :CL tJ-..9.- 태 시 
T~ 근 n 

으르 현지조사블 행하였는데 이들 3개외 부락은 모두 본트에서 긴너은 

유사한데 비주먼으로 같은 언어 (Hokkien)를 구사하며 생활전통도 이주 

후에 각 마을은 환경에 따라 사회조작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예로서 첫번쩌 치난 지역은 풍부한 논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4개의 각기 

다른 동족이 공존하는 치역인데 이들은 주위 원주민에 대항하여 지역적 

으로 캘속하지만 매우 강랙한 동족조직이 존재한다. 반면 두번째 시유 

얀 지역은 경제 2섣 조건이 중국 등남부와 유사한 데다 본로에서처램 원 

주민 위떤이 존재하치도 않은데 

였다. 거하고 

에저 유일하게 

서1 벤째， 

허용펀 

각 ;섭단(compound)별로 분잔적으로 주 

없는 푼쉬지역은 원주민들잉 뷔협속 

모여샤는 결과 딴집된 주거형을 나다내며 

토지가 거익 

공간에 

지역벤주가 가장 강하고 배마착 긋1 죠느::z. 7'1 。
'ë.. --, ;:.ι- 기 까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껴서 사회조직의 유사성은 칫벤째와 새번째 마을에셔 보이는데 실제 

두번째 마을간에 존재한다. 자떤직 환경의 유사성은 첫번째， 

Harrel1은 사회 조직 의 경 재 직 조건을 듀경하는 환경척 요소의 

이에 대해 

차이에 기 

인한다기 보다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위험과 유관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Ahren도 위의 치낸 지역과 시유안 지역의 사례를 기만으로 하 

여 Freedman의 논의플 반략하고 있다. 즉 동족잡단 성원들이 공동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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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을 자각하는 데는 공동재산을 가진다는 전보다 한 지역에의 

살제로 치난의 주장하고 있다. 중요한 변수임을 족보연구를 통해 가더 

있었으나 공동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난은 

발달하고 시유안은 그렇 

71 흑이 

공동재잔폰 소큐모이며 

새거주에 쾌한 자세한 이주3 

전혀 없었고 또한 이더한 

비용으로서만 이용될 

토지가 풍부한 시유안 보다 강릭한 동족조직이 

린1- 01 ~d 
"I.:...- i):λ • 

경우 흥족성원들의 

재산에 대한 기폼은 

조상숭배의 

문제가 본질적이라고 

말 집 된 공동체 (compact community라는 것 은 하나의 결 

직-용할 수 있는데 앞의 치난의 경우 동족집단이 완잔 

형성하는 주요 단위가 되는 

분산적으로 거주하여 

。

끼「 공동재산의 )3~~ àl 소L스二 
王:: t주-，’1.-

브다 지역성의 

동족조직의 Ahren은 못한 이유에 대해 지 

무 흑은 그 정도에 따른 것이략71 

있다. 

쉰게 

지작하고 

속접단으로 

지역화되어 았으므로 이 집단이 

B] 하여 시유안의 경우 각 집단(compound)이 

차적 공동체의 구성요소가 되지 

이흔에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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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는 정을 들고 있다. 

제키했떤 Pasternack은 2개 지 역 을 Freedman의 앞서 

협동을 위한 펄요 경쟁이 없고 비교하면서 감은 변망지역아라도 갈등， 

고립속에서 광범한 친족집단이 형성되는 경우 

안하여 관개 시섣 구축 

결합이 우선적이고 강 

제조건으로 

비동족원간의 

성이 없는 가운데 상대척 

(융쉬지역)와 자원이나 기타 지려적 

을 위한 협동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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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이 

샤회조직의 

즉 Freedman에 이 의 를 

제시했었다. 이것은 

환경에의 적용 견과 다은 

한점을 

다른 

Pasternack, 주장과 대통소이하다. 으] 

Cohen, Harrell, Ahren 등은 공통작 으로 각 동족은 그 역 할을 공동적 으 

콩동체 (1ocal commu. 지역 보마는 두기 로 소유된 재산을 이용하는 데 

nlty)블 조직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점에 동의블 하고 있다. 

논의플 지지하는 학자이건 또는 반박하는 학자이건 결 국 Freedman의 

。
τ
 그 근거 를 찾고 있고 후자는 주워 지 역 과의 종족깐의 갈등(ethnic 

응집성을 그플이 거반하고 있는 공동재산의 강에 전자는 친족겁단의 

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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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flict)의 유무 또는 공동거주에서 그 근커를 찾고서 이를 생태적/성 

치적， 역사적 요인들과 캘부지키고 있다. 결국 분석의 수준이나 시각에 

서 치이를 보이는 이들 양견해에서 공통적a로 말견해 낼 수 있는 것은 

중국인들은 모든 것을 조직화하는 경향이 있고 이려한 조직성은 하나의 

측자쉰적 상징과 연결되어 표현완다는 것이다， 따라사 친족조직 빛 이 

에 따른 조성숭배도 중국사회블 조직화하는 하나의 축 빛 이의 표펀으 

로서 마을 공동체， 바말결사， 시장공동체， 직엽상의 김드 등이 각기 지 

역산， 전치신， 회-타， 관우 등의 상정을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것과 대동 

소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친족이 부각되는 정도는 그것이 

놓인 정치적， 샤회적， 생태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리랴는 것 

이다. 

