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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抄

近代 中國의 國體는 辛亥革命을 후하여 制君主制에서 民主共和制

로 환되었으나 그 와 에 입헌군주제로의 재 환도 시도될 정도로 동

요하 다.본고는 이러한 國體 變革期에 만주족 단체의 정치활동을 분

석하여 그들이 어떻게 기를 타개하려고 노력하 는지를 악하고자

하 다.

청조 정부는 러일 쟁 후 瓜分의 기와 명 사조의 확 에 처하

기 해 立憲君主制로의 환을 모색하 다.이 과정에서 滿洲親貴 지

식인과 료들 사이에 군주 심 입헌체제와 의회 심 입헌체제의 도입

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뉘었다.그 결과 최종 으로 군주 심 입헌체제의

도입이 결정되어 1906년 豫備立憲이 선포되었다.동시에 청조는 만주족이

종래에 보유하고 있던 특권을 축소하고,漢‧蒙‧回族 등 각 민족에게 법

으로 평등한 지 를 인정하는 등 험요소로 지목된 민족 갈등을 해소하

기 해 노력하 다.그리고 變通旗制處 등을 설립하여 만주족의 계몽

생계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하 다.

민간에서도 만주족 지식인 역시 단체 결성 여론 형성을 통해 만주

족의 자구책 마련 근 화를 역설하며 입헌체제에 걸맞는 ‘公民’으로의

변화를 추진하 다.일부는 孫文이 이끄는 명세력의 논리에 찬동하여

學 과 지역 사회,新軍 등에서 명세력에 자발 으로 동참하여 청조로

부터의 독립과 새로운 정치체제로의 환을 시도하기도 하 다.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 고, 명의 성공으로 인

해 결국 무산되었다.

辛亥革命의 성공에 따라 국의 국체가 ‘五族共和’로 상징되는 공화국

체제로 변 되는 시 에서,만주족은 청조 통치기간 유지하 던 지배

민족의 치를 내어 주고 ‘공화국 국민’,혹은 ‘中華民族’의 일원으로 편입

되었다.만주족은 기존에 ‘旗人’으로서 렸던 사회 특권을 상실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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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民人’이라 칭하던 다른 민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얻기 해 노력

해야 했다.그러나 신해 명으로 인한 국체변 이 청조와의 타 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북양정부는 ‘황실우 조건’으로 상징되는 만주족 우

정책을 일정 부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만주족은 이 게 기존 집권 세력을 말살하는 폭력 왕조교체가 아닌,

정치체제의 비폭력 근 화 과정에서 그동안 지배층으로서 갖고 있던

경험‧ 치‧역량을 활용하여 각종 단체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활로를 주체

으로 개척하고자 하 다.滿洲親貴들은 宗社黨을 심으로 청조의 부활

과 입헌군주제의 실시,만몽독립을 내세우며 일본과의 력을 통해 독자

세력화를 모색하기도 하 다.그러나 이는 실질 인 근거지의 부재와 일

본 외교정책의 변화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 다.한편 공화정

체에 순응하고자 하는 만주족은 滿族同進 를 심으로 北洋政府의 ｢關

於大淸皇帝辭位後優待之條件｣과 馮玉祥 政權의 ｢修正淸室之優待條件｣정

책에 응하여 滿族同進 를 심으로 정치 지 보장과 생계문제 해

소를 해 다방면으로 노력하 다.그러나 北洋政府의 旗地沒收 정책 등

만주족 약화 정책과 만주족의 정치권력화 실패로 인해 이들의 정치 ‧사

회 향력은 차 으로 축소되어 갔다.

한편 宗社黨의 활동과 별개로 1915-17년 공화국체제를 입헌군주제로

재 환하려는 시도가 발생하 다. 화민국 총통 袁世凱의 황제즉 시도

와 張勳의 復辟 시도가 그것이다.이는 만주족에게 새로운 출로의 가능성

을 제공하는 듯하 다.그러나 두 차례의 군주제 부활시도가 실패함에 따

라 공화국 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시 의 세로 확정되었다.특히 신해

명을 주도한 동맹회 세력의 후신인 국민당이 공화 명의 완수를 목표

로 1924년 속히 부상함에 따라 만주족의 곤경은 더욱 커졌고,이는 만

주족 우 정책 폐지로 이어졌다.이에 만주족은 기존의 단체활동 보다는

소형집회를 심으로 한 권익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활로를 개척하려 하

고,일부는 東三省 지역에 설립된 각종 ‘維持 ’를 심으로 일본에

력하여 만주국 수립을 통한 독자세력화를 모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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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이같은 만주족의 정치 자구 노력이 청말 新政시기부터 주체

지속 으로 행해졌음을 지 하고,만주족 세력의 분기와 그에 따른 활

동을 세부 으로 고찰하 다는 에 그 의의를 둔다.

주요어:滿洲族,光緖新政,立憲君主制,五族共和,共和政體,辛亥革命,

宗社黨,滿族同進

학 번 :2006-2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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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

19세기 말 淸朝는 외세에 한 배상 의 지불로 인한 재정 곤란을 해

결하기 한 일환으로 ｢平滿漢畛域｣을 통해 만주족에 한 특별 우를

폐지하 다.아울러 청조는 입헌체제로의 환이라는 시 요구에 호응

하여 1908년 ｢欽定憲法大綱｣의 반포를 통해 입헌군주제로의 변화를 추진

하 으며,그 속에 ‘臣民의 권리’를 명기하 다.이는 기존의 旗人·民人이

라는 사회신분의 구별이 소멸되고 법률상 동등한 지 의 ‘國民(혹은 公

民)’으로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하 다.이러한 양 변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청조는 국가의 근간을 형성한 만주족을 배려하여,다양한 구제

책을 제시하여 변 의 시 에 순조롭게 응하도록 돕고자 하 다.만주

족 스스로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정치 으로는 五族共存의 大民族主義

의식의 표출 입헌군주제의 신속한 도입과 국회 개설을 요구하는 목소

리가 각종 언론을 통해 지속 으로 표출되었다.사회 으로는 ｢平滿漢畛

域｣으로 야기된 경제 곤란을 해소하고 만주족의 의식을 계몽하여 격변

의 시 에 처하고자 하 다.일부 진 는 孫文이 이끄는 명 세력에

가담하여 共和政體로의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 다.

그러나 청조가 추진하 던 여러 책 만주족의 자구 노력은 신해

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가피하게 단될 수밖에 없었다.하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청조 멸망 이후에도 집권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질 때마다

만주족에 한 책은 지속 으로 등장하 다.만주족의 몰락은 청조 후

기부터 이미 가시화되었으며,신해 명 후 각종 차별과 박해 등을 겪으

면서 속도로 악화되었다. 한 이들이 기존에 청조의 지배층으로서 가

졌던 권력은 명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체로 약화되었다.그럼에도 불

구하고 만주족에 한 별도의 정책이 형태를 달리하며 계속 존재하 다

는 것은,만주족의 정치 ‧사회 향력이 완 히 소멸되지 않고 그 명

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그 근본에는 시 의 변화에 한

만주족의 조직 이고 주체 인 응이 있었다.이는 당시 일반화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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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을 통해 결집되었으며 본고는 이를 집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國體變革期’란 삼 의 의미를 담고 있다.우선 청조

스스로 서신정을 통해 입헌군주제로의 환을 모색한 것을 말한다.이

는 명의 도래로 인해 좌 되었다.둘째,1912년 청조의 멸망과 공화국

체제로의 환을 말한다.이는 물론 만주족의 지 를 약화시켰지만,이때

의 국체변 이 청조와의 타 에 의해 이루어진 탓에 화민국 정부는 만

주족에 한 우 정책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셋째,1915-17년 공화

국체제를 입헌군주제로 재 환하려는 시도로서, 화민국 총통 袁世凱의

황제즉 시도와 張勳의 만주왕조 부활(復辟)시도가 그것이다.이는 만

주족에게 새로운 출로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듯하 다.그러나 두 차례의

군주제 부활시도가 실패함에 따라 공화국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시 의

세로 확정되었다.특히 신해 명을 주도한 동맹회 세력의 후신인 국민

당이 공화 명의 완수를 목표로 1924년 속히 부상함에 따라 만주족의

곤경은 더욱 커졌다.바로 이 해에 만주족 우 정책이 폐지된 사실이 이

를 말해 다.본고의 분석 상 시기를 청조 스스로 체제 환을 모색하기

시작한 光緖新政(1901-1911)부터 국민 명세력의 부상과 함께 만주족 우

정책이 폐지되는 1924년까지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시기의 만주족의 정치활동에 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먼  

大同報 (1907-1914,일본 유학 인 만주족 학생들이 東京에서 발행)를

심으로 한 유학 지식인들의 정치의식과 민족의식을 조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흠정헌법 강｣공포 이후 만

주족의 단체활동에 한 연구는 주로 만주족의 생계문제를 한 자구책

마련과 정치 특권의 확보 노력에 이 맞추어져 있다.2)민국 성립

1)鄧麗蘭,｢種族政治壓力下的政治現代性訴求—從 大同報 看滿族留日學生的政治認

同｣, 華中科技大學學報(社 科學版) 第25卷 第6期,2011;何卓恩·孫 修,｢淸

末滿人知識分子的民族認同思想-以 大同報 爲中心｣, 安徽史學 2012年 6期.

2)常書紅, 辛亥革命前后的滿族硏究 ,北京 :社 科學文獻出版社,2011;北京政協

文史資料委員 , 辛亥革命后的北京滿族 ,北京出版社,2002;賈艶麗,｢淸末旗人

的民間自救｣, 首都師范大學學報 2008年 02期 ;韋慶遠,｢論“八旗生計”｣, 社

科學輯刊 1990年 05期,｢論“八旗生計”(續)｣, 社 科學輯刊 1990年 06期 ;李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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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집권 세력의 정책과 이에 한 만주족의 응방안에 한 연구는 ｢

修正優待條件｣의 이행과정을 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조 멸망 이후 각 집권 세력과 만주족의 계를 규명한 연구는 양

측 세력의 의도와 그 功過에 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3)청말

헌정의 실시와 단체활동을 통한 만주족의 응에 해서는 최근 성과가

발표되고 있으나4)아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국민당

정부 집권 이후 소수민족정책에 해서는 몇 편의 논문이 나와 있으며,5)

만주족들의 상황과 단체활동에 해서는 만주족 출신 학자인 金啓孮의

술6)이 표 이다. 명 이후 宗社黨 등 독자 인 세력화의 길을 모색

하 던 만주족의 활동에 해서는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 되어 있으나

부분 군주제의 부활,즉 ‘反動復辟’의 을 견지하고 있어7)입헌군주

제의 추진이라는 에서는 아직 뚜렷하게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게 기존 연구 성과를 종합해 보면, 체로 정부의 정책 변화와 이

에 한 만주족의 응을 개별 시기·지역·사건을 심으로 한 단편 서

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를 보완하기 해 국체변 기 기존의 지배층이

었던 만주족의 상황과 정치 입지가 어떻게 변화하여 갔는지를 살펴볼

英,｢論“八旗生計”問題産生的原因及其后果｣, 中國社 科學院硏究生院學報 1986

年 06期 ;遲云飛,｢淸末 后十年的平滿漢畛域問題｣, 近代史硏究 2001年 05期.

3)相京,｢蔣介石 溥 的三副面孔｣, 文史天地 ,2009年 08期 ;王樹才‧劉敬忠,｢也

談 淸室優待條件 問題—兼评溥 充當日本帝國主義傀儡的原因｣, 中國社 科學院

硏究生院學報 ,2000年 02期 ;喩大華,｢ 淸室優待條件 新論─兼探溥 潜往東北

的一介原因｣, 近代史硏究 1994年 01期,｢論民國政府處理遜淸皇室的失誤｣, 史

學月刊 ,2000年 03期 ;李國棟,｢民國時期的民族問題 民國政府的民族政策硏究

｣,蘭州大學 博士學位論文,2006.

4)尹立芳,｢淸末新政時期八旗團体的參政活动｣, 滿族硏究 2010年 1期.

5)이병인,｢國民黨政權의 公民觀과 ‘民族 傳統’｣ 국근 사연구 35,2007;黄

西武,｢南京國民政府時期 數民族参加國家代議机構問題硏究｣,中央民族大學 博士

學位論文,2011.

6)金啓孮, 金啓孮談北京的滿族 ,北京 :中華書局,2009; 梅圓集:金啓孮先生八十

五周歲自選集 ,哈 濱 :哈 濱出版社,2003.

7)宋欣,｢宗社黨硏究｣,西北民族大學 碩士學位論文,2007;郭衛東,｢日本帝國主義

宗社黨｣, 歷史敎學 ,1984年 07期 ;王勁,｢略論民國初年的反帝制复辟思潮｣, 

蘭州鐵道學院學報 ,1999年 0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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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한 만주족들이 이에 응하여 정치체제를 어떻게 조각하

고자 하 는지를 ‘단체활동을 통한 주체 응’이라는 을 통해 조망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01년부터 1924년에 이르는 국체변 기에 발생한

정치 ‧사회 변화에 한 만주족 단체의 정치 활동을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한다.먼 청말 입헌군주제 도입을 둘러싼 만주족

내부의 입장 분화를 살펴보고,변화하는 정체에 주체 으로 응하려 했

던 八旗期成公民 등과 명세력으로 가담한 聯合急進 등을 통해 만

주족의 정치 자구 노력을 살펴본다.다음으로 신해 명 이후 宗社黨을

심으로 한 입헌군주제 체제로의 복귀를 주장한 집단과,滿族同進 를

심으로 한 공화국 체제로 순응하고자 하 던 집단의 정치 활동을 통

해 변화된 정치 상황에서 만주족이 어떻게 자리매김하고자 하 는지

검토한다.이를 통해 이들이 단지 수동 인 구시 의 특권층으로 청조의

멸망과 함께 힘없이 소멸되어간 존재로 머물 던 것이 아니라,주체 으

로 입헌군주제 체제로의 변모를 추진하거나, 는 공화국 체제의 ‘國民’으

로 극 변화를 모색하면서 복잡한 정국을 돌 하려 하 음을 강조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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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淸末 政勢 變化와 滿洲族의 自救 努力

19세기 말-20세기 여러 차례의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청조는 막 한

쟁배상 상환에 국가 재정의 부분을 할애하게 되었다.거기다 18세

기 후반부터 만주족의 수는 지속 으로 증가하 고,청조가 이들을 계속

해서 특권층으로 남겨두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담이 컸다.결국 청조는

쟁배상 으로 인한 재정의 곤란에 직면하면서 만주족의 각종 특권을 폐

지8)하고 漢族과 ‘평등한 우(｢平滿漢畛域｣)’를 받도록 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 다.9)

이에 더하여,양무운동과 무술변법을 거치면서 지식인들을 심으로 의

회제도의 도입 정치체제의 개 요구가 지속 으로 개진되고 있었다.

청조는 원래 이에 해 소극 인 반응을 보 으나,의화단 운동의 실패로

인해 개 의 필요성을 감하게 되자 1901년 5월 “豫約變法”을 발표하면

서 본격 으로 新政을 실시하 다.新政의 추진 기간 발발한 러일 쟁

과 일본의 승리는 입헌논의를 활성화시켰다.입헌국으로의 정체개 이야

말로 강국으로의 길로 비쳐졌던 것이다.이에 慈禧太后는 1905년 7월 16

일 ｢派載澤等分赴東西洋 察政治諭｣을 반포하고,載澤을 수장으로 하여 5

명의 신을 견하여 각국의 정치를 고찰하도록 하 다(五大臣出洋)10).

8)1860년부터 재정난을 이유로 일반 팔기병에게 지 되던 旗餉이 30-40% 삭감되

었다.1898년 만주족에게 용되던 직업 선택에 한 령을 완화하여 旗兵 이

외에 다른 직업의 선택이 가능해졌다.1902년 2월,旗人과 民人 사이의 혼인에

한 上諭가 내려져 신분에 계없이 서로 통혼이 가능하게 되었다.1905년에는

재산거래 지령이 완 히 폐지되어 국의 旗地를 제한 없이 매할 수 있게

되었다.1906년 11월과 1907년 7월 제 개편에 따라 각 부 장 은 신분의 구별

없이 임용되었고,1907년 8월에는 일부 주방을 철폐하는 동시에 기인에게 가족

수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고 일반인과 같이 농사를 짓게 하 으며 9월부터는 형

률이 동등하게 용되었다.

9)이 옥,｢청말 만주족 지 하락과 반만정서｣ 국근 사연구 39,pp.8-12.

10)해당 상유에는 “일체의 정치를 고찰”하라고 있지,‘입헌’이니 ‘헌정’이니 하

는 구체 인 표 은 없었다.일단 군주입헌제를 포함한 폭넓은 정보를 수집한

후 국가의 방향을 잡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만약 군주입헌제를 실행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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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12월 출국하여 1906년 7월에 귀국한 사 단 일행은 모두 입헌 정

치의 실시를 권고하 다.상주문에서는 “ 토를 보존하고 통치를 이루기

해 입헌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①입헌의 종지를

선포하고 國是로 명확히 정할 것,②지방자치를 실행하는 기한을 정하고

리들은 郡邑議 에서 선발하며,일반 리에게 책임을 지우고 의회가

그 여부를 살필 것,③민간의 언론·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을

주장하 다.11)

1906년 8월 25일 자희태후는 해외 정치를 고찰한 자료를 軍機大臣,

議政務處大臣,參豫政務處大臣 등에게 열람하도록 하고,8월 27-28일 회

의를 개최했는데 토론은 무척 격렬하 다.군기 신 奕劻 徐世昌과 참

정무 신 원세개 등은 입헌을 극 찬성하면서 입헌이 민의에 부합하므

로 빨리 입헌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 다.군기 신 榮慶,錫良 등은 입헌

에 반 했는데,그 이유는 입헌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입헌이 정치

가의 권력을 무력화시켜 나쁜 무리들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군기 신 瞿鴻禨이나 載灃 등은 립 인 을 제시했는데, 외의 사

정이 다르므로 비 기간을 갖고 비입헌을 실시하여 국민의 수 을 제

고시키자고 주장하 다.이는 입헌을 즉각 으로 실행하지는 말자는 충

논리 다.12)

자희태후는 심사숙고 끝에 최종 으로 비입헌을 채택하 다.이에 따

라 청조는 1906년 9월 1일 9년 후에 입헌군주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하

다(豫備方行憲政).이 직후 추가 인 정치 제도의 개 이 시작되었다.개

은 ①입법,사법,행정 3권의 분립,②불필요한 료의 퇴출과 료의

군주의 권력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여부가 청조 자희태후가 신을 견

한 가장 요한 목 이었다.당시 자희태후는 “君權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服

制를 다시 바꿀 수는 없다”,“辮髮을 자를 수는 없다”,“典禮를 폐지할 수는 없

다”는 네 가지 원칙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조세 ,｢淸末新政시기 五大臣出洋

과 군주입헌론의 개｣, 동북아문화연구 제 19집,p.27.

11)｢出使各國大臣奏請宣 立憲摺｣,故宮博物院 明淸檔案部, 淸末籌備立憲檔案史料

 (上冊),臺北 :文海出版社,1981,p.173.

12)조세 , 의 논문(2009),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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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명확화라는 두 가지 원칙하에 실시되었다.이에 따라 아직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입법 기 을 제외한 행정,사법 기구의 개 이 실시되었

다.아울러 직무가 복되는 청과 직책을 통합하 으며,滿漢倂用制를

폐지하고 각 부에 1명의 수장만을 두어 책임을 명확히 하 다.마지막으

로 사법기구인 大理院,회계기구인 審計院이 신설되었으며,의회 개설 이

의 잠정 인 입법기구로 資政院을 설립하기로 결정하 다.13)

｢平滿漢畛域｣의 실시,입헌 고 만연한 排滿主義 등 변하는 실

은 만주족 반에 걸쳐 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해 황실 귀족,지식인들을 심으로 상황에 한 타개책 마련 민

족의식 계몽과 자립생존의 방안을 극 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이러한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①군주 심 입헌군주제 주장,

②의회 심 입헌군주제 주장,③손문이 이끄는 명활동 참여 등이 그것

이다.이를 해 만주족은 각종의 단체를 결성하 다.그 구체 상황은

여기에 서술하지 않고 표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첨부한다.

