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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본고는 화의 주변이었으며 시빌라이제이션의 주변인 국의 청

조(淸朝)가 보편을 자처하는 두 문명을 만나 어떻게 그들과 결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청인(淸人)이라는 주체와 각 문명론이 어떤 변용을 겪는지 

살펴보았다. 화주의와 시빌라이제이션은 각각 다른 역사를 통해 형성된 

보편문명론으로서, 본고는 그 보편문명론이 배타  자기정체성의 원리와 

팽창의 원리를 공유한다고 악하고, 그 배타성과 팽창성이 시 에 따라 

어떻게 변하면서 작용하는지 추 하 다. 만주인으로서 우월한 군사력을 

가지고 원을 차지한 청조는 한족의 배타 인 종족  화주의를 문화주

의로 변경하며 극 으로 화의 주체가 되었으며, 나아가 그 화주의의 

이론  허용 하에 국역사상 최 도를 개척하는 팽창의 주체가 되었다. 
그들은 만주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한족의 화주의가 

꿈꿨던 천하일가의 제국을 실 하 다. 19세기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강

한 군사력을 갖춘 시빌라이제이션을 만났다. 그들에게 시빌라이이션의 강

렬함은 인종 결 혹은 우승열패로 받아들여졌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해 청인은 시빌라이제이션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지만, 
시빌라이제이션으로의 완 한 투신은 없었다. 그들의 화는 ‘ 체(中體)’
로 혹은 ‘ 동(大同)’으로 혹은 민족으로 수축되어 명맥을 유지했다. 수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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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족  혹은 민족  배타성을 갖는 이론으로 수축되는 것은 보편문명론의 

일반  특징이다. 상황에 따라 배타성과 팽창성을 왕래하는 보편문명론의 

특성상, 우리는 화가 시빌라이제이션으로 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타인의 보편문명에 완 히 투신하는 것은 추락을 의미하며 나아가 인간성

의 상실을 의미한다. 기존의 문명은 역사의 에 의해 형성된 자기정체

성이며 자기존엄의 근거이므로 쉽게 포기될 수 없다. 청인의 경험은 화

의 주변이며 시빌라이제이션의 주변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 많다. 최소

한 화이든 시빌라이제이션이든 그 보편문명에의 완 한 투신을 가치 단

의 척도로 삼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보수’ 혹은 ‘수구’를 쉽게 

반가치로 단정하는 일도 피해야 할 것이다.

Ⅰ. 문제제기

시빌라이제이션(civilization)1)이 구상한 질서가 지배하는 시 를 근

라 한다면, 동아시아의 근 는 화(中華)라는 세계질서 아래 있

었다. 화와 시빌라이제이션의 주체들은 한결같이 스스로의 문명을 

보편문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보편 인 것이라고 하면서도 열등한 

타자를 배타 으로 제했으니 명실상부한 보편은 아니었다. 물론 그 

내  논리를 갖추지 않은 것은 아니다. 화주의는 자신들의 문화를 

갖추지 않은 인간은 참된 의미에서 인간이 아니라는 논리로 그 외부를 

비존재화 했고, 시빌라이제이션은 완성태로서 자신의 문명은 시간차를 

두고 세계에 보편화될 것이라는 계몽주의  발 사 과 결합했다.
두 문명론의 주체들은 완성태를 상정하고 스스로는 그 완 한 것

1) 재 일상 으로 사용되는 ‘문명’은 일반명사로서 다원 인 문명을 제

한다. 를 들어 ‘고 문명’ ‘ 세문명’이라고 문명을 시 으로 한정하거

나 ‘문명의 충돌’이라 할 때의 ‘문명’은 복수의 문명을 제한 것이다. 본

고에서는 18∼19세기 국과 랑스에서 계몽주의와 결합되어 형성되고 

19세기 보편 인 것으로 탈바꿈하며 팽창주의로 기능한 특정한 문명을 

태생 당시의 이름 그 로 ‘시빌라이제이션’으로 지칭하고, ‘문명’은 다원성

을 제한 일반명사로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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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 자로 자처했지만 두 문명론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기 변

을 거듭했다. 처음에 그것이 성립했을 때는 우월감과 결합한 자기정

체성의 형성이 가장 요한 기능이었다. 타자를 의식하고 자신을 테

두리지음으로써 그 테두리는 내부의 단결을 꾀하면서 외부를 배척하

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을 타자와 단

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타자보다 우월한 것으로 규정했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치로 규정했다. 
정체성을 해 조직되었던 원리는 사정이 허락하면 극 으로 팽

창의 원리로 작용한다. 통상 그 사정이란 군사력이다. 이때는 우월함

보다 유일함이 강조된다. 우월한 문명이 열등한 문명을 지배하는 것

이 아니라, 유일한 문명이 되는 것이 군사  팽창의 도덕  명분

이 된다. 그러므로 팽창의 원리로 작용하기 해서는 배타 인 이념

이어서는 안된다. 정체성의 형성이 무 을 때 부여되었던 차별의 

요소는 약화되거나 어도 명분상으로는 사라져야 한다. 그리하여 자

신을 테두리 안에서 지키려는 기능을 넘어 타자의 토를 침입하고 

보편성을 실 하려 한다면, 그 문명의 배타  소유권은 더 이상 주장

할 수 없게 된다. 즉 보편을 주장하는 문명은 창시자의 유물이 될 

수 없다. 보편 인 문명은 보편에 어울리게 어디에든 침투할 수 있으

며 구나의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시빌라이제이션의 번역어인 ‘문명’2)이 다원  문명 일반을 지칭하

는 일반명사로 사용되는 실이, 시빌라이제이션이 명실상부한 보편

문명의 지 를 획득한 증표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탈

근 의 논의가 왕성한 재에도 우리는 서구 심주의로의 경도를 반

성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시빌라이제이션의 역사보다 훨씬 긴 

시간을 우리는 국 심주의의 문명권 안에 있었다. 
본고는 화3)와 시빌라이제이션이 모두 배타성과 팽창성이라는 두 

2)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번역되었고 국과 한국에도 수입되어 사용되었다.