따다서 이글에서는 중국안들은 왜 어떤 상황에서 조직화하마 이것온 

어떤 망식으로 초자연척 판계와 연결되어 상정화되는가룹 알기 위해서 

친족 빛 조장숭배 에 초점 을 맞추고 이 의 세 부적 측면에 대 하여 Freedman 

의 논의플 중심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JlI. 친족조직의 제양상과 조상숭배 

1. 가족샘활과 조상숭배 

(1) 여성의 지위와 관련시켜본 조상숭애의 양상 

가족에사의 여성의 지위는 부계집단의 피라마드에서 최하위에 처해잔 

다. 중국의 흔인체계는 혼인한 여자의 친정과의 경재적， 사회적 유대륜 

단철시키고 친정에서 시댁으로의 여성의 권리 이양은 신부대의 지불애 

의 해 유효해 진다. Leach가 논의 한 바로는 중국의 동족은 부계 출계 의 지 

녀-컨 강조로 얀해 여 겨l 친 (female agnate)의 포거 에 의 해 이 루어 지 는 것 

으로 여자는 시댁을 통해서만 정체성을 부여받는다고 한다. 또한 여정 

은 시댁니}에서도 고렵된 이방얀이므로 여자들은 모든 관샘을 자신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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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와 남펀에게 집중시킨다. Freedman도 이라한 Leach의 견해를 수용하 

면서 여성들은 재산상속의 균분제를 이용하여 분가를 유도해냄으로써 

헝제 간의 갈등의 윈언으로 작용한다고 논급하고 있다. 또한 그는 흔언 

에 있어사 부부는 사회경제적 의미에서 어느장도 동등성을 지향하며 흡 

인에 의해 남녀 모두지위가 상승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Ahren 

은 대 만의 현치 조사 자료를 기 초로 하여 흔인신부 증여 (wife-giver) 집 

단 신부수혜 (wife-taker) 집단간에 지위자블 창출시키는 행위로 전자의 

경우는 두 가족간의 이천의 사회경제적 차이와 무관하게 의례상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관다고 지적하고 있다(Ahren 1974:279). 

이에 대해 Freedman은 의례상의 우월한 지위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가내의 의래상에 았 

어셔도 남녀의 의펴]는 조묘에서의 조상숭배와 가내의례영역으로 명확히 

양분되녁 남녀는 각기 각자외 의례영역의 주재자가 된다고 젤맹하고 있 

다. 즉 Freedman에 의하띤 조요에서 행돼지는 조상숭배의 경우 이것은 

부계친족의 ;섣치적 생환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마을내의 공적 생활의 

띤부이무로 혀성은 철저히 배게되고 사망 후 뷔패록서만 5:..셔질 수 있 

다고 논급하고 있다. 이 라한 조묘에서의 의례챙위가 남성의 세계 (men’ s 

world)에 속하는 것이략띤 가정에서의 조상숭배의례는 여성의 적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부계의 조상숭배의 측면에서 이콘상무로는 여 

성이 열등한 위치에 있다 한지라도 가정의례의 경우 1낭자는 형식상 대 

표자이며 짚제적인 주져자(prime agent)는 여성우로서 처l 혜 수행과정에 

서 중선인울적얀 가능을 하는 것은 여자이다- 집안에서 재단을 매일 돌 

보거나， 향을 밝히고 제사 냥짜를 기역하고 조상에게 카원을 하는 것은 

여자이며， 죽은 사람과 가족성원을 연결시키는 것도 여자라고 한다. 특 

히 여자는 죽은 후 자신의 위패가 친정족의 제단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 

라 시댁 조상과 함께 놓여지게 되으로 특별히 가정의 자단에 관심을 쏟 

고 초하루， 삭망에는 재단에마 득정 공플을 바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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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와 같은 Freedman의 논의 블 반박하는 Ahren은 치 간의 경 우를 예 로 

하여 이 지역의 경우 가정내의 제단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 멤위 

의 조상숭배얀 았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은 일체의 모든 조상숭배의려1 

에서 제외되며 위패로 모셔지는 경우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경 

우라야 가능한데 여성은 볍적묘로 투지애 대한 소유권이 박랄펴어 있고 

토지는 남자의 맹의로 등록되어 있 o p 로 여자들은 위피l 로 모셔지는 경 

우가 없다고 논급하고 있다. 뿐만 이니라 Ahren(l978)에 의하띤 여성 

은 출산， 생리 등과 관련하여 의례상 삼하게 오염되어 있는 존재로 조 

상이 나 上位의 신 (higher god)과 연관을 맺을 수 없는 존재 라고 섣멍 하 

고 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요엽금키는 중국의 찬족체계와 관란되는 

것으로 부계출계에 키반하는 중국의 천족체계내에서 여성온 이방인S로 

개입되는 경계에 있는 샤람일 뿐 아나라 출산 등 출계에 새로운 사람을 

들이는 下浦한 사건을(polluting event)과 직접 연결되는 존재이기 때문 

에 항상 부정한 존처로 남아있게 펀다고한다〔우리나라의 경우도 띠상에 

대한 오염금기가 있3나 이것은 출산， 생리 시기 등과 관련되어 일시적 

으로 나다나는 현상으로 이 시 키 만 지 나면 정 상으로 돌아온다고 Kendall 

은 지적하고 있다). 