이 아래에서는 먼 입헌군주제 도입을 둘러싼 만주족 내부의 입장

차이와 그에 따른 단체의 분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立憲君主制 入 試圖

진 인 세력의 에는 평만한진역과 비입헌 등 청조가 행한 일련

의 개 조치가 미흡하다고 여겨졌을지 모르나,여지껏 정치 특권층으

로 군림하고 있던 만주족들에게 이는 일 변 으로 다가왔다. 부분의

만주족에게는 旗制에 따라 자동 으로 직업과 재산이 주어졌으며,지배자

의 자격으로 정치 우 에 서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다.그러나 이제

헌법 아래 평등한 ‘國民’으로 변환될 것을 요구받는 동시에 諮議局과 資

13)村田雄二郞 責任編集,深町英夫,吉川次郞 編集協力, 民族と國家:辛亥革命 ,

東京 :岩波書店,2010,pp.217-219;조세 ,｢淸末新政 시기 滿漢葛藤과 군주입

헌론의 굴 – 제개 에 따른 군주이미지의 변화에 주목하여-｣, 동북아문화연

구 제23집,2010,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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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院의 의석 획득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 권익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 다. 한 입헌 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회제 입헌군주제로 환된다

면,이는 황제의 권력 약화를 래할 뿐만 아니라 지배민족인 만주족의

정치 장악력 역시 속도로 축소될 것을 의미하 다.따라서 만주족들

은 입헌 체제에 응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

의 정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奉天旗務處總辦 金梁이 1911년에 올린 상주문

이다.해당 상주문에는 헌법과 황족,旗籍의 계에 해 당시 만주족이

가진 복잡한 생각을 잘 담고 있다.

우선 헌법과 황족의 계입니다.입헌국가에서 황족은 정치에 간섭할

수 없으나 동시에 황실은 그 존엄을 보장받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 황

족의 지 는 사람들이 알듯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제한이 가해지

면 황족의 권리에 훼손과 축소가 있지 않겠습니까?정치의 앞날에 장애

가 있지 않겠습니까?헌법은 장차 어떤 방법으로 그 균형을 유지하겠습

니까?이것이 첫 번째로 논의되어야할 사항입니다.다음으로 헌법과 旗

籍의 계입니다.북경 이외의 기인 숫자는 오백만 이상에 다다릅니다.

체로 국가의 식량과 으로 충당되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데 제도가 개 되어 시행하려 합니다.삼백 년 동안 습에 안주하여 元

氣가 상한지 오래이므로 역시 십년 교육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

니다.헌법에 특별 우의 조항을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이것이 두 번

째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14)

金梁의 상주문에 드러난 주장을 요약하면,입헌에 따른 양원제를 시행

하려면 의원의 자격과 련해 황족이나 旗籍의 의원에게 제한이 많아 문

제가 있으므로 헌법에 특별규정을 두어 의원 수를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

는 것이다.金梁은 헌법의 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황족과 旗籍

을 가진 만주족의 입장을 솔직하게 드러내었다.즉,청조의 입헌은 일본

을 비롯한 열강들과는 달리 소수민족 정권의 개 이므로 만주족에게는

14)｢奉天旗務處總辦金梁條陳憲法 皇族旗籍之關係呈｣,故宮博物院 明淸檔案部, 淸

末籌備立憲檔案史料 上冊,pp.3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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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자칫 정치 ·경제 특권을 상실할 수 있는 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청조의 시기에 걸쳐 만주를 숭상하고 만한일체를 주장한 정책

이 일 되었는데,헌정개 은 바로 이런 사실에 근본 인 변화를 가져오

는 것이었다. 비입헌을 하는 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헌법을 반포하

여 排滿主義을 잠재우는 것이었지만,실제로 개 을 추진하던 만주족의

에는 매우 불안한 것이었다.15)

따라서 만주족의 권익을 보장받고 정권을 안정 으로 유지하기 해서

는 먼 어떠한 형태로 입헌군주제 체제를 구성할 것인지가 가장 시 하

고 요한 과제 다.입헌이란 국가가 국민으로 구성되고 국가주권이 국

민의 공의와 국민의 개인권리의 양도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다.황제가

국민공의의 변자가 될 때 황제는 입헌의 주체가 된다.황제가 국민의

공의를 변하지 못할 때 입헌의 주체는 바로 국민이 된다.16)청조는 일

단 일본의 유형을 모방하여 황제를 입헌의 주체로 삼았다.그러나 일본을

모델로 한 군주 심 입헌군주제를 도입할 것인지,아니면 진 개 세력

의 주장처럼 의회 심 입헌군주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두고 만주족 내부

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기 시작하 다.慶親王 奕劻,醇親王 載灃,肅親王

善 를 심으로 한 황족 강경 료들은 자를,일본 유학 를

심으로 한 지식인 계층은 후자를 주장하 다.

군주 심 입헌군주제 도입을 주장하는 세력은 입헌주의 개 의 본질

을 수평 권력분립을 매개로 수직 권력집 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규

정하고 아편 쟁과 태평천국 운동 이래 사실상 왕처럼 군림했던 각성 漢

人督撫들로부터 군사권·재정권 사법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무게를 두

었다.17)강경 한 사람인 慶親王 奕劻이 1906년 9월에 올린 상주문에

“ 앙집권의 형세를 이루어 정책통일의 효과를 분명히 한다”18)는 내용과,

15)조세 ,앞의 논문(2009),p.44.

16)진 타오·류칭펑 ,양일모 외 역, ( 국 근 사를 새로 쓰는) 념사란 무

엇인가-1.이론과 방법 ,푸른역사,2010,pp.175-176.

17)신우철,앞의 논문,p.289.

18)｢慶親王奕劻等奏釐定中央各衛門官制繕單進呈摺｣,故宮博物院 明淸檔案部, 淸末

籌備立憲檔案史料 上冊,p.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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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載澤이 五大臣出洋에서 귀국한 후 올린 상주문에서 역시 “헌법

의 시행은 국가와 백성에게는 이로우나 원들에게는 가장 불리하다”19)

는 것,그리고 鐵良이 “입헌은 앙귀족이 아니면 안되며, 앙집권을 실

하려면 독무의 병권과 재정권을 앙정부가 수하지 않으면 안된

다”20)고 말한 것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다.아울러 일부 리들이 입헌은

군주권에 불리하며,한족들에게는 유리하지만 만주족에게는 불리하다며

회의 인 입장을 보 을 때,21)載澤은 ｢奏請宣 立憲密摺｣이라는 密摺에

서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 다.일본 헌법의 에서 알 수 있듯

이 입헌정체라 할지라도 황제는 17개의 통치 권을 보유할 수 있다.그러

면서도 황제는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므로 행정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을 강조하 다.헌법을 행하면 국가와 백성에게 유리하나 리들에게는

불리하지만,만약 충성심이 있는 신하라면 사사로운 마음과 고루한 생각

을 버려야 한다고 하 다.헌법이 세워지면 밖으로 각 督撫와 안으로 각

신들의 권리는 반드시 과거와 같이 하지 않을 것이고,그 이익은 반

드시 과거와 같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그는 군주 심의 입헌군

주제야말로 “皇位永固”,“外患漸輕”,“內亂可弭”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이 있다고 구체 으로 설명하 다.22)

즉,당시 강경 들에게는 입헌군주제로의 환이 정치체제의 근 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소수민족인 만주족이 한족을 시한 다수 민족들

을 효과 으로 통치하기 한 수단으로 여겨졌던 것이다.이들은 열강의

침입으로 인해 청조의 지배력이 약화된 틈을 타 주로 漢人 출신의 각성

巡撫들이 독자 권력을 바탕으로 독립을 시도할 것을 염려하 다.따라

19)｢出使各國 察政治大臣載澤奏請宣 立憲密摺｣,故宮博物院 明淸檔案部, 淸末籌

備立憲檔案史料 上冊,p.173.

20)조세 ,앞의 논문(2010),p.34.

21)｢御史劉汝驥奏請張君權摺｣,故宮博物院 明淸檔案部, 淸末籌備立憲檔案史料 上

冊,pp.107-110;｢御史趙炳麟奏立憲有大臣陵君郡縣 橫之弊並擬豫備立憲六事摺

｣,故宮博物院 明淸檔案部, 淸末籌備立憲檔案史料 上冊,pp.123-128.

22)載澤,｢奏請宣 立憲密摺｣,中國史學 主編, 中國近代史資料總刊-辛亥革命 

(四),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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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방의회를 수립하고 그 권력을 보장하여 권력이 분산되는 의회 심

입헌군주제의 채택을 고려할 수는 없었다.결국 이들은 일본이 메이지유

신을 통해 실 한 강력한 군주 심 입헌군주제를 모델로 하여 외면 으

로는 정치 근 화의 틀을 갖추고,내면 으로는 지방에 한 청조의 지

배력을 강화하여 청조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 다.23)입헌 실시는 청조

에게 득이 되면 지 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의 압박

과 명 세력의 도 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약으로 보았던 것이

다.24)이후 실시된 1906-1907년의 제개 에서는 다수 지방 들의 반발

로 지방독무의 권력 약화에 해서는 약간의 성과만을 도출하 다.그러

나 제개 을 통해 원세개에게 집 되어 있던 병권을 빼앗고 鐵良을 육

군부 상서로 임명한 것과 함께,1907년에 일어난 정치 동인 “丁未政潮”

를 이용하여 한족 원의 배척과 만주족의 앙 정부 장악이라는 소기의

목 을 달성하게 되었다.25)

이러한 경향은 1908년 11월 자희태후와 서제의 사망 후 醇親王 載灃

의 섭정이 시작되면서 더욱 강해졌다.순친왕은 자희태후에 비해 정치

장악력과 한인 료층으로부터의 지지도가 약했고,황실의 최고 서열인

隆裕太后 역시 정치 권 와는 거리가 멀었다.이를 극복하기 해 순친

왕은 개 의 모토로 “滿漢一家”,“皇權至上”을 내세웠다.이는 한편으로는

신정개 을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다른 한편으로는 약화 일로에 놓인

황실 종친들의 권력을 강화하여 만주족 심의 통치 체제를 강고히 하고

자 하 던 것이다.26)

순친왕은 먼 행정제도 개 이라는 명분 아래 袁世凱를 시한 한인

료층의 권력을 더욱 약화시키고,내각·군사 부문의 주요 직에 황실

종친 출신을 임명하 다.우선 집권 직후 각 지방의 독무에 의해 군권이

23)신우철,앞의 논문,p.289.

24)민두기, 신해 명사- 국의 공화 명(1903-1913) ,민음사,1994,p.94.

25)조세 ,앞의 논문(2010),p.34

26)何卓恩·孫 修,｢淸末滿人知識分子的民族認同思想-以 大同報 爲中心｣, 安徽史

學 2012年 6期,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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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되어 있는 상황을 개 하여 앙정부가 군권을 통솔하고자 했다.이

를 해 1903년의 陸軍貴冑學 에 이어 1908년 海軍貴冑學 을 설립하여

왕공귀족과 만주 고 원의 자제들을 군 으로 훈련시켰다.아울러 일부

만주귀족을 일본과 유럽에 군사시설 고찰과 사 학교 유학을 목 으로

견하 다. 한 육군부 좌우시랑에 만주족을 임명함과 동시에,원세개

의 북양군 6개 진 4개를 흡수하 다.이후 자신의 아우인 載濤를 1만

2천 명으로 된 宮中禁衛軍을 편성하여 장하는 司訓練禁衛軍大臣으로

임명하 다.그리고 독무가 지방의 육군지휘권에 참여해 왔던 제도를 없

애고, 앙에서 총 지휘하기 한 軍諮處를 맡을 管理軍諮處軍務大臣에

載濤를 임명하 다. 다른 아우인 載洵은 지방의 독무가 海軍兵艦指揮

權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해 새로 건설할 해군을 책임지는 籌辦海

軍大臣으로 임명하 다.결국 1910년에는 북양육군 6개의 진이 모두 육군

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순친왕 자신은 어린 황제를 신하여 청

조의 육해군을 모두 통솔하는 全國陸海軍大元帥가 되었다.이후 자희태후

의 총애를 받던 鐵良과 端方이 직에서 물러났다.이로서 청조는 1906년

의 제개 을 통해 병권을 만주인의 손에 놓은 후,다시 선통시기에는

황실종족의 손에 놓았다.27)

군권 장악을 핵심으로 한 순친왕의 앙집권화 정책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시도 으나,주변 친인척들만을 기용하고 우유부단하게 일을 처리하

는 방식은 청조의 기를 가져왔다. 한 권력을 잡자마자 원세개와 단방

철량을 배제한 것은 입헌 에게 큰 실망을 가져와 앙정부의 개 의

지에 한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원세개와 단방은 입헌 의 주장을 비교

정 으로 실 정치에 도입하려고 하 다.단방과 철량은 서로 정치

으로 립하 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족 고 들과 서로 복잡한 정치

동맹 계를 맺고 있어서 청조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이제는

그런 연결고리마 끊어진 것이다.거기에 원세개의 암살을 시도하는 것

이 민족모순을 과장하는 계기로 작용해 배만사조의 흥기를 가져왔다.28)

27)조세 ,앞의 논문(2010),pp.42-43;민두기,앞의 책,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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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친왕의 개 은 “滿漢一家”를 내세우기는 하 으나 실질 으로

는 팔기제도의 개 이나 만한차별의 폐지 등 만한문제의 처리에 해서

는 소극 이고 심지어 퇴보 인 모습을 보 다.29)더구나 국회청원운동

과 같은 입헌 의 요구에 극 으로 부응하지 못해 “입헌의 이름을 빌

어 제를 행한다”는 원망을 불러일으켰다.순친왕은 국회청원운동에

해 입헌의 籌備가 완 하지 못하고 국민의 지식정도가 천차만별임을 이

유로 들어 청원을 거부하는 上諭를 내렸다.아울러 서제의 상유에 따라

9년의 비기간을 거쳐 반드시 입헌을 실행하겠다고 공언하 다.30)그러

나 1910년 제3차 국회청원운동에서 자정원이 국회속개를 의안으로 통과

시켜 순친왕의 제가를 요구하 다.18성의 督撫, 軍,都統이 조정에

보를 보내 책임내각과 국회의 설립을 압박했다.이러한 상황에서 載濤,

載澤,善 ,溥倫 등이 국회의 조기 개원을 청하는 열에 합류했다.31)11

월 4일 순친왕은 마침내 국회 설치기간을 3년 단축시킨다는 상유를 내렸

다.32)1913년에 국회를 소집한다는 유지를 내린지 얼마 후 순친왕은 헌정

비를 맡은 民政部,度支部,法部,學部 등 앙 서와 각 독무들이 의회

28)조세 ,앞의 논문(2010),p.43.

29)Edward J.M.Rhoads,Manchus& Han:ethnicrelationsand political

powerinlateQingandearlyrepublicanChina,1861-1928(Seattle:University

ofWashingtonPress,2000),pp.171-172.

30)이는 자희태후 사망 이후 집권한 은 만주친귀 세력이 개 지방자치를 기

로 한 진 인 입헌을 선호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실제 순친왕은 1909

년 城鎭鄕 단 의 地方自治章程과 地方自治選擧章程,그리고 자치인재를 배양하

기 한 自治硏究所章程을 반포하여 실행토록 하고,1910년에는 京師와 府廳州

縣 단 의 地方自治章程과 地方自治選擧章程을 선포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

아울러 순친왕은 군기 신에게 지방자치가 헌정의 기 임을 상기시키는 특유를

내리고 지방 독무와 憲政編査館은 지방자치의 진행여부를 수시로 조사하고 독

최하게 했다(윤욱,｢ 은 滿洲親貴 集團의 정치 지향과 좌 ,1900-1911｣, 동

양사학연구 제118집,2012,pp.220-221).그러나 순친왕이 기존에 군권 장악을

핵심으로 강력한 앙집권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 던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언

된 ‘지방자치’의 범 와 내용을 정확히 악할 필요가 있으나,본 논문에서는

생략한다.

31)｢親貴聯名請開國 ｣, 盛京時報 1910.9.30.

32) 宣統朝上諭檔 卷2,pp.376-377,宣統2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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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이 에 맡은 책무를 완성하도록 명하는 유지를 내렸다.33)그리고 東

三省 청원 표들이 조직한 제4차 청원단이 올라오자 “(憲政의)일이 번잡

하고 기간이 박두했는데 일 사항을 다시 단축하여 비한다면 종종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하고 표단에게 해산을 명했

다.34)하지만 다음해 辛亥革命이 발발되면서 일련의 개 조치는 모두 수

포로 돌아갔다.

한편,漢人 지식인 뿐만 아니라 만주족 내부에서도 언론활동을 통해

제통치의 폐지와 청조의 개 ,의회 심의 立憲과 共和를 주장하는 움직

임이 발생하 다.이 때 그들 에는 ‘共和’를 ‘republic’의 의미로 이해하

고 명운동에 가담한 부류도 있었지만,단지 한자의 字意 로 ‘共存’이나

‘大同’의 의미로 이해하는 부류도 있었다.입헌군주제를 추구하면서 ‘五族

共和’를 주창한 만주족 지식인들이 바로 그런 이니 여기서 잠시 그에

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국 지식계는 일본의 향을 받아 republicanism을 ‘共和’

로 번역했다고 여겨진다.1896년 嚴復이 ｢천연론｣을 번역할 때 “이른바

主治란 홀로 권을 가진 군주이거나,혹은 옛날의 공화와 같이 몇 인

이 나라를 감독하거나,혹은 일의 민주와 같이 국민의 권한을 합한

것이다”라고 군주제·공화와 민주의 차이를 설명하 다.35)하지만 신해

명을 후한 시기에 ‘공화’가 실제 사용될 때 (漢字의 문자 來源과는

무 하게)그에 담겨진 내용과의 계는 모호했다.다만 원리로서든 제도

로서든 君治가 아닌 ‘共治共享’이란 의미에서 통 大同思想의 요소도

뒤섞인 보 民主를 뜻했다는 공통성을 찾을 수 있었다.36)당시 만주족

내부 화민국 건립 기에 통용되던 용어인 ‘五族共和’에서의 ‘共和’

가 의미하는 바는 여기에 가깝다.

33) 宣統朝上諭檔 卷2,p.393,宣統2년 10월 11일.

34) 宣統朝上諭檔 卷2,p.489,宣統2년 11월 26일.

35)진 타오·류칭펑 ,양일모 외 역, 국 근 사를 새로 쓰는 념사란 무엇

인가-2. 념의 변천과 용어 ,푸른역사,2010.pp.287-288.

36)백 서,｢공화에서 명으로-民初論爭으로 본 中國國民國家形成｣, 동양사학연

구 제59집,1991,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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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흐름에 상응하여,만주족 英華는 1902년 천진에서  大公報 

를 창간하여 청조의 압제에 반 하고 신문의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 다.