3) 화주의의 역할에 해 나바 도시사다는 ‘保守排外’와 ‘開放博愛’의 경향을 

동시에 갖는다고 악했다. 그는 ‘보수배외’의 경향이 외부로부터 을 느

낄 때 취하는 태도라면, ‘개방박애’는 그러한 이 없을 때 취하는 지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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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공유하는 보편문명이라는 에 착안하고,  국의 청조가 

그 두 문명과 만났다는 에 주목한다. 즉 청인(淸人)4)은 보편을 주

장하는 두 문명과 맞닥뜨렸다. 17세기에는 화라는 보편문명과 만났

고, 19세기는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보편문명과 만났다. 화와 시빌

라이제이션은 세계에 한  다른 규정이다. 한 청조가 화와 

결했을 때와 화가 시빌라이제이션과 결할 때의 상황에는 분명 

여러 차이 이 있다.5) 그러나 본고는 그 차이 을 밝히는 것보다 보

편문명론의 공통된 기능에 주목하고자 한다.6) 

평화 인 태도라고 해석한다(那波利貞, 中華思想 , 岩波書店, 1936). ; 아베 

다 오는 ‘자기주장의 원리’와 ‘자연법 인 세계의 구성원리’로 별했다. 

본고에서 표 한 ‘정체성의 원리’와 ‘팽창의 원리’와 내용상으로는 일치하

는 구분이다. 단, 아베 다 오는 청조의 역사를 ‘ 화화의 역사’로 보았다 

(安部健夫, 淸代史の硏究 , 創文社, 1971). 본고는 청조제국은 ‘ 화제국’

의 범주에서 악할 수 없다는 이시바시 다카오(이시바시 다카오, 청

제국 1616∼1799 , 휴머니스트, 2009)의 의견에 동의한다. ; 이성규 역시 아

베 다 오와 마찬가지로 화주의의 논리를 ‘자기주장의 논리’와 ‘보편

인 세계 질서’의 원리로 별했다. 나바 도시사다와 아베 다 오가 모두 

심정 으로 한족 심의 시각에서 화주의의 역할과 그 지속을 고찰했다

면, 이성규는 화주의가 이민족지배의 정당성을 보증한 논리로도 기능하

다는 에 주의했다(이성규, ｢ 화사상과 민족주의｣ 철학 37, 1992).

4) 화주의의 주체가 되어 있던 19세기의 청조는 이미 17세기의 만주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토에서나 문화에서나 한족을 포 한 명실상부한 화

의 주체 다. 이것이 ‘청인’을 ‘만주인’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없는 이유이

다. ‘청인’은 청나라 사람이라는 의미로, 본고의 Ⅲ에서 다룬 청조의 옹정

제와, Ⅳ에서 다룬 청조의 한족 사인들이 모두 포 한다. 

5) 를 들어 200여 년  화와 마주했던 청조는 화의 주체보다 군사  

우 에 있었으나, 시빌라이제이션과 마주한 화의 주체는 군사  열세에 

있었다. 한 우리가 아는 한, 화를 만났을 때의 만주족은 자신의 문명

을 보편 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지만, 화와 시빌라이제이션은 둘 다 보

편성을 주장한다. 

6) 본고처럼 청조를 주체로 하여 화와 시빌라이제이션을 비교한 논문은 

찾지 못하 으나, 국 심주의와 서구 심주의를 비교한 다음의 연구들

은 있다. 백 종, ｢ 국  세계질서와 서구  근  국제질서의 비교｣ 한

국동북아논총  vol.16, no.1, 2000; 강정인 / 안외순, ｢서구 심주의와 화

주의의 비교 연구｣ 국제정치논총  vol.40, no.3, 2000. 백 종의 논문은 

주로 차이 에 주목하여, 서구 심주의와 화주의는 근 －근 , 

지구 －동아시아, 지배와 팽창－문화의 우월성, 다 심  등성－사

자소의 원리, 쟁의 인정－ 쟁 부정 등의 차이를 갖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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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의 원리와 팽창의 원리, 혹은 배타성과 보편성, 이 둘은 양

립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그런데도 보편문명론 안에는 이 두 성질이 

공존한다. 한편에선 그들이 주장하는 보편성이 진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며,  한편에선 그 문명론이 자기 변하는 것이기 때문

일 것이다.
본고는 화와 시빌라이제이션을 동일 지평에 두고, ‘청인’이라는 

주체가 그 두 문명과 어떻게 결해나갔는지, 그 안에서 그 주체와 

문명론은 어떤 변용을 겪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각각 

‘보편’을 자처한 두 문명론을 상 화할 수 있게 해주며, 그리하여 보

다 객 으로 그 문명론의 욕망과 기능을 볼 수 있게 해  것이다. 
특히 ‘청인’이라는 주체가 주변인으로서 화문명과 시빌라이제이션

을 만났다는 에서, 청인을 주체로 한 문명론에 한 고찰은 역시 

양쪽 문명의 주변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한다. 즉 그

것들에 거리를 두고 보다 객 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것이며, 
보편문명에 무조건 투신하는 신 주체 인 문명론을 갖도록 하는 데

도 시사를 주리라고 기 한다. 

Ⅱ. 보편문명론의 역할

1. 창시자의 화주의－유교문화의 보편주의, 

그리고 종족  배타성

화주의(中華主義) 혹은 화이 (華夷觀) 등으로 불리는 국 심의 

강정인 /안외순의 논문은 화주의와 제2차세계 이후의 서구 심주의는 

모두 문화제국주의  공통성을 갖지만, 화주의는 서구 심주의와는 달리 

역사주의  요소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 서구 심주의는 평등과 불평등

의 이  국제질서 을 갖는데 반해 화주의는 국을 심으로 한 단일

심  지배ㆍ복속이라는 , 서구 심주의는 발 론 인 역사 을 구비하

고 있는데 화주의는 그 지 않다는 , 서구 심주의는 인종주의를 부산

물로 가진데 반해 화주의의 인종주의는 약했다는 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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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론이 형성된 시기는 하(夏)나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나바 도시