(2) 분가와 조상숭배 

중국의 경우 분가는 分財블 의미하며 분가의 시키는 보통 ;父의 사망 

이후에 이훈어지나 흔언한 며느라로 안한 형제간의 갈등 등-으료 인해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었다‘ 이는 가족의 富의 정도 및 키다 제 

층척 요인등에 의허 다양성을 브이고 있다. 

Freedman에 의하면 이러한 분가플 촉진시키는 형제간의 갈등을 악압 

하고 이들의 복종을 유딸시커 가구의 분할을 지연시커리면 가징이 까족 

밖에서 정치적， 경제적 챔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지걱하고 있다. 따 

라서 가장의 공동체내애서의 사회적， 경제작 자원01 만약할 경우 자식 

들은 가장에게 직접적으로 불복종하거나 또는 자신의 부언플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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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子분할을 유도하도록 조종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증국에서는 높 

은 사화적， 경제적 지위플 보유한 가구가 빈한한 가구보다 오랫동안 분 

할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 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Freedman 1958:20). 

또한 Hsu는 중국 사회 의 사회 적 이 상은 父 • 子 관계 블 중요시 하는 것 

(glorification of the father.son relationships) 인 데 부부 간의 결 속를 위 

주로 하는 빈한환 계층에 비하여 부유충은 사회적 이상어l 행휘를 일치 

시카켜고 하기 때문에 부 • 자간의 관계를 중시하여 분가를 지연시킨다 

고 섣명 하고 았다(Skinner 1979:237). 

이와 같이 부유충에서 부 • 자 관계가 중씨되는 이유에 대하여 Freed

man은 반곤할수록 가족외적 사회관계의 폭이 떤소해지고 각커 고립된 

상태에 있으도로 빈곤한 가족의 가장은 부인과 그녁의 관섬에 더 연루되 

어 혼입한 자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더 많은 만면 부유충은 성별 분리 

가 완벽한 상태에서 부부간의 결속이 최 소화되 는데 강력한 父의 권위 앞 

에서 형제들은 함께 캘속하여 자신들의 부인의 개업이 별다른 영향을 

못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분가를 해도 잃을 

것이 없으나 부유충의 경우 경제적， 정치적 권곽을 잡중시커기 위해 분 

가를 지언시키며 공간적3로 분리된 경우에도 건축불과 농기구 등 공동 

투자한 막대한 자븐 I써둔에 인접하여 거주하면서 상호협동하는 형태플 

보얀다고 말하고 있다CFreedman 1958: 21-22). 

따라서 Freedman~는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록 친족관념이 그만큼 강하 

게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펠 것이고 그 결과 분가는 그만큼 억제 

될 것이라는 견해를 치니고 있다. 즉 부유한 사람들의 경우 분가가 이 

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들 가구 사이의 협동은 더 잘 이루어치며 반면 

에 가난한 농민은 분기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분가 이후에도 외부가족 

과의 관계가 단절란 상태에서 점점 소집단화되고 고렵화된다고 지적하 

고 았다. 

그러 나 많은 다른 사례 에 사 Freedman이 지 척 한 바와 같은 가족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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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는 것염이 노정되고 있다. 예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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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의 쉰위냐 가족 구성원이 

마는 가족이 처한 상황에 의해 

( 118 J 

Gallin의 사례에서는 도시화의 결과 도시로 이주한 가난한 농만들은 노 

동릭과 경 III 깐소를 위해 켈합가족과 같은 원리로 λlτ7 
「←모여 친족들이 

교수가 제시한 화북지방의 경우 가 또한 김광억 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족주기의 벤화늠 가산에 쉰리를 가지고 았는 푸성윈을의 강제적 계산에 

조건지워지는 것으로 나타냐고 있다. 예로서 가난한 화북지방의 의해샤 

유행을 보이고 있었는 127 가구중 797}구가 소위 결 합가족의 한 촌락의 

아무런 연관성을 보 이것은 가족유형이 동족조직의 컬합외 강도와는 

가족의 경제적 힘편과 관계가 있음을 

데 

암시상고있 않 o 머 미산에 이지 

소유하고 있는 평균 쿄지량 즉 이 경우 가족들이 1981: 145). 다(감광억 

경제걱 

낚부의 

등의 다양성을 섣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어떤 규뱉 

명백하므로 할 경우 타격을 받을 것이 분가를 그들이 은 지극히 작아셔 

이와유샤 이루고 있다. 。
-
E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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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사이의 

하게 대만 가족관 pJ 
^ M. Cohen도 가촉유현 

조직 계， 

또한 여기 측띤이라고 자척하고 있다. 보다는 경제적 이내 관념이략기 

사용되는 망볍 투자되고 서도 만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二L 부가 

혹은 벤곤이 어떻게 훼서 가족플에 의해 다루어지는가가 중요하다고 밝 

히고 았다. 따라서 결합가족의 유형의 존재를 엘리트 부듀에 의 i511 이념 

이내 규범들이 독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젤명하는 것은 잘봇띈 것 

즉 Cohen애 의하면 이 라고 Cohen은 지 척 하고 있 다(Cohen 1976:231). 