한 사설을 통해 민 의 노 근성을 질책하는 동시에 이는 제통치의

惡果라고 간주하여, 국에 민주주의 사상의 불을 밝히고자 하 다. 한

民權 사상을 선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단결하여 제통치로부터 벗어

나야 한다고 역설하 다.英華의 이같은 행보는 만주족 보수 의 비난

상이 되었지만,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술을 통해 민 을 계몽한다면

10년 후에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즉, 국의 정치가 입헌

군주제로 변환한 후 민주공화제로 진보할 것임을 공언하면서,만주족 기

인 지식인들이 시 의 흐름에 발맞추어 진할 것을 주장하 던 것이

다.37)

한편 유학 를 심으로 한 만주족 지식인들은 의회 심 입헌군주제를

도입할 것을 본격 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표 으로 일본에서 유학

이던 만주·몽골 기인과 비입헌을 추진하던 일부 만주족 리들은 입

헌운동 기간에 梁啓超와 楊度 등이 만·한의 경계를 없앨 것을 주장한 것

에 해 매우 정 인 반응을 보 다.38)당시는 입헌의 사조가 만연한

가운데 민족 평등 융합의 사조 역시 지식계에 범람하 고,그 함의를 표

하는 용어 역시 “五族共和”,“民族大同”등의 단어로 표 되어 여러 크

고 작은 언론에 표출되었다.39)

“五族共和”의 경우 종래 손문을 시한 명 의 구호로 인식되는 경

향이 강하지만40),실제 그 용어의 기원은 양도가 1907년 5월 20일  中國

37)劉 萌, 旗人史话 ,北京 :社科文獻出版社,2011,pp.161-163.

38)吳啓訥,｢한인이 주체가 되는 화민국에 직면하여｣,배경한 편, 동아시아 역

사 속의 신해 명 ,한울,2013,pp.267-269.

39)馬先彦,｢清末民初民族融合思潮 略｣, 貴州民族硏究 2002年 第4期,p.97.

40)“五族共和”라는 용어 자체의 사용 시 이 언제인가에 해 체로 남북화의 기

간에 처음 제기되었으며,이는 張騫이 1911년 12월 “우리가 말하는 공화주의는

… 漢·滿·回·蒙‧藏의 다섯 종족이 통일하고 그것이 하나의 공화정체 아래로 속

하는 것”이라 주장한 것에서 유래하 다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김

형종,｢淸末 명 의 ‘反滿’革命論과 ‘五族共和’論｣, 국근 사연구 12,

2001,pp.10-11; 용만,｢張謇의 ‘共和主義’(republicanism)경향과 辛亥革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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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報 에 기고한 ｢金鐵主義說｣에서 “漢‧滿‧蒙‧回‧藏 五族이 모두 中國의

國民이다”라는 주장에서 유래하 고,五族共和論은 양도의 “五族合一論”

의 형식을 빌려 제출되었다.41)신해 명 시기 손문이 주장한 ‘五族共和’에

서 ‘共和’는 ‘republic’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상 ‘五族合一’‧‘五族平等’의 의

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42)양도는 ｢金鐵主義說｣에서

“오늘날 국의 세계에는 漢·滿·蒙·回·藏 五族이 있다.다섯을 합하여 하

나로 할 수 있지만,하나를 나 어 다섯이 될 수는 없다.하나를 나 어

다섯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상세히 논한 바이다.다섯을 합하여 하나

를 이룬즉 차후 국 한 다스려질 것이다.”43)라고 주장하 다.아울러

그는 명당이 주장하는 “共和排滿”44)주장에 해 격렬히 비 하면서,

淸末 개 정치사상의 한 모습｣,같은 책,p.45).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共

和’는 政體를 의미하는 것이며 ‘republic’의 의미는 아니다.결국 장건의 주장 역

시 본질은 ‘漢·滿·回·蒙‧藏의 다섯 종족이 통일’하는 것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 일부 학자들이 제시한 “五族共和 사상은 … 신해 명 직 국내민족

계 문제에 해 개량 와 명 의 분기가 발생하 는데, 자는 군주정체 하

에서의 各族合一을 주장하 고,후자는 공화정체 하에서의 各族合一을 주장하

다”는 견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張正明‧張乃華,｢論孫中山的民族主義｣, 民族

硏究 1981年 6期,p.11.

41)村田雄二郞,｢孫中山 辛亥革命時期的“五族共和”論｣, 廣東社 科學 2004年 第

5期，p.121,125.

42)村田雄二郞, 의 논문,p.123.이는 손문의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늘날

말하는 五族共和는 사실 ‘五族’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부 당하다.우

리 국 내부에 어 五族만이 존재하는가?마땅히 국 내의 각 민족을 융합

하여 하나의 화민족을 완성하여야 한다.”(｢在上海中國國民黨本部 議演說

(1920.11.4.), 孫中山全集 第五券,北京 :中華書局,1982,p.390)이외에 후술할

<臨時大總統宣 書>나 <臨時約法>의 내용과 결부지어 보면,손문은 인민주권

의 共和論보다 同一種族이라는 同胞論에 더 크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악

된다(유용태,｢근 국의 민족제국주의와 단일민족론｣, 동북아역사논총 23,

2009,p.59).

43)｢金鐵義說｣,劉晴波 主編, 楊度集 ,長沙 :湖南人民出版社,1986,p.369.

44)사실상 동맹회를 주축으로 하는 명 가 주장하는 공화입헌은 어느 정도

참여정치의 요구를 함축하고 있어서 본래 ‘민주’를 사용하는 것이 더 합하다.

이에 해 汪精衛는 이 게 해석했다.“공화와 민주는 의미의 범 가 다르다.그

러나 논자가 말하는 공화는 민주를 가리킨다.그러므로 이 도 한 때로 공화

두 자를 썼는데, 의의 공화,즉 민주로 해석해야 한다.”즉 당시 명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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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통일을 유지하고,열강으로부터 과분될 기국면에서 벗어나기

해 “五族合一”의 요성과 박성을 강조하 다.“漢人이 공화국가를 조

직하고,滿人이 근거지로 삼을 곳을 회복할 수 없다면 반드시 반발이 일

어날 것이다.몽·회·장족 역시 반드시 민족주의에 의해 각자 분립하려 할

것이다.… 만일 단일 국가의 건립이 불가능하다면,세계열강이 국의

토 보 에 해 균등주의를 내세워 국은 반드시 나뉘어지게 될 것이

며 각국의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내부의 과분이라는 원인은 외부의 과분

이라는 결과를 얻게 한다.이는 민주국가를 얻고자 하는 바 반드시 뒤따

르는 것이다.입헌을 말하자면, 재의 군주입헌이 마땅하다.滿漢平等,

蒙·回의 동화로서 국민통일의 한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다.”45)

양도가 말하는 ‘五族合一論’,즉 각 민족의 평등한 융합이라는 주장이

만주족 지식인들 내부에서 비교 범 한 인정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것은 단지 만한모순의 제거를 통해 자신들의

통치를 유지하고자 하 던 것으로부터 환하여,민족의 평등한 융합이라

는 역사 진행 과정에 순응하는 속에서 주동성과 극성을 지니게 되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46)이들은 당시 청조가 내세운 “滿漢一家”,“皇權至上”

이 “排滿”에 반 되는 “排漢”을 양성하여 서로 간에 민족 감정의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간주하 다.따라서 이에 맞서 “漢滿蒙回藏을 합하여

一族을 이루어”입헌군주제를 실시하는 “大民族主義”에 찬동한 것이다.47)

이들 恒鈞과 烏澤聲,穆都哩(이후 穆儒丐로 개명)등의 일본 유학

그들이 주장하는 공화는 실제로는 민주인데,단지 공화주의의 구조 안에서 토론

이 진행되므로 을 지을 때 종종 ‘공화’라는 단어를 썼다고 분명하게 인식하

다.진 타오․류칭펑,앞의 책,pp.458-459(1권);p.299(2권).이에 해 당시 동

맹회가 주장하 던 ‘共和’는 ‘군주입헌’에 한 항논리로,‘民權主義=共和’로 이

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狹間直樹 ,｢東アジアにおける“共

和”思想の形成｣,辛亥革命百周年記念論集編輯委員 編, 總合硏究 辛亥革命 ,

東京 :岩波書店,2012.pp.34-35).

45)｢中國新報序｣,張枬․王忍之 編, 辛亥革命前十年間時論選集 第2卷 下冊,北京

:生活·讀書·新知三連書店,1978,pp.871-872.

46)馬先彦,앞의 논문,p.97.

47)何卓恩·孫 修,앞의 논문,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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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1907년 도쿄에서  大同報 를 창간하 다.이들은 귀국 후 북경에서

도 동일한 성격의  北京大同日報( 는 中央大同日報) 를 창간하여 ‘만·한

인민이 평등하고 만·한·몽·회·장이 합하여 하나의 大國民을 이룬다’48)고

주장했다.즉,‘大同’은 기본 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첫 번째는

기본 으로 다르다고 여기지 않고 같아지려 하는 것을 환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스스로 다르다고 여기는 자를 같아지도록 이끄는 것이다.49)

여기서 후자는 ‘排滿’ 의 한인 명 와 ‘排漢’ 을 지지하는 보수

모두를 개조하고자 하는 뜻이 드러난다.이는 恒鈞의 에서도 “排滿

을 주장하는 자는 排滿을 수단으로,공화를 목 으로 여긴다.排漢을 주장

하는 자는 排漢을 수단으로, 제를 목 으로 여긴다.”이는 둘다 취할 수

없는 것으로,“本報는 이미 제도 공화도 주장하지 않고 오로지 군주입

헌50)만을 주장하 다.이는 本報의 第一主義이다”51)라고 명시되었다.

이들은 ‘종족’과 ‘민족’을 구분하여 만·한·몽·회·장의 언어·토지·문화 등

의 공통 을 바탕으로 이들을 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민족’을 창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五族’의 구분은 동일 민족 하에서의 다른 종족으로

정리하면서,“ 국민이 실에 해 긴박함과 단결의식을 가지고,만한

투쟁으로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만‧한‧몽‧회‧장을 통합하여 입

헌국가의 ‘大國民’을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하 다.52) 민족문제와 입헌

정치라는 의제를 결합하여,만·한 문제가 등장한 것은 만·한이 정치·경제·

48)烏澤聲,｢大同報序｣, 大同報 第1號.

49)裕端,｢大同其意｣, 大同報 第2號.

50)당시 가장 많이 사용된 어휘는 ‘공화’보다는 ‘입헌’이었다.공화주의는 참정자가

도덕이라는 일정한 정치 자질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 공 역과

사 역의 구별을 강조하여 정치를 공 역의 사무로,유교윤리는 사

역 내부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이러한 두 특징은 공교롭게도 정치개

을 주장하던 변인사들의 논리에 구비되어 있었다.따라서 입헌의 주장과 공화

주의는 상당히 근하 고,서양의 헌정을 학습하기만 하면 입헌 든 진 든

간에 본질상 모두 공화주의자로 볼 수 있다.진 타오․류칭펑, 의 책(2권),

pp.289-290.

51)恒鈞,｢中國之前途｣(續), 大同報 第2號.

52)烏澤聲,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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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률에 있어서 불평등했기 때문이므로 그 뿌리를 보면 결국에는

군주 제 독재가 낳은 폐해라고 보았다.따라서,민족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반드시 정치를 개 하고 군주입헌 정체를 실행하며

의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53)즉,“ 국역사상 改朝換代에는 군주

명이 있을 뿐 정치 명은 없었으며 정치 명이 실 되면 국민은 보편

으로 평등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며,만한문제는 곧 존재할 수 없게 되니

국은 지 종족 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 명을 추진

해야 하는 것이다.”54)

이들은 여기에 덧붙여 입헌의 본질은 의회의 개설에 있으므로 조속히

국회를 개설하여 정부의 방기와 부패를 막고,산 한 국내 문제를 모두

근본 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開國 ’세 자는 곧 국가

헌정 시행 여부와 같으며, 한 우리 국가 존망의 긴요한 건이다.”55)

烏澤聲은 “의회를 개설하는 것은 천하에 공 정의를 실 하는 것인데,

첫째로 민권을 확장할 수 있고,두 번째로 정부를 개조할 수 있으니,만

한문제를 포함한 모든 新 問題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56)

아울러 이들은  大同報 를 통해 기인제도의 해체를 주장하 다.팔기제

도는 기인이 경제 자립 불능과 생계곤란을 야기하며,동시에 만한문제

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간주하 다.따라서 기인 자신의 이익을

해서는 마땅히 팔기제도를 해산하여 滿人이 自救力을 배양하고,다른 민

과 동등한 “新滿人”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여 “大國民”의 일부분을 구

성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 다.57)

한편 만주족 지식인을 심으로 와 같은 움직임이 고조되던 시기,

53)吳啓訥,앞의 논문,p.267.이는 烏澤聲이 ｢大同報序｣에서 “20세기의 세계에는

제국가가 수립되기에 좋은 곳은 없다. 제정치의 시 는 이미 지났으며 민주

공화제가 이상 이기는 하나 국의 국내 사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따라서 군주

입헌정체가 가장 합한 선택이며 이는 세계의 세와 국민국가의 요구에도 부합

하며, 국의 실제에도 맞는다”고 주장하 다(烏澤聲,앞의 논문).

54)｢論立憲黨之方針宜 注于政府｣, 大同報 第2號.

55) 의 .

56)烏澤聲,앞의 논문.

57)烏澤聲,앞의 논문 ;英惠,｢外國商政論｣, 大同報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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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입헌을 추진하던 료 일부도 책임내각제를 기반으로 하는 의회

심 입헌군주제의 도입을 주장하 다. 표 인 인물이 상술한 五大臣出洋

의 주역 한 사람인 端方이다.단방은 1906년 8월 25일 상주한 ｢請改定

全國官制以爲立憲豫備摺｣에서 비입헌의 시행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 다:① 앙행정의 통일을 해 책임내각을 설치하고 군기

처를 내각에 합병한다.② 앙과 지방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해 지방독

무와 앙 각부 상서 간의 권한을 규정한다.③ 행 제 각부의 직책

이 불분명한 것을 고쳐서 행정수장의 책임제를 실행한다.④ 앙 각 기

을 증설 폐지 합병하여 앙을 九部三院58)으로 개편한다.⑤지방행정제

도를 개 해 省,州縣,鄕 의 三級地方行政制度를 실행하고 성의회를 설

치하여 지방자치를 실행한다.단방은 이후 ｢請改定全國官制以爲立憲豫備

摺｣에서 “입헌군주국의 정부는 반드시 책임내각을 만든다.책임내각이란

내각에 총리 신 한 명과 국무 신은 각부의 행정장 들이 이를 담당한

다.이들을 閣臣이라고 부른다.이 閣臣은 군주를 신해 인민에 해 책

임을 지는데,행정을 잘하면 閣臣의 지 가 안정될 것이고,행정을 못하

면 인민의 원망을 얻어 閣臣이 책임을 져야하며 군주의 책임은 아니

다”59)라고 보았다.그는 동시에 앙과 지방에 민의를 달하는 의회를

설립하자고 주장하 다.여기서 의회란 인민을 표하는 기 이므로 의원

은 반드시 민선이어야 한다고 보았다.그의 상주에는 의정기 의 의원선

출,선거구 구분,인원수,선거자격,의장의 선출과 권한 등에 한 구체

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책임내각은 입헌정체의 요한 상징이며,의회

제도는 입헌국가의 핵심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60)

한편 단방은 지방자치에 해서도 깊은 심을 보 다.그는 특히 국

에서 어떤 방식이 헌법의 권 를 세울 수 있는가에 심이 있었으며,

58)九部는 內務部,財政部,外務部,軍部,法部,學務部,商部,交通部,殖務部이며

三院은 計檢察院,行政裁判院,集議院이다.

59)端方,｢請改定全國官制以爲立憲豫備摺｣,中國史學 主編, 中國近代史資料總刊

-辛亥革命 (四),pp.33-38.

60)조세 ,앞의 논문(2009),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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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 이 성공 으로 이루어져 3권분립과 지방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입

헌군주제가 성립하면 국이 부강해질 것이라고 믿었다.나아가 국민의

수 이 높지 않으면 입헌군주제의 실행에 혼란이 따를 것이라고 보아 입

헌을 서두르는 것도 반 하여 일정한 비기간을 가질 것을 주장하 다.

이것은 국과 국정이 유사한 일본 헌법도 사실상 10여 년의 비기간을

두었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다.단방은 비기간은 15년에서 20년이

당하다고 여겼고,아울러 비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생각도 가

지고 있었다.61)

한편,단방을 심으로 일부 료들 사이에서 “五族共和” “民族大

同”과 맥을 같이하는 여론이 제기되었다.단방은 兩江總督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1907년 7월 31일 ｢兩江總督端方代奏李鴻才條陳化滿漢畛域辦法八

條摺｣에서 “憲政의 기반은 急患을 제거하는 것에 있고,滿漢의 經界는 마

땅히 大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 다.소 “急患”은 만한의 불평

등을 면에 내세우며 당시 향력을 확장하던 명 의 주장이었다.그

는 이를 해 만한의 형률 통일,만주족 신하의 ‘奴才’사용 지,만한

통혼 실시,만한 간의 직 차별 철폐,만주족 성명 병기, 족 지,수

도 팔기 기인의 혼성 편제,주방과 징병 방법의 단일화 등을 건의하

다.62)

단방의 상소 이후, 淸末籌備立憲檔案史料 에 수록된 문서를 기 으로

볼 때 1908년 4월까지 이같은 취지가 극 ․소극 으로 언 된 奏摺이

약 20여 건 정도 조정에 상주되었다.63)이들은 공통 으로 종족간의 경계

를 철폐할 것과 헌정입법을 주장하 다.“一國의 人民은 종족을 막론하고

동등한 법제 아래에서 균등하게 통치를 받아야 하며,권리와 의무 역시

이에 합당한다면 로 內訌의 근심이 없어질 것입니다.”64)이들은 “滿

61)조세 ,앞의 논문(2009),p.41.

62)｢兩江總督端方代奏李鴻才條陳化滿漢畛域辦法八條摺｣,故宮博物院 明淸檔安部, 

淸末籌備立憲檔案史料 下冊,北京 :中華書局,1979,pp.915-917.

63) 黃 濤,｢現代“中華民族”觀念形成的歷史 察-兼論辛亥革命 中華民族認同之關

係｣, 浙江社 科學 ，2002，pp.132-133．

64) ｢四川補用道熊希齡陳撤駐防改京旗幷請從精神上化除滿漢之利害呈｣,故宮博物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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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融合”,“五族大同”의 주장을 개하며 입헌운동이 “민족 평등 융합 의

식”을 강조하고 “민족 평등 융합 공동체 념”을 강조한다고 인식하

다.65)

이러한 상황에서 청조는 거세지는 개 요구를 더 이상 억 르기 어려

워졌다.마침내 1908년 張謇 등이 조속히 입헌제 실시를 청원하자 청조는

각 성에 諮議局을, 앙에는 資政院을 발족하여 헌정 실시에 비하고자

하 다.한편,메이지 헌법의 향을 받은 ｢欽定憲法大綱｣을 공포하여

“君上大權”을 기조로 하는 제 입헌군주제로의 개 을 명문화하 다.

｢欽定憲法大綱｣에서는 ①개 의 차(입헌약정→여론수렴→ 제개 →헌

법공포) 기간(9년),②개 의 원칙(2원제 입헌군주제(군주주권+입헌주

권),③개 의 내용(“大權主義”책임내각,군주의 각료임면권과 군사 직

통제권 보유)등을 명시하 다.이를 보면 입헌의 목 이 기본 으로는

군주 제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 으나,皇權의 제한,公民의

기본권 확인,三權分立의 정권 조직 등 진보 인 내용 역시 함께 수록되

었다.특히 ｢臣民權利義務｣에서는 국 역사상 처음으로 헌정 체제 하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 다.66)이와 더불어 變通旗制處를 수립하

여 旗制 개 平滿漢畛域으로 불거진 만주족의 생계문제 해결을 모색

하 다.이에 따라 만주족들은 각종 단체를 수립하여 자신들의 권익 보호

와 정치 입지확보에 나섰다.이들 단체는 군주 심 입헌군주제 하에서

기제 개 을 통해 기존에 지배층으로서 렸던 특권에 한 제도 인 보

장을 추진하 던 집단과,의회의 조기 개설과 만한융합을 통해 만주족의

정치·사회 지 의 재설정을 추구하 던 집단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明淸檔案部, 淸末籌備立憲檔案史料 下冊,p.945.

65)潘先林,｢“五族共和”思想的提出,确立 淵源論析｣, 思想戰線思想戰線 32卷 3

期,2006,p.5.