사다는 화를 표 하는 다른 용어인 화하(華夏)나 제하(諸夏) 등의 

조어성립 사정을 고찰하고, 이 말들이 하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토를 자기 심 으로 일컬으면서 사용되었으리라 추측한다. ‘화’(華)
는 찬란함을 형용하는 말이니 ‘화하’라고 하면 이미 지역과 문화가 

얽힌 말이 된다. ‘ 화’라고 하면 ‘하’라는 특정지역의 이름으로 앙

을 상징하게 하는 신 앙이라는 말을 직  쓴 경우이다.7) 하의 뒤

를 이은 은(殷)은 지 의 하남성동부, 산동성서부, 하북성남부 등의 

역이었고 그곳 역시 화하라고 불렸으며, 이후 로 원을 차지

했던 왕조들의 확 된 토가 역시 같은 이름으로 불렸다. 즉 화 

역이라는 것은 부단히 확 되어 왔다. 확 되어 왔다는 것은 토

뿐 아니라 주변에 거주하는 이민족들을 화로 흡수하는 과정을 겪었

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충돌과 통합의 과정을 겪으면서 화사상은 덕치와 교라는 

유학을 그 실질  내용으로 하면서, 배타  정체성의 원리와 통합의 

원리라는 두 상이한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이 상이한 성격은 

각각 춘추 의 두 해설서인 좌씨 과 공양 이 표한다.8) 
좌씨 은 종족의 특수성에 근거해 이 을 차별한다. 좌씨 의 

통은 “우리 족류가 아니면 그 마음은 반드시 다르다”9)라고 하는데

서 나아가 다음과 같이 이 을 수와 같은 벨로 규정하고 정벌의 

상으로 여긴다.

융 은 승냥이나 이리 같은 수와 마찬가지여서 그 욕심을 채워  

수 없으므로 융 을 정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제하의 나라는 

모두 가까이 지내야 할 사람이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므로 형(邢)나라

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10)

7) 那波利貞, 中華思想 , 岩波書店, 1936.

8) 춘추좌씨 과 춘추공양 이 두 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정보는 

北澤紘一, ｢康有爲の華夷觀｣ 日本中國學 報 第五十七集, 日本中國學 , 

2005에서 얻었다.

9) 춘추좌씨  ‘成公傳四年’: 非我族類, 其心必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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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後金)의 압박 속에서 역시 종족  울분에 사로잡 있던 주희

(朱熹, 1130∼1200) 역시 이 을 자신들과 질 으로 다른 존재로 규

정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가리고 막힌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이치가 있

다. 수 역시 이 성(性)이 있지만 형체에 구애되어 가리고 막힌 정도

가 심하기 때문에 소통시킬 방도가 없다. 호랑이와 이리가 인자한 것, 
승냥이와 수달이 제사를 지내는 것, 벌과 개미가 의로운 것은 오히려 

조  통한 것이나 작은 틈의 한 기 빛과 같은 정도이다. 원숭이의 경

우 모습이 사람과 비슷하고 다른 동물 가운데 가장 특한데 말을 못

할 뿐이다. 이 의 경우 사람과 수의 간에 있기 때문에 끝내 고치

기 어렵다.11) 

주희의 이 말은 “기질에는 어둡고 흐린 차이가 있는데, 천명의 본

성에도 치우치고 온 한 차이가 있습니까?”12)라는 질문에 한 답

이다. 주희는 이에 해 ‘리일분수(理一分殊)’의 논리로 설명했다. 
수를 포함한 모든 존재는 천명의 성을 부여받지만, 기질의 차이 때문

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설명이다. 모든 존재는 천명의 성 

즉 보편원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본성 으로 우주  질서 즉 ‘리(理)’
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편원리를 담고 있는 그릇은 다 다르

다. 주희는 그릇과 빛의 은유를 사용하여 기와 리를 설명한다. 짐승

의 그릇은 거의 불투명해서 빛이 통하지 않으므로 리는 그 안에 갇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이 의 그릇 역시 그 다고 하니, 이  역시 

우주의 도덕  가치를 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을 수와 

같이 리가 차단된 존재로 처리한다면, 리의 보편성을 상처 입히지 않

으면서도 이 을 자신들과 차단된 별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10) 춘추좌씨  ‘閔公傳元年’ 孔穎達疏: 戎狄之心, 若豺狼之獸, 不可厭足也, 

其當伐戎狄也. 諸夏之國, 皆親近之人, 不可遺棄也, 其當救邢也.

11) 주자어류 4:11: 然在人則蔽塞有可通之理. 至於禽獸, 亦是此性, 只被他形體

所拘, 生得蔽隔之甚, 無可通處. 至於虎狼之仁, 豺獺之祭, 蜂蟻之義, 卻只通

這些子, 譬如一隙之光. 至於獼猴, 形狀類人, 便 靈於他物, 只不 說話而

已. 到得夷狄, 便在人 禽獸之間, 所以終難改.

12) 주자어류  4:11: 問, 氣質有昏濁不同, 則天命之性有偏全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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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정제(雍正帝, 1678∼1735)의 의각미록(大義覺迷 ) 을 탄생하

게 한 일등공신 증정(曾靜)13) 역시 이일분수에 의한 화이 을 가지고 

있었다. 

하늘이 사람과 동물을 낳았으나 리(理)는 하나이면서 갈라져서 다

르다. 국 땅에서 바름을 얻으면 음양이 덕에 합하여 사람이 되고, 
사방 변방에서 음험함으로 기울어 사악하고 편벽하게 되면 이 이 된

다. 이  의 존재로는 수가 있다.14)

이는 이일분수의 논리 에서 지역에 의한 차이를 설명한 것인데, 
이처럼 지역으로 인간의 질을 가르는 구분도 통 으로 이어졌다. 
주자학에서는 종 인 차이든 개인차든 모두 기의 차이로 설명한다. 사