자 

이상 이점이 없을 경우 부인블 

흔안한 아틀을0) 。1 0 u~ 
/λλ-→-"-。 l 점이 경우 강제걱 

부인들의 분할의 요구를 억 엽 하며 티 

요구에 펀승한다고 섣멍 하고 았디 

분할이 치얀필 가구으〕 

기 

의 

분가의 양 논의들을 요약하면 한펀으로는 Freedman과 같이 결국위의 

조건과 

관련시켜 철맹하는 논의플로 요약될 수있는데 이러한 Fortes와 Worsley 

경제척 논의와 다른 한현으로는 상플 친족 관념과 결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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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man-을 비 판하면 서 A. Wolf가 논쟁을 연상케 하는 양 입장은 의 

소비의 기본적 단위로 즉생산과 요소， 제시한 가족을 구성하는 2가지 

사회 적 단위 로서 의 출계 (line)의 구분으 

즉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가구가 

“치마”와 기제사를 행하는 

수 있지 

서의 

않을까 생각된다. 뽑
 

로
 

가족이 표면상 Baric아 지적한 바와 같이 잔체로서의 분할되었던 간에 

으로는 분할되었다 할지라도 심층적으로는 이념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공동체 (enduring corporation)의 역 할을 수행 하는가의 여 부플 。l지속적 

공동체로 가족의 지속적 

의례적 단위로 존재 

이러한 분할된 

서의 기능 여부는 분가된 가구플이 하나의 통합된 

하는가에 의해 설마리플 찾을 수 있다고 생각띈다.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Freedman이 연구한 바에 의 하면 가구의 형 태 상 

된 가구를 형 성 한 경 우랴 할지 라도 아들들은 순번제 로 부모블 부양하며 

처리는 여잔히 父의 관할하에 이루어지며 하나 

통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램
 

분가해 나가서 

또한 부의 사빙- 이 푸이l 

4내까지 전해지는데 

로지에 대한 소유권 

의 의례의 단위로서 

도 기제사의 대상이 퍼는 위패는 장자를 통해서 

으셔지는 위패는 분가 

I익〕 

^ 

여부와 관계없이 확내 런 식으로 집안의 사당에 

부분으로서 기 능을 수행 한다고 한다. 지
 디 

주
 
。구성단위에서 의례적 가족의 

가족초사에서 감 Wang Sung-hsing은 퀘 이 산 타일의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이미 분 

의무의 관계가 

다
 뼈

 
자
。
 

x}1 

고
 

다
 
들
 

한
 
아
 

탠
 

핵가족 또는 직계가족이 정적 

사이에 권리와 

또한 

가는 이루어졌으나 부모와 기흔의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Hsieh Jih-chang은 분산 여전히 

이것을 확대가족이 갖는 공 확대가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된 

관계를 유지하 특성은 없어졌지만 부모세대와 여전히 긴말한 동거주의 

는 가족을 의미한다. 

이유 또는 父의 권위의 상실로 인한 흔 논의들에서 경제적 결국 위의 

이루어졌든지 간 

공동체적 성격은 지속적무 

분가가 등 어떠한 요언으로 인해 

잘아있는 부모를 중심으로 한 자녀들간의 

언한 여자들의 개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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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려한 가구의 공동체적 성작은 ;상자 

의 사당에 모셔 지 는 위 패 가 확대 가족의 구심 점 으로 작용하며 Freedman 

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의 경우 기제사가 당위의 것우로 존재한다는 

것에서 표현이 된다. Freedman의 표현을 멜지 않더라도 잔숭한 핵자틀 

의 조사 내용을 걷토해 보면 기제사 이상의 범위플 뱃어난 조상순배는 

환경 맺 상황에 따라서 사당 및 조묘의 존재 유무， 구성 원의 차등작 참 

여 여부， 재례의 존재 유무 등 다양한 펀차를 보이며 의례의 의미에 았 

어서 조차 다양한 펀차를 보이고 있으나 가족 중심의 기제사는 대부분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 받견되는 기제사의 존재 맞 이에 부여하는 의미블 풍 

해 우리는 르네상스 이래 서구인의 사고속에 자리장은 ‘개인정’으로는 

젤명할 수 없는 최소한의 공동체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대만의 치난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 중섬의 의례가 말견되지 않는데 이것은 이라한 

의례가 소별먼 것이 아니고 다른 수준으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 즉 

영악한 조건속에서 같은 종족집단(ethnic group) 이 모여사는 지역 공동 

체의 결속이 현대 도시속에서의 가족의 결속 만픔 외부와의 관계에서 

급박한 중요성을 지닌 치난의 경우 기제사가 지역공통체의 의례로 매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경우 전체로서의 공동체 결속을 강 

조한 결과 가구 중샘의 의례가 억제되고 전체 종족 중섬의 의례가 강조 

되어 최근에 사땅한 종족 성원도 사당에 시신을 모시고 장례쓸 치른 뒤 

위패릅 모시고 3"-'4대 후에는 제거한다. 따라서 가정에서 행하는 의례 

는 없으므로 여자는 조상숭배에서 정대적으로 배제환다. 부엌신의 숭배 

의례도 같은 날 같은 장소(사당)에서 의례블 행함으로써 개벨 가구가 

하나의 종족집단내에서 공동의 정체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중국의 각지역에서 개별 가구와 관계되는 의례가 이곳에서는 사당 (hall) 

수준에서 이끌어지고 있다. 

