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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역사담론이 국의 부상과 련하여 요한 이유는 서구 근 가 구축한 주류 담론체계에 

의해서 억압과 배제를 겪었던 약자의 고통이 가르쳐  교훈 때문이다. 즉, 역사상 세계체제의 거

한 환에는 약자의 희생은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진화론 인 역사담론이 배후에 있

었다. 같은 논리로 국의 부상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지식체계를 생성시킬 것이고, 그에 의한 새로

운 진실효과와 지배기제는 약자의 희생을 정당화 할 것이다. 그러나 거 한 세계체제와 문명의 환

기에 있어왔던 약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역사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최 한 방하여야 한다. 

본고는 티베트 역사론에 해서 국 주류의 논리와 국제 학계에서의 립 인 견해들을 비교하

면서 강자의 담론에 의해 배제를 겪고 있는 약자인 티베트문제에 한 해법을 제시하고 그 함의를 

분석하려 한다. 티베트의 독립 혹은 국에의 병합의 차이는 역사해석의 문제이지, 실증  역사자료

와 증거의 문제가 아니다. 국의 티베트문제에 한 주류  해석은 페이샤오퉁(費孝通)의 ‘ 화민족 

다원일체구조’의 통합  역사론을 반 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은 국과 주변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과거와 재에 존재하는 국가, 종교, 다수와 소수민족 간의 역동 이고 다양한 차원의 교류사, 항과 

투쟁 계, 억압과 희생의 역사를 국 심  역사론의 외투로 덮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과 

국제사회의 비  지식인들은 본고의 논지와 같은 맥락에서 티베트의 장래는 ‘티베트인 자신’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주제어: 티베트 역사담론, 진실효과, 지식-권력의 지배기제, 중화민족 다원일체구조, 티베트인

의 자유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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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존재를 포용하고 규정하는 역사는 랑그의 형태가 아닌 전쟁의 형

태를 띤다. 즉, 역사는 권력관계이며 의미의 관계가 아니다. 역사는 아무런 의

미가 없기 때문이다(Foucault, 1984: 56).”

I. 서  론

푸코(Michel Foucault)가 상기의 언급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란 권

력의 작용에 의해 구성되는 서사라는 점이다. 그러면서 권력이 규정하는 역

사담론이 창출하는 ‘진실효과’의 억압성을 지적하고 있다(촘스키 ‧ 푸코, 2010: 

195). 이 같은 통찰에 의하면 티베트 역사담론은 증거에 입각한 진실여부의 

문제가 아닌 권력이 창출한 ‘진실효과의 억압성’이 주제이다. 즉, 국제사회의 

상충하는 티베트 역사론에서 중요한 점은 역사적 증거자료와 관련된 게 아니

라 철저히 역사해석의 문제이며 강자와 약자의 담론권력의 경쟁문제이다.  

티베트담론이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

유는 서구 근대(영국-미국이 주도하는 세기)가 구축한 지식체계의 주류담론

에 의해서 착취와 억압, 소외와 배제를 겪었던 약자/소수자의 경험이 우리에

게 가르쳐 준 교훈 때문이다. 즉, 역사상 세계체제의 거대한 전환에는 약자/

소수자의 희생은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회진화론적인 역

사담론이 배후에 있었다. 같은 논리로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에 새로운 지

식과 담론체계를 생성시킬 것이고, 그에 의한 새로운 진실효과와 지배기제는 

약자의 희생을 정당화 할 것이다. 그러나 거대한 세계체제와 문명의 전환기

에 있어왔던 약자/소수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역사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최대한 예방하여야 한다. 이것이 서구와 미국의 지배적 패권체제 이후

에 오게 될 새로운 세계의 준칙이 되어야 한다. 

본고는 티베트 역사론에 대해서 중국 주류의 논리와 국제학계에서의 객관

적인 견해들을 비교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티베트

문제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고 그 함의를 분석하려 한다. 여기서 중국 ‘주류

의 논리’라고 하는 표현은 중국의 국가주의에 편승한 사조를 칭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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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수 비판론자들이 견지하는 ‘비주류적 논리’와도 구분하기 위함이다. 

비판론자들은 본고의 논지와 같은 맥락에서 티베트의 장래는 ‘티베트인 자

신’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티베트의 지위문제, 즉 독립 혹은 중국에의 통합의 차이는 역사해석의 문

제이지, 실증적 역사자료와 증거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동아시아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중대한 문제의식이 걸려있다. 예를 들어 獨島와 동해 호칭

문제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담론패권의 경쟁문제가 되었다. 문제는 강한자의 

담론은 약자의 것을 누르고 우월적 지식패권을 휘두를 수 있으며, 세계인의 

의식에 ‘진실효과’를 심어 놓는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중국의 역사담론이 패

권적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그것에 의해 배제

당하는 약자/소수자의 역사담론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   

중국의 티베트문제에 대한 주류적 해석은 페이샤오퉁(費孝通, 1989: 1-2, 

228)의 ‘중화민족다원일체구조(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농업지구, 서남북의 농경이 가능한 평원지대, 소수민

족지구의 교통요지와 상업중심지역에 거주하던 한족이 점과 선으로 이루어

진 일종의 ‘東密西疎(동남쪽에 집하고 서북쪽에는 분산되어 거주하는 현

상)’의 연계망을 형성하여 중화민족이라는 내재적 실체를 형성하면서 대일통

의 중화민족다원일체구조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한족이 소수민족 지

역에 들어가 특유의 대일통의 응집력을 발휘하는 데 공헌하였다고 설파한다. 

이러한 사고에 서구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논리를 합치면 오늘날 

중국의 주류 역사론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페이샤오퉁의 역사관은 이후 한

족이 주도하는 소수민족에 대한 통합주의적 사고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

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늘날 중국이라는 민족국가는 근대가 주조한 ‘상상의 

공동체’라는 것이 부정된다. 그의 사고는 오늘날 중국의 주류역사관으로 발

전하는데, 이러한 역사관은 중국과 주변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는 국가, 종교, 다수와 소수민족 간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차원의 교류

사, 저항과 투쟁관계, 억압과 희생의 역사를 중국 중심주의담론의 외투로 덮

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역사관에 의하면 티베트는 오늘날 한족중심의 다원일체구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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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는 서구가 티베트서사를 오리엔탈

리즘의 상상으로 주조하면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조장했다고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汪暉, 2008). 그러나 이러한 비판의 저변에는 청조

와 티베트와의 관계, 영국 침략이래의 청-티베트관계, 민국시대 중국-티베트 

간의 모호했던 지배관계와 갈등을 오늘날의 중서이원론의 시각, 즉 서구의 

제국주의에 대한 티베트해방이라는 중국의 독단적 해석으로 단순화하고 변

환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중서이원론적 접근은 서구에게는 침략자에서 티

베트주권과 인권옹호자로 변신할 기회를 주고 있고, 중국에게는 과거의 정복

자와 근래의 침략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서구에 의한 피해자로 자처할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럼으로써 자국의 ‘내부 식민주의’를 서구의 ‘외부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전환시키면서 티베트합병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주류적 사관을 분석해 보면, 중국이 비록 서세동점의 시대에 반식민

지로 피해자의 역사를 경험하였으나, 동아시아주변부와 변경의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예외주의적 인식을 가진 대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들다.1 

그러나 소수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비판적 민주인사들의 티베트론에서는 중

국 중심적인 담론과 다른 면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티베트분쟁에 대해서 다음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증적 역사자

료의 비교가 아닌 담론패권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접근하고 있다. 첫째, 티

베트분쟁은 한족 중심의 역사론과 이에 대응하는 티베트 역사론과의 역사해

석에 대한 갈등이다. 중국과 변경 소수민족 간 상호 차별적인 역사론에서 발

생하는 ‘역사경계’와 ‘영토경계’의 인식적 차이의 문제이다. 둘째, 중국의 다

원일체 중화민족주의의 역사론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역사론이 아니라, 民國

시대 이래로 진행되는 민족국가 서사만들기의 거대 프로젝트의 성격이 강하

다. 그 결과 주변 소수민족인 티베트는 다원일체 중화민족국가구성이라는 통

합의 목적을 이루는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주류 역사론자들은 티

베트 독립요구가 서구의 선동으로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중서이원론적 

 1. 일반적으로 중국 주류의 견해에서는 중문과 영문자료를 활용하여 티베트와 중국왕조
와의 관계사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국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중화민족의 일체감을 
강조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黃玉生 外(199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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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구도로 전화시키면서 반서구-중화민족주의의 창출을 기도한다. 또한 이

러한 시도는 서구로부터의 티베트해방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티베트의 

자결권에 의한 문제해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명분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셋

째, 본고는 국제사회와 중국이 티베트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

보다 티베트의 장래는 중국도 서구도 아닌 ‘티베트인 당사자’들이 결정해야 

하고 그들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창한다. 이러한 결론의 배경에

는 오늘날 동아시아의 소수자-티베트, 대만, 오키나와-문제는 중국과 미국, 

일본이 간여된 제국-식민, 독립-합병, 민주-독재, 대국의 내부 식민주의의 주

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우리는 티베트와 관련된 이러

한 복합적 차원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토론해 본다.  