람과 이 의 차이를 낳은 것이 기이고, 지역의 차이 역시 그 기를 이

질 으로 만든 원인이 된다. 왕부지도 “태어난 땅이 다르면 그 기도 

다르고, 기가 다르면 습 도 다르고, 습 이 다르면 알고 행하는 것이 

모두 다르”므로 자연 귀천이 생긴다고 화와 이 을 구분한다.15) 그

러나 이러한 지역의 논리라면, 청조 만주인의 경우 원에 들어와 산

다면 기질이 바 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지역 차는 소통

불가능한 질 인 차이를 설명하는 논리로서는 약하다. 
지역보다는 종족이 다르다는 것이 그 차별을 설명하는 보다 설득

력 있는 방식이 된다. 그러나 종족의 차이에 의해 국과 이 이 다

르다고 해도, 그 차이 때문에 왕부지(王夫之, 1619∼1692)가 말하듯

이 “이 은 섬멸해도 불인(不仁)이 아니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도 불

의(不義)가 아니며, 그들을 속여도 불신(不信)이 아니다”라고 말할 권

13) 曾靜의 역모사건과 옹정제의 응, 大義覺迷 의 탄생에 해서는 조 선 

스펜서 지음/이 갑 옮김, 반역의 책－옹정제와 사상통제 , 이산, 2004. 참고.

14) 의각미록 (清雍正內府刻本, 中國社 科學院文學研究所圖書館藏. 四庫禁

燬書叢刋, 北京出版社, 2000 수록) 권1-54b: 天生人物, 理一分殊, 中土得

正, 而陰陽合德 爲人, 四塞傾險而邪僻 爲夷狄, 夷狄之下爲禽獸. 

15) 讀通鑑論  ( 船山全書 제10책, 嶽麓書社出版, 1996.) 권14, ｢東晉哀帝｣, 三 

‘苻 禁富商’: 中國之 夷狄, 所生異地, 其地異, 其氣異矣. 氣異而習異, 習

異而所知所行蔑不異焉. 乃於其中亦自有其貴賤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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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왕부지는 “믿음과 옳음은 사람과 사람이 

교제할 때의 도이지, 사람 아닌 것들에게 베푸는 도가 아니기 때

문”16)이라고 이유를 달지만, 그 이유가 그들에게 반가치  행 를 해

도 된다는 허락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맹자 에는 소를 보고 측은

지심을 느끼는 왕이 등장한다.17) 한 “친친, 인민, 애물”18)이라는 사

랑의 방식은, 상에 따라 차등 이기는 하지만 ‘물’로 지칭되는 동물

들이 그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보여 다. 
왕부지는 “ 들은 화하를 침략해서는 안되고 화하도 들을 걱정시

켜서는 안된다. 각각 스스로의 기율을 편안히 여기고 서로 업신여겨

서는 안된다”19)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왕부지의 솔직한 심정이

면서 한 논리 으로도 타당한 입장이다. 단 이라면 그 사이의 어

떤 방식의 교통도 성립하지 않는다. 우열도 성립하지 않는다. 우월함

은 비교 뒤에 나오는 것인데, 비교는 서로 공통된 지평을 인정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종족  화주의자들의 수 메타포를 그 로 사용하여 말한다면, 

이 은 화의 통제 하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가축은 

인간의 통제 하에 있지만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들은 인간세계와 

연되어 산다. 수나 이 이나 이들의 통제 하에 들어오는가 여부

는 이들의 물리  힘에 달려있다. 
이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정벌의 계가 역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화가 이 에게 갖는 오는 그때 발생

한다. 증정은 “마치 강도가 집안의 가구를 강탈한 것처럼 이 이 천

(天位)를 훔치고 하를 오염시켰다.  우리 주인을 밖으로 내쫓고 

16) 이상 讀通鑑論 권4 ｢漢昭帝｣ ‘三, 傅介子詐誘樓蘭’: 夷狄 ，殲之不爲不

仁，奪之不爲不義，誘之不爲不信, 何也. 信義 ，人 人相於之道，非以施

之非人 也. 

17) 맹자 ｢양혜왕상｣.

18) 맹자  ｢진심상｣: 孟子曰, “君子之於物也, 愛之而弗仁, 於民也, 仁之而弗

親.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19) 宋論 ( 선산 집 제11책)권6 ｢神宗｣ ‘八, 章惇請經制湖北蠻夷’: 語曰 ‘王

不治夷狄’… 彼我無侵, 我無彼虞, 各安其紀而不相瀆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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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을 거했다”20)고 표 했다. 이것이 외부인을 미워하는 가장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이 그들이 화주의를 만들어

낸 큰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과 이  사이에는 군주와 신하의 계

가 성립할 수 없”21)다고 뻗 고, “황제 노릇에 가장 합한 자는 우

리 같은 학자들이다”22)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말처럼 되지 않은 

기간은 국 역사에서 결코 짧지 않았다.23) 
특히 청조가 260여 년이나 존속하리라고 왕부지는 상하지 못했

을 것이다. 그의 상 로라면, “이 이 훔쳤으니 원히 자신의 몸을 

온 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해와 달이 궤도를 잃고 오성이 역

행하고, 겨울에 천둥치고 여름에  내리는” 등, “하늘과 땅이 그 맑

음과 편안함을 보존할 수 없고 인민은 그 수명을 온 히 할 수 없

는”24) 지경에 이를 것이었다. 그러나 청조는 나날이 번창해갔다. 수

기치인을 유일한 삶의 방식으로 믿고 있는 그 많은 한족 유학자들이 

모두 왕부지처럼 산속에서 늙어갈 수는 없다.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신하는 두 임 을 섬길 수 없다25)고 증정은 말하지만, 
과연 그것이 올바른 유학자의 길인가? 맹자 는 인의를 해 힘쓰지 

않는 자는 군주도 아니라고 했으며, 황종희(黃宗羲, 1610∼1695) 역시 

군주는 백성을 해 일할 때에만 의미 있는 존재라고 역설했다. 그들

에 의하면 유학자는 일개 성(姓)이 아니라 도를 해 헌신해야 하는 

사람이다.26) 화주의는 이민족지배의 실을 받아들이고 그 실에 

20) 의각미록 권2, 11b∼12a: (知新 內云) 夷狄盜竊天位, 染汚華夏, 如强盜

劫去家財, 復 我主人赶出在外, 占据我家. 

21) 의각미록 권2, 10b: (知新 內云) 人 夷狄, 無君臣之分. 