66)“臣民은 공무의 담임권을 가진다.신민은 법률의 범 내에서 언론· 작·출

집회·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신민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서는 체

포·감 ·처벌받지 아니한다.신민의 재산 거주는 이유없이 침해받지 않는다”

는 조항을 명기하 다.신우철,｢근 입헌주의 성립사 연구―청말 입헌운동을

심으로―｣, 법사학연구 35,2007,pp.28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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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부터 먼 살펴보기로 한다.

군주 심 입헌군주제 실시에 찬성하는 만주족 인사들은 八旗憲政 ,

八旗生計硏究 등을 창립하여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입헌체제로의 변화

과정에서 정치 권익을 확보하고자 하 다.이들 단체는 “변통기제처와

의 공조를 통한 팔기생계의 주획과 입헌국민으로의 변환”을 종지에 삽입

함으로써 이를 공식화하 다.특기할 것은 변통기제처와의 공조를 면에

내세웠다는 것인데,이는 이 단체들이 변단체 성격을 나타내고 있음

을 보여 다.실제 당시 가장 큰 향력을 발휘한 단체 하나인 八旗憲

政 의 경우 1910년 10월 회의를 개최할 때에,먼 참석자들에게 변통기

제처의 계획을 홍보하 다.11월 7일에 열린 회의에는 軍机大臣 那桐 등

의 사람들이 각 를 표하여 참석하 으며,請愿代表 孫洪伊·陳登山 이

외에도 論界‧學界‧政界‧軍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 고,변통기제

처 역시 恩咏春,吳襄 두 사람을 참석시켰다.67)이후 12월에 열린 회의에

서 팔기헌정회의 회장이었던 文 는 질의서를 통해 변통기제처가 설립된

이래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 음을 지 하면서,변통기제처는 만주

족의 생계문제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더 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旗制

와 헌정의 상 계라고 주장하 다.68)한편 1910년 몇몇 御使들이 자정

원연구소에서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와 旗制는 병립할 수 없다”는

의견에 일치를 보았다.이들은 “국회 개회 일정은 단축되었는데 旗丁生計

의 籌劃에 해서는 실마리가 없고 행정을 지연할 수도 없으니,청조에

상주하여 安置의 뜻이 있으면 속행할 것을 청하고,그 지 않으면 행의

선포를 청하여,각 旗丁이 스스로 생계를 주획하도록 하여 잘못을 남기는

것을 면하도록 하자”고 논하 다.69)청조는 이에 해 정도 부정도 하

지 않고 시간만 지체할 뿐이었다.팔기헌정회는 이 소식을 하고 질의서

를 제출하 으며,재차 다른 단체들과 연합하여 변통기제처에 변통기제

67)｢憲政 于旗制處｣，  大公報 1910.11.10.

68)｢八旗宪政 開 記盛｣，  大公報 1910.12.13； ｢八旗子弟力爭生計之集 ｣，  

申報 1910.12.25.

69)｢滿御史 爲旗丁請命｣, 大公報 19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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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생계주획 문제에 한 질의서를 제출하 다.70)그러나 기제처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진퇴양난에 빠졌고,이들의 주장은 결국 소기

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 다.71)

역시 국 인 향력을 지녔던 팔기생계공회의 경우 그 변 성격

이 더욱 강하 다.창립인 金梁은 奉天旗務處總辦이라는 직 리로 재

직하고 있었으며,이를 활용하여 주도 으로 각성 주방 변통기제처,

천성기무처 등과 의하여 각종 정책을 시행하 다.1910년 11월에 공

포된 金梁의 발의문을 보면,먼 당시 경사변통기제처가 창립된 이후 3

년이 지나도록 기제의 변 을 통해 생계를 강구하는 작업이 더디게 진행

되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오해를 사고 있는 상황임을 환기시켰

다.하지만 만주족은 자력으로 생계를 도모할 을 모르면서도 수백 년

동안 정부가 자신들을 부양하 던 습속 때문에 스스로 책임이 없다고 착

각하고 있는 것 한 지 않은데,이 문제는 근본 으로 해결이 불가하

다고 주장하 다.즉,기제의 변 과 생계 도모는 당면한 두 가지 大事로,

자는 爲政 의 임무이며 후자는 만주족이 스스로 추진해야 하므로 마

땅히 상하가 의하여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농‧공‧학‧상이 함께

추진하여 사람들로 하여 모두 스스로 생업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면,기제의 변 때문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 다.72)김량의 발의문은 범 하게 호응을 얻었고,

1911년 3월 北京八旗先賢祠에서 각지 표가 회의를 열어 만주족의 동북

지역 규모 이주․황무지 개간․실업 육성 등이 추진되었다.이를 해

천기무처가 八旗 業銀行 八旗墾務公司를 설립하여 운 하도록 결

정하 다.73)

이들 단체가 주장하는 바의 공통 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민으

70)｢八旗憲政 上旗制處書｣, 大公報 1910.11.24.

71)尹立芳,｢淸末新政詩期八旗團体的參政活動｣, 滿族硏究 2010年 1期,pp.39-40.

72)｢擬設八旗生計公 廣 實業自 生計議｣, 盛京時報 1910.11.22;1910.11.23.

73)｢八旗生計 報告｣, 盛京時報 1911.3.30;1911.4.1;｢籌辦東三省八旗 業銀

行招股廣告｣, 盛京時報 1911.3.1;｢八旗 業銀行章程｣, 盛京時報 1911.4.5-7

;｢八旗墾務公司總章｣, 盛京時報 1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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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기본권 이외에 기제 개 을 통해 기존에 리고 있던 지배층으로

서의 특권을 제도 으로 계속해서 보장받고자 한 것이다.이는 개 세력

이 지속 으로 요구해온 만한의 차별 철폐 五族共和 구 에 역행하는

것이었다.앞서 살펴본 김량의 상주문에 나타난 것처럼,이들은 제

입헌군주의 통치 하에 지배민족으로서의 정치·사회 지 보장을 명문

화하고자 하 다.즉,정치 으로는 국회 개설 이후에도 특별 의석의 할

당을 통해 고정 의석수를 확보하고,사회 으로는 변통기제처의 기제 변

을 통해 일정 정도의 생계를 보장받고자 하 던 것이다.군주권의 강화

와 특권의 법 보장은 소수민족으로서 지배층을 형성한 만주족에게는

불가피한 조치 을 것이다.이들은 이를 해 헌법과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제정 혹은 개정하여 청조 지배와 민족의 존속을 도모하고자 하

다.

한편 八旗期成公民 와 같이 지식인이 주도하는 순수한 민간차원의 단

체활동도 출 하 다.종지의 내용을 보면 앞서 살펴본 단체들과 별반 다

를 바 없다.그러나 설립 주체의 측면에서 章福榮을 심으로 한 滿蒙文

高等學 ·八旗高等學 의 학생 약 200여 명이 결집하여 성립되었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74)이들은 변통기제처가 설립된 지 2년이 넘도록 단 하

나의 정책도 입안하지 못했음을 비 하고,만주족들이 시체처럼 앉아 있

느니 분연히 떨쳐 일어날 것을 주장하 다.이들은 1910년 11월 24일의

개회연설에서 생계문제와 자구책 마련에 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

하 다.①호구를 조사하여 民政府로 귀속한다.②군비를 확장하여 陸軍

部에 귀속한다.③만한을 융합하고,만주족의 생계를 도모하여 변통기제

처로 귀속한다.④기제의 성패는 헌정과 계있으므로,시국이 박하니,

국회를 열어 팔기의 구망을 논하지 않으면 안된다.75)이들은 한 “세상

이 황제의 은혜를 입고 있으니, 한 당연히 국회를 돕는데 심 력을

다해야 한다.국회의 개국을 성하는 것 역시 팔기가 당연히 져야 할 책

74)｢八旗子弟亦知爭求自立｣， 申報 1910.12.12.

75)｢八旗期成公民 通告書｣，  大公報 19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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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며, 로 병 에 기재된 이들이 청제국의 만세 업을 보 할 수

있는 길”이며,헌법에 기재된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만한융화를 달성하

여 국가헌정을 유지하기 해서는 각자가 ‘公民’에 부합하도록 변화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 다.76)

팔기기성공민회의 주장은 학계와 민 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그 규모

가 계속해서 확 되면서 청조를 상 로 여론의 압박을 가하 다.아울러

먼 팔기생계 책에 해 조목별로 개진하고,변통기제처에 이를 해결

해 것을 上申하 다.77)청조 원들은 이들의 上申이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여 그 활동을 지시킬 것을 주장하 다.특히 학생들이

연설을 행하고 장정을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 팔기공민회에게 해

산 칙령을 내렸다.78)다수의 회원과 일반 민 은 이 조치에 반발하여 오

히려 회원 수가 증가하 으나,학부가 나서 이들이 속한 각 학교와 生家

에 통고하여 해산을 명하면서79)이들의 활동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

었다.

팔기공민회 역시 기제 변 을 통한 만주족 팔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

다는 에서 앞에서 서술한 두 단체와 유사하다.다만 앞서 서술한 두

단체는 헌정 실시단계에서 지배민족으로서의 특권을 명문화하여 존속시

킬 것을 제하 다.아울러 헌정 실시 여부와는 별도로 변통기제처의 기

제 개 을 통해 만주족의 생계문제 해결을 도모하 다.그러나 팔기공민

회는 만한융합의 필요성과 함께 만주족 역시 헌법에 보장된 평등한 권리

를 가진다는 것을 제하 다. 한 국회의 속개를 통해 먼 헌정의 형

식을 갖춘 후 그 제도 인 틀 안에서 국회와 변통기제처의 기제 개 을

통해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公民’으로 변화할 것을 주장하 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청조의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

다.당면한 문제들은 하루하루 목을 죄어왔고,사실상 개 휴업상태인 변

76)｢旗人且欲以血改造旗制｣, 申報 ,1911.1.2.

77)｢烏金吾欲締制八旗 議｣，  大公報 1910.12.31.

78)｢八旗公民 之解散｣，  大公報 1911.1.7.

79)｢學部咨禁學生 ｣，  大公報 19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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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제처에 상주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근본 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을 깨닫게 되었다.이에 만주족 단체는 상호 연합하여 스스로 출로를 모

색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신해

명의 발발로 인해 지속기간이 비교 짧았고,이 때문에 정책 으로 커다

란 변화를 도출해내지는 못하 다.그러나 이러한 단체의 출 은 만주족

에게 생계자구와 입헌국민으로의 환이 필요함을 각성시켜 명 이후에

도 지속 인 단체 활동이 가능하게 하 다.

2.革命活動과 挫折

한편,孫文의 명 주장에 동조하여 청조 체제의 복과 공화정체로의

이양을 추구하는 만주족들도 출 하 다.만주족이 명 활동에 참가하게

되는 경로는 체로 ①일본 유학 국내 학당에서의 명사상 ,②

청조의 통치에 한 불만,③新軍의 가담 정도로 나뉜다.

먼 일본 유학 혹은 국내 학당에서 명사상을 한 경우는,주

로 청조의 실정과 국가의 앞날에 한 기감을 느끼는 만주족 지식인들

이 차 명 주장에 동조하게 되는 경우 다.회고에 따르면 西安起義

당시 “北京의 八旗學 ·高等學 내에서는 비 리에 三民主義와 기타 反

滿 소책자가 유통되었는데,다수의 同學들이 명에 해 옹호하 다”80)

고 한다.西安에서는 일본 유학을 다녀온 만주족 청년들이 測量學校를 설

립하고 학교 내에서 극 으로 자산계 의 민주공화사상을 선 하

다.81)成都에서는 1904년 후로 만주족 자제들이 四川高等學 ,四川武

備學 ,鐵路學 ,警察學 등지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이들 학교의

교사 부분은 명당원이었고,이들은 수업 에 공개 으로 “청조는 부

패하 고,열강은 국을 瓜分할 것”등의 내용을 언 하 다.이러한 교

80)｢北京滿族調査報告｣,中國科學院民族硏究所 遼寧 數民族社 歷史調査組, 滿族

社 歷史調査報告 下冊 第五輯,1963,p.57.

81)｢陜西省西安 滿族社 歷史報告｣,中國科學院民族硏究所 遼寧 數民族社 歷史

調査組, 滿族社 歷史調査報告 下冊 第七輯,1963,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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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향을 받은 만주족 학생들 역시 명당에 가입함과 동시에 명

사상을 하게 되었다.82)한편 명이 임박한 1911년 11월 길림성에서

는 만·한족 학생들이 청조의 통치로부터 탈피할 것을 선언하 다.이들은

“만일 목이 잘리고 피가 흐르는 재앙이 있다면 바로 앞에 있을 것이

다”라며 투쟁을 견지할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流血犧牲 한 “학계만

외가 될 수는 없다”고 호소하 다.83)

다음으로 청조의 통치에 한 불만으로 명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는

농민을 심으로 하는 항조투쟁 혹은 지역 유력인사가 심이 된 해당

지역의 독립 혹은 지방자치의 실 을 목 으로 하 다.먼 항조투쟁의

경우,1907년 風城에서 일어난 기가 가장 표 인 사례이다.청조는

계속된 구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 을 책정하 고,이것이 발단이 되

어 만주족 鮑化南,尹品三,郞振恒 등의 주도로 200여 명의 농민들이 항

조투쟁을 일으켰다.1911년 가을 만주족 출신 명당원 宋吉城,何秀齋가

풍성에 도착하여 이들과 함께 革命黨과 革命軍을 창립하 다.동시에 平

均地權 방침을 선 하면서 비 리에 명을 도모하 으나 東邊道鎭守使

馬龍潭에게 진압당하 다.84)성도에서는 만주족 인사 趙石卿이 이끄는

哥 가 반청활동을 펼쳤다.85)

무창기의가 발발한 후,각지에서 명에 동조하는 만주족이 출 하 으

나 특기할 만한 활동은 주로 東三城 지역에 집 되었다.이들은 제각기

비 집회를 결성하고 함께 기의를 도모하여,東三省의 독립을 推動하려고

하 다.張榕은 親友 寶昆과 더불어 奉天 지역의 명당원을 결집하여 奉

天全省保安 를 조직하 다.그러나 당시 임시 東三省 총독이었던 趙爾巽

에게 발각되어 모임은 해체되고 장용 등은 천을 떠나 심양으로 도피했

82)｢四川省成都 滿族社 歷史調査報告｣,中國科學院民族硏究所 遼寧 數民族社

歷史調査組, 滿族社 歷史調査報告 下冊 第七輯,1963,p.59.

83)｢急進 首領之宣 ｣, 盛京時報 1911.9.28.

84) ｢遼寧省風城縣紅五星人民公社后營子作業區滿族社 歷史調査報告｣,中國科學院

民族硏究所 遼寧 數民族社 歷史調査組, 滿族社 歷史調査報告 下冊 第一輯,

1963,p.6-7;｢辛亥革命中的滿族志士｣, 人民日報 1981.10.9.

85)常書紅, 의 책,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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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6)조이손은 군 의 격앙된 정서를 완화하기 해 강경 와 더불어

‘(吉林)保安 ’성립을 도모하여 구질서를 유지시키고자 하 다.이러한

상황 하에서,심양의 張榕,張根仁 등 명 지도자들은 보안회에 응하

기 해 여러 명단체와 연락하여 11월 17일 聯合急進 를 성립시켰다.

회장으로 취임한 장용은 “우리 (연합) 진회는 인도주의를 존 하며,만

한이 연합하여 공화정체를 수립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따라서 만약 청

황제가 퇴 를 말한다면 우리 당은 곧 찬성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하

다.87)연합 진회는 동북지구에 滿漢이 雜居하는 실상에 근거하여 만주

족 인민과 단결하여 공동투쟁하자는 강령을 내세워,만주족을 비롯한 각

민족의 격렬한 호응을 얻었다.장용의 도 하에 연합 진회는 莊河,遙

陽,寧遠의 무장기의를 발시켰다.그러나 이 무장기의는 차례로 진압당

하 고,장용과 보곤은 1912년 1월 24일 동시에 반 명세력에게 암살당하

다.88)

그러나 이들의 향 하에 東三省 지역에서 단체를 조직하여 명 투쟁

에 투신하는 만주족들이 증가하 다.길림성에서는 농·상·공·학계 등 각

계의 표가 吉林省團體聯合 를 설립하여,임시성의회를 수립하고 길림

성 도독 陳昭常을 축출하면서 청조의 통치로부터 탈피할 것을 선포하

다.이는 비록 청조의 반격으로 목 을 달성하지는 못하 으나,고조된

명의식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 다.89)한편,길림성의 동맹회원 松毓

등은 손문에게 “한 사람의 族人으로서 민족을 명의 기치 아래 이끈 滿

族의 豪傑”로 칭송되었다.송육은 1906년 길림성에서 민족자산계 과 함

께 吉林地方自治 를 발족하여 회장에 취임한 후 신학문 교육과 민족 계

몽에 힘썼다.이외에도 吉林商務總 를 설립하여 2 회장에 취임하 다.

1908년에는 길림성의 紳商과 학생들을 조직하여 吉林公民保路 를 조직

86)常書紅, 의 책,p.142.

87)｢急進 首領之宣 ｣, 盛京時報 1911.10.4.

88)｢辛亥革命中的滿族志士｣, 人民日報 1981.10.9;常書紅,앞의 책,p.142;林家

有, 孫中山 辛亥革命硏究的新審視 ,廣州 :廣東敎育出版社,2007,pp.479-480.

89)林家有, 의 책,pp.48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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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회장에 취임한 후 吉長鐵路建築權 회수를 한 투쟁을 이끌었다.동

시에,학당과 신문을 창간하여 구국과 민주사상을 선 하 다.1911년 신

해 명이 발생한 후,송육은 조이손이 제안한 길림보안회참의부 부참의장

의 직책을 거 하고,吉林聯合急進 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명을 선 하

고 고취하 다.90)

흑룡강성에서도 만주족의 명 참여가 활발하게 나타났다. 천연합

진회 회원이었던 赴齊齊恰爾는 分 를 조직하여 리를 암살하 다.이에

감명받은 만주족들은 단을 살포하고 장정을 제정하여 명에 극 으

로 참여하 다.이들은 흑룡강성 순무에게 各族·各界와 연합하여 國民聯

合 를 성립하고 청조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 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종국에는 新民愛國秀員 를 조직하여 만주족 文溥이

부회장 組織部長을 겸하 다.이외에도 만주족 榮采臣,福繼五 등 23

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무창기의에 호응하여 흑룡강성의 독립을 획책하

는 동시에,商界·學界·軍界·警界 등에서 명역량을 발 시켰다.91)

마지막으로 新軍 출신으로 명 에 가담하게 되는 만주족의 경우 吳

祿貞,張紹曾,藍天蔚가 표 인 인물이다.이들은 일본 육군사 학교 유

학 시 “北洋士官三傑”이라 칭해질 만큼 新軍의 핵심 인재 다.92)그러

나 유학 시 명사상을 하고 長沙 日知 회원으로 가입하 다.그는

일본 육군사 학교를 거 으로 하여 명의 씨앗을 배양하는 한편,유학

생 “사상이 진보하고 신을 도모하는 사람을 日知 에 가입시킬 것”

을 도모하 다.동시에 “學友 를 창설하여,동맹회의 종지를 알리고 발

시키는 것”에도 집 하 다.이들은 1907년 귀국한 후에도 비 리에

명사상을 선 하 다.東三省 총독 서세창 하에서 복무하던 1911년 10

월 무창기의가 발발하자 이들은 이른바 “(滦州)兵諫”을 발시켜,청조에

해 ｢請愿意見政綱十二條｣를 발표하여 국회 速開,헌법 개정,책임내각

90)常書紅,앞의 책,p.142.

91)常書紅,앞의 책,p.143.