결국 위의 치난의 공동체 수준의 의례도 타지역에서 딴견되는 가족중 



중국의 친족조직 의 제 양상과 조상숭배 에 대 한 일고찰 ( 121 ] 

삼휘례의 도E 다른 변형이라고 볼 수 있윤 것이다. 즉 중국인블은 공동 

체플 끼향하며 이것은 하1.-)-의 상징을 중섣으로 한 의례로 표현되고 있 

음을 여러 학자들의 논의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었마. 다만 이러한 특 

성이 사회문화적 객꽉의 차이에 따파 마르게 표현될 뿐인 것 같다. 즉 

중국 화북지방외 경우처럼 五服之親 정도플 도괄하는 의례정도에 머물 

기도 하고 중국 동남부 지방의 경우처럼 지역의 경계블 초월한 상위의 

동족겁 단(higher-order lineage)블 포팔하는 의 례 로 표현되 겨 도 하며 동 

족 내부에서는 빈부획 격차로 인한 계급직 차등화블 새로운 派始퍼R에 

태 한 조묘의 설 립 등으로 표현되 기 도 한다 또는 Baker가 조사한 훈콩의 

경우씌험 인척과의 유대가 중요한 경우 이들융 도함하는 정기적 의뎌1 로 

나타나거 도 한다. 또는 Pasternack의 언 구의 경 우처 럼 5개 의 협 통작 콩 

촉에삭-농사와 관개조직을 위허 힘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외례 

의 초점도 조상의 사당이 아냐략 샤찰을 중심으로 한 마을신의 숭배로 

표현되기도 한다. 

중국 동남부의 경우 Freedman은 가족중심의 키제사는 당위이냐 이 이 

상의 범위에서 냐타나는 초상숭배는 자기 과시인 경우가 많마고 논급하 

고 있다. 여기서 왜 하펄이면 새로이 부유해진 가족이 부의 과시플 다 

른 같은 동족내의 유사한 경제적 위치에 었는 가족들과 연합하여 조표 

라는 하나의 상정을 몽하여 즉 정단의 형성을 통하여 표헬해내는지 또 

그 푹펀의 도구가 서양의 경우처럼 리우진이나 호화스런 클럽이 아난 

초자띤적 존재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마. 이것은 동족원이 아닌 경 

우도 마친가지 여 서 C K. Yang의 ‘Religion in Chinese SOC!ety’에 나타 

난 예플 보면 소속 친족정만이 없는 도씨의 독신자나 빈한한 노동자 도 

는 같은 경드의 소속원들은 나름패로 결사체를 만들어 하늘과 땅을 부 

모로 모시고 의형제， 의자매 관계플 맺고 사후에는 반드시 재사블 받고 

생시에는 공통의 싱-칭에 돼한 의례블 통하여 셔로가 같은 소속집단원임 

플 확인한다. 이러한 예플을 통하여 l Goody가 Freedman을 는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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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한 조상의 이머지 즉 Freedman이 주장한 것처럼 중국의 조상은 

션의 이며지가 아니라 악의 이미지라는 설명에 이의블 자기하케 된다. 

J. Goody에 의하면 부모의 사후자식들이 조상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른 죄의식이 죽은 부모가 복수할지드 모 

릎다는 공포감에 투샤된 다고 한다. 따라서 자손은 자신의 불행 을 조상 

의 적대행위 탓우로 간준하게 된다고 섣병한다. 즉 Goody의 설영은 조 

장에 대한 의례를 조상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 상속받은 데사 

오는 불안감등 경져1 적 요인과 관련시켜 절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려한 

설명은 중국인의 인간관， 세계관， 종교관을 무시한 채 인간은 모두 

경제적 인간(economic man)이라는 식의 서구인의 합리성， 개인주의플 

우회식중에 전셔하고 있는 학자 자션의 전이폰적 전제가 반영되어 경처l 

적 요인만 부각시켜 설명환 것이 이 난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 곧에서는 이러한 접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사회조직중 가 

장 명확하케 드러나는 것이 친족조직언 만큼 친족조직과 경제척 조건， 

의례현상 등이 상호 어떠한 식무로 맞물려 표현되는가블 알키 위해 

Freedman의 논임플 중삼으로 하여 동족과 마을， 동족과 국가， 동즉내 

부조직 등의 측띤을 아울러 잘펴 보고자 한다. 

2. 동족조직파 조삼숭배 

(1) 동족조직 

중국 동남부의 경우 동족 내부의 남계친의 조직화를 보면 매우 규착 

걱 방식 ￡로 형 성 꾀 어 나간다. 즉 family->compound-• >Cbranch)* -> 

sublineage-> lineage의 순으로 각기 경 제 적 , 정 치 적 , 사회 적 , 종교적 단 

위 및 경제， 정치， 사회， 종교， 교육3 군샤 단위의 복합체로저의 기능 

을 가진 가운데 보다 큰 장위의 조직속에 대포되며 이들 각 단위는 독 

* Lin의 경 우는 위 의 죠직 화의 단계 에 서 branch를 명 시 하고 있으나 FreedlIlan에 

의 하띤 이 는 조상순배 의 맥 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불분명 한 볍 주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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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의례의 단위를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사 동족내에 분쟁이 발생 

하였을 경우 위 단위의 순으로 각 장이 해결하며 역으로 최고 단위의 

집행부인 사당협의체 (ancestral hall association)에서의 명령은 하위집단 

(compound)까지 하달되어 이는 다시 각 가정으로 전달된다고 한다. 