22) 의각미록 권2, 5b: (知新 內云) 皇帝合該是吾學中儒 做.

23) 진의 통일 이후 신해 명에 이르는 2,100년의 3분의 1기간 동안 한족 아

닌 이종족이 원을 차지했다. 이성규, 앞의  참조.

24) 독통감론 권13, ｢東晉成帝｣ ‘七, 石勒起明 辟雍靈臺’: (治統之亂, 人竊

之, 盜賊竊之) 夷狄竊之, 不可以永世而全身. 其幸而數傳 , 則必有日月失

軌, 五星 行, 冬雷夏雪, … 天地不能保其淸寧, 人民不能全其壽命, 以應之

不爽.

25) 의각미록 권1, 61a: 人臣之擇主, 如女子之從夫, 爲臣 事非其主而失身, 

如女子已嫁於人而再醮.

26) 맹자  ｢양혜왕하｣8; 黃宗羲, 明夷待訪  ｢原君｣, ｢原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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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로서 응해서 살기 한 논리이기도 했다.27) 
이때의 화는 ‘문화’로서 규정되며, 이 문화란 왕도정치와 교로 

표되는 유학이다. 화와 이 의 차이를 문화의 소유여부로 가르는 

통은 춘추공양 의 통으로 표된다.

춘추 는 자신의 나라를 안으로 여기면 제하를 밖으로 생각했으며, 
제하를 안으로 여기면 이 을 밖으로 생각했다. 왕은 천하를 통일하려

고 하면서 왜 안 [內外]이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가까운 것에서 시작

하려는 것이다.28)

제하와 이  사이에 뛰어넘지 못할 단 은 없다. 자기나라, 제하 

체, 그 외곽인 이 은 질 인 차이에 의해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 
윤리주체 혹은 정치주체의 역량 때문에 배려의 순서가 뒤에 놓이는 

것이 이 일 뿐이다. 이들은 유학자들의 윤리ㆍ정치  교화의 역으

로 들어온다면 모두 문명인이 될 자들이었다. 
청말의 진천화(陳天華, 1875∼1905)는 명소설 사자후 에서 황종

희의 명이 방록 이 루소보다도 먼  민권론을 제창했다고 뿌듯해하

면서도 그것이 ‘민족’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다.29) 황종희

는 명의 멸망 원인을 반성하고 바람직한 유교국가의 모습을 제시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그가 꼽은 명의 멸망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

지만, 가장 핵심 인 것은 군주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의 도덕  타

락이었다.30) 그의 에서 만주족에 한 비난이나 원망을 찾기는 어

렵다. 그는 멸망의 원인을 명조를 무 뜨린 만주족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정치  성취를 윤리  성취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유학자의 

입장이라면 황종희와 같은 반응은 자연스럽다. 
증정이나 왕부지가 상식 으로 보여야 하는 반응이 황종희와 같은 

27) 이성규, 앞의 .

28) 춘추공양 성공15년: 春秋內其國而外諸夏, 內諸夏而外夷狄. 王 欲一乎

天下, 曷爲以外內之辭 之, 自近 始也.

29) 野和子, 黃宗羲 , 人物往來社, 1967, p.7～9.

30) 황종희, 명이 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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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로서의 반성이 아니라면, 이종족에 한 수세  항의식이어

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화주의는 그 불안감을 문화 으로 열등한 자

들에 한 멸시로, 나아가 열등한 것을 정복하겠다는 침략의식으로 

표 하게 한다. 이러한 오 방식은 논리 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종족주의는 상호불간섭주의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침략주의로 작동하

기에는 논리 으로 약하다. 
논리 으로나 실 으로 침략주의 혹은 팽창주의로서 유능한 것은 

문화주의이다. 앞의 공양  인용문에서 보듯, 문화의 는 도덕

인 행 이다. 이 문화의 는 조공체제와 같은 정치ㆍ경제ㆍ외교  

계로 개될 수도 있고 군사  정벌 행 로 개될 수도 있다. 이

때 이 보편  문화는 지역  원근과 군사  역량에 의해 그 가 

제약된다. 군사력 정도에 따라 되는 정도가 달라지며, 지역 으로 

가까울수록 그 세력의 강한 자장 안에 있게 된다.31) 그 실  배경

이 어떠했든 명분상으로는 원, 내륙아시아, 외이(外夷)지역으로 멀

어질수록 문화 으로 차등화된다. 차등화하는 논리는 보통 화주의

의  하나의 기능이었던 종족 , 지역  차별의 논리에 따른다. 보

편화의 원리와 종족주의나 지역주의가 유기 으로 결합하여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문명론이 팽창의 원리로 작용하게 되면 종족주의

와 지역주의는 그 보편의 가치를 종족별 혹은 지역별로 계지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31) 민두기가 ｢동아시아의 실체와 그 망｣ 시간과의 경쟁 (연세 학교 출

부, 2002)에서 인용한 高明士, ｢論倭給隋的無禮國書事件－兼釋隋代的天

下秩序｣ 中 亞洲國家關係史學術硏討 論文集 (臺灣淡江大學歷史系, 1993)

에서 논의된 수나라가 각각 고구려와 일본을 했던 태도가 일례가 될 

수 있다. 즉 수가 고구려와 일본에 해 같이 ‘무례’를 질 다고 단

했으면서도 고구려에 해서는 무력  침공을 했으나 일본에 해서는 

꾸짖는데서 끝낸 일. 일본에 해서는 그 게 할 필요가 없었고 한 힘

의 한계를 느 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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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빌라이제이션－보편  계몽, 그리고 차별의 장치들32)

시빌라이제이션은 ‘지리상의 발견’ 이후 유럽인들의 제국주의와 동행

했던 근  산물이지만, 서구 심주의 역시 화주의처럼 자민족 심

주의의 형태로 이천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33) civilization
은 라틴어 키빌리스(civilis)에서 왔는데, 이는 시민을 뜻하는 키비스

(civis)의 형용사이다. 키비스는 정치  단 인 폴리스 안의 시민을 일

컫는 말이다. 이들 시민들은 폴리스 밖에서 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바르바르(barbar)”거리는 이종족을 가리키기 해 바르바리스모