92)MassaakiSeki,“The1911RevolutioninFengtienprovince”(Universityof

Washington,MA,thesis,1968),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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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시 등을 요구하 다.청조는 곧바로 불가함을 통보하고 그 죄를 묻

고자 하 으나,이는 한편으로 청조가 ｢憲法重大信條十九條｣를 공포하는

데에 압박으로 작용하 다.그러나 이들의 기는 청조와 원세개의 압박

으로 실패하여, 부분 직,하야 는 살해당하 다.93)

람천울을 비롯하여 생존에 성공한 일부 인사들은 동북지역 명당원과

연합하여 동북지역에 關外革命軍政府를 수립할 것을 계획하 다.이를

해 조이손을 축출하고 천성의 독립을 선포한 후 람천울을 도독에 추

하고자 하 다.그러나 청조에 의해 이 계획은 발각되고,이들은 련

을 거쳐 상해로 도피하여 청조에 한 반격을 비하고 있었다.손문은

그런 노력을 칭찬하면서 1912년 1월 六路北伐軍을 조직하고 람천울을 關

軍政府大都督으로 임명했다.아울러 4척의 병선을 포함한 실질 무력을

갖추도록 그를 도왔다.1912년 1월 말 북상을 명령받은 람천울 등은 만주

에서 투를 재개했다.2월 처음으로 소규모의 성공을 거두었으나 람

천울은 결국 궁지에 몰렸다.그러나 2월 12일 청조 황제가 퇴 하자 즉시

정 이 선언되었고,이후 그는 關外軍政府大都督의 직함으로 계속해서

명활동에 종사하 다.94)

이처럼 명에 참여한 만주족들은 주로 청조 통치에 한 불만이나 일

본 유학을 통해 한 명 사상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체제의 수립을 지

향하 다.東三省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한 것은 청

말 東三省 설치 규모 이민으로 인한 사회 혼란으로 인해 명 세

력이 비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아울러 한족

의 규모 이민으로 인해 기존의 기득권층이었던 만주족의 입지가 상

으로 축소되었고,이 과정에서 쌓인 불만이 명 사상과 연결되어 체제

에 한 항으로 발 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비록 청조의 탄압 하에 소

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식되었지만,이들이 자발 으로 지배민족으

로서의 지 를 버리고 명을 추구하 다는 에 그 의의가 있다.

93)張奇林,｢藍天蔚｣,中國社 科學院近代史硏究所 編, 民國人物傳 第11卷 ,北京

:中華書局,2002,pp.78-79.

94)MassaakiSeki,op.cit.,pp.106-109;張奇林,앞의 논문,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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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民國의 成立과 滿洲族의 政治的 應

무창기의 이후 순친왕을 시한 기존 청조의 권력층은 사태에 제 로

처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청조의 처가 미비한 와 에 1912년 1

월 1일 南京에서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中華民國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때 원세개는 입헌군주제의 옹호자임을 자처하며 청조의 권력을 장악했

으나, 명 와의 교섭 과정에서 청 황제의 퇴 를 조건으로 자신이 임시

총통으로 즉 하는 것에 동의하여 공화제로 돌아섰다. 상에 나선 隆

裕太后는 군주가 국정에 간섭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여 황제의 직 만

이라도 보 하려 했지만 격렬한 반 에 부딪혔다.결국 1912년 선통제의

퇴 와 함께 청조는 공식 으로 소멸하 다.

1912년 2월 12일 선통제의 퇴 당시 반포된 ｢關於大淸皇帝辭位後優待

之條件(이하 ‘황실우 조건’)｣에는 퇴 한 황실에 한 우 기존 지배

층인 만주족에 한 책이 포함되어 있다.간략히 요약하여 살펴보면,

먼 ｢황실우 조건｣에서는 선통제에 한 연 지 자 성 거주,황

실 사유재산의 보장, 군의 유지 등을 보장하 다.95)아울러 부속 문

서인 ｢關於淸皇族待遇之條件｣에서는 황족의 우에 해 규정하고 있으

며,이에 따라 왕공과 귀족들은 칭호 세습을 포함한 존호 유지를 보장받

게 되었다.公私의 권리 측면에서는 병역 면제를 제외하고는 공화국의 일

95)제1조. 청 황제는 퇴 후에도 그 존호가 존속되며 폐기되지 않는다.그리고

황제는 화민국이 외국의 군주에 해 행 으로 우하는 로써 우를 받

는다.

제2조. 청 황제는 퇴 후 화민국으로부터 연 400만 냥을 받는다.

제3조. 청 황제는 퇴 후 잠시 동안 궁정에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나 에는

별궁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제7조. 청 황제 퇴 후 그의 사유재산은 화민국이 보장하고 보호한다.

제8조.퇴 시에 조직되어 있던 군은 화민국 육군부의 군사 지배 아래에

둔다.기존의 병력을 그 로 유지하며 료도 종 로 지 한다.(｢關於大淸皇帝

辭位後優待之條件｣,高勞 編, 近代中國史資料叢刊 第9輯-辛亥革命史 (臺北 :文

海出版社,1936),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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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시민과 동등하게 가졌다.이들의 사유재산은 계속 소유가 허락되며

히 보호받게 되었다.96)다른 부속 문서인 ｢關于滿蒙回藏各族待遇之条

件｣에서는 만‧몽‧회‧장족에 한 우를 동일하게 규정하 다.그러나 그

제로서 이들은 정치체제를 공화제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해야 했다.이

를 제로 한 漢人과의 동등한 우,사유재산권의 존 ,왕공과 귀족의

존호 승인,경제 으로 곤란한 귀족에 한 원조,‘팔기’에게 재편제될 때

까지 연 지 ,개개인에게 강제되고 있었던 직업·거주의 선택에 한

제한과 구속 철폐,종교의 자유 보장 등이 선언되었다.97)후속 조치로

1912년 6월 2일 발표된 ｢保護旗人公私財産文｣에서는 “지 은 五族共和가

실 되어 이미 각 민족 간에 구분이 없음”을 천명하면서,각성 기인의 공

사재산은 몰수한 후 각 지방 紳士의 리 하에 팔기의 생계에 충당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98)이런 내용은 민국 ｢臨時大總統就職宣 書｣

나 ｢臨時約法｣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이처럼 청조가 멸망하고 화민국 체제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만주족들

의 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명을 부정하고 기존의 입헌군주제

를 그 로 추진하면서 만주족 심의 국가권력체제를 재구성할 것을 추

96)제1조.청조의 왕공세작은 처럼 유지된다.

제2조.청조의 황족은 화민국에 해 국민과 동등하게 국가의 공권과 사권을 지

닌다.

제3조.청조 황족의 私産은 모두 보호받는다.(｢關於淸皇族待遇之條件｣,高勞 編,

의 책,pp.51-52).

97)제1조.(각 민족은)한인과 더불어 평등하다.

제2조.원래의 私産은 보호된다.

제5조.우선 으로 팔기생계를 籌備하되,주비가 완성되기 까지 팔기의 奉餉은

이 처럼 지 된다.

제6조.종 의 병 거주 등의 제한조치는 일률 으로 삭제하고,각 주 에 자유롭

게 입 한다.

제7조.만몽회장은 그 고유한 종교에 해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關于滿蒙回藏各

族待遇之条件｣,高勞 編, 의 책,pp.52-53).

98)“각 성 旗人의 公私財産은 모두 몰수한다.지 은 五族共和가 실 되어 이미

畛域의 구분이 없다.”,“八旗人民의 公私財産은 마땅히 지방 공정한 신사들

이 투명하게 조사한 후,八旗生計의 籌備에 사용하도록 한다.”(章伯鋒 主編, 北

洋軍閥(1912-1928) 第2卷,武漢 :武漢出版社,1990,p.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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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려는 집단과,공화정체에 순응하면서 만주족의 특권을 보장받고자 하

는 집단이 그것이다.아래에서는 이 두 집단의 행보를 통해,만주족이 변

화하는 정세에 어떻게 응하고자 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反革命活動과 立憲君主制 再推進:宗社黨

신해 명을 후한 시기 명 가 주장하는 공화제로의 이행에 반 하

며 입헌군주제를 기조로 한 만주족 심 국가체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움

직임이 형성되었다.그 가장 표 인 것이 비입헌 논쟁 당시 군주

심 입헌군주제의 도입을 주장하 던 황실 종친들이 주도한 宗社黨(君

主立憲維持 )을 심으로 하는 활동이다.1912년 1월 12일 良弼,溥偉,

載濤,載澤,鐵良 등은 비 리에 회합을 가지고 청조의 붕괴 기에 처

하는 방안에 해 논의를 시작하 다.마침내 1월 17일 어 회의에서 선

통제의 퇴 가 본격 으로 논의되자,이들은 1월 19일 종묘사직의 유지와

입헌군주제의 시행을 종지로 하여 ‘君主立憲維持 ’,속칭 ‘宗社黨’을 설립

하 다.99)

종사당은 馮國璋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北京旗漢軍民公啓｣를 발

표하여 공화제의 실시를 반 하는 뜻을 분명히 하 다.동시에 당시 선통

제 퇴 문제 처리의 심에 있었던 융유태후에게 종래에 추진하던 입헌

군주제로의 변환을 강력하게 요구하 다.하지만 융유태후는 이를 수용하

지 않고 단체의 해산을 공식 으로 명령하 으나 종사당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1월 20일,남경임시정부는 정식으로 ｢淸帝 位優待條件｣을 제시

하 고,동시에 원세개는 남경임시정부와 청조 모두에게 천진에 하나의

임시정부를 조직하는 안을 제시하 다.그러나 이는 곧 황실 종친들의 반

에 부딪혔고,종사당의 일원들은 “南北竝立”案,즉 남쪽을 명세력에

게 내어주더라도 북쪽에는 입헌군주제 체제 하의 청조를 유지시켜야 한

99)申鉉武·王銳波 編, 中國政黨政團大觀 ,延邊 :延邊大學出版社,1988,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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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안을 제출하여 이에 강경하게 맞섰다.100)

한편 종사당이 설립될 당시 숙친왕 선기와 공친왕 부 는 비 리에

“여력이 미치지 못할 시에 외세의 조력을 빌릴 수 있다”고 합의하 다.

이들은 먼 군주입헌유지회의 명의로 일본공사 등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 다.이들은 모두 일본 유학 경험이 있었고,숙친왕의 경우 신정

시기부터 만주족이 작 의 기를 타 하고 왕조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

기 해서는 일본식의 입헌군주제를 도입하여 강고한 황권 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이었다.101) 한 청말 北京警務學

의 學長으로 재임하던 가와시마 나니마(川島浪速)는 숙친왕 선기,몽골

왕공 喀喇沁王 公貢桑諾爾 와 한 계를 맺고 있었다.이에 종사당

은 일본 측에 가장 먼 지원 요청을 하 다.가와시마 등은 이에 호응하

여 함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책을 논의하 다.①원세개를 사직시킬

방법을 강구한다.②혹 부득이할 때에는 북경으로부터 나와 勤王軍을 조

직한다.③북경이 함락될 때에는 일본에게 히 병력을 동원하여 구원할

것을 요구한다.102)

일본의 지원 하에 이들은 이제 내각총리 신 원세개를 은 히 타도하

고 흔,나동 등이 심이 된 친 원세개 를 몰아내어 내각을 복시킨

100)｢由國民 議進入淸帝自行 位｣,張國淦 編, 辛亥革命史料 ,臺北 :文海出版

社,1956,pp.297-304.

101)이는 숙친왕이 가와시마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드러난다.“청조의 오래된 조직

은 부패하고 쇠락하는 가옥과 같다.支柱를 철 하게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

다면 필경 부 무 질 것이므로 근본 인 新建築이 필요하다.만약 청조가 이

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家主는 마땅히 愛新覺羅氏에게 속할

것이지만,그 지 않다면 타인에게 조만간 경 을 당하게 될 것이다.이는 곧

명이니,그 게 되면 ‘大淸’이라는 두 자는 멸망으로 돌아갈 것이다. 국 자신

을 해 도모한다면, 명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 명쾌하게 쉬운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그러나 大淸의 一家로 살아왔으니, 국의 보 을 도모하고 동시에

大淸의 운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무이다.결연히 일어나 스스로 오래

된 가옥을 무 뜨리고,新建築의 도면을 만들어야 한다.이것은 일생의 志業使命

이다.”川島浪速 編, 肅親王 ,刊寫地未詳 :刊寫 未詳,大正3年,p.19.

102)傅違,｢讓國御前 議日記｣,中國史學 主編, 中國近代史資料總刊-辛亥革命 

(8),上海 :上海人民出版社,2000,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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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毓朗,재택을 심으로 하는 새로운 황족내각을 구성하고자 하 다.

동시에,升允을 흠차 신으로 하여 장강 일 의 병권을 장악하고 철량을

청군의 총사령 으로 임명하여 군권을 장악한 후 명세력과 최후의 일

을 벌이고자 하 다.이를 해 가와시마 등은 숙친왕이 警政顧問의 신

분을 이용하여 원세개의 이동 경로를 악하고,종친들은 군 속에

장침투한 후 “皇帝保衛라는 이름으로 皇城 주 에 결집하여 기하고,원

세개가 친히 병사를 이끌고 공격하러 올 때 투를 벌인다면,장차 이것

이 (정권 복의)시작이 될 것이다”는 계획을 제시하 다.103)

종사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한 후,원세개는 京津同盟 分 로 하

여 종사당의 수뇌를 암살하도록 하자는 왕정 의 제안을 통과시켰다.1

월 26일,동맹회는 자객 彭家珍을 보내어 良弼을 폭사시켰고,30일에 열

린 어 회의에서 황실 종친과 왕공은 아무도 공화정체로의 변환에 해

반 하지 못하 다. 기를 타개하기 해 종사당 일본측 인사들은

군을 움직여 2월 3일 야밤에 원세개를 공격할 것을 비 리에 모의하

다.그러나 원세개 주변의 경비가 매우 삼엄하여 실패로 돌아갔고,종사

당의 활동은 속히 축되었다.104)

1912년 2월 12일 마침내 선통제가 퇴 를 선포하자,숙친왕 등 60여 명

의 종사당원은 가와시마 등 일본의 조를 얻어 비 리에 여순으로 향했

다.나머지 종사당은 국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복벽 활동을 지속하

다.105) 명 직후 승윤은 군 를 이끌고 무력투쟁에 나서는 한편,북경

등지의 주둔군 군의 만주족들과 내통하여 반란을 일으킬 것을 모

의하 다.106)숙친왕은 일본군부와 외무성 동도독부의 원조 하에 동

북종사당을 조직하여 이에 응하 으며,길림성 안동 에서는 수차례 종사

103) 田勉 著,陳仲信 譯,｢川島浪速 “滿蒙獨立運動”｣, 近代史資料 1982年 2期,

p.108.

104)張國淦 編,앞의 책,p.307.

105)申鉉武·王銳波,앞의 책,pp.175-176;宋欣,｢宗社黨硏究｣,西北民族大學 碩士

學位論文,2007,pp.8-12.

106)｢升允 某軍之關係｣, 盛京時報 1912.3.15;｢宗社黨員之大肆煽惑｣, 盛京時報

 1912.5.7.



-37-

당의 반란이 발생하 다.107)

한편 숙친왕 등이 도피한 이후,가와시마는 이들과 결탁하여 만몽연합

왕국을 수립할 것을 목표로 삼고 일본 군부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일

본참모본부와 외무성의 지휘 하에 가와시마 등은 국에 내란을 유발하

여 국을 분열시킨 후 침략할 것을 획책하 다.총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엄호 하에서만 비로소 생존할 수 있는 북방의 국가를 설립하고,

청의 이름을 유지하여 만몽을 거주하게 하여 실력을 배양한다.민국 정

부와 더불어 서로 분란이 일어날 때에 다시 원으로 진격한다.”이를 구

체화하기 해 먼 몽고방면으로 喀喇沁王 公貢桑諾爾 등을 포섭하고,

일본으로부터 20만 원의 차 을 도입하게 하여 근왕군을 조직하고 유지

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하도록 하 다.108)동북방면으로는 가와시마와 일

본 국회의원 佐佐木安五郞 등이 심양에 비 거 을 설립하고,福島參 次

長과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 로 하여 보로 빈번히 왕래하게 하

다.109)동시에 종사당의 핵심인물인 숙친왕을 수뇌로 하는 “大淸帝國勤

王師總司令部”를 조직하고 비 리에 종사당원들을 本溪,요양, 천으로

견하여 인민을 포섭하여 입당하게 하고 선동하며,나아가 선통제를

박할 것을 계획하 다.혹은 東三省總督 조이손,장작림 등 당시 동북지

역의 실권자들을 포섭하여 지지를 끌어낸 후 선기를 ‘만주수뇌’로 하여

국본토와의 항쟁을 개시할 국가를 수립할 것을 계획하 다.이에 해당

지역의 실권자인 조이손과 장작림에게 기병하여 독립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1912년 9월 20일 선기가 이끄는 근왕군 역시 기병하 다.이것이

제1차 만몽독립운동이다.그러나 조이손과 장작림 모두 이를 거 하 으

며,일본정부 역시 북양정부와 화친을 성립하여 일본군부의 지지 한 철

회되면서 제1차 만몽독립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110)

107)｢滿蒙獨立運動｣, 每日申報 1912.2.21 ;｢宗社黨의 陰 ｣, 大韓每日申報 

1912.6.28.

108)鄒念之 編譯, 日本外交文書選譯-關于辛亥革命 ,中國社 科學出版社,1980,

pp.70-89.

109)｢宗社黨史料｣,中國第一歷史檔案館 編, 淸代檔案史料總編 第八券,北京 :中

華書局,1982,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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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족이 독자 인 세력을 구축하기 해서는 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

선무 으며,그 명분과 상징성이 가장 높았던 곳은 동북지역이었다.비

록 러시아와 일본 등 외세의 이해 계가 얽 있기는 하 으나,신해 명

이 일어난 직후에는 장작림의 세력이 비교 강성하지 않았고 조이손 역

시 청조 료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포섭하는 것이 선결과제 다.실

제로 당시 종사당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단체로 1912년 8월 창립되었

던 “帝國黨”의 구성원 에는 張勳,張作霖이 포함되어 있었고,111)조이손

은 이후 부 가 이끄는 종사당에 가담하는 등 종사당에 해 이지

않았다.그러나 이들의 동조를 얻지 못한 데다가,원세개의 빠른 처와

일본정부의 정책변화 등으로 인해 계획이 실패하면서 활동기반을 얻지

못한 종사당의 세력은 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 靑島에서는 부 가 심이 되어 재차 종사당을 조직하 다.이

들은 濟南,상해, 동,남경 등지에 기 을 설립하 으며 前 軍機大臣 郁

生,前 東三省總督 趙爾巽 등이 주요 인물로 활약하 다.이들은 1913년

의 二次革命 후 “濟南復辟”과 “南京復辟”을 획책하 으나 모두 실패하

다.상해에서는 鄭孝胥 등이 上海東亞日文書院長,일본 해군 간첩이었

던 무나카타 코타로(宗方 太郞)등과 비 리에 결탁하 다.이들은 당시

도쿄에 체류하고 있던 승윤을 표로 하는 ‘復辟進步黨’을 설립하 다.西

北에서는 승윤이 1913년 6월 ‘陝甘總督’명의로 20개 행성에  檄告天下文

 을 공포하여 종친왕공과 만한 신에게 “동시에 기의하여 復辟을 함께

도모하자”고 호소하 다.112)이는 일본의 비호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

나 그 효과는 미미하 다.

1914년 4월,일본정부는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제2차 내각을 조직

110) 田勉 著,陳仲信 譯,앞의 논문,p.108;胡平生, 民國初期的復辟派 ,臺北 :

臺灣學生書局,1985,pp.36-40.

111)帝國黨은 선통제의 복 와 군주입헌의 실시를 목 으로 하 으며 상해에 지부

를 두었다.주요 구성원은 革劻,張勳,徐寶山,張作林,鄭孝胥,升允 등으로 주로

天津,陜西,甘肅 등지에 분포하 다.竹內克己, 支那政黨結社史 ,[刊寫 未詳]

:漢口,大正7(1918),pp.203-214.