II. 상충하는 역사론 

제임스 힐튼(1900~1954)(Hilton, 1933)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Lost 

Horizon)은 ‘내 마음의 해와 달’로 묘사된 배경과 함께 이상향인 ‘샹그릴라

(Shangri-La)’로 유명하다. 소설은 티베트 문화와 종교, 풍경을 조화롭게 혼

합하여 허구를 실제처럼 구성하였다.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실제에 허구적 

상상을 가미한 것이다. 사람들의 티베트상상과 현재 티베트문제는 이러한 역

사의 서사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역사적 진실 그 자체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

서 ‘누가 어떤 동기에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는 토론이다. 

페이샤오퉁의 ‘중화민족다원일체구조론’을 근거로 삼아 ‘트랜스시스템사회

론(跨體系社會論)’을 제창하는 왕후이(2011: 173-176; 汪暉, 2010)는 이 소

설이 생산한 서구사회의 반향을 설명하면서 서구인들의 오리엔탈리즘에서 

형성된 티베트상상을 수단으로 티베트인을 선동하는 바람에 그들이 원래는 

생각지도 않았던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석

하는 티베트역사를 서술하며 독립의 부당함을 주창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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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티베트 담론과 역사론도 진실 그 자체는 될 수 없다는 게 진실’이라는 것

이다. 그리고 티베트인들이 자신들은 의식하지도 않았던 독립운동을 하게 되

었다는 진술은 자의적인 상상적 진술이다. 왜냐면 唐조 이래로 티베트는 독

립적인 왕국이었으며, 청의 정복 이후에도 번속관계로서 독립은 유지했고, 

또한 민국시대에는 주종관계마저 거부하고 사실상의 독립을 선언했고, 그 후

에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침략을 받아 ‘주권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중국과 

티베트는 오랫동안 별개의 국가였던 것이다. 티베트문제는 이러한 측면, 즉 

진실은 모르지만 강자의 지식권력이 구성한 역사담론이 ‘진실효과’를 우리에

게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려 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우리는 티베트역

사에 대해 친중국, 친티베트, 중립적인 역사론을 상호 비교하면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학계는 티베트역사를 여섯 단계로 나누고 있다. 제국들의 

경쟁시대, 몽골 지배시기, 중국과 티베트의 경제적 종교적 관계의 시기, 만주

족 통치 시기, 공화시대 중국과 독립국가 티베트 시기, 공산당 지배 시기이

다.2 각 단계의 중국-티베트 관계성에 대해 티베트, 중국, 학자적 관점을 구

분하여 각각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상충하는 역사론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시대구분에 따라 중국의 주류적 견해와 국제학계의 객관적 

관점의 차이를 비유하면서 차이점을 알아본다. 우리는 상충되는 서사를 통해

서 민족과 국가가 어떻게 자신이 중심이 되는 ‘상상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의 지식권력에 의해서 티베트지식이 주도되

고 있는 사례를 간파할 수 있다.   

국제학계의 견해에 의하면 중-티베트 관계는 唐조(618~907)로 거슬러 올

라갈 수 있다. 755년 안록산(安祿山)의 난 이후 821~822년 티베트-중국의 

평화협정 때까지 티베트(당시 吐藩왕조)는 당의 군사적 허약함을 이용해 몽

골에서 장성의 남쪽 끝까지 넓은 지역으로 확장하였다. 당시 티베트 지배시

기에 이 지역에 심어진 문화교류의 통로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가장 

 2. 이러한 시대구분은 Columbia University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티베트 역
사론을 참조한 것이다. http://tibet-vs-china-nationalisthistories.wikischolars. 

columbia.edu/(2014년 5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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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한 티베트 확장의 영향은 아마도 이 시대에 중국, 몽골, 만주의 주류사회

에 불교가 퍼지면서 이슬람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티베트 고승들은 

지속적으로 중원왕조와 관계를 맺었고 宋조에서도 궁정에서 지위를 얻었고, 

元조에서는 티베트-몽골문화동맹을 강화하고, 이래로 문화적 교환은 청조와 

20세기에까지 이르렀는데, 티베트/몽고/시베리아/만주/중국학자들이 ‘제3의 

국제어(lingua franca)’로서 중국어보다 티베트어를 사용할 정도였다. 티베트

는 또한 동부 아시아의 국제무역의 중심이었다. 카라반이 티베트를 통과해야 

중국의 상인과 만날 수 있었고, 중앙아시아의 상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러

한 역할은 문화, 경제적인 교류의 통로로서 티베트의 영향을 영속시켰던 것

이다(Beckwith, 1987: 3–11).

물론 이러한 티베트의 장구한 세월에 걸친 역할과 지역에 미친 문화와 종

교적 위상은 오늘날 중국의 주류역사관에서는 그다지 중시되지 않는다. 오늘

날 중국이 티베트 합병을 정당화하는 우월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에 이 시대를 서술하는 중국의 티베트역사론

은 다분히 티베트의 문화적, 종교적 영향을 경시하는 기술을 한다. 티베트 왕

인 송찬캄포는 634년 당의 文成공주와 결혼하였다. 이로써 티베트는 당조에

게서 많은 선진문물을 포함하여 정치, 경제, 문화적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기

술한다. 이러한 200년간의 친 관계가 송조에도 지속되어, 결국은 13세기에 

중국영토에 편입되는 데 기초를 놓았다고 서술하면서, 당시의 대등했던 관계

성, 티베트 불교의 전파가 미친 영향, 경제적 통로역할의 중요성 등을 경시하

고 있다(Wang and Nyima, 1997: 7-19). 이러한 중국 주류의 티베트역사론

에서는 중국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중국의 주류적 시각을 주로 참조하여 왕후이(2011: 179-180)는 몽골의 원

조에서 시작하여 티베트역사를 다음 같이 요약하여 서술한다. 원제국은 티베

트에 行省을 설치하면서 티베트인들은 원조의 編戶齊民이 되었으며, 이는 여

타의 중앙-지방관계가 아니었다. 원은 중앙에 선정원을 설치하여 티베트와 

불교관련 업무를 관리하면서 티베트를 三道 宣慰司로 나누었다. 이러한 서술

은 중국의 주류 역사론이 주창하는 서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1280년 

쿠빌라이가 원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중국역사상 소수민족의 통치가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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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러한 원-티베트 관계가 시사하는 것은 이 시기에 티베트가 처음으로 

중국에 공식적으로 복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조에서부터 중-티베트 관

계성은 한족왕조와 주변부의 위계적 조공관계가 아닌 종교적으로 ‘최왼-공

시’3관계라는 탈정치적-탈주권국가적 개념의 관계, 즉 정치적 주종관계와는 

다른 수평적인 불교체계의 역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국제학계

는 지적한다. 

중국 중심적인 견해와는 달리 국제사회에서의 학문적 견해는 원 지배하의 

티베트의 위상은 몇 가지 의문으로 인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논한

다. 과연, ‘어느 정도 티베트가 원제국에 복속 되었는가’에 대해서 학술용어

의 비영속성, 자료의 성격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진다. 또한 국적문제가 모호하

다. 즉, 현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몽골이 세웠던 원제국과 티베트의 

관계인데, 오늘날 중국의 주장과 같이 몽골을 제외하고 ‘중국의 티베트’라고 

사고하는 게 합당한가의 문제이다. 학술적으로 더욱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

은, 상충적인 후기 몽고의 불교와 티베트관련 기록의 의미에 의하면, 송조가 

정복된 것처럼 티베트도 정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중국자료

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모든 후기 원제국의 자료에는 티베트에 대한 

직접통치에 대해 보여주는 게 거의 없다. 원의 역사와 라시드 알딘(Rashid 

al-Din, 이란의 몽골 일한국에서 일하던 페르시아 관리이며 몽골족 역사서를 

썼다)의 기록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티베트는 중국-몽골의 관료통치의 외부

에 있었고, 국경부근마저도 원조에는 무법적인 혼란의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국경 부근에 ‘인가된 시장’이 존재한 것은 티베트가 원에 의해서 독립적인 

외국으로 간주된 증거로 볼 수 있다. 왜냐면 정복된 중국 내부에는 당시 그

런 시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가된 시장은 국경부근에만 존재했다. 시장들

은 무역과 사절의 교통로로서 여기를 거쳐서 중국의 영토내로 들어왔다. 이

 3. 원과 티베트는 티베트어로 ‘최왼(檀越 ·단월)’이라는 정치적, 종교적 관계를 맺었다. 

원은 티베트 영토를 티베트의 최고 고승(高僧)에게 공시(供施, 우리말로 보시)하는 
대신 티베트 승려들은 원 제국의 정신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호혜평등’의 관계 계약
이었다. 이렇게 티베트의 종교합일의 통치자와 원제국의 지배자 사이에 맺어진 최왼-
공시관계는 티베트-중국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晩淸이 멸망하는 20세기 초까
지 지속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한규(2003, 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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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티베트가 당시에 일종의 ‘미지의 세계(terra incognita)’, 즉 중국이나 

몽골에게도 지리적 세부사항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으로 간주되었던 표징으

로 볼 수 있다. 현지의 라마승들에 의한 통치기구는 원제국의 불교-티베트 

사무부처의 인정을 받고 티베트의 대부분을 통치하였는데, 원 황제들의 간섭

이 거의 혹은 전혀 없었다(Franke, 1983: 296-328).