스(barbarismos)라는 말을 만들어냈다고 하니,34) 시빌라이제이션의 어

원에서부터 장소와 문화가 결합되어 자기우월감을 표 하는 말이었음

은 화와 마찬가지이다. 
문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시빌리자시옹(civilisation)이라는 랑스어

가 가장 먼  사용된 것은 1756년 미라보에 의해서이며,35) 같은 의

미로 어 시빌리제이션이 사용된 것은 1767년 퍼거슨에 의해서이

다.36) 이 에는 civility(civilté)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당시 

부상해 궁정에 들어간 부르조아들이 자신들의 을 부패한 귀족계

의 것과 구별할 목 으로 쓰던 말이었다. 차 부르조아계 이 세

력을 확 함에 따라 이라는 소한 의미를 갖던 이 말은 “개인만

32) 본 의 서술은 다음의 이차문헌에 의지했다.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지음 /박

미애 옮김, 문명화과정 , 한길사, 1996; 강정인 /안외순, ｢서구 심주의와 

화주의의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vol.40, no.3, 2000; 강정인, ｢서국

심주의의 사상사  연원과 개과정｣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3호, 2003; 

강상규, ｢ 국의 만국공법 수용에 한 연구｣ 동양철학 제25집, 2006; 황

수 , ｢ 립개념과 보완개념들을 통해 추 한 문명 개념의 변천과정｣ 개

념과 소통 제2호, 2008.12; 김헌 / 안성찬, ｢문명의 개념과 번역｣1∼4, 인물

과사상 , 2008.12∼2009.3.

33) 강정인, ｢서국 심주의의 사상사  연원과 개과정｣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3호, 2003. 

34) 김헌, ｢문명에 한 논의를 시작하며｣ 인물과사상 , 2008.12.

35) Victor Riqueti, marquis de Mirabeau,  L’Ami des hommes, 1756. 황수

(2008)에서 재인용.

36) Ferguson(A.), An Essay on the History of Civil Society, Edinburg, 

1767. 김헌(20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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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아기에서 성년기로 발 하는 것이 아니다. 인종도 거친 상태에

서 문명상태로 발 하는 법이다”라는 식으로 그 외연을 넓 가며 

‘civilization’이라는 새로운 생어를 만들어냈다. 시빌라이제이션은 이

처럼 외연의 확장과 더불어 변화의 뜻까지 가미된 것으로서, 모든 개

 실천을 담고 있는 말로서 탄생했다. 돌바크는 “인간의 이성은 

이제까지 충분히 행사되지 못했다. 인간의 시빌라이제이션 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지식의 진보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정치, 우리의 

법, 교육, 우리의 제도와 도덕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37)라고 

시빌라이제이션의 의미를 정식화했다. 
이는 신흥계 이 구 귀족과 항하면서 자신들을 규정하는 말이었

던 시빌라이제이션이 계몽주의사조와 결합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개

과 발 , 나아가 인류의 개 과 발 이라는 의미로 확장된 것이다. 
계몽된 사회비  개 운동의 근본이념은 지식의 발 을 통해 제도, 
교육, 법률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개 운동은 사회는 문명의 과정에서 어느 일정한 단계에 도달

했으나 인간의 문명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념

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편으로 이 개념은 사회의 다른 단계인 야만 

상태를 립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국가ㆍ헌법ㆍ교육 

 넓은 계층의 국민들의 문명화, 그리고 기존의 상태에서 아직도 야

만 이거나 반이성 인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성에 근거를 두고 평등한 인류를 제하는 계몽주의의 

이상은 한 그 이면에는 인종주의 인 편견과 동거하고 있었다. 
랑스의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외(Baron de La Brde et de Montesqu, 
1689∼1755)는 피부색을 인간성의 본질로 받아들이면서 아 리카인, 
나아가 아시아인들에 한 경멸을 표출했다. “새카만 육체 속에 선량

한 혼이 깃들어 있다고는 도 히 상상할 수 없다”38)며 그는 흑인

37) D’Holbach, Baron, Systéme sociale ou princiles naturels de la morale 

et de la politique, London, 1774. 노르베르트 엘리아스(1996)에서 재인용. 

38) 몽테스키외 / 이명성 옮김, 법의 정신 , pp.208-9. 강정인(2003)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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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노 로 삼는 것을 당연시했다.
한 인간의 동일한 이성을 믿었던 계몽주의의 분 기 속에서도 

풍토이론을 문명이론의 심  치로 끌어올린 사람도 있었다. 수

회 신부 도미니크 부우르(Dominique Bouhours, 1628-1702)는 민족주

의 으로 각색된 풍토이론을 개하여 독일의 야만성과 비시키며 

랑스의 우월성을 설명하기도 했으며, 이는  인종주의와 결합하여 

온 권에 살고 있는 주민만이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39)

독일인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 1744∼1803)는 이 풍

토이론과 정면 결하며 여러 민족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  정체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62∼1814)는 헤르더가 각 민족에게 동등한 것으로 

설명했던 권리를 신이 오로지 독일민족에게만 부여한 것으로 둔갑시

켰다. 피히테는 “신의 섭리로 선택된 … 독일 민족은 나폴 옹의 압

제 하에서 세계문명의 자유를 살려내야 할 소명을 부여받았다”40)고 

독일국민을 선동했다. 이러한 피히테의 주장은 낭만주의를 거쳐 헤겔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로 이어졌다. 헤겔에 

의하면 독일민족은 천성 으로 심오한 종교  소질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독일민족에 의해 세계사가 완성될 것이었다. 그에 의하면 독일

정신과 정신은 하나 다. 
헤겔의 역사철학과 목 론은 랑스학자들에게 받아들여져 “문명의 

모범은 랑스”로 변주된다. 한 19세기 랑스의 귀족출신인 고비

노(Joseph-Arthur comte de Gobineau, 1816∼1882)는 인종불평등론

을 통해 문명의 흥망성쇠를 해명해주는 열쇠가 인종의 불평등에 있다

고 하면서, 쟁을 통해 이민족을 정복하고 국가를 수립하여 지배하

는 능력을 타고난 아리안족이 고 에서 근 에 이르는 모든 문명의 

기원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문명의 쇠망은 아리안족의 피가 

39) 안성찬, ｢문명 속의 야만1－차별의 문명담론｣ 인물과사상 , 2009.2.