112)｢檄告天下文｣, 民立報 19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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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입장을 변경하여 만몽독립운동을 극 지원하 다.제1차 세계

발발 후,일본은 이를 국에 세력을 확 할 기회로 삼고자 했다.이에

內田良平 등의 ‘支聯合 ’,大竹貫二 등의 ‘國民議 ’등이 종사당을 원

호하기 한 기구로 설립되었다.종사당은 일본에서 재차 설립되었으며,

總部를 도쿄에 설치하고 大連에 지부를 설치하 다.주요 구성원은 肅親

王 善 ,恭親王 溥偉,陜甘總督 升允,蒙古貴族 巴 扎 ,富昇阿,日本人

으로는 川島浪速,頭山滿,山田修,若日太郎 등 30여 명이었다.신해 명

이후 련에 임시로 거주하던 숙친왕 선기가 련지부를 이끌면서 가와

시마 나니마 등과 공동으로 무력행사를 통한 복벽을 모의하게 되었다.113)

한편 일본군의 청도 령 이후,부 는 일본의 지지 하에 청도에 종사당

을 건하 다.114)

한편 청조 신정 말기 규모로 견하 던 기인 출신 유학생들은 다

수 유학을 통해 신지식을 습득하 음에도 불구하고 북양정부 출범 이후

심각한 구직난에 시달렸다.이 일부는 정국의 혼란과 몰락한 기인들의

사회 지 에 좌 하고 東三省으로 이주하여  盛京時報 등 만주족이

운 하는 각종 기 에 종사하거나 종사당에 가담하는 경우가 차 증가

하게 되었다.115)일본의 외 지원과 유학생 출신 만주족의 합류를 통

해 종사당은 차 그 세를 조직해나갔으며,東三省을 심으로 꾸 히 활

동을 지속하 다.116)

1915년 1월,일본은 원세개 정부를 향해 정식으로 ‘21개조 요구’의 승인

을 요구하 다.당시 일본은 종사당을 가장 유력한 패로 삼아 “일본의 보

호 아래에 있는 종사당원을 엄격히 단속할 것”을 유인조건으로 하여,원

세개로 하여 ‘21개조 요구’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고자 하 다.만약 원세

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장차 종사당을 선동하여 “원세개 정부를 복

113)胡平生, 의 책,pp.113-114.

114)李楊,｢宗社黨:“高干子弟”國復淸室的 后抗爭｣, 看歷史 2011年09期,p.53.

115)김수진,｢라오서의  正紅旗下에 나타난 滿洲族旗人 의식 연구｣, 中國語文論譯

叢刊 20,2007,p.361.

116)｢종사당 수를 베힘｣, 勸業申報 1913.3.9;｢종사당 수 암살｣, 勸業新聞 

19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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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기세를 드러내게 하고 이를 원조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원세개가 稱帝를 도모한다면 그 추종 세력이 이반될 것이므로,종

사당을 추동하여 풍국장·단기서와 연락하게 하여 일단 ·일담 을 열

시키게 하려고 하 다.이후 신속히 행동하여 원세개 살해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생각이었던 것이다.그러나 이후 원세개가 ‘21개조’를 승인

하여,종사당원을 활용하여 원세개를 압박하고자 하 던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117)

1916년 원세개의 帝制復活 움직임에 해 국 으로 반발이 거세어지

자,종사당은 다시 규모의 “壬辰復辟”을 책동하 다.먼 동북에서

는 선기와 포찰포가 소 제2차 滿蒙獨立運動을 일으켰다.선기는 遼寧

省 天山의 부 를 거하여 원세개 토벌의 기치를 올리고, 포찰포의 蒙

古軍과 력하여 북경을 장악한 후 “內外蒙古,滿洲 三省 華北을 일체

로 하는”大王國을 건설한 후 부의를 즉 시키고자 하 다.일본정부 역

시 선기의 계획을 이용하여 원세개 정권을 복하려고 하 다.118)따라서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郞)를 통해 숙친왕이 동북지역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산림 등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100만 엔을 빌려주면서 자 을 충당

하도록 하 다.차 계약에 따르면 먼 숙친왕에게 30만 엔을 주어 그와

그 일 가 즉시 사건을 일으킬 수 있게 하고,나머지 70만 엔은 일본 제

국정부가 보 하여 장래 원조를 해 비하 다.119)이에 따라 숙친왕

선기는 1916년 3월 련에서 종사당원 2,000여 명을 모집하 는데,이들

은 부분 동북 토비 출신으로 군 를 조직하고 근왕군이라 칭했다.일본

장교들은 이에 력하여 요동 조차지에서 근왕군을 수개월 동안 훈련시

키면서 출병을 비했다.5월 순 포찰포는 마 천오백명을 이끌고

하얼빈으로부터 출병하여 남만철로 부근의 郭家店을 공격하고,張家口를

포 하 다.120)

117)胡平生,앞의 책,pp.116-117.

118)李楊,앞의 논문,p.53.

119)憲均,｢肅親王善 的復辟活動｣, 晩淸宮廷生活見聞 ,北京 :中國文史資料出版

社,1982,pp.28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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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양정권의 인물 에서도 이에 찬동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당시

政務上 軍長江巡閱使의 명의로 徐州에 주둔하던 張勳과,宣武上 軍督理

江 軍務로 南京에 부임해 있던 馮國璋이 표 인 인물이다.1916년 4

월,장훈은 청도에서 제2차 만몽독립운동을 비하고 있던 부 상해

의 무나카타 코타로와 하여 력할 것을 약속하 다.121)풍국장 역시

청조유신 胡嗣瑗과 하여 기의에 참여할 것을 확답하고,장작림의 포

섭에 나서고자 하 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122)이후 동북지역에서 선기

등이 기병하자,장훈과 풍국장 역시 6월 6일 원세개가 사한 직후인 6월

15일과 16일 남경에서 부의를 복 시키려고 계획하 다.123)제2차 만몽독

립운동의 비가 완료된 것이다.그러나 원세개 사후 정국이 변하는 과

정에서 이들의 태도가 변화하여 부의의 남경 복 는 실행에 옮겨지지 못

하 다.일본정부 역시 원세개 사망 이후 反袁政策을 단하고 후계로 지

목된 黎元洪을 지원하기로 정책을 변경하 다.그러나 일본정부 내부에서

도 여원홍에 한 지지와는 별도로 滿蒙地區에 청조를 부활시켜 보호국

으로 만든 후 만일을 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의견이 나뉘고

있었다.124)이에 따라 가와시마와 선기 등은 계속해서 계획을 추진하

고, 포찰포의 활동도 계속되었다.그러나 이후 정권투쟁을 거쳐 성립된

단기서 내각이 친일을 기조로 한 일본 정책을 실시하 고,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태도가 친북양정부 정책으로 결정되면서 이 계획은 다시

무산되었다.125)이후 1917년 장훈이 다시 복벽을 시도하여 북경으로 진입

한 후 부의를 복 시키는데 성공하 다.그러나 이는 곧 실패로 끝났고,

120)｢南滿沿線之蒙匪 宗社黨｣, 申報 1916.8.23.

121)｢鄭孝胥丙丁日記｣,中國社 科學院近代史硏究所近代史資料編輯組 編, 近代史

資料 總35號,北京 :中華書局,1965,p.64.

122)｢胡嗣瑗致馮國璋函｣,中國社 科學院近代史硏究所近代史資料編輯組 編, 近代

史資料 1958年 第1期,pp.118-120.

123)胡平生,앞의 책,p.109;｢帝政派와 宗社黨의 連絡｣, 每日申報 1916.8.11.

124)原奎一郞 編, 原敬日記 第六券,東京 :乾元社,昭和26年,pp.437-438.

125) 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 편,박선 역, 일문제의 진상 :국제연맹 조사단

에 참여한 국 표가 제출한 29가지 진술(1932년 4월-8월) ,동북아역사재단,

2009,p.252;胡平生, 의 책,pp.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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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족 역시 정권재탈환의 기회를 상실하 다.

1918년 이후로 동북지역에서는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한 장작림의 세

력이 막강해짐과 동시에 외세의 이해 계 한 더욱 첨 하게 립하

다.여기에 가장 큰 조자 던 일본의 외교정책 변화에도 타격을 입어

만주족의 독자세력화 움직임은 난 에 착하 다.그러나 종사당은 만주

지역을 심으로 결집하여 청조 황제의 이름으로 만주와 몽고에 새로운

국가를 건립하고자 하는 활동을 지속하 다.1919년 3월 12일  北京 報 

는 “숙친왕과 공친왕 기타 만주귀족들이 滿淸의 顚覆에 해 불평하

는 감정을 퍼트리고 있다.이들 선동가문은 있는 힘을 다해 활동 범 를

만주까지 확장하려고 한다.”“북경정부는 이들의 움직임을 추 하며”,

“이들 만주와 몽고 왕공의 움직임을 비 리에 주시하고 있다.이들은

1917년 장훈을 보조하여…”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 다.일본 외무성

이 北京에서 英文,中文으로 발행한 신문인  華北正報 역시 1921년 2월

23일자 기사에 장차 새로운 만주제국을 “華北帝國”으로 명명하고,瀋陽이

새로운 정부의 소재지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 다.1921년 5월 21일에는

“ 국 방이 악한 보고에 근거하면 …… 숙친왕과 총독 승윤의 정

책목 은 국에 청조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이다.만약 이 목표를 달성할

방법이 없다면,“만주는 만주인의 만주(滿洲是滿洲人的滿洲)”라는 구호

아래 심양에 만주인의 왕조를 축소 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 다.126)

한편 근왕군의 해산을 후하여 종사당과 일본정부 사이에 마찰이 발

생하기 시작했다.선기는 출병 무산 이후 일본정부에 오쿠라 기하치로가

차 해 나머지 70만 엔을 것을 요구하 지만 일본정부는 군사무기

를 군 에게 원조하고 낭인을 매수하면서 이미 거 을 사용해 버렸기 때

문에,이로 인해 두 세력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127)여기에 자

난이 겹치면서 종사당의 활동은 단되었으며,1922년 2월 선기가 병사하

126)宋欣,앞의 논문,p.22.

127) 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 편,박선 역,앞의 책,p.269;申鉉武·王銳波,앞의

책,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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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종사당을 통한 복벽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결국 1922년 가을,부

가 청도를 떠나 大連 黑石 筑室 星浦山庄( 재 大連 星海賓館)으로 이

주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종사당의 만몽독립운동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

지 못하고 종식되었다.

그러나 한동안 잠잠하 던 만주족의 독자세력화 움직임은 1931년 발발

한 9·18사건으로 인해 재개되었으며,1932년 만주국의 수립과 부의의 집

정 취임으로 표면 으로는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 다.그러나 이는

사실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만주국은 일본의 괴뢰국이었기 때문이다.

2.共和國 體制로의 應:滿族同進

신해 명 후 명세력 측에서 발표한 일련의 문건을 보면,만주족을

우선시하고 다른 민족을 후순 에 두는 듯한 표 을 사용하고 있다.우선

손문이 1912년 임시 총통에 취임하면서 발표한 ｢臨時大總統就職宣 書｣

에서 “국가의 근본은 인민에게 있다.漢‧滿‧蒙‧回‧藏 등의 諸地를 합쳐

一國으로 하고,漢‧滿‧蒙‧回‧藏 등의 諸族을 합하여 一人으로 하니,이를

민족통일이라고 한다”고 명시하 다.128)이어 남경 임시정부하에서 參議

院을 통해 1912년 3월 10일 작성된 ｢中華民國臨時約法｣에서도 “ 화민국

인민은 일률 으로 평등하며 종족‧계 ‧종교의 구분이 없다”고 명시하

다.129)아울러 민국정부는 1912년 1월 5일 ｢臨時大總統宣告各友邦書｣에서

“滿人이 民國의 법 권한(法權)내에서 安居樂業하는 것에 해,民國은

당연히 차별없이 평등하게 하며 이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특별히 명시

하 다.130)이후 實業總長을 역임한 張謇은 “지 은 滿을 해 노력

하고 漢을 해 노력하고 蒙‧回‧藏을 해 노력하여 제를 공화로 바꾸

어 복리를 실 한다”131)며 각 민족을 회유하고자 했다.마찬가지로 명

128)｢臨時大總統就職宣 書｣, 孫中山全集 第二券,北京 :中華書局,1982,p.2.

129)｢中華民國臨時約法｣,中國史學 主編, 中國近代史資料總刊-辛亥革命 (8),上

海 :上海人民出版社,2000,p.23.

130)｢臨時大總統宣告各友邦書｣, 孫中山全集 第二券,北京 :中華書局,1982,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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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의 외교 교섭 업무를 담당했던 伍廷芳도 “군민이 기의를 일으킨 목

은 漢‧滿‧蒙‧回‧藏을 단합시켜 하나의 커다란 공화국을 수립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이것은 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滿‧蒙‧

回‧藏과 함께 건 인 노 로서 느 던 고통을 벗어나 공화국 속의 같

은 형제가 되는 즐거움을 함께 리고자 하는 데에 있다.이는 만주인에

게도 이익이 된다.… 국민에게는 평등한 권리가 있으며 장래의 총통에

해서도 漢‧滿‧蒙‧回‧藏의 각 인민은 모두 선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

치 인 권리에서도 우열은 결코 없다”고 호소하 다.132)북양정부가 출범

한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만주족에게 어느 정도의 ‘우선권’혹은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었는지에 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술한 ｢황실우 조건｣

후속 조치에서는 만주족이 한족,혹은 공화국 일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원론 인 조항만 삽입되어 있을 뿐,정치 권리를 보장해

수 있는 방법과 그 정도에 해서는 언 이 없었다.몽·장족의 경우 1912

년 설립된 國務院 소속의 蒙藏事務局133)이 1914년 總統部 소속의 蒙藏院

으로 개편되면서 제반 처리 규정이 구체화되었다.134)그러나 만주족에

해서는 1912년 7월 생계문제 해결을 한 기구로 內務部 부속의 籌判八

旗生計處를 설치한 것 이외에 蒙藏事務局(蒙藏院)과 같은 총 인 사무

처리기구나 제도를 두지 않았다.그 까닭은 다음 두 방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선통제의 퇴 와 북양정부 출범 과정에서 원세개가 당시 황실 일

131)｢辛亥九月致內閣書｣,張孝若 著, 南通張季直先生傳記 ,上海 :上海書店,1990,

p.150.

132)｢復內外蒙古王公電(1912.1.14)｣, 中國近代人物文集-伍廷芳集 ,北京 :中華書

局,1993,p.441.

133)종래 청조는 몽․장족에 한 사무를 담하기 해 1638년 理藩院을 설치한

바 있다.이것이 1906년 제개 을 통해 理藩部로 개칭되었는데,蒙藏事務局과

蒙藏院은 모두 이를 계승하 다.趙云田,｢淸朝的理藩院｣, 北京觀察 ,2013年 第

5期,p.73;유용태,｢ 화민족론과 동북 지정학,‘동북공정’의 논리 근거｣, 환호

속의 경종 ,휴머니스트,2006,p.197.

134)陳端云, 現代中國政府 ,長春 :吉林文史出版社,1988,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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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비롯한 만주족의 정권 참여를 일정 부분 보장할 것을 약속하 고,

따라서 북양정부 출범 기 만주족 담기구의 설립을 극 으로 요구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실제 1912년 3월 정부 요직에

만주족이 한 명도 등용되지 않아 五族平等主義에 어 난다는 지 에

해 원세개가 직 만주족 한 명을 국무 신으로 임명할 것을 지시하

다.135)아울러 1912년 4월 융유태후가 북경에 거주하는 王公․貝勒 등을

소집하여 ‘이 에 원 총통이 승인하 던 바와 같이 황실 일원에 한 별

도의 의석수를 양원 의회에 할당할 것을 요청’하는 회의를 개최하 고,

여기에서 선출된 표들이 이를 원세개에게 달하 다.이에 해 원세

개는 황실 내 종사당 가담자 색출,국내외 종사당 해산 황실 각부서의

정리를 요청하 다.이에 해 융유태후가 황실 역시 종사당의 폭동을 걱

정하고 있고,황제의 復位에 반 하고 있으니 종사당과 황실과의 계를

의심하지 말라는 회답을 보내었다.136)융유태후는 한편으로 선기 등 종사

당 련 인사를 소환하여 해산을 종용하 으나 여의치 않았다.137)즉,청

황실은 앞서 서술한 종사당과의 연계를 통한 정권 재탈환보다는 북양정

부 체제 하에서 일정한 정치 지 를 확보하기를 희망하 다.그러나 북

양정부는 종사당과 황실의 연계에 한 의혹을 이유로 종사당의 해산을

선결과제로 내세워 실제 황실 인사의 정권 참여 약속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었다.138)

다른 하나는 집권세력이 의도 으로 만주족의 정치․사회 기반을 약

화시키고자 했을 가능성이다.몽·장족의 경우 주로 변방에 치하고 있었

으며,기존에 이들이 리고 있었던 특권이 크지 않았던 데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비교 강 하지 않아 상 으로 경계의 필요성이 낮았다.다

만 청말부터 지속된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 국의 강토로부터 분리될

135)｢民政府組織添用滿員｣, 盛京時報 1912.3.23.

136)｢淸太后又召 議之述聞｣, 盛京時報 1912.4.3.

137)｢宗社黨諭令自行解散｣, 盛京時報 1912.3.16.;｢淸太后深明大義｣, 盛京時報 

1912.4.17.

138)｢內廷 議宗社黨事｣, 盛京時報 19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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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이 상존하 고,신해 명 직후 이들 지역에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독립을 막기 해 별도의 기구

를 설치하여 이에 비하여야 했다.이는 원세개가 “ 재 정치체제는 개

을 이루어 5 민족으로 구성된 공화를 성취하고 하나로 평등해졌다.

본 총통은 굳은 결의로 서약한다.모든 낡은 악폐를 변 시키고 몽‧장

족에 해서는 해당 지역 민 의 기분을 우선 으로 고려하고 치안을 유

지하도록 하겠다”139)며 이들 지역에 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천명하 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주족의 경우는 청조 치세기간 동안 원 각지에 分置居住한

까닭에,민족 고유의 근거가 되는 지역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분리될 가

능성이 낮았다.만주족의 발상지인 동북지역의 경우 청말 한족 료의 임

명과 규모 移民實邊 정책으로 인해 만주족 근거지로서의 기능을 사실

상 상실하 다.그러나 체제에 한 측면에서 만주족이 가지는 험

성은 매우 높았다.신해 명으로 일어난 정권의 교체는 이 의 왕조교체

와 달리 기존 지배세력에 한 폭력 一掃行爲가 무하 다는 에서,

명 기에는 기존 집권세력이었던 만주족이 그 기반을 비교 온 히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들이 비록 정치 권력은 상실하 다 하더라

도,｢우 조건｣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배층으로서의 역량과 축

된 자산 토지는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 다.140)더구나 북

양정부 출범 당시 만주족들이 각성 駐防과 旗營에 부분 그 로 존재하

면서 군사력의 다수를 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이들이 내란

을 일으킬 가능성 역시 존재하 다.실제 1912년 북경의 군,육군 제

1진,滿蒙旗人 거주지 등에 八旗生計 명의로 “ 화민국은 이미 성립하

는데 팔기 8백만 인의 생계유지 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동부 몽

고는 토지가 풍요롭고 농경을 개간하기 좋으며 혹 공업을 일으켜 부요

하여 훗날의 생계를 도모할 수 있다. 한 둔 병 1천 명이 방어군으로

139)｢中國大事記-勸諭蒙藏令(1912.3.25.)｣, 東方雜志 第8卷 第11號,p.6-7.

140)｢釋禁旗人並發還財産之呈請｣, 盛京時報 19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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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되어 土匪의 침략으로부터 안녕을 지킬 수 있다.뜻을 같이하는 지사

들은 3일 이내에 본회에 그 이름을 알려주면 기 계획을 보내 주겠다”는

내용의 단이 비 리에 배포되었다.이는 표면 으로는 팔기의 생계 도

모를 해 동부 몽고지역으로의 이주를 청원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 다.