원제국의 티베트지배의 성격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명조의 특징으로

서 왕후이는 원의 통치를 그대로 계승하였다고 서술한다. 원의 三道 宣慰司

를 3개의 道指揮使司로 전환하였지만, 점차 ‘야만과 화하의 구분’이라는 차

별적 관념의 영향으로 명조는 티베트와의 관계성을 점차 중앙-지방의 관계로 

전화하면서 전통적인 조공관계로 나아갔다고 서술한다. 이것도 중국의 공식

적인 서사를 추종하고 있다. 즉, 명 태조 주위엔장(朱元璋)은 티베트에 조서

를 내려 중국통일을 알리고 원의 관직과 같은 자리를 제공하고 이전의 호칭

과 인장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였으며 원을 대체하여 중앙티베트에 통치를 

유지하고 행정적 종교적 지위를 수여하였다고 기술한다. 비록 원조와는 달리 

군대를 주둔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종주권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론과는 달리 명조가 몽골과 같은 정도로 티베트에 종주권을 가졌

다면 몽골에서와 비슷한 어떤 관계체제가 지속되었다는 요소가 보여야 한다. 

그중에 샤캬관리의 임명과 티베트인을 이 지위에 임명해야 하는 것이다. 몽

골의 지배에서는 샤캬파(Sakyapa)의 수장을 티베트의 지도자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몽골의 권력이 쇠퇴함에 따라 샤캬파의 패권적 지위도 같이 위축되었

다. 그래서 명이 티베트 지도자를 임명하려고 했을 때, 티베트에 최고의 지위

를 가진 지도자가 없었다. 그래서 명은 샤캬관리를 임명할 몽골의 전통을 계

속 발휘할 수가 없었고, 또한 원조와는 달리 중앙티베트의 복종을 기대할 수 

없었다. 명과 티베트의 조공관계는 지속적인 우위적 통치의 의미가 아니었다. 

조공관계는 티베트에게는 의무가 아닌 기회였으며, 명보다 더 많은 것을 얻

을 수 있었다. 명조는 티베트에 지속적인 통제를 가할 권위를 가질 수 없었

다(Tuttle, 2008: 413-429).

왕후이의 서술에 의하면 청조의 통치방식은 중원의 황제, 몽골의 칸, 만주

의 족장, 티베트인이 만든 문수보살 등 중화와 변경지역, 불교로 이루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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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을 통합한 것이었다. 특히 티베트에는 행정장관인 駐藏大臣을 파견하고 

군대의 주둔을 통해서 직접통치와 종속관계가 성립하였다. 그러나 청조 말에

는 영국 제국주의 침략으로 티베트와 청조 간의 전통적인 관계에 변이, 모순, 

소원함이 생겨났다. 영국은 티베트를 침략하면서 특권을 획득하려고 청조와

의 분리전략을 꾀했고, 청조는 쇠퇴로 인해 군사지원을 할 수가 없어 티베트

에 타협정책을 강요했다. 1903~4년에 영국은 대규모로 티베트 침략전쟁을 

일으켰고 청조는 다시 주장대신을 통해 티베트 군대와 인민의 저항을 방해했

다.4 이러한 티베트 침략에 대한 청의 유화정책 강요는 티베트 민심을 이반

시키면서, 티베트와 청조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후 청조

는 티베트에 직접개입을 강화했으나, 辛亥革命이 일어나면서 티베트 주둔 청

군이 반란을 일으키는 와중에 티베트인을 학살하고 약탈을 자행하였다. 영국

의 침략에 대한 청나라의 타협정책과 패망전후 티베트에의 직접개입 정책은 

티베트의 분리주의에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즉, 한족에 대한 티베트인의 적

개심과 반항적 정서를 심어주었던 것이다.5 결국 1912년 네팔의 중재를 통해

서 티베트에 주재하는 모든 청조의 관원과 군대가 내지로 추방당했다. 이로

써 티베트에 대한 청의 통치는 완전히 와해되었다.6 

서세동점의 시대 서구의 간섭이 가져온 청-티베트 관계의 변화에 대한 왕

후이의 해석에 의하면 ‘전에는 없던(unprecedented)’ 티베트의 반항의식과 

독립요구를 증대시켰다. 1912년 아직 티베트에 돌아오지 않은 달라이 라마 

13세는 ‘한족추방령’을 하달하면서 “내지 각성의 인민이 군왕을 타도하고 새

로운 나라를 건설했다고 선언하였다(牙含章, 1984: 240; 石碩, 1994: 408- 

465).” 이른바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다’라는 주장은 신해혁명 후에 각성의 

독립과 자치운동에 호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족과 티베트 족의 종족적인 

 4. 1888년부터 영국의 두 번에 걸친 침략은 티베트의 반식민지화와 정치경제적 특권획
득이 목적이었다. 침략이 초래한 또 다른 결과는 티베트와 청조가 소원해지면서 충돌
이 발생하였다. 영국의 침략에 대해 청조가 티베트가 허용하기 힘든 타협정책을 취했
기 때문이다. 티베트 학자 石碩의 견해를 참조. 石碩(1994: 418). 중영 티베트 교섭
과 쓰촨-티베트 접경지 상황연구에 대해서는 馮明珠(1996).

 5. 당시 중앙군대를 따라서 티베트에 들어간 管帶였던 陳渠珍(1990)은 1936년에 경험
담을 썼다. 

 6. 이 부분은 왕후이(2011: 191-195)의 서술을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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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엄격히 분리하고, 성 분리 자치운동을 그보다 더욱 분명하게 조직함

을 의미한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로 돌아와 다시 그의 관원들과 주민들에

게 일방적인 통치권 보유성명을 발표하여 티베트와 명, 청의 종교 및 조공관

계로 맺어진 통치모델을 ‘공양(pujan)관계’라고 정의 했다. 그 의미는 사실상 

앞서 말한 종족과 국가의 이중적인 요소라는 기반위에 성립된다. 만약 이 두 

요소를 1912년에 발생한 외몽골의 독립선언과 1913년 1월에 체결된 ‘몽골 ․
티베트협정(蒙藏協定)’과 연결시켜 보면,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의 일

치’를 추구하는 서구 근대의 민족주의적인 분리운동의 특징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몽골 ․ 티베트협정’에서 “몽골과 티베트는 모두 청의 굴레에서 벗어나

고 중국에서 분리되어 자체적으로 두 나라를 이루었다. 두 나라는 동일한 종

교를 믿고 예부터 내려온 상호 친애의 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다((英)栢爾, 

1930: 石碩, 西藏文明東向發展史: 429; 왕후이, 2011: 195-196).”라고 천

명한 것이다. 이 같은 중국 중심의 서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청-티베트의 

전통적인 번속관계가 서구의 침략으로 인해 와해되면서, 서구식의 제국-식민

체계로 번역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서구가 국제사회 주권승인의 원

칙을 티베트에 적용하려는 것의 오류를 지적하려는 것이다. 서구의 티베트지

식과 제국주의적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티베트에서는 독립의 움직임이 없었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티베트의 독립선언에 대한 해석은 중국 중심적이며 논리적 

모순을 표출시킨다. 오늘날의 정치경제적인 위상과 영토경계를 기준으로 과

거의 역사를 이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것이다. 왕후이는 티베트의 독립선언이 

서구식 관점에 입각하여 전통적인 청-티베트 관계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

라는 논리를 편다. 즉, 1904년 영국이 티베트를 침략하기 전 달라이 라마 13

세(1876~1933)는 저항을 위해 러시아에 도움을 청한다. 이때의 최초 동기

는 독립이 아니었다는 왕후이의 서술은 달라이 라마가 몽골로 떠나면서 “먼

저 몽골로 가고 나중에 베이징에 가서 황태후와 광서제를 알현할 것이다”라

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일화적인(anecdotal) 기록에 근거한다(西藏自治區政

協文史資料硏究委員會, 1985: 68; 왕후이, 2011: 196). 1913년 10월 중국, 

영국, 티베트의 3자가 참여한 심라(simla)회담이 열렸는데 티베트대표 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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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Shatra Paljor Dorje)는 영국의 종용으로 ‘티베트 독립’을 요구했다. 그리

고 1923년 1월에 도르지예프(1854~1938, 13대 달라이 라마의 시독캄포侍

讀堪布인 더얼즈德爾智)를 외몽골 수부 쿠룬(庫侖, 울란바토르)으로 보내 외

몽골과 조약을 맺어 서로를 ‘독립국가’로 인정했다. 왕후이는 이 무렵부터 티

베트 지배층에는 ‘독립’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겨났다고 평한다. 그리고 이렇