40) 피히테, 독일문명에게 고함 , 안성찬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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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혼으로 더렵 진 결과이며, 그나마 독일의 라인강과 하노버, 랑스 

일부, 국인, 아일랜드인, 스칸디나비안이 순수한 아리안의 피를 보

존하고 있는 종족이었다.41)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로 표되는 사회진화론의 등

장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그 자신은 자유주의자로서 자국 내의 진보

에 한 심에서 이론을 개했다. 그는 같은 자유를 가진 개인이 

경쟁한 결과에 따르는 것, 즉 성공한 사람이 많은 이익을 획득하고 

실패한 사람이 도태되는 것이 사회정의이며, 이 원칙이 사회  발

의 기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어떤 것보다도 유럽의 팽창

에 호의 이론이 되었으며, 동아시아에서 사회진화론은 시빌라이제

이션 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 다. 
하나의 유럽이라는 념은 17세기 베스트팔  조약 이후에 형성되

기 시작했다. 세의 범유럽  권 에서 이탈하면서 배타  독립성을 

특징으로 하는 주권국가들이 유럽에 병립하게 되자, 이들은 서로 국

경을 하면서 치하게 되고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항시 인 무력 충돌을 피하기 해 국가 간의 규칙을 모색했고, 유럽

의 주권 국가들 간의 평등한 계를 상정하고 토불가침의 원칙을 

존 하는 ‘국제사회’ 개념이 탄생했다.42) 그러나 이 ‘국제사회’는 시

빌라이제이션을 소유한 유럽만의 사회 다. 유럽 내의 평등한 국제

계는 ‘신세계’와의 계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다. 평등한 국제 계는 

문명국가들 사이에 통용되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아시아의 국가들과

는 당당하게 불평등조약을 강요했다. ‘만국공법’이라는 이름으로 한역

되었던 그들의 ‘국제법’ 원칙은 이러한 이 체계를 당당히 명시했다. 
그들의 시빌라이제이션의 기 에 비춰 비유럽 나라들은 미개 혹은 반

개 으며, 따라서 그들은 정당한 국가주체가 아니었고 평등한 외교 

상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불평등조약이 강요되고 무력행사가 정당

화되었으며,43) 식민지 유 한 정당화되었다. 그들에게는 유일한 

41) 안성찬, ｢문명 속의 야만2－폭력의 문명담론｣ 인물과사상 , 2009.3.

42) 강정인 / 안외순, ｢서구 심주의와 화주의의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vol.40, no.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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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을  인류에게 한다는 도덕 이기까지 한 명분이 있었으며, 
인종주의나 사회진화론 등, 그 불평등한 실을 설명해주는 ‘과학’도 

있었다. 
강정인 / 안외순은 이 서구 심주의를 서구우월주의, 보편주의 / 역사

주의, 문명화 / 근 화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했는데,44) 이 특징은 

시빌라이제이션의 역사주의만 제외하면 그 로 화주의의 특징과 겹

쳐진다. 즉 자문화우월주의, 보편주의, 문화의 라는 특징이다.

Ⅲ. 청조와 중화주의

1. 정체성의 재정비－ 화주의와 만주종족주의의 동거?

청조에게 한족의 화주의는 극복해야 할 것이면서 동시에 이용해

야 할 것이었다. 한족의 종족  배타주의는 청산해야 할 상이었으

나, 정부를 조직하고 운 하는 원리로서 그 문화체계는 유용한 것이

었다.
의각미록  서문에서 옹정제는 “‘나를 어루만지면 임 이고 나를 

해치면 원수’라고 했다. 이것이 민심이 따르고 멀어지는 지극한 실정

이다. 억조창민의 마음이 돌아가는 곳이 덕이 아니라 지역일 뿐이라

는 이치는 들어보지 못했다”45)고 천명한다. 그는 “천하일가, 만물일

체”와 “덕 있는 자만이 천하의 군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화의 정

수로 꼽는다.46) “순은 동이 사람이고 문왕은 서이 사람이다. 그 사실

이 그들의 성덕에 무슨 해가 있겠는가.”47) 옹정제는 덕에 의한 정치

43) 강상규, ｢ 국의 만국공법 수용에 한 연구｣ 동양철학 제25집, 2006.

44) 강정인 / 안외순, 앞의 .

45) 의각미록 권1, 1b: ( 書 )(又曰) 撫我則后, 虐我則仇, 此民心向背之至情, 

未聞 兆之歸心, 有不論德而但擇地之理. 

46) 의각미록  권1, 1a: 蓋生民之道, 惟有德 , 可爲天下君. 此天下一家, 萬

物一體, 自古迄今, 萬世不易之常經. 

47) 의각미록 권1, 2b∼2a: 舜東夷之人也, 文王西夷之人也, 曾何損於聖德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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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행하는 정통성 있는 황제임을 자부했다. 청조에게는 “끓은 가마

솥에서 허우 거리던 국 사람들을 구해냈다”48)는 자부심이 있었다. 
실제로 청군에게 산해 을 열어  것은 명의 반란자를 진압할 것을 

요청한 명의 장군이었으며, 청군은 소수의 군 로 원을 정복했다. 
“불과 십만 병으로 십오 성을 지배하게 된 것은 덕의 소치” 지 “단
순히 군사력이 아니었다.” “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었다.” 자신들

의 도덕이 “편애하는 일이 없는 하늘”도 움직 기 때문이다.”49) 이러

한 자부심은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성공 으로 국을 경

하고 있는 것이 청조가 정당한 화의 왕조라는 증거 다. 문화  

화에는 정해진 주인이 없다. 
옹정제는 화와 이 이라는 용어를 그 이 의 화주의에서처럼 

가치 단의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옹정제는 말한다. 