이 러 한 사당협 의 체 (ancestral hall association)은 각 하위 동족(sub

lineage)의 장으로 구성 되 어 대 외 적 으로는 정 부와의 접 촉시 에 외 교상의 

중심이 되며 대내적으로 성원간의 중재달 닫당하는 내적 통제기구로서 

냥세， 위토의 관리， 분쟁의 조정， 방위플 목적으로 하는 민병대의 조직 

등S로 정부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자율적 통제 기구로 존재한다. 또한 

이곳의 설질적 장은 권위， 학식， 명성 등으로 관할 지역의 행정의 장 

보다도 유랙하다. 

그외에도 전체로서의 동족은 방앗간， 사당， 위토， 시조묘， 악기 등을 

공동소유하며 동족원의 관흔상제 시 에 각 가정 의 장이 대 표로 참석 하며 

공동기금으로 마을내의 연장자블 군복무에서 제외시키거나 또는 해외로 

유학가는 동족원의 교육비블 지급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Freedman 

1958:35-,38\ 

이러한 동족의 단결성은 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상제단에서 행 

하는 재례(공제)를 통하여 표현된다. 위의 동족 단위 가운데 有服之親

에 해당되는 “우푸”는 喪禮 의무플 수행하는 집단으로 이들간의 친족거 

리에 따라 喪의 기간과 의복이 달리 표현된다. 이러한 의례적 표현은 

남계친 상호간의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특히 연장자에 대한 

연하자의 의 무카 服制블 통하여 강조펴 어 나타난다. 

(2) 분절체계와 관련시켜 본 조상숭배의 양상 

이본적으로 門中 구성원은 평등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친족원리에 의 

해 권위적인 지위로 올라갈 수 있고，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냐 의례， 

세속적인 써비스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섣제적으로 권력이나 

이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즉 門中 내에서 엘리트는 많은 힘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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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역동적 측떤을 파악하지 않고는 중국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없A며 

이랴한 역동성은 의려l 플 통하여 표현된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위의 동남부 지역과 배경이 다른 중국 화복지방의 동족조직에 

대한 걷광억 교수(1981)의 조사 결과를 보면 위와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화북지방의 경우 사람들이 인식하는 동족의 벨위는 오복지친 

정도이며 그 이상의 법위를 종합하는 상위의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 

며 동족의 시조에 대한 의례블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동족집단 공용 

외 사당어나 제실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조상의 무덤에서 직접 모여서 

의식을 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의식의 경우 샤화적 지위의 좌에 따른 

차별적 표현은 마을내의 계층적 분화가 존재하지 않으으로 았을 수 없 

으며， 마을내의 지도력은 연령 맞 계보상의 위치에 의해 캘정란다고 보 

고 하고 있다. 조사자는 이라한 이 지역의 동족조칙의 특성음 빈곤한 

경제상태에서 기인한다고 봄으로써 Freedman의 견해와 유사성을 보이 

고 았다. 

그러 내 Harrell 등이 조샤한 대 만의 치 난의 경 우 중국 동남부와 같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동족내의 분파간에 富외 뚜렷한 차등화 현상이 냐 

타나는 데도 파별로 조요가 조성되지 않고 하나의 동족에는 하나의 샤 

당만이 존재한다고 보고 하고 있마. 이에 대해 Harrell은 동족성원들이 

한개의 동족에다 한개의 사당이 있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관념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Freedman의 견돼와 차이릎 보이고 있다. 

Baker는 영 국령 홍콩의 上水지 역 의 연구를 근거 로 하여 대 체 로 Fre

edman의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즉 萬石堂으로 상칭되는 전체 통족 아 

래 하위천족의 단결을 상징하는 파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당과 와둥가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며 이러한 파 내에서도 부유한 파가 또 다시 분리 

되어 나온마고 보고 하고 있다. 동남부 지역과의 차이는 4대 이상의 경 

우 Freedman이 주장한 바와 같이 부의 차이 에 의 하여 새 로운 분파가 형 

성되나 4대 이하의 경우 거주형태에서 단합의 근원을 찾으며 여기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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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은 단 한 개의 공동체파 즉 鄭士神으로 규정되는 그가 거주하는 구역 

(hamlet)에 속하는 점에 있다고 한다. 여기저 뷔의 상위의 친족 의례 분 

파는 피라미드식 위계군조플 통해 동족의 단결에 긍정작 기능을 하냐

공동체 분파는 분파간의 배타적 성걱으로 인해 운중내의 단견에 부정적 

오로 작용한마고 한다. 그러 나 양자 모두 만식 당이 라는 시 조외 시 당01 

구심점이 되어 기능을 하고 있다. 

3. 동족과 외 부사회 와의 관계 및 조상숭배 

중국의 동족은 이질척인 성격 벚 Bl 대칭걱 분질로 이투어지고 있는마 

이를 잘피기 위하여 중앙정부와의 관계 벚 기라 동족의부와의 관겨l 블 

불펠요가 있다. Freedman에 의히면 동족관계는 대부분 지역공-동체션에 

국한되묘로 동족의 기-장 흔한 형태는 하냐의 지역화된 동족이 히냐의 

부락 또는 그 말부룹 차지하는 형태략고 연급하고 았다. 따라서 동족내 

의 갈등은 드물고 동족은 정치적， 의례적인 단뷔로샤 알치단결을 하나 

타동족과는 관할지 역 의 팽 창등으로 조작 화판 폭력 이 존져 한다. 