게 독립이라는 주권승인의 정치에 휘말리게 된 티베트문제는 영국의 제국주

의로부터 시작해서 전후에는 미국이 배후에서 간섭하면서 달라이 라마가 망

명을 하기까지 티베트문제가 점차 국제화되는 과정을 중국의 입장에서 서술

된 자료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그는 이 서술에서 미국, 영국, 인도가 거의 

공모에 가까울 정도로 협의하여 티베트를 비 리에 무장시키고 독립을 부추

기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였다.7 그러한 과정에서 티베트문제는 중

국 내부를 벗어나서 국제화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티베트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학자들의 견해는 중

국 중심의 역사론과는 사뭇 다르다. 청말-민국시대에 청-티베트의 전통적인 

조공-번속-번지 관계는 영국의 티베트침략에 청조가 무력하게 대응하면서 소

원하여 지고 결국은 독립운동으로 이어진다. 제13대 달라이 라마는 망명지 

인도에서 청조의 붕괴소식을 들었고, 1912년 중화민국이 성립되자 티베트와 

중국이 별개의 나라임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중국인을 국경 밖으로 추

방하였고, 1913년 3월에는 ‘5개조 선언’을 발표하여 독립을 선언하였다. 또

한 몽골과 티베트 정권은 서로 상대방을 승인하는 이른바 ‘티베트-몽골조약’

을 체결하였다. 티베트는 이로써 자신의 군대를 보유하고 국경을 수비했으며 

통화를 사용하고 자신의 정부를 보유한다. 이후 40년 동안 티베트는 사실상 

독립국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왕후이도 당시 서구 근대의 ‘민족국가’ 개념이 

중국에 영향을 준 것을 인정한대로, 민국시대 중국에서는 티베트불교의 실천

과 교리의 확산이 미치는 영역에 걸쳐서 티베트는 중국의 ‘상상의 민족공동

 7. 왕후이(2011: 198-199, 61ff). 그가 사용한 자료는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47: 589-592; FRUS(1948a: 779-780); FRUS(1948b, VII: 775- 
776, 782-783); ｢新華社引印通社新德理5月11日電｣: 378-379. 미국의 티베트문제
에 관한 논의는 李曄 ‧ 王仲春(1999); Prados(1986: 159); McGranahan(2006: 10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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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일부분이 되었다. 당시 쑨원의 ‘五族共和論’에 티베트가 포함되어 있

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孫文, 1982: 2).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티베트 기득권 보수세력이 현대화를 두려워하여 독립을 확실히 하려는 정책

을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외국세력들도 티베트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방기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의 합병이후 독립이 어려워진 이유

는 당시 내부의 사원세력 분파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현대화개혁을 거부했

고, 또한 영국, 인도, 미국 등의 무관심과 방치에서 유래한 측면이 크다

(Goldstein, 1989: 815-818). 물론 중요한 것은 약자인 티베트의 내부사정이 

대국인 중국으로 하여금 티베트를 무력으로 병합해도 된다는 논리를 정당화 

하지는 않는다. 

티베트에 대한 대작을 쓴 골드스타인(Melvyn C. Goldstein)은 당시의 티베

트역사의 전후사정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는 1913~51

년까지 티베트는 ‘사실상의 독립(de facto autonomy/independence)’상태였

으며, 그런 와중에도 중국 지도자들은 재통합을 시도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왕후이의 기술과는 달리 이후에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주권에 ‘강제로 

편입(forced to accept)’(Goldstein, 1989: 815)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그의 분

석에 따르면 티베트는 내부의 무능과 외부의 무관심으로 중국의 침략을 받아 

합병된 것으로 결론 내린다. 내부적 원인으로서는 사실상의 독립을 이룬 기

간(1913~51년) 동안 티베트의 종교적 파벌, 보수적 사원들이 토지경제(serf- 

economy)의 이권유지를 위해 경쟁하면서 현대화를 방해하여 개혁이 부진하

였다(Goldstein, 1989: 37). 보수세력이 현대적 정부와 군현대화가 필요하다

는 개혁인사들을 견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종교분파들의 보수성과 무능함 

때문에 현대화의 전환점이 여러 번 존재했으나 번번이 저항에 실패한 것을 

지적한다(Goldstein, 1989: 816-818). 이렇게 티베트 내부 보수세력의 반개

혁주의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와 더불어 외부적 

요인도 티베트의 중국통합에 한 몫 하였다. 즉, 영국은 방기와 무관심으로 일

관하였다. 영국은 주로 티베트를 중-러 간의 완충지대로 삼으면서 독립 혹은 

인도통치를 위한 보호국(protectorate)으로 삼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 영국은 

1914년 심라회담에서 중국의 종주권 하에서의 자치를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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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이것은 중국에 종속되지만 사실상의 독립(de facto independence)

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국은 1914년 이래 독립국으로 대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종주권 하의 자치지역으로 인정한다. 국제적으로 독립을 돕지도 않았

고, 또한 중국이 공격하면 보호한다는 언질도 주지 않는 애매한 상태를 유지

했다. 영국은 1947년 인도의 식민통치를 포기하면서 티베트문제도 방기한다. 

그리고 1948년 티베트 무역대표에게 비자발급마저 거절한다. 당시 네루 수상

도 중-인우호협정에 방해가 될 까봐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간섭가능성에 무

관심으로 일관했다. 1950년에는 티베트가 유엔에 도움을 청하지만, 미국은 

1950년 11~12월, 51년 1월 티베트에게는 중차대한 시기였음에도 티베트대

표단의 유엔에의 호소에도 무관심을 보내는 등의 크나큰 실수를 범한다

(Goldstein, 1989: 822-824).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국제사회의 무관심, 미

국의 적절한 지원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티베트는 중국의 압력으로 17개조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티베트가 사실상의 독립상태에서 중국의 침략과 합병으로 이어지

는 역사를 보면 중국 주류 역사론에서의 대국주의적 인위적 역사만들기가 들

어난다. 티베트 망명정부가 성립된 후에 중국-티베트 양측의 상충되는 역사

담론의 함의를 분석한 파워즈(Powers, 2004)에 따르면 양측이 특별히 강하

게 주창하는 부분은 합병이전의 티베트의 상태이다. 중국은 합병이전의 티베

트는 잘못된 통치로 말미암아 비참한 봉건적 사회였으며 중국에 합병된 후에

야 비로소 현대화개혁이 진행되면서 티베트인들의 행복도가 더욱 커졌다고 

주창한다. 따라서 티베트인들은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었는데 한족 중국이 

그들을 해방시킨 후에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은 중국에

게 중요한데, 이것이 부정되면 중국은 티베트에 대한 식민주의자가 되기 때

문이다(Powers, 2004: 19-20). 친중국계의 역사론에서는 제국주의통치(영국)

와 티베트 내부 봉건적 사원세력이 인민을 착취하여 피폐해졌는데, 중국이 

이를 해방시켜 발전하게 되었다는 논리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골드스타인이 

밝혔듯이 합병이전 티베트에서도 현대적 개혁운동이 있었으나 보수적인 사

원세력의 훼방으로 실패하였다. 다음에 외부세력의 선동으로 티베트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친중국의 논리와는 달리, 전후에는 티베트정부가 대표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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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 파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영국이 인도에서 철수하면서 그 주변 

관할지역인 티베트 안보에 대한 책임의 방기, 중-인우호협정을 우선시한 네

루 정부의 티베트에 대한 무관심, 미국의 상황판단 착오를 틈탄 중국의 무력

적 병합으로 발생한 것이다. 결국, 티베트의 희생은 대국주의(영국과 인도, 

미국과 중국)적 이해관계의 자의성과 복잡성을 나타내는 징표이다. 

담론의 비교적 서술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티베트론을 주창하는 주체

마다 자료의 선택과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다. 이렇게 양측의 역사론은 대립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친티베트 측의 태

도는 티베트분쟁을 국제화하여 세계시민들로 하여금 티베트가 역사상 충분

히 독립의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강제로 합병한 것을 알리려는 

목적을 띤다. 친중국 측은 독자들로 하여금 역사상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분

이 될 수밖에 없었고 구티베트의 후진성과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해

방되어 합병 후에는 개혁과 현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려는 

목적을 띤다.8 

따라서 티베트의 독립과 중국의 병합을 정당화하려는 각자의 역사담론은 

통약불가능(incommensurability)한 상태가 되고 있다. 파워즈(Powers, 2004: 

158)는 양측이 주창하는 역사론의 진위를 전부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역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군사행동으로 합병을 이루는 것 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일 것이라고 논평한다. 그리고 현대적 민족국가개념으로 현대이전의 중

국과 티베트의 경계를 규정하는 시도, 즉 전통시대 역사적으로 모호했던 경

계를 현대 민족국가시대의 명확한 경계로 획정하기 위해 목적지향의 역사론

을 구성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힌다. 이러한 상황을 그는 

‘상상의 패권(Imagined Hegemonies)’(Powers, 2004: 151)을 구축하려는 것

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이렇게 상충되는 담론분쟁에서 간파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티베트 양측의 역사상상은 자신의 정의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8. 대표적인 친티베트 자료는 티베트 망명정부 웹사이트 “White Paper: Proving Truth 

from Facts”. www.tibet.com/WhitePaper/; Tsepon W.D. Shakapa(1967). 서구사회
의 친중국자료는 Epstein(1983); Richardson(1984); Smith(1996); Grunfeld(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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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게는 주류의 티베트론이 현재 티베트 지역에 대한 정치적 지배와 통제