그러나 만주족이 주력으로 편성되어 있던 군 를 심으로 해당 단이

배포되었다는 에서 ‘기 계획’안에 내란 시도 혹은 무력시 등이 포

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 북경의 경우 旗兵, 병

에 의한 폭력 소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141)

아울러 상술한 것과 같이 1912년 선기 등 일부 황실 일원들이 종사당

을 설립하여 일본과 연합하여 滿蒙獨立을 획책하고 있었으며,실제 동북

지역에서 군 를 양성하고 일본 국 내 서구열강의 조계에서 꾸 히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만주족의 체제 에 한 우려

는 배가되었을 것이다.상술한 것처럼 승윤 등의 종사당 인사들은 군에

소속된 만주족들과 내통하여 반란을 일으킬 것을 여러 차례 획책하기도

하 다.142)여기에 1921년 손문이 “ 국은 토가 드넓고 인구가 많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 반독립국에 불과하다.완고한 구당 무리들과 부활한

종사당의 세력 등은 목소리를 함께 드높이며 ‘五族共和’의 실 을 부르짖

고 있다.근본 인 오류는 바로 여기에 있다”143)고 주장한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선통제 역시 ｢황실우 조건｣에 따라 명목상으로는 황제

의 존호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君主’로서의 상징성이 비록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완 히 소멸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외세가 이를 이용하여 황

실과의 직 결탁을 통해 북양정부를 복시키고 복벽을 실 하여 국

내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할 개연성이 충분하 던 것이다.

이 때문에 북양정부는 한편으로는 황실 일원과 긴 한 계를 유지하

141) ｢旗兵 五族聯合 ｣,  盛京時報 1912.4.6 ; ｢滿回之 衝突｣,  盛京時報 

1912.4.20.

142)｢升允 某軍之關係｣, 盛京時報 1912.3.15;｢宗社黨員之大肆煽惑｣, 盛京時報

 1912.5.7.

143)｢在中國國民黨本部特設駐奧辨事處的演說｣, 孫中山全集 第5卷,北京 :中華書

局,1981,pp.476-477.



-48-

면서 ｢황실우 조건｣ 후속 조치를 비교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

다.144)동시에 술한 ｢保護旗人公私財産文｣등의 조치를 공포하여 만주

족의 경제 기반을 붕괴시켜 그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 던 것으로 보인

다.여기에 만주족에게 별도의 선거권과 특별 의석 할당을 인정하지 않음

으로써 만주족의 정치세력화를 지하 다.실제 북양정부는 출범 당시

몽․장족에게는 의회 구성시 특별 의석을 할당하 으나 만주족에 해서

는 ‘거주지가 흩어져 있고 한족과 이미 동화되어 별도의 의석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이에 만주족 인사

들이 여러 차례 특별 선거권과 의석 할당을 요구하 으나145)쉽게 철

되지 못하 다.

한편 청조 멸망 이후 기존의 사회 지 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만주족 지식인 일부 황실 종친들은 새롭게 단체를 결성하여 만주

족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세 변화에 응하고자 하 다.이들 단체들은

부분의 만주족이 당면한 생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일차 인 목

표가 있었다.생계유지의 문제는 만주족에게는 당장 삶을 할 수 있느

냐가 걸린 민감한 문제 으므로 청조의 멸망으로 이산된 만주족을 규합

할 구실이 되었으며,혼란한 시기에 규모 소요를 발시킬 수 있다는

에서 북양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최 의 카드 다. 한 이들은 宗志를

통해 “공화국 국민으로의 편입”을 공식 으로 표명하면서 공화정체 하에

서 ‘국민’으로서의 정치 지 와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 다.이 시기는

合群이 공화국 국민의 척도로 간주되어,정부가 주도 으로 “결사의 자유

가 약법에 명시되었으니 合群하여 정치·학술·실업·사회의 발달을 돕는 것

이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하던 시기 다.146)따라서 만주족은 먼 공화

정체의 출범 직후인 1912년 2월 21일  臨時公報 에 실린 ｢八旗全體上袁

144)｢徵求八旗生計之意見｣, 盛京時報 1912.4.5.

145)｢八旗議爭議員權｣, 盛京時報 1912.3.29;｢八旗淸選議員之上書｣, 盛京時報 

1912.4.20.

146)유용태,｢近代中國의 職業團體와 民意形成,1901-1919｣, 東洋史學硏究 101,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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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總統函｣에서 “ 청황제가 이미 퇴 하 으므로 … 우리 旗人은 衆志를

모아 이 어려움을 감당하는데 힘쓸 것이니,곧 民生의 행복,동아시아의

화평이 모두 이에 달려 있기 때문이며,비단 팔기 일부분의 慶幸만에 해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공화정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

하 다.아울러 부분의 만주족 단체들이 宗志에 “공화의 행복을 함께

린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에 호응하 다(자세한 목록은 부록에 첨

부). 표 인 만주족 단체인 滿族同進 는 1912년 6월 八旗軍警界에게

“五族共和”의 실을 받아들이고 “五族”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존망에

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연설하 다.“지 은 五族共和의 시 이

다.우리 旗人 한 五族 속의 一族으로,우리 국의 존망에는 旗人들

한 책임을 진다.…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과 兵行政에 종사하는 것은

같지 않다.여기에는 국가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니, 구라도 회피할 수

없다.”147)

이 시기에 결성된 만주족 단체들은 주로 북경과 東三省을 심으로 활

동하 으며 ｢황실우 조건｣에서 명시된 만주족들의 특권에 한 지속

보호와 생계문제의 해결 공화국민으로서의 권익 추구를 그 활동목

으로 하 다.북양정부 역시 이들의 단체활동 집회활동을 허가하여 법

으로 보장하 다.활동내역으로부터 단체들의 특성을 구분해 보면 크게

황실 종친이 설립을 주도한 단체와 일반 민 차원에서 설립한 단체 두

가지로 나 수 있다.이 황실 종친이 주도한 단체는 북양정부의 조

하에 설립되면서 정책 입안에 극 으로 의견을 개진하 다.1912년 5월

에 창립된 滿族同進 가 표 인 사례인데,황실의 일원인 睿亲王 魁斌,

熙彦이 주도하여 그 설립을 내무부에 주청하 고,해당 부서의 심의를 거

친 후 원세개의 재가를 얻어 설립되었다.148)이들은 민 의 의식 개조를

147)戴迎華 著, 淸末民初旗民生存狀態硏究 ,北京 :人民出版社,2010,p.126

148)“동지를 연합하여 만족동진회를 창립하여 공화의 석을 다짐을 단체의 장정

에 표명한다.공화가 성립하고 오족이 동등하여졌으나 만주족은 북경 내외의 각

성으로 분거하여 단체의 세력이 결여되고 흩어졌다.지 건국 기에 애국정신

을 제창하고 국가를 경외하며 … 만주족은 비록 선량하나 아직 의식이 융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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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자력갱생의 추진보다는 북양정부를 상 로 만주족의 정치 권리와

이익을 쟁취하려는 활동에 을 두었다.구체 인 활동 내역을 보면,

①민국 북양정부에 장차 만주족이 民籍을 改隶할 때 ‘轉籍’혹은 ‘改籍’하

여 것을 주청하여 국무원의 비 을 얻었다.②북양정부에 旗民의 생계

에 해 이 에 성립된 규정에 따라 旗餉을 배분하여 것을 주청하

다.③항주성 주방기인의 거주권 쟁취를 해,그들이 성 밖으로 추방당

하지 못하도록 하 다.④京外의 황실 사유재산을 조사하고,선조의 보물

을 구별하 다.⑤만주족의 참정권을 쟁취하 다.⑥국회의원 만주족

에게 특별 의석수를 할당하여 것을 국무원에 주청하 다.149) 한 별

도의 단체로 旗營事務總 를 발족하여 단체들 간의 연합과 의견 수렴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旗務를 정리하고 개량진보를 도모하고자 하 다.이

를 통해 만족동진회가 당시 실질 으로 만주족을 표하는 유사기구로

기능하 음을 알 수 있다.

만족동진회의 정치 활동에서 여겨볼 것은 참정권 쟁취와 국회에서

의 특별 의석수 요구이다.상술한 바와 같이 청조 멸망 이후 반포된 ｢황

실우 조건｣ 후속 조치에서는 정치 권리에 한 구체 인 보장 내

용이 언 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북양정부가 별도의 의석 배당 등 다른

소수민족과 동등한 우를 보장하지 않고 사실상 만주족의 참정권을 인

정하지 않았던 것이다.따라서 만주족의 참정권을 명문화하고,나아가 특

별 의석수를 할당받아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들의 이해 계를 반 하고

자 하 던 것으로 보인다.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만족동진회 회원 文溥

등이 제출한 청원서이다.이들은 청원서에서,만주족 기인에게 참의원의

특별 의석수를 배정하는 것이 비록 法理상으로는 부 합하지만 情理에는

지 못한 경우가 있다.만주족은 필히 정치에 참여하여야 하며,하물며 팔기의 생

계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니 무리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이에 만족동진회를 창립하여 만주족이 공화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고 정

부와 공모하여 최선의 정책을 실행한다(후략).”(｢滿族同進 勸八旗父 子弟書｣,

｢上大總統書｣, 盛京時報 1912.5.3.)

149)劉 萌,앞의 책,pp.8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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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다고 주장하며 華僑와 동일한 참정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구하

다.아울러 만주족 기인에게 의석수를 배정하는 것이 滿漢의 융합에도

유익하며 충돌과 립을 완화할 수 있다고 여겼다.이들은 만주족 기인의

특별 의석수 증설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에 을 두고,참의원

특별 의석수의 쟁취를 통해 정치 지 를 확보하고자 희망하 다.150)그

러나 북양정부는 선거법상 의원명수의 분배는 지역균형과 연 되어 있으

므로,만주족에게 특별 의원 수를 배당하는 것은 선거법의 정신 련

법률에도 합하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를 지속 으로 거 하 다.

한편 만족동진회의 종지에서 “자치능력의 배양”을 명문화한 것은 민주

공화국 체제 하에서 일차 으로 개개인의 자치능력 함양을 통해 ‘국민’으

로서 기능하고자 함이 그 목 으로 악된다.그러나 향후 만주족이 세력

을 결집하여 몽·장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발상지인 東三省 등지를 유

하고,이를 심으로 만주족의 부분 자치를 실 하고자 하는 의도가 개재

되어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실제 술한 것과 같이 북양정부 출범 직

후 팔기생계회의 동부 몽고지역으로의 이주 추진 사례가 있었다.뒤를 이

어 국 각지 만주족 표가 만주족의 생계유지수단 확보를 해 천,

길림,열하 등의 開荒地를 만주족에게 개방하여 이주를 허락하여 것을

청원하는 결의151)가 발생하 던 것이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당시

는 장작림이 아직 동북지역을 장악하기 이 이었고,북양정부의 향력이

어느 정도 유효한 시기 다.그러므로 이는 만주족과 북양정부의 상여

하에 따라 완 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이는 황실 종친이 주

축이 되어 설립한 다른 단체인 宗族生計維持 의 종지에서도 명시되어

있지만 일반 민 을 심으로 설립된 단체들의 종지에서는 발견되지 않

는다는 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와는 달리 민간의 주도로 결성된 단체들이 가장 역 을 두었던 것은

자구능력 배양을 통한 생계의 도모와 실업의 진흥이었다.가장 표 인

150)｢滿族同進 員文溥等請願書｣, 申報 1912.8.6.

151)｢籌備八旗生計之進行｣, 盛京時報 19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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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殷炳繼를 회장으로 하는 籌備八旗生計 로,이들은 1912년 손문이

북경에 왔을 때 규모 환 회를 개최하여 만주족과의 화합을 도모하

다.손문은 이 환 회에서 “정치개 에서는 五族이 一家이니,종족을 나

수 없다. 재 旗民의 생계가 곤란하므로 이를 마땅히 도모하여,이들

로 하여 반드시 자립할 수 있게 하여 한 국민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 연설하 다.손문의 담화는 비록 표면 으로는 정책 인 만주족의 생

계 도모를 강조하고 있으나,주요한 것은 각 만주족 스스로 생계를 도모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악된다.이

후 ｢民立報｣기자의 묘사에 근거하면,당일 “旗民이 우뢰와 같이 박수를

쳤는데, 다수는 (손문)선생에 해 오래된 원한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152)이는 당시 이러한 움직임이 만주족과 한족 모두에게 정 인 상호

작용으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군벌간의 항쟁이 격화되고 만주족의 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어 가면서 만주족 단체들의 활동에도 한계가 드러났다.신해 명을

후하여 일어났던 폭력 민족갈등은 차 소멸되어 갔으나,“특권층으

로의 만주족 기인”에서 “공화국 국민”으로의 변환은 내부 으로나 외부

으로나 모두 쉽게 균형이 맞추어지지 않았다.1911년 선통제의 퇴 이

후 정치 으로는 명목상 “五族共和”의 주체로 포용되었을지 몰라도 사회

으로는 그간의 갈등이 단번에 해소되지는 못하 던 것이다.몇백 년간

지속된 지배-피지배,특권층-평민층 계로 얽히며 형성된 반감은 쉽게

사그라질 것이 아니었다.과도기임을 증명하듯  民報 를 비롯한 각종 신

문에는 “五族共和”,“하나의 화민족”과 “반만정서”에 한 이 동시에

실렸다.153)손문 역시 五族共和보다는 “한족 심의 화민족”개념에 무

게를 두었다.손문은 소수민족의 인구가 고 그 근거지가 외세에 령당

한 을 들어 실질 으로 五族이 평등한 공화체제의 성립은 불가하다고

보았다.154)이러한 생각은 1924년 발표된 ｢三民主義｣에서도 “ 국의 민족

152)中華民國史事紀要編輯委員 編, 中華民國史事纪要 下册,臺北 :國史館,

1973,p.237.

153) 지 드 존스턴 ,김성배 역, 자 성의 황혼 ,돌베개,2008,pp.6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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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논하자면,총인구는 4억 명으로,그 가운데 불과 수백만 명에 불

과한 蒙族,백여만 명의 滿族,수백만 명의 藏族,백 수십만 명의 回族이

혼재되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이들의의 총규모는 1,000만 명에 불과하

다.따라서 큰 틀에서 보자면 4억 명의 국인은 거의 漢族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동일한 통,같은 언어·문자,동일한 종교,같은 풍속

과 습 을 보유하고 있는 실제로 하나의 민족이다”로 표출되었다.155)

이러한 사회 분 기에서 북양정부는 만주족의 이탈을 막기 해 지

속 으로 회유책을 제시하는 한편 한족과의 비차별을 강조하고 독려하

다.각종 만주족 단체 한 상술한 것처럼 종지를 통해 “공화국 국민으로

의 편입”을 공식 으로 표명하 다. 표 인 사례로,상술한 八旗軍警界

에 한 만족동진회의 연설에서 만주족이 신해 명에 참가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공화를 추구하는 문제에 해 “合情合理”를 내세우며,“황태

후께서 辭職하지 않으셨을 때에는 우리들은 旗籍에 속된 몸이라 황실

과 한 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명사업을 실행할 수 없었다.이

한 旗人의 고충 하나이다”라고 주장하 다.표면 으로는 “五族共和”

사상을 옹호하며 민족의 단결을 표 하는데 극 인 태도를 보 으나,

실제로 만주족의 사회 지 가 격히 추락한 후 모종의 自卑心이 발생

하 던 것이다.이는 동일한 연설에서 “비록 옛 국가를 밝게 비추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생각해 보면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자조한 것에

서도 드러난다.156)만주족의 이같은 의식변화는 단체명에서도 드러나는

154)“오족의 인구수를 말하자면 티베트인은 400만-500만 명에 불과하다.몽골인은

100만 명을 넘지 못한다.만주인은 겨우 수백만 명에 불과하다.회족은 많지만

그 부분이 한인이다.지리 인 형세에 해서 논하자면 만주는 일본인의 세력

기반에 있으며,몽골은 러시아의 세력범 에 들어가 있고,티베트는 국의 품

안에 있다.그들 체가 자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우리 한족이 그들을

돕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 민족주의를 말하자면 오족을 함께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한족의 민족주의를 논해야 한다.… 한족을 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동화시켜 … 한족을 화민족으로 고쳐서 완 한 민족국가를 조직

한다(｢在中國國民黨本部特設駐奧辨事處的演說｣, 孫中山全集 第5卷,北京 :中

華書局,1981,pp.472-481)

155)｢三民主義｣, 孫中山全集 第9卷,北京 :中華書局,1981,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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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청말 부분의 단체명에 “八旗”가 명시되었던 것에 비해 신해 명 이

후 설립된 단체들은 주로 “滿族”,“旗族”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공화국

일원으로서의 사회 치 변화를 반 하고자 하 다.

한편,만족동진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의 특별 의석수 확보 노력이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청조 황실 종친들이 심이 되어 의원수 특

별 배정 쟁취에 극 으로 나섰다.1921년 1월,청조 황실 종친인 친

왕 등이 국무원에 “만주족에게 의원직의 특별 의석 5-6석을 할당하여,북

경에 거주하는 종친과 팔기 수만 명에게 정치를 이해시키자”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비 을 얻었다.이들이 이 게 참의원의 특별 의석 배정을 극

으로 쟁취하고자 하 던 이유 하나는 자신들의 사회 신분 변화

후 정치 발언권이 상실된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했기 때문이며,다른 하

나는 만주족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이들의 노력은

마침내 한‧몽‧회‧장족과 평등한 지 인 최 1석의 유지를 비 받는 것

으로 결실을 맺었다.157)

그러나 ｢황실우 조건｣ 이하 부속문서에 향후 정부가 이를 충실하

게 수하겠다는 보장이 어떤 형태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결과

으로 청 황실 만주족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북양정부는 내각 구성과

함께 헌법에 이를 명문화하고자 하 으나,원세개 사후 변하는 정국 혼

란 속에서 무산되어 버렸다.결국 1924년 11월 풍옥상의 북경 입성과 더

불어 ｢修正淸室之優待條件(이하 ‘수정우 조건’)｣이 반포되면서 기존의 우

조치는 부분 축소되었다.당시 반포된 ｢수정우 조건｣의 요지는,선

통제의 황제 존호 폐지 出宮,황실 보조 의 축소,북경 기인출신 빈

민의 우선 구제,황실 사유재산의 소유권 보장 등이었다.158)이는 ｢황실

156)戴迎華,앞의 책,pp.127-128.

157)戴迎華,앞의 책,p.130.

158) 청 황제는 공화국과 그것을 구성하는 다섯 민족의 정신에 진심으로 공감을

표하고자 하며,공화국의 여러 제도를 더 이상 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만주

황실 우 조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일부터 선통 황제는 황제의 존호를 구히 폐지한다.이후에는 법률상 공

화국 시민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향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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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조건｣ 후속 조치에 의해 명목상으로나마 존재하 던 만주족의 특

권이 공식 으로 부정되었음을 의미하 다.이에 만주족 단체들의 활동에

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지 까지의 활동이 ｢황실우 조건｣에 명시된

특별 우에 근거하여 이를 최 한으로 보장받는 것을 목 으로 하 다면,

이제는 ｢황실우 조건｣의 정당성 자체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최소한의

우를 획득하는 것이 주된 목 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이는 황실 출

궁 이후 滿族同進 와 滿蒙協進 ,旗族互助急進 등이 장작림에게 상주

한 문건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여기에서는 ｢황실우 조건｣은 별도

의 특권 인 조치가 아니라 정권 양 에 따른 정당한 가이며,만주족의

생계 책 마련 정치 권리 보장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 다.159)이는 손문이 청조 황실의 출궁 직후인 1925년 1월

부의에게 보낸 서신에서 “｢황실우 조건｣은 정권 양 의 가이므로 이

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언 한 것160)에 근거하 을 것으로 추정

되며,이후 이들의 활동에 주된 기조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풍옥상 정권은 이들의 요구를 철 히 묵살하 다.북양정부와는

달리 풍옥상 정권이 만주족에 해 이같은 정책으로 일 한 이유로는 신

제2조.이 조건으로 수정한 이후부터 공화국 정부는 청조 황실에 해마다 50만 달러

의 보조 을 지 하고,북경의 빈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한 공장 설립에

200만 달러를 지출한다.만주 기인 출신의 빈민은 고용을 우선한다.