여 기 서 동족의 경 우 세 력 팽 장으로 인해 여 러 다른 공동체 (community) 

를 포콸하기 도 하는데 Freedman은 이 블 싱 위 의 동족(higher-order line

age) 이 라 명 명 하고 았 다. 이 려 한상위 의 동족(higher-order lineage) 이 형 

성되는 이유에 대해 Freedman은 큰 남계친 칩단을 제내로 수용힐- 수 

없는 지역에서 찬척들 중 일부가 마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 관 

계는 치속적이며 이라한 재휴의 형태도 샤당이나 기타 공동재산의 형태 

로 표련된다고 한다(Freedman 1958:338). 또한 이라한 동족의 뱀위는 

2시 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이는 Skinner가 언급한 표준시장 

지 역 (Standard Marketing Area)과 일 치 한다고 한다. 

이 러 한 Freedman의 논의 플 반박하는 Cohen~_ 핑 퉁 평 야의 Hakka에 

서 브여지는 상위의 동족조직의 조사 결과 야것은 오히려 지역화된 냥 

계친 집단의 규모가 작고 외부침엽의 위기가 큰 Bl 교적 방대한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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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지역에서 종족반란(ethnic violence)의 위햄 째문에 생키는 것으로 

이 러 한 폭력 의 크기 와 지 속성 이 상위 외 동족(higher-order lineage)의 말 

달과 크기에 주오변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 법와도 표준시장지 

역 (S.M.A)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 o 로 여러 촌락을 포콸하는 수준이며 

사회조직도 자신들의 통족조직만이 아니라 여러 행태의 사회조직을 구 

성한다고 한다. 즉 지역내 같등의 경우는 지역내의 남계천의 결속을 강 

화하나 이경우는 다흔 민족캡단과의 갇등이 많으묘로 반드시 동족의 단 

합만을 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략서 이러한 지역민의 단합 

의 필요성 때둔에 동족끼리의 조상숭배 의례보다도 정기착으로 행하는 

마을산에 대한 숭배가 중요시 된마고 한다. 

또 Harrell이 조사한 대만의 세 마을의 경우 지역내획 동족의 결속야 

강한 치난은 조상숭배에서 가족보다 전체동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 

다나고 각 가정의 위패가 동족 공동의 사당에 모셔진다고 한다. 반면 

동족조직이 치난보다 악하게 나타내고 각 침단(compound)이 지역 전체 

에 산재해 있는 시유안의 경우 조상위패는 각 집단(compound)야나 가 

정의 샤당(main hall)에 모셔지고 았다고 한다. 또 가장 반한한 춤쉬는 

가족이 가장중섣 단위가 되므로 가족 단위의 조상제사에 치중하고 있대 

고 보고 하고 있다. 

또한 Gallin이 조사한 대만의 정/생마을의 경우 각상부락아며 모두 복 

건정의 후예인데도 불구하고 복건성이나 광동성처럼 천족원간의 사회적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족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도 같은 정을 공유 

하는 1냥계첸으로서찍 친족은 “진쥬”로 이는 외혼제의 단위로사만 존재 

하며 다른 실제적 기능이나 몽족조직은 없었고 오복치천 청도를 동족 

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논급하었다. 그 아유로는 복건성과 같이 경제적 

으로 풍요봅지 못한 환경작 요인도 있겠으나 정착 초기에 산적과의 대 

응 펄요성 등으로 비친족원간의 관계가 중요시 되었다는 점올 들고 있 

다. 또한 아곳에도 국가의 시장경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았으나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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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 깅화릎 우「도해내는 친족의 부켜1 주강한 바와 같이 응 Freedman이 

화시키는 요인무로 작용하며 마을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상품작물재배 

커다 농업주키기- 다튼 마음에 거주하는 인척 

인척관계의 중요성이 늪아 

부계친간의 

우「대블 약 찬족원간의 오히려 도시이주로 인하여 것이 아니라 부계찬의 

01 
^ 유지 등으로 그 고객의 

싱호교환 관계에의 의촌 등오로 경제적 과의 

감정적 결속애 

것으로 냐타났마. 이라한 긴밀한 인척 (chin chi) 관계는 의려l 

표현되어 인척은 마을신에 대한 대표척 축제인 파이파이축제 받 

복건성의 져 인객이l 다1 한 갇정과 충성섬도 

버금i~는 

에도 

중요한 손님 으로 초대 펀 다고 한다. 