의 수단이 되고 있다. 셋째, 중국 주류의 티베트론은 대내외적으로 다원일체 

중화민족정체성의 구성과 투사의 수단이 되고 있다. 넷째, 티베트인들에게는 

중국의 합병 이후로 자신은 티베트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고 더욱 심화되

는 계기가 되고 있다(Powers, 2004: 155-156). 따라서 우리는 상충하는 티베

트담론을 바라보면서 양측의 견해에서 진실을 입증하는 작업보다는 각자의 

논리를 정당화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목적지향을 비

판적으로 주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류 역사에서 강

자의 담론으로 해체될 위기에 놓인 약자의 담론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III. 대국주의적 역사담론과 비판적 성찰

푸코의 시각에서 보면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는 서사의 

구성이다.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를 구성(영토화)-해체(탈영토

화)-재구성(재영토화)을 지속한다. 문제는 상충되는 주장을 하는 논객들이 자

신의 입장을 도와주는 실증적 증거자료는 얼마든지 만들어내기도 하고 찾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티베트, 고구려 역사문제와 영토경계논쟁 등과 같은 

문제들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진영들이 각자 진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

은 따라서 무의미한 일이다. 단지 이들의 논쟁은 권력의 뒷받침을 담보로 

‘진실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따름이다. 티베트 망명공동체와 중국의 내부소

비와 외부수출을 위한 역사서사의 창출은 양측이 투사하는 역사상상의 환경

에의 순응(naturalization)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집단정체성의 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서사구성은 푸코(Foucault, 1988)의 개념인 ‘자아의 

기술(technologies of the self)’의 특성을 보여준다. 즉, 자신이 특정한 상태

의 행복과 지혜, 완전함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스스로 

또는 외부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영혼과 육체, 사고와 행위 등 존재방식에 



 티베트분쟁   111

특정의 작용을 일으키려는 실천을 의미한다. 파워즈는 이러한 현상이 티베트

와 중국의 서사구성을 통해서 집단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Powers, 2004: 156-157). 따라서 사회가 생산한 이념(역사론)은 그 영속화

를 위해서 사람들의 태도와 의식을 조건에 맞게 구성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고는 특히 강자인 중국의 티베트담론을 비판적

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인류역사상 심각한 문제는 역사논쟁에 대한 진실효과

를 더욱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결정권은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가 

발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식인이 해야 하는 일은 대

국이 주도하는 지식-권력의 지배기제를 초탈하고 소외와 배제를 겪고 있는 

소수자의 존재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믿고 싶다. 이는 냉전시대 대국주의와 

국가주의에 몰입하여 동아시아의 약자/소수자의 다양한 역사를 양대 이념의 

거대서사와 대국 간의 대결구도에 파묻어 버렸던 근대에 대한 성찰이라는 의

미도 있다. 이것을 또한 ‘탈근대적 문제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탈냉전시대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자국이 관련된 역사분쟁에 대해서 ‘중국

사는 역사상의 중국을 자칭한 각 왕조의 역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왕조에 속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중국을 이루는 각 민족과 각 지역의 역사를 모두 포함

한다(김한규, 2004: 277)’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의적 원

칙을 내세우는 중국이 성찰해야 할 것은 역사를 근거로 정의하는 영토경계는 

지리적, 공간적인 국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관적인 인식 속에 세워진 ‘상상

의 경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문화와 역사경계에 속

했다는 것을 근거로 오늘날의 영토경계로 주장하는 것은 근대적 경계 만들기 

인식에 매몰되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역사해석은 근대의 국가주

의를 넘어선 대국주의적 사고경향을 투사하는 것으로서 민족의 거주영역, 역

사공동체의 영역, 영토경계를 모두 일치시키는 사고이다. 중국, 인도, 동아시

아주변부는 영토경계가 2차 대전이후에 확정되었다. 즉, 대체로 현재 민족국

가의 영토경계는 근대에 의해서 민족, 종족, 언어, 문화의 역사경계와 민족 

거주지역이 타협하여 구성된 것이다. 거기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대국들의 지

정학적 이해관계가 작용하였다. 중국의 원칙은 오늘날의 영토경계와 과거의 

문화-역사경계 모두를 오늘날의 영토경계에 다 통합시킨다는 지극히 대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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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역사패권주의인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대국주의적인 역사담론에 대해 김한규는 중국이 구성하는 

티베트역사론은 과거의 다양한 문화, 종교, 경제 부문의 교류로 생성된 관계

망, 그로 인한 ‘역사경계’를 오늘날의 ‘영토경계’와 일치시키는 태도라고 비

판한다. 과거 동아시아의 유교문화와 조공체계의 관계망이 형성한 ‘상상의 

문화와 역사경계’를 오늘날의 ‘구체적 영토경계’와 일치시키는 사고는 많은 

갈등을 야기한다. 이러한 사고가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위에서 서술한 대

로 역사론-문화, 무역관계, 종교 등의 관계망 구조와 관련된-그 자체가 주체

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을 내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티베트 것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문제에 관한 해석에는 하나의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이라는 역사적인 기억과 서사를 공유하는 역사공동체와 ‘중화

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호칭은 구별되어야 하며, 역사경계와 국

가경계를 분리하여 논리를 전개하여야 한다. 변경지역은 이 양자의 ‘사이’에 

중국과는 별개로 존재한 문화-역사공동체인 것이다. 김한규(2004: 270)는 비

록 중국의 정치적인 통합으로 인해 소수민족 정체성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현

재의 중국에 병합된 상황이 과거의 소수민족의 역사를 소거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양자의 사이에는 몽고, 서역, 티베트, 전검(계), 요동, 대만 등 

여러 역사공동체가 있지만 특히 요동과 티베트를 대표적으로 꼽는다. 현재 

티베트와 요동은 중화인민공화국(민족국가)의 영토경계에 있지만 문화-역사

적으로 중국과는 별개이다. 근대적 민족국가로서의 영토국가와 역사공동체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중국의 역사원칙이 모든 변경의 소

수민족지역을 중화민족국가의 영토경계에 포함시키는 시도가 정치적 통합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이러한 목적지향의 역사론의 특징

을 윤휘탁(2008)은 ‘以古爲今’(현재를 위해 과거를 이용한다)으로 정의한다. 

즉, 그러한 역사담론은 ‘진실’이 아닌 현재 희망하는 바를 위해서 권력을 사

용하여 창출한 ‘진실효과’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대국주의적 역사론에서는 주변 소수민족에 대해서 ‘정복(爭取)’이

라는 개념보다도 ‘통일(統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Perdue, 

2005: 510), 혁명 이후에는 ‘해방’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19세기의 러시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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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중앙유라시아 정복 그리고 20세기 러시아와 중국의 사회주의혁명은 변

경지역을 명목상의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실제적으로는 억압적인 사회주의 

통치체제에 병합하고 말았다. 중국의 주류 역사론자들은 티베트와 중앙유라

시아 소수민족에게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해방’

이라는 개념은 사실 대국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소수민족은 서구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명목으로 대국의 통치체제에 강제로 편입당

하기도 하고, 전통종교의 포기를 강요받기도 하고, 거주지역에서 쫓겨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이 실제적인 차별이 아닌 효율적인 소수민족자치제도라는 

논리는 한족중심 통합주의의 자의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진보적 사학자인 사카모토 히로코(坂本ひろ子)는 중국 주류의 역

사론자들이 기초로 삼고 있는 페이샤오퉁의 ‘다원일체 중화민족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그녀는 ‘대가족’으로 비유되는 중국의 민족-국가의 

서사방식에 기초하여 민국시기 민족학의 성립과정에서 페이샤오퉁이 행한 

중요한 역할과 문혁이후 복권한 후에 중화민족 다원일체론을 주창하기까지

를 주변부의 입장에서 개관하고 있다. 페이샤오퉁은 민국시기에는 량치챠오

의 사회적 진화론에 입각한 한족-소수민족 간의 문명-야만의 이분법적 민족

개념을 포함한 사고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중국의 건국 이래로는 

스탈린모델과 사회진화론을 수용하면서 진보-낙후라는 기본 틀에서 민족문제

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량치챠오의 인식을 수용하게 된다. 티베트

문제에서도 그는 이러한 틀을 적용하여 암흑사회로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그의 전변을 왕젠민(王建民 외, 1998: 111; 사카모토, 2006: 245)은 “자신을 