제3조.청조 황실은 원 ‘우 조건’의 제3조에 따라 일 자 성을 떠나야 한다.이후

자유롭게 주거를 선택할 수 있으나,그들을 보호할 책임은 공화국 정부가 계속

지기로 한다.

제4조.청조 황실의 종묘나 황릉에서 거행되어 온 제례는 구히 유지되며,공화국

은 종묘와 황릉을 히 보호하기 해 경비병을 견키로 한다.

제5조.청조 황실의 사유재산은 황실에 귀속되며 황실이 으로 향유한다.공화

국 정부는 그 재산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단,모든 공공 재산은 공화국 정부

에 귀속키로 한다( 民國叢書 編輯委員 編, 民國叢書 第五編 :83.歷史·地理類

―馮玉祥,  我的生活 (上海敎育書店1947年版影印) , 上海 : 上海書店, 1996,

pp.509-510).

159)中國第一歷史檔案館,｢溥 出宮后圖 恢復優待條件史料｣, 歷史檔案 2000年

01期,pp.69-70.

160)中國第一歷史檔案館,｢孫中山先生秘書處致溥義內務府紹英等人函｣, 歷史檔案 

1981年 03期,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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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명 발발 직후와는 달리 만주족의 세력이 상당부분 약화되었음을 들

수 있다.북양정부 성립 당시는 술한 바와 같이 만주족의 세력이 비교

온 하 고,따라서 만주족에 한 회유와 경계의 필요성이 매우 높았

던 상황이었다.그러나 북양정부는 지속 으로 ｢保護旗人公私財産文｣

일련의 旗地整理事業을 지속 으로 시행하여 기존에 분배되었던 旗地를

부분 몰수하 다.161)이에 만주족의 경제 인 상황은 속히 악화되었

다. 한 정치 불안정 속에서 ｢황실우 조건｣에서 약속되었던 각종 생

계보 책 등이 제 로 시행되지 않아 일반 만주족들의 생계난이 심화

되었다.거기에 만주족을 상으로 한 국 공장,학교 역시 정치 혼란

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운 에 차질을 빚어 제 로 기능하지 못하여,만주

족은 재교육과 자력갱생의 공식 인 기회를 박탈당하 다.여기에 민족

차별 등이 더해져 만주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한족 등으로 장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만주족의 붕괴 속도는 한층 빨라졌다.162)만주족 단

체의 활동 역시 속도로 축되면서 이 처럼 규모집회를 통한 정치

요구를 제기하기는 어려워졌다.그러나 만주족들은 八旗聯誼 로 불리

는 소형 집회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 활동을 이어갔으며,이는 국공

내 의 종식시기까지도 계속되었다.163)

161)戴迎華,앞의 책,pp.223-232.

162)金啓孮, 金啓孮 北京的滿族 ,北京 :中華書局,2009,p.158.

163)金啓孮, 의 책,pp.16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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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結語

이상으로 청조의 지배민족이던 만주족이 국체변 기를 맞아 자신의 정

치 입지를 확보하려 시도한 노력을 검토하 다.그 요지를 간추린 다음

이 연구가 갖는 의미와 남겨진 과제를 간략히 언 하고자 한다.

내외 으로 체제에 한 요소가 산재하던 청조 말기,만주족은

난국을 타개하기 해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고자 하 다.이 과정에서 군

주 심 입헌군주제와 의회 심 입헌군주제 국의 실에 합한

입헌체제의 구성을 도모하 다.이 과정에서 만주족 지식인 료,滿

洲親貴 집단이 각기 의견을 개진한 결과 군주 심 입헌군주제의 도입을

결정하 다.이에 만주족 지식인들은 단체 결성 여론 형성을 통해 자

구책 마련 근 화를 역설하며 입헌체제에 걸맞는 ‘公民’으로의 변화를

추진하 다.다른 한편으로는 손문의 명세력에 자발 으로 동참하여 청

조로부터의 독립과 새로운 정치체제로의 환을 시도하 다.

신해 명 이후 공화국 체제로 국의 국체가 변 되면서,만주족은 ‘공

화국 국민’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신해 명은 기존 집권 세력을 말살하

는 폭력 왕조교체가 아닌 정치체제의 비폭력 근 화 과정이었으며,

이는 명세력과 만주족의 타 으로 성립된 것이다.따라서 지배층으로의

경험‧ 치‧역량을 어느 정도 보 할 수 있었던 만주족은 각종 단체를 결

성하여 자신들의 활로를 주체 으로 개척하고자 하 다.황실 종친들은

宗社黨을 심으로 청조의 부활과 입헌군주제의 실시를 내세우며 일본과

의 력을 통해 독자세력화를 모색하기도 하 으나,실질 인 근거지의

부재와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 다.한

편 공화정체에 순응하고자 하는 만주족은 滿族同進 를 심으로 북양정

부의 정책에 응하여,만주족의 정치 지 보장과 생계문제 해소를

해 다방면으로 노력하 다.그러나 旗地沒收 정책을 시한 북양정부의

만주족 약화정책과 만주족의 정치권력화 실패로 인해 만주족의 정치 ‧

사회 향력은 차 으로 축소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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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정치사에서는 국체변 기 기존의 지배민족인 만주족의 정치

응에 한 종합 인 연구가 체로 경시되거나 간과되어 왔다.본고는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여, 비입헌 당시부터 만주족 스스로 자신들의 실

정에 맞는 정체로의 변 을 추진하 고,일부는 명에 참여하는 등 변화

하는 시 에 응하기 해 다방면으로 노력하 음을 살펴보았다.이들은

신해 명을 통한 공화정체로의 변 이후에도 만족동진회를 심으로 한

단체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 인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 다.이에 본

고는 국체변 기 만주족이 정치 으로 沈潛하 던 것이 아니라,주체 으

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해 지속 인 활동을 벌 음을 밝힌 것에

그 의미를 둔다.아울러 종사당을 통한 만주족의 독자세력화 기도는 단순

한 왕조 체제의 복벽이 아니라,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근 체제의

수립을 목표하 음을 밝혔다.만주족의 이러한 활동이 만주사변 이후 만

주국의 수립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드러내었다는 것에 본고의 의의가 있

다.

1928년 국민당 정권의 수립 이후 만주족 단체는 기존 종사당 일 를

심으로 東三省 지역에 설립된 각종 ‘維持 ’를 통해 일본에 력하여

만주국 수립을 통한 독자세력화를 모색한 집단과,국민당 정권 하에서 소

형집회를 통한 권익활동을 추진한 집단으로 나뉜다.

이 자는 9‧18사건 이후 각종 유지회를 결성하여 국민당 정부로부

터의 분리와 만주국 건설을 추진하 다.만주국은 건국 당시부터 독립국

임을 표명하 고,부의가 만주국의 집정에서 ‘황제’로 즉 함에 따라 청조

의 복벽과 만주족을 심으로 한 국인의 자치가 실 되는 것처럼 보

다.그러나 만주국은 일본의 괴뢰국으로 기능할 뿐 독립국가,혹은 청조

의 부활된 형태로 존재할 수 없었다.그러나 이들이 단지 건 왕조의

부활을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시 의 변화에 해 공화제 신 입헌군주

제를 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해 조직 으로 활동하 다는

것에는 분명한 의의가 있다.

한편 국민당 정권 수립 이후 만주족에 한 의도 放棄 정책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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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공화국 체제로의 순응을 목표하던 만주족 단체의 활동 역시 축되

었다.그러나 만주족은 이에 굴하지 않고 소형집회를 통해 꾸 히 자신들

의 권익활동을 이어가고자 하 다.이들 일부는 공산당에 가담하여

몽․장족과 같은 소수민족으로서의 지 확보 국민당 정권에 한 투

쟁에 나섰다.그 결과 1945년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 양측으로부터 소수민

족으로서의 정치 지 를 인정받게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이

에 해서는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고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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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만주족 단체 상황표*164)

1.光緖-宣統年間(1908-1911)만주족 단체

名稱
成立

時期

主要

構成員

構成

員數
所在地 宗旨

八旗生計硏究 1908

文詩泉,

阿質卿

등

朝 陽 門 内

南 街方家

圓振華學校

변통기제처와의

상하 호응을 통

해 팔기생계문제

를 공동으로 해

결한다.

八旗憲政
1912

11월

회장

文

부회장

恒钧

北京朝阳門

内 南 街

方家园振華

學校

변통기제와 팔기

생계의 도모를

통해 완 한 입

헌국민으로 변환

한다.

八旗期成公民

선통 2년

11월

24일

회장

章福荣

부회장

荫德贺

京師

-通信處:乃

兹府關東店

路東趙寓

-分 :各省

駐防

경기 주방이

연합하여 생계를

공모하는 것을

주의로 삼아,변

통기제처의 주획

에 따라 팔기의

생계를 도모하고,

만한을 융화하는

한편 완 한 공

민을 완성한다.

八旗生計公 선통 3년

奉天旗務

處總辦

金梁

팔기의 생계를

도모하고 산업을

진흥한다.

八旗憲政硏究 X

八旗維持憲政 X

顺直八旗同鄕
선통 2년

10월 5일

*이후 작성된 모든 표의 내용은  大公報 , 盛京時報 ;劉 萌, 淸代北京旗人社

 ,北京 :中國社 科學出版,2008,p.782;常書紅, 辛亥革命前后的滿族研究 ,

北京 :社 科學文献出版社,2011,pp.206-208을 참고하 다.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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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稱
成立

時期

主要

構成員

構成

員數
所在地 宗旨

宗社黨

(君主立憲維持 )
1912 良弼

滿族同進 1912.7.19
魁斌

熙彦
400

北京灯 口

迤北三巷余

圓首善第一

工廣内/東

四二巷

국의 만주족을

연합하고, 북경

외의 八旗,만주‧

몽고‧한군인사가

서로 고무‧격려

하여 함께 진행

하며,공통의 행

복을 리도록

한다. 국 각 만

주족의 의견을

구하여 기민의

생계를 주획하고,

정치 행동을

보조하며,자치능

력을 증진하고,

동포가 공화와

事權의 이익을

향유하도록 한다.

籌備(辦)八旗生

計
1912.4.21 殷炳繼 216

阜城門大街

白塔寺廟内

기민 생계를 도모

하고,국민의 부

담을 경감한다.

兩翼八旗生計硏

究
1912.8.16

松聯

宋敎仁

2230

여

北京西四牌

樓廣濟寺

실업생계를 연구

하고,발 을 도

모하며, 국민의

행복을 함께

린다.

八旗生計討論
1912

(추정)

三旗共和协进社 1912.9.12

趙廣寬

藏華浦

筆政

240여
北京箭廣胡同

三旗學校內

만주족의 생계를

도모한다.

2.北洋政府 시기(1912-1924)만주족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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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稱
成立

時期

主要

構成員

構成

員數
所在地 宗旨

旗籍生計硏究 1912.10.21

廣澤,

慾德齡,

孟昌

林霖

180

北京德勝門

內草場大坑

北沿正黃蒙

學 內

八旗인사를 모아

생계도모에 해

폭넓게 연구하고,

기 을 가진 동

포에게 지 능

력을 증강시켜,

공화의 행복을

함께 리도록

한다.

旗籍生計促进 1912.11.28

李俊潤

關維德

瑞海

北京王府倉

胡同路北6號

농림공상의 실업

을 제창한다.

宗族生計維持 1912.11 溥彩

황실

종친

46명

北京右二區

仰祖胡同

황족의 상황을

유지하고,장래의

생계를 도모하며,

자치능력을 증진

하여 공화의 행

복을 도모한다.

駐防八旗同鄕自

治
1912.12.1 關雎 41

北京中一區

北河沿

만주족의 생계를

도모한다.

旗籍籌備生計硏

究
1912.12 萬修

北京北鬧

區上崗正紅

旗 學校內

팔기의 생계를

연구한다.

旗族生計 1912 張文凱
北京中一區

三眼井

八旗世爵世职生

計聯进
1913.3

志均,

銀明

北京

(세부치불명)

五族貧民救濟 1913.2

旗營事務總 1914.3.25

만족

동진회

지도부

단체를 연합하고,

의견을 모집하며,

旗務를 정돈하고,

개량진보를 도모

한다.

吉省旗民籌劃生

計公
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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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PoliticalActivitiesoftheManchus

AssociationsduringNationalPolity

TransformationInChina,1901-1924

JeongSeryeon

HistoryEducationMajor.

DepartmentofSocialStudies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While the national polity(國體, guoti) of China underwent

transformationfrom despoticmonarchyintodemocraticrepublicaround

theXinhaiRevolution(辛亥革命,1911),theoverallChinesesocietywas

drawnintothevortexwassweptawaybythistransitiontosuchan

extentthatcausedsomeattemptstore-convertthenationalpolityinto

a constitutionalmonarchy.This study,focusing on the period of

transition,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activities of Manchu

organizationsandexaminetheireffortstoovercomeunfoldingcrisis.

Amidstthecrisisofnationalpartition(瓜分,guafen)andexpansionof

revolutionary thoughts around the Russo-Japanese War(日俄戰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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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5),theQingDynasty(淸朝,1644-1912),inordertoresolvethese

problems,cametoseekatransitiontoconstitutionalmonarchy.Inthe

processofsearching foraconstitutionalsystem appropriatetothe

realityofChina,opinionsarguingfortheintroductionofamonarch

-centeredconstitutionalsystem andalegislature-centeredconstitutional

system, respectively emerged, with Manchu aristocrats(滿洲親貴,

Manchu qingui)supporting theformerand intellectualsandofficials

supportingthelatter.Asaresult,intheend,theintroductionofa

monarch-centered constitutionalsystem was decided on,and the

legislationofapreliminaryConstitutionwasdeclaredin1906.Atthe

sametime,theQingDynastyendeavoredtoresolveethnicconflict,

which was pointed outas a risk factor,by reducing privileges

previously held by the Manchus through the elimination ofthe

Manchu-HanChinesedistinction(平滿漢畛域,PingmanhanZhenyu)and

grantinglegallyequalstatustovariousethnicgroups.Inaddition,it

establishedorganssuchastheBannerReorganizationOffice(變通旗制

處,BiantongQizhi-chu)inanefforttoenlightenandtopreparemeans

oflivelihoodfortheManchus.

Besidesthearistocrats,ordinaryManchusalsostressedtheneedto

establishself-helpplansandtomodernizebyformingorganizations

and public opinion and proceeded with changes into citizens(公民,

gongmin)befittingaconstitutionalsystem.Somesympathizedwiththe

logicoftherevolutionaryforcesledbySunYat-sen(孫文,1866-1925),

voluntarilyparticipatingintherevolutionaryforcesinarenasincluding

Western-styleschools(學 ,xuetang),localcommunity,andtheNew

Army(新建陸軍(新軍),XinjianLujun(Xinjun))andseekingindependence

from theQingDynastyandatransitiontoanew politicalsystem.

However,thisseriesofeffortsfailedtoreapfruitandwasultim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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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stratedwiththesuccessoftherevolution.

WiththesuccessoftheXinhaiRevolution,atapointwhenthe

nationalpolityofChinawaschanging intoarepublicansystem as

symbolizedby“fiveracesunderoneunion”(五族共和,wuzugonghe),

theManchusrelinquishedthestatusoftherulingethnicgroupthat

theyhadmaintainedduringtheirdominationoftheQingDynastyand

werereorganizedas“citizensoftheRepublic”ormembersofthe

Chinesenation”(中華民族,Zhonghuaminzu).TheManchusthuslost

thesocialprivilegesthattheyhadenjoyedasBannermen(旗人,Qiren)

earlierandhadtostrivetowinrightsequaltothoseofotherethnic

groups,whom theyhadpreviouslycalledthe“subjects”(民人,minren).

However,becausethechangetothenationalpolitystemmingfrom the

XinhaiRevolutioncameaboutthroughacompromisewiththeQing

Dynasty,theBeiyang Government(北洋政府,1912-28)hadnochoice

butto offer in part a preferentialpolicy for the Manchus as

symbolized by thecondition ofpreferentialtreatmentoftheQing

imperialhouse.

Having thus possessed experience,status,and capacity as the

existingrulingclassintheprocessofnon-violentmodernizationofthe

politicalsystem insteadofaviolentdynasticchange,theManchus

created diverseorganizationsindependently to find a way outfor

them.Manchuaristocratsalsosoughttostandasanindependentforce

throughcooperationwithJapan,callingfortherevivaloftheQing

Dynasty,implementationofconstitutionalmonarchy,andindependence

ofManchuriaandMongolia,withafocusontheImperialClanParty

(宗社黨,Zongshe-dang).Duetotheabsenceofanactualstronghold

andchangesinJapan’sforeignpolicies,however,sucheffortsboreno

fruit.Ontheotherhand,thoseManchuswhosoughttoconform to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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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anpoliticalsystem,inresponsetotheArticlesofFavorable

TreatmentoftheGreatQingEmperorafterHisAbdication(關於大淸皇

帝辭位後優待之條件,Guanyu Daqing HuangdiCiweihou Youdaizhi

Tiaojian)oftheBeiyang Governmentand theRevised Articlesof

FavorableTreatmentoftheQing House(修正淸室優待條件,Xiuzheng

QingshizhiYoudaiTiaojian) policy of the Feng Yuxiang(馮玉祥,

1882-1948)government,worked in diverse ways to secure their

politicalstatusandtoresolvetheproblem oftheirlivelihood,withthe

ManchuMutualAdvancementSociety(滿族同進 ,ManzuTongjinhui)

atthecenter.However,theManchusgraduallydecreasedinpolitical

and socialinfluence due to the Beiyang Government’s policies to

weakenthem includingtheBannerland(旗地,Qidi)confiscationpolicy

andtheirownfailuretoturnintoapoliticalfaction.

Ontheotherhand,apartfrom theactivitiesoftheImperialClan

Party,there arouse efforts to turn the republican system into

constitutionalmonarchyduring1915-17.TheywereattemptsbyYuan

Shi-kai(袁世凱,1859-1916),PresidentoftheRepublicofChina,to

crownhimselfemperorandbyZhangXun(張勳,1854-1923)torestore

imperialrule.Theseseem tooffertheManchusthepossibilityofa

new way out.With the failure ofthe two attempts atreviving

monarchicalrule,however,therepublican system firmly established

itselfasthetrend ofthetimes.In particular,with thedramatic

emergence in 1924 of the Chinese Nationalist Party(國民黨,

Kuomintang;KMT),the outgrowth ofthe Chinese Revolutionary

Alliance(中國同盟 ,ZhongguoTongmenghui)whoseforceshadledthe

XinhaiRevolution,under the goalof completing the republican

revolution,theManchus’troublesincreasedandledtotheabolitionof

thepreferentialpolicyforthem.Consequently,theManchussough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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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wayoutthroughactivitiesfortheirrightsandinterestswitha

focusnotsomuchonexistingorganizationsbutonsmallassemblies.

Someendeavoredtoturnintoanindependentforceby cooperating

withJapan,especiallythroughvariousPreservationSocieties(維持 ,

Weichihui)foundedintheThreeEasternProvinces(Heilongjiang,Jilin,

andLiaoning),andestablishingManchukuo(滿洲國,1932-45).

Thesignificanceofthepresentstudyliesinpointingoutthatsuch

effortsoftheManchusatpoliticalself-helpcontinuedindependently

and continuously from the time of the late Qing reforms and

examiningindetailthedivergenceoftheManchusforcesandensu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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