같은 복건성의 후예라 함치라도 

등에서 흔례식 

중국 동남부， 위의 논의들을 볼 띠} 

따라 천합방식 있는가에 놓여져 돼 만 등 어 떠 한 환갱 (setting)에 승三요 
。" , 

조
 

즈
 
기
 

이러한 편차는 의래에도 만영됨을 알 수 있다. 나타나며 뼈
 

F 이 

다양한 의례형 
c:: 
τ:J 의례 인척을 포함한 공동체의 지역신 숭배， 상숭패， 

조직의 결 부계친 그러나 위의 다양한 사례에서 존재가 그것이다. 태의 

중요성이 다른 조 부계천의 

비히1 경시되는 정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바동족원과획 결합도 종족간의 찬등(ethnic 

뿐아지 그 범위에서 차이플 보일 함갱도 맞 

직에 

는
 

하
 

재
 

존
 

대만의 견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관뱀한 동족조직이 발달한 중국 

통낚부의 갱우에도 존재하는 것염을 중국 동남부 지역의 국가와의 관계 

confìict) 이 

내
 탐

 

",1 
^ 알력 즉 중국 동남부의 경우 동족간의 。1- ζ느 。 1 ，]

균 1 λλ ..... 1. 를보면 

불구하고 중앙 

왕조에 대향한 

존채가 이를- 임 

향신과 농민의 계층적 차이 등 다양한 이질성에도 

힐치단캘하는데 예로셔 18세키 말의 형 

反j‘좁復明을 목적으로 한 三友會라는 비멜결사의 조직의 

부의 

;생부에 대응하며 

계층차이블 가로지르는 연대조직 

인레 이 는 삼우회 의 엽 펴 식 (triad initia tion)의 의 례 블 치 르는 과정 에 서 

명확하게 내타난다. 즉 이 의례를 통해서 ;섭단은 참형제가 되며 따라서 

구성원외 과부는 친형재획 아내 같이 대하키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다는 

이라한 비밀켈사는 친족갚단， 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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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적인 예이다. 것이 

口 L
æ .2 

I그 몇 lV. 

논외의 출발점이 되었던 Freedman의 견해를 요약하면 중국의 

발달은 해당지역의 경제적 사정에 의한 동족 공유의 재산에 

。l 글의 

동족조직의 

동제의 영향을 중양집권적 

동족조직이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서 경제력이 발날하고 

덜 받는 중국 동남부와 같은 지역은 방대한 발달한다는 것 

지위체계는 사당이나 

폭련된다는 것이다. 

권력구조와 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제실에서 행하는 제례라는 수단을 통하여 

동족내외 

동조를 하는 Potter 등은 경 제 적 으로 운텍 

유사한 결과가 

이 러한 Freedman의 건해에 

한 촌락을 조사지로 선정하여 옹남부 내타나-고 지역과 

존지}를 예로 하여 

이들은 모두 사회적 제도의 

환경외 차이에 의해 나타난다는 점얘 동의를 하였다. 

반연 Pasternack, Harrell, Ahren, Cohen 등은 위 의 학자플이 조사한 

지역과 동일한 환경하에서도 사회조직의 형태가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모두 촌략의 경제적 조건에 따른 동족의 

유우에 따라 동족조직의 

경체적으로 

빼
 網

J뼈
 한
 

F 

이
E
 

동
 

Fei 등은 ~ þ.=• í , 김광억 

동족조직의 

또 Baker, 

만한한 지역에서의 제한판 

일반적 견해를 지치하였다.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동재 

달라진다는 정도가 산 (corporate property) 의 

따루면 경저l 죽 이들에 보이고 있다. Freeclman의 견해와 다른 입 장을 

갇등으로 안한 방위의 펠요 

돈재 여부에 따다 찬족 

적으로 운택한 지역이라 할치라도 부족간의 

밀 집 판 공동채 (compact communìty) 등의 성 및 

외에 비친족 연계가 두드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씀
 

도
 
。탁자들은 각기 지지하는 논의를 반박 도는 결 국 Freedman의 

갇등 (ethnic con-

flict) , 공동거주 등 각기 다른 요언을 해당 지역의 정치적， 사회척， 생태 

유무 혹은 종족간의 말딸의 정 도를 공동 자산의 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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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다. 그리 나 이들의 조사를 동해서 

낼 수 있는 것은 중국인들은조직화하는 경향이 깅하 

조건들과 관련시켜셔 

공통적￡로 추론해 

적 

며 이러한 조직성은 초자연적 상정 다1 
^ 이에 대한 의례를 수단3로 하여 

표현되고 강화띈다는 점이다. 따라서 

죠상숭배도 마을 공동처1) , 비말결사， 

중국의 천족조칙 및 이의 표련연 

직업상의 칼드 등과함써 층국 사회 

를조칙화하는 하나의 축이며 이를 표현하는 의혜 가운데 하나라고볼 

이들 여려 

샤회 문화적 

중국 사희의 

수 있을 것이다

정도는 지역의 

동족조직은 

러한 사회의 기돈적 

조직 동족조직이 강하게 부각되는 

따라다르게 

。1 !2._<L 
~-p '2 

펀업되지 

나타나나 전반적ξ로 

있았다. 또한 이 

사람틀 조차도 정 

알수 

못한 

교한 의례블 통한 의사천족관계를 통하여 사후에 제사를 받고 생시에도 

가족에 버금가는 캄정적， 경제적 위로블 받는 등 하나의 초지-연척 상징 

을 구섬점으로 한 공동체의 불펴l 속에셔 정 체 성 (identity) 윤 :잦고 。)J .Q.. 
끼 κ 디 

을 암 수 있었다. 이러한 중국인의 

조칸으로만 환원시켜서 설명할 수 

속성 을 J. Goody의 시 각처 렴 

없다는 것을 펼자의 개인적 

경제적 

생각을 

바탕요로 하여 설펴 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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