소수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지도한다는 위치에 설정하면서 일종의 소수민족

을 가르치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 학자가 노력하여 재구축한 소수민족 자

신의 민족과 에스니시티의 역사를 소수민족 자신이 받아들이게 하고, 인식시

키고자 한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페이샤오퉁의 사고는 진보하

는 다수인 한족과 낙후한 소수자를 구분하는 차별적 민족의식인 것이다(사카

모토, 2006: 239-250). 문혁이 종식된 후에 학계로 복귀한 후에도 종래의 주

장, 즉 민족은 역사과정에서 형성, 변화, 흥성, 쇠퇴하는 것이며, 각 민족은 

언제나 분화, 융합의 과정에 있고, 여기서 처리해야 할 식별상의 남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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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들은 나누어 졌지만(分) 완전히 바뀌지(化) 않았고, 녹아들었지만(融) 

합쳐지지(合) 않은’ 상태로 판별불가능 하다는 지적을 지속하고 있다. 사카

모토(2006: 246)는 이러한 사고전개가 역사적 동태성을 중시하는 민족인식

이지만, 한편으로 중국은 기원전 200년부터 통일국가였다고 하는 초계급론적

인 통일국가의 연속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평한다. 그리고 이러한 페이샤오퉁

의 사고는 1988년 홍콩에서 발표한 ‘중화민족다원일체구조’(1988년 11권)론

으로 귀결된다. 이는 “다원의 기원을 이루는 많은 고립 분산된 민족이 접촉, 

혼합, 연결, 융합하고, 동시에 분열, 흥성, 쇠퇴하며, 완전히 융합되면서도 개

성을 지닌 다원적 통일체가 되었다(사카모토, 2006: 247)”는 함의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장대한 역사화된 민족구상은 한족과 소수민족과의 관

계를 모두 하나의 구조에 융합하는 발상이며 사회적 진화론의 입장에서 민족

을 창출하려 했던 량치챠오, 쑨원의 한족 중심의 五族共和와 三民主義에 나

타난 同化주의, 리따자오가 1917년에 주장한 五族개념을 넘어서는 ‘신중화

민족주의’ 등을 모두 종합하여 중국의 복수민족-국가를 새롭게 개념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민족의 동태적 움직임을 중시하면서도 정태적인 

전체구조를 창안한다는 면에서 왕후이(2011: 9-11)의 ‘트랜스시스템사회론

(跨體系社會論)’의 참조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실제로 잘 활용되었다.9 단지 

페이샤오퉁의 ‘중화민족 다원일체구조론’은 상대적으로 중국 민족문제의 정

태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접근한 개념이고, 왕후이의 ‘트랜스시스템사회론’은 

동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는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전자는 1989

년 6-4 천안문사태 직전이자 개혁도중에 나온 것이며, 후자는 개혁의 성공으

로 인한 자부심이 비등한 시기에 나온 것을 고려하면, 21세기 중국의 전반적

인 발전과 이에 따른 소수민족의 주체의식증대, 탈사회주의이념화 현상이라

는 새로운 환경에서 기존의 사회주의보편주의(지적, 문화적 측면에서)를 넘

어서는 새로운 동화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원일

 9. 중원과 변경지역을 문화, 종교, 경제, 전쟁, 외교적 교류를 통하여 상호 침투하고 융
합하는 ‘초국적 지역주의서사’이며 중국과 변경지역을 장기지속의 역사에서 하나의 
전체계로 보는 역사관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 중심의 한족중국-변경 소수민족의 ‘초
국적 지역체계’가 끊임없이 통합을 향해 달려간다는 목적론적인 역사관이라는 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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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중화민족론’은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내부의 중층의 역사적 시간

과 공간의 다면성, 다민족 간의 비대칭-불균형성을 은폐하고 동화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사상-문화기획이다. 페이샤오퉁은 사카모토(2006: 248-249)의 

비판대로 여전히 ‘다원에서의 헤게모니’, 즉 소수민족에 대한 다수 한족의 지

도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티베트와 신장(新彊)의 상대적으로 

강한 종교적 정체성을 예로 들면서 ‘다원의 조화’가 반드시 보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다원’ 개념에 회의적인 견해를 비치기도 한다. 이렇게 중국

의 주류 역사론의 흐름은 민국시기부터 지속되어온 중국의 민족-국가 만들기

의 계몽프로젝트로 수렴되고 있으며, 여전히 한족이라는 종족적인 민족주의

에 의해 중국역사가 독점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서구와 미국중심의 세계가 쇠퇴하는 추세를 의식하면서 21세기 중국에 의

한 새로운 ‘다원일체 중화민족주의’ 역사론에 대해서 우리는 탈근대적 문제

의식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다원일체를 추구하는 중국의 역사론에서는 

일체 안에 매몰되어버린 소수 주체들의 목소리를 다시 발굴해내는 시도를 허

용하지 않는다. 중국이 자신의 역사경계에 존재했던 모든 변경지역을 영토경

계에 편입시키려는 대국주의적 역사론은 지역 내부에서의 소수민족의 유동

성, 분산성, 저항과 비판을 억압하는 지식패권기제를 창출하고 당연시한다.  

이렇게 현재의 위상으로써 과거를 재구성하려는 중국의 역사담론은 비판

적 역사론으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중국의 굴기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역사

재구성 작업이 동아시아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를 주변부와 소수자를 재

발굴하려는 성찰적 역사론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담론패권주의의 등장에 

대한 경계를 삼기 위함이다. 비판적 역사론을 활용하여 민족과 국가, 제국이 

형성하는 지역이나 세계적 수준에서의 체계의 유동성(안정성과 이동성의 변

증법)을 파악하고, 거기에 장기 지속되는 문화와 이념, 정치경제적 구조의 억

압성을 발굴하여 비판하고 해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티베트 어느 한쪽 편이 아닌 중간지점에서 티베트 문제를 바라본

다면 상충되는 역사담론이 진실보다 내부적으로는 자기정체성의 구성과 외

부적으로는 역사담론의 패권경쟁을 동기로 삼고 있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21세기 부상하는 중국이 다원일체 중화민족국가를 지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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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의 대국주의적인 티베트론이 탈냉전 이

후 동아시아담론을 통해서 재발굴되고 있는 소수자들(티베트, 위구르, 대만, 

오키나와)의 존재인식이 커지는 상황, 즉 탈국가주의와 탈대국주의, ‘세계시

민주의’(cosmopolitanism)의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10

종합적으로 중국-티베트의 상충하는 역사해석이 동아시아에 주는 의미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 같은 주제에 대해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중요한 

것은 누가 자신의 담론에 대한 진실효과를 창출하는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이다. 권력은 지식-담론을 창출하고 진실효과를 구성하여 우리들의 사

고-의식에 대한 지배기제를 구축한다. 둘째, 중국의 티베트담론은 과거를 이

용해서 현재와 미래의 희망사항을 완성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현재와 미래의 다원일체 중화민족국가상상의 현실화를 위한 목적론적인 프

로젝트일수 있다. 셋째, 따라서 티베트 역사담론은 21세기 중국의 부상 이후

의 탈대국주의, 탈국가주의, 세계시민정신을 지향하는 동아시아담론에 큰 도

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경란은 동아시아 역사분쟁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지식

인들의 성찰적 의식변화를 촉구한다. 즉, 동아시아국가들의 비대칭적 국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수평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자각이 필요하다고 강

조한다. 이는 동아시아에서의 위계적 질서 안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상대화 

할 수 있는 각성을 촉구한 것인데, 자신의 소속과 위치를 해체하지 못하면 

서구헤게모니가 동아시아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박자영, 2004: 

286). 이러한 지적은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국적과 위치, 문화적 위계주의를 상대화시키지 못하면, 탈국적의 세

계시민주의 시각과는 멀어지며, 따라서 탈국민국가주의, 탈대국주의라는 21

10. 칸트의 세계시민주의를 자원으로 삼은 울리히 벡(Ulrich Beck, 2011: 433-435)의 세
계시민적 의도를 가진 자기비판적 신비판이론에서 빌려온 것이다. 이는 성찰적 근대
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지구적 책임윤리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
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인종주의와 각종 형태의 소수자를 차별하는 대국과 국가주도
의 담론에 저항하는 것이며 종족중심주의와 외국인 혐오증, 그리고 배타적인 공동체
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한 동등하다고 긍정하는 
것이다. 필자는 동아시아담론이 단순히 동아시아정체성 모색에 머물지 않고 세계시민
적 정신을 비판의 보편원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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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동아시아의 발전을 향한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티베트담론이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21세기의 중요한 주제

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서구 근대가 구축한 주류담론에 의

해서 억압과 배제를 겪었던 경험은 우리에게 역사의 거대한 구조전환은 약자/ 

소수자의 희생을 자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우승열패의 역사관에 대

한 경계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에 

새로운 지식-역사담론을 생성시킬 것이고, 그에 의한 새로운 진실효과와 지

배기제는 약자/소수자의 새로운 희생을 생산하고, 그 위에 중국 중심의 지식-

담론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거대한 세계체제와 문명의 전환

기에 약자/소수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역사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최

대한 예방하여야 한다. 이것이 서구와 미국의 지배적 패권체제 이후에 오게 

될 새로운 세상의 보편원리가 되어야 한다.

IV. 티베트 문제의 해법: 티베트인의 자유의지 

현실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역사담론의 패권적 지위를 고

려했을 때, 티베트문제는 어느 한 편의 시각에서가 아닌 ‘세계시민주의’적 시

각으로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사회의 비판적 지식인, 민주

화운동가들의 티베트에 대한 견해를 참조하면 이러한 해법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중국이 티베트를 합병할 수 있다는 역사

적 정당성이 없는데도 무력으로 점령하여 억압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

과 대다수 티베트인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

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인생의 초기에는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면서, 또한 국제사회와 접촉하는 기회를 거치면서 중국

정부의 자료와 공식적인 역사론만을 접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객관적, 비판적 

시각도 참조할 수 있는 개명된 인사들이다. 이들의 편파적이지 않으면서 진보

적인 견해는 중국 중심의 자료를 주로 참조한 주류 역사론과는 달리 국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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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편견을 걷어낸 세계시민주의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Cao Changching 

and Seymour, 1998; 曹長青, 1996). 필자가 국적을 초탈한 ‘세계시민주의

적’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의 티베트에 대한 견해를 요약하면 ‘다원적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민족과 국가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

는 것이다.’

중국 주류와 친중국적 서구의 티베트론자들은 한 가지 특이한 오해를 가

지고 있다. 로페즈(Donald S. Lopez)는 티베트인들이 망명했을 때 서구사회

의 문학작품이나 헐리우드 영화가 창출한 티베트상상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티베트인들은 이러한 외부의 티베트상상에 자신을 적응시키고 동

화시켰다는 것이다(Hilton, 1933; Lopez, 1998: 181-207). 그러나 파워즈는 

로페즈의 연구를 독해한 후에 실제로 인도와 네팔에 있는 티베트난민의 정착

지를 방문해 이러한 사실을 친히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파워즈는 로페

즈가 서술한 내용의 흔적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증언한다. 

파워즈가 만난 티베트 난민들은 서구의 티베트지식과 상상에 대해서 많이 알

지 못할 뿐 아니라, 서구의 티베트상에 무지하고 무관심하였다. 그들은 샹그

릴라라는 상상의 낙원으로서의 명칭이 서구인들의 티베트라는 국가의 명칭

으로 이해하면서, 그러한 상상이 무슨 의미를 표방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망명지에서의 티베트난민이나 또한 티베트 내

부의 티베트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서구의 티베트상상과 지식에 대해서 무

지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하는 것을 그는 확인하였다. 그리고 티베트 지식인

들은 선택적으로 이러한 서구의 티베트서사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중국 주류 티베트 역

사론자들과 서구의 오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서구는 자신들이 비서구 지역

의 상상과 지식을 창출하고, 해당 지역인들이 그에 대단히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Powers, 2004: 151-153). 

어쩌면 파워즈의 발견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인도와 네팔에 있는 티베트

난민이나 티베트 내부의 티베트인들에게 서구인들의 상상과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문명의 매체(책, 영화, TV, 컴퓨터 등)가 잘 보급이 된 것인지도 의

심이 들고, 또한 더욱 중요한 사실은 티베트인들의 일반적인 여론이 형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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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공론장’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은 연구의 한계라고 생각

이 든다. 이러한 사실은 왕후이의 티베트론에서 세운 중국 중심의 가정에도 

영향을 준다. 왕후이는 티베트인들이 애초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독립운동을 

서구의 티베트상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에 대한 열기가 생성되었다고 주창하

고 있다. 그러나 파워즈의 현지연구와 티베트인들과의 인터뷰결과를 종합하

면 서구의 티베트상상은 거의 티베트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 소

수의 지식인들과 지도층 인사들만이 그들의 입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서구의 

티베트지식과 상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의 

티베트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서구의 논리에서 생성되는 타율적 해법보다도 

티베트인 자신들에 의한 자율적 해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이러한 오해와 관련하여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이자 작가인 왕리슝(王力雄)

은 대담에서 왕후이의 학문적 견해를 존중하지만 티베트문제에 관한 문헌적 

연구와 사실과의 차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한다. 

그가 각종 서적에서 참고하면서 내린 결론이 티베트의 실상-중국의 국가주의

적 폭력이 야기한 티베트 내부의 폭력사태를 둘러싼 관방의 수사와 해석-과

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가 언급한 것과는 달리 수사기관은 티베트인들이 엄

한 조직, 책동과 내외협공을 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조경란, 2008: 

162). 이러한 내부의 객관적 진술은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문헌정보와 관방의 

보도자료를 통해 얻은 중국인들의 티베트지식이 실상과는 다른 게 많다는 것

을 입증한다. 

달라이 라마의 전기를 편집한 야한쟝(牙含章, 1984; Ya Hanzhang, 1998: 

25-30)은 대체로 중국 인민들이 공산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위주로 한 역사교

육을 받고 있어서 중국 중심의 티베트역사론을 그대로 믿고 있으며 티베트의 

박해받는 현실에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지적한다. 중국정부가 티베트문

제에 대한 논의를 공산당 노선에 일치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인 사실을 참조하여 티베트합병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에 대해

서 위융친(Yiu Yung-chin, 1998: 121-123)은 다음 같이 반박하고 있다. 즉, 

청조가 군사력으로 정복하고 달라이 라마의 금병의례에 관여했다고 해서 주

권을 주창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것일 뿐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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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미국이 아시아에 군을 주둔한다고 해서 미국영토라는 주장과 같은 논

리가 된다고 반문한다. 청조-티베트는 분리되어 있었으며 양자의 관계는 중

국-티베트 관계가 아닌 티베트-청조 통치자와의 관계였다. 민국시대에는 중

국이 주둔하지 않았고 티베트는 사실상 독립적인 상태에 있었다. 1959년에는 

중국이 점령 통치하면서 중국의 선전과는 달리 티베트인의 생활은 더욱 비참

해졌다. 중국정부는 티베트인을 세뇌하고 합병을 정당화하면서 많은 인권유

린 행위를 자행하였다. 후야오방(胡耀邦)마저도 ‘과거의 중국에 대한 식민주

의자들과 같은 행위’로 중국이 티베트를 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억압적 행태를 비판하였다고 증언한다. 티베트가 대국의 ‘내

부 식민주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티베트의 내부식민화

론을 대변하면서 쑹리밍(宋黎明)(Song Liming, 1998: 55-70)은 중국이 합병

을 인정하는 17조 협정은 서세동점의 시대에 중국이 서구의 압력에 굴복하

여 맺었던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한다. 비판적 지식인인 챠오창칭(曹長青) 

(Cao Changching, 1998: 18-19)도 역사적으로 티베트가 1959년 침략과 합

병을 당하기 전에 중국의 일부분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만일 군사

적 정복으로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중국이 아닌 몽골이 주장해야 한다고 논한

다. 중국이 티베트의 영유권을 주창한다면, 같은 논리로 베트남,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유권도 주창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조가 티베트를 

보호하기 위해 네 번 군을 파견하여 내부반란과 외적의 침입을 방어했다면, 

그래서 티베트의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같은 논리로 미국도 이라크를 침공하

여 쿠웨이트를 도왔으니 쿠웨이트의 영유권을 주창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는 분명한 어조로 중국에 의해 티베트의 독립에 대한 견해가 억

압받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티베트인의 자신의 운명에 대한 ‘자결권’

이라고 밝힌다.

역사적인 해석 이외에도 중국의 민주화논리와 연결시켜 논하는 이들도 있

다. 웨이징셩(魏京生)(Wei Jingsheng, 1998: 75, 89)은 중국정부가 발행한 

티베트白書는 무지와 무능, 거짓과 왜곡으로 충만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티

베트가 중국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

에서 티베트문제에 대한 솔직한 견해의 발표가 가능해야 한다고 하면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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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민주화문제와 관련시켜 논한다. 특히 그는 달라이 라마와 솔직하게 협

상과 설득에 임하여 인도의 위협(시킴, 부탄왕국이 합병된 것을 상기시키면

서)에 대한 티베트의 우려를 풀어주고 중국-티베트의 ‘주권연합’(sovereign- 

ties)을 제안하고 있다. 중국의 인권운동가인 해리 우(吳弘達)(Harry Wu, 

1998: 96)도 티베트문제를 중국의 민주주의와 연관시키면서 논한다. 티베트

도 중국과 같이 자신의 종교, 정치체제, 생활양식의 선택권을 가진다고 논한

다. 티베트에서 반강제로 사는 중국인들은 정부에 이용당하고 있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티베트의 투쟁은 전중국의 민주화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

파한다. 

쉬에웨이(薛偉)(Xue Wei, 1998: 103-105)는 티베트문제를 중국의 민주화

와 연관하여 탈국가주의적인 견해를 표명한다. 즉, 중국의 민주운동가와 외

국유학생들은 외부의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티베트인에게 가한 

고통과 티베트인의 항거를 이해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티베트문제는 상징적

으로 중국의 민주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정치체제가 민주/

자유/법치로 가는 것을 국민이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듯이 티베트인들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 자결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창한다. 즉, 중국의 민주화, 

티베트에 대한 문제는 자유/인권/민족자결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서, ‘나는 중국인이지 중국(국가)이 아니다’라는 선언으로 국가주의적인 접근

을 거부하고 있다. 

필자는 미래 중국사회의 자유화, 정치민주화 추세가 티베트문제를 평화롭

게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망한다.11 이 같은 맥락에

서 샹샤오지(項小吉)(Xiang Xiaoji, 1998: 101)는 지난 50년간 중국의 티베

트 통치가 국제사회의 인정을 못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장래의 민주화 정부가 

티베트인들과 자유스런 소통과 화해로써 티베트 독립문제를 해결하기를 희

망하고 있다. 그리고 티베트가 독립인가 중국의 부분으로 남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창한다. 이러한 견해의 의미는 미래에 

중국의 정치민주화가 발전되면 티베트문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이 아닌 다양

11. 필자는 미래 중국의 민주화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능하게 하여 대만, 티베트문
제에 대해서 평화적 해결의 출구를 제공할 것이며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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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론이 될 것이며, 따라서 민주적인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셰이머(Seymour, 1998: xi)는 서구학자로서 티베트가 자신의 조상들의 영

토였다고 믿는 일반 중국인들의 오해를 지적한다. 그리고 이들은 식민시대의 

영국과의 가벼운 접촉과 문혁기간에 티베트의 황폐화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서 외국에 나가면 이런 실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다(Seymour, 1998: xiv-xv). 셰이머(Seymour, 1998: xvii)는 챠오창칭과 

같이 원제국의 티베트지배를 중국의 지배로 인정한다면, 현재의 몽골이 주권

을 주장해야 한다고 동감을 나타낸다. 그리고 몽골이 과거 동유럽을 지배했

으니 오늘날의 동유럽 주권도 몽골이 영유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한가라는 

반문으로 중국을 논박한다. 여기서 김한규의 비판논리, 즉 중국 주류의 티베

트역사론에서 역사경계와 오늘날의 영토경계를 일치시키는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셰이머는 국제사회의 ‘주권승인’의 원칙에 대해서 중

국 관방의 견해와는 다른 견해를 보인다. 즉, 중국정부는 서구가 국민국가 주

권승인의 정치논리를 도입하여 청-티베트관계를 오해하고 티베트독립을 부추

긴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서구 제국주의가 청조와 민국시대 중국과 더불어 

티베트의 독립을 방해하면 했지 부추긴 적은 없다. 셰이머는 오늘날 국제사

회의 주권승인의 정치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티베트를 합병하는 구실이 되었

다고 비판한다. 즉, 현재 미국과 서구 모두 독립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서, 특히 미국정부는 ‘독립을 부인하고 자치지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을 든다. 그러나 미국은 다양한 견해를 가진 나라이며, 의회는 독립을 허용하

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이 주권승인의 정치를 적

용하면서 미국/서구가 문제를 키운다고 비판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서구의 

티베트 독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권승인여부는 배심원의 역할에 불과

한 것이지 최종결정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서구가 주

권국가로서의 티베트의 위상을 승인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문제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Seymour, 1998: xix). 이렇게 셰이머와 중국정

부의 상반된 논리가 보여주는 것은 중국의 주장대로 국제사회가 티베트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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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합병한다는 법적/도덕적 근거가 희박해진다는 사실

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와 비판적 지식인들이 표명하는 견해

를 종합하면 티베트문제는 그들의 자결권에 맡기는 것이 정당한 해법이다. 

V. 결  론

동아시아의 유동하는 정체성의 소수자인 티베트는 대만과 오키나와 사례

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단지 차이라면 대만은 독립적인 국가형식을 갖

추었고, 티베트와 오키나와는 그렇지 않지만, 이 세 지역 모두 외부 제국주의 

세력이 철수한 후에 대국의 내부 식민주의가 지배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적이

다. 서세동점의 시대에 청이 몰락하면서 영국, 러시아, 중국이라는 대국들의 

각축이 티베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2차 대전 직후에 미국, 영국, 인도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티베트안보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티베트의 독

립은 확립되었을 것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병은 명분이 없어졌을 것이다. 

티베트는 전후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민족국가의 탄생, 사회주의혁명의 역

사에서조차 배제된 비존재적인 존재들이다. 근대에 탄생한 제3세계에 조차도 

속하지 못한 소수자이자 ‘제4세계’(조동일, 2010: 47)인 것이다. 이들은 제국-

식민, 민주-독재 논의에서 조차 배제되어 있는 동아시아의 주체 아닌 주체이

다. 임지현(2005: 257)은 중심제국 내부의 소수자의 존재를 논하면서 ‘내적 

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라고 표현한다. 2차 대전이 종식되면서 상기

의 지역에서는 외부 제국주의가 후퇴하고 내부 식민주의가 도래했다는 의미

이다. 상기의 개념들 모두 티베트에 적용할 수 있다. 제국주의는 세속화된 총

체적인 위계질서구조를 형성했고 전통적 질서와 의식을 접수하고 지배했다. 

제국주의의 철수 후에도 그렇게 형성된 제국-식민체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저항의 역사에서 보듯이 티베트, 대만, 오키나와는 정체성이 유동하는 동아

시아 소수자이다. 이들 지역은 대국주의의 ‘내부 식민지’로서 억압과 배제, 

원한으로 얼룩진 역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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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는 티베트를 둘러싼 역사논쟁이 

정치적 경쟁과 맞물려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무

저항의 독립운동은 ‘황야에서 홀로 외치는 소리’가 되고 있다. 현 14대 달라

이 라마는 독립이 아닌 티베트 문화와 종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전 티베

트 지역에서의 고도의 자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영토의 4분지 1

을 차지하는 티베트에 양보하면 결국은 독립운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강하

게 가지고 있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불신은 아직도 근대의 ‘국가주의와 영토

주의’적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는 사실을 대변한다. 정작 중국 내부의 

민주화 운동가인 한족출신 왕리슝은 달라이 라마의 평화사상에 ‘믿음’을 가

지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정부에게 양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주문한다

(조경란, 2008: 146-148). 

중국정부의 국가주의적인 입장과는 달리 망명객이자 종교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지 티베트의 독립만이 아니다. 티베트의 중국화정

책과 티베트인의 학살을 비판하면서도 그의 사상세계는 단순한 정치적 독립

운동의 차원을 넘어 전개되고 있다(The Dalai Lama, 2011: 201-219). 그는 

세계가 ‘영적이며 윤리적인 혁명’이 필요하다고 외친다. 인류애가 항상 우선

이며 편향적인 이데올로기나 이원성을 신뢰하지 않으며 인류사회의 ‘상호의

존성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설파한다(The Dalai Lama, 2011: 106, 109- 

110). 그는 평화사상을 지구 생태계의 중요성과도 연관시키면서, 우리가 사

는 지구는 ‘하나의 세계’라는 메시지도 전하고 있다(The Dalai Lama, 2011: 

135-160). 이러한 ‘깨달음’에서 온 비폭력-무저항의 메시지는 동아시아와 서

구의 지식인들이 진지하게 참조하여야 할 가치이다. 근대의 경계 짖기의 사

고를 탈피하여 탈근대적 문제의식, 즉 탈대국주의, 탈국민국가주의, 세계시민

주의적 지향에서 바라보면 동아시아의 소수자이자 종교적 공동체사회로서의 

티베트문제 해결은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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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et Controversy: 
Chinese Hegemony of the Discourse vs. Tibetan’s Free Will

Sung Bin Ko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s and Diplomacy

Jeju National University

Tibetan history discourse, amid China's rise, is of significance in terms of the 

historical lesson derived from an ordeal of ethnic minorities, who have come under 

the governance mechanism of knowledge system manipulated by the Western 

modernity. Historically, at the threshold of great transformation of  World-system 

there lies behind a belief in a theory of evolutionary development that sacrifices of 

the weaker and minorities are not avoidable and even justifiable. In the same 

context, China's rise in the 21st
 century will produce a new knowledge system by 

which to create a new truth effect and governance mechanism justifying sacrifices of 

weak nation-states and minorities. However, such a history, that plays down the 

significance of the weaker’s sacrifice, should not be repeated. 

This paper comes up with the measure that solve the Tibetan issue, comparing the 

history claims by Chinese government and Tibetan government-in-exile. This 

controversy is not related to an issue of tangible proof but an interpretation of 

history. The major trend of official view of China’s history strongly reflects Pei 

Shaotong's assertion, “the theory of greater-China’s multi-ethnicity one-country 

system.”

This Sino-centric view of history may marginalize a series of history narratives 

that features a wide range of meaningful exchanges between the nation-states in the 

past and nowadays, ethnic majority and minority, resistance  and struggle, and 

oppression and sacrifice. In the final analysis, critical intellectuals in China and 

abroad have been the assertion that the fate of Tibet in the future rests on its’ own 

will. 

Keywords: Tibetan history discourse, Truth effect, Governance mechanism of 

knowledge-power, Greater-China’s multi-ethnic one-country system, 

Tibetan’s free-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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