용 에서 “ 화(中和)를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을 기

른다”라고 했다. 구주와 사해는 넓어서 화는 백분의 일 정도이다. 
그 동서남북의 하늘이 덮고 땅이 싣는 그 곳은 모두 하나의 리이고 하

나의 기이다. 어  화, 이 에 각각의 천지가 있겠는가. 성인이 ‘만
물을 기른다’고 할 때 사람은 그 만물 안에 포함된다. 이 이 그 기르

는 상에 들어가겠는가, 들어가지 않겠는가.50) 

한족이 주장하듯이 한족과 이 이 사람과 수의 차이처럼 종 으

로 다른 존재라는 것은, 즉 이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 으로 

48) 의각미록 권1, 7a∼7b: (我朝統一萬方, 削平群寇出薄海) 內外之人, 於湯

火之中而登之袵席之上, (是我朝之有造於中國 , 大矣至矣.).

49) 의각미록 권1, 41b∼42a: 書云皇天無親, 惟德是補, 本朝之得天下, 非徒

事兵力也, …入京時兵, 亦不過十萬, 夫以十萬之重, 而服十五省之天下, 豈人

力所能强哉. 實道德感孚爲皇天眷顧 … .

50) 의각미록 권2, 13b∼14a: 知新 內云, 天下一家, 萬物一源. 又云 中華之

外, 四面皆是夷狄, 中土秒近 , 尙有分毫人氣, 轉遠轉 禽獸, 無異等語. 

旣云天下一家, 萬物一源, 如何又有中華夷狄之分. 曾靜但知肆其狂悖之詞, 

而不知其自相矛盾. 中庸云,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九州四海之廣, 中

華處百分之一. 其東西南朔同在天覆地載之中 , 卽是一理一氣, 豈中華 夷

狄有兩箇天地乎. 聖人之所 萬物育 , 人卽在萬物之內. 不知夷狄在所育之

中乎, 抑不在所育之中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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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다. 옹정제는 화는 국내지를 가리키는 지역의 이름이고 

이 은 그 밖을 가리키는 지역의 이름일 뿐이라고 말한다. ‘ 화’는 

체의 100분의 1정도 되는 땅일 뿐이며, 세상 체는 화가 아니라 

‘천하’이다. 이 이란 출신지를 가리키는 말이니, 이 이라는 말을 쓰

는데 꺼릴 것도 없다.51) 화와 이 을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

함으로써 만주족은 자신의 출생을 부정하지 않고 그 특성을 지키면서 

화의 정당한 권력자임을 주장한다. “천하는 한 집안이고 만물은 하

나의 근원”이다. 바야흐로 화하－이 이 일가를 이루는 화이일가의 

때 다.52) 
한족들이 이 을 차별하기 해 사용한 화와 이 이라는 상 어 

신, 옹정제는 사람과 수라는 상 어를 사용한다. 사람과 수를 

나 는 기 은 인륜의 소유여부이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수와 다른 것은 이 윤상의 리를 갖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오륜을 인륜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하나가 빠져도 사람

이라 할 수 없다. 군신은 오륜 가운데 으뜸이니, 임  없는 사람을 사

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임 이 없다는 마음을 품는다면 이것이 

수가 아니겠는가. 인륜을 다하면 사람이고 천리를 어그러뜨리면 

수인 것이지, 화와 이로 구별해 사람과 수를 나 는 것이 아니다.53)

그런데 이처럼 인륜 가운데서도 군신의 인륜을 소유했는가 여부가 

인간과 수를 나 는 지표라면, 화문화를 잇고 있는 청조를 부정

한다면 한족이라도 수이다. 옹정제는 증정과의 끈질긴 서간교환을 

통해 증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이끌어냈다. 

51) 의각미록 권1, 43b: 此夷狄之名, 本朝所不諱. 孟子云, 舜東夷之人也, 文

王西夷之人也, 本其所生而 , 猶今人之籍貫耳.

52) 의각미록 권1, 3b: 今 賊等, 於天下一統, 華夷一家之時, 而妄判中外, 

謬生忿戾.

53) 의각미록 권1, 11a∼11b: 夫人之所以爲人而異於禽獸 , 以有此倫常之理

也. 故五倫 之人倫, 是闕一則不可 之人矣. 君臣居五倫之首, 天下有無君

之人, 而尙可 之人乎. 人而懷無君之心, 而尙不 之禽獸乎. 盡人倫則 人, 

滅天理則爲禽獸, 非可因華夷而區別人禽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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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완 한 의로움이 원히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마다 황제에게 

완 히 감복하여 따르고, 도처의 사람들은 효자와 충신의 본분을 지키

며 각자 인륜을 히 여겨 천리의 공을 온 히 하고 있습니다. 도 

고유한 본성을 회복하려 합니다. … 사해 내의 모든 백성이 교화되고 

구주의 사람들이 큰 덕으로 하나가 되어 각각 하늘의 도를 편안히 여

기며 끝없는 복을 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세를 살아가는 기회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런 시 에 사는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54)

이 증정의 변화는 도덕  교화자로서 청조황제의 상을 증명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교화하는 자와 교화 받는 자가 이처럼 바뀔 수 있음

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로 내지에 살던 한족이 도

덕  태만 때문에 이 의 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외지에 살던 이

에 의해 교화되는 일도 이처럼 가능했다. “한족의 수”55) 던 증

정을 화의 주체인 만주족 황제가 교화하여 사람으로 만든 것, 이것

이 증정사건이 상징하는 가장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옹정제는 무능과 교만 때문에 불명  퇴임하는  한족 리를 북

방의 군 로 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 만주인이 군주와 상 자를 얼마나 성실하고 의연하게 따르는

지를 보게 하며, 하나, 우리 조정의 병 제도가 얼마나 정돈되고 엄격

한지 보게 하며, 하나, 몽골 부족의 밝고 순박한 기풍이 얼마나 정성

스러운지 보게 한다. 그러면 그는 모든 이기 이고 사특한 생각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길로 들어설 것이다.56)

옹정제는 만주족뿐만 아니라 몽골족의 장 도 인정할  안다. 청

조는 그러한 나라 다. 그들은 도덕의 주체이고 제국의 주체로서, 성

54) 의각미록 권4, 45a: 今日之正義, 永有攸歸矣. 人人惇悅服愛戴之忱, 在在

守孝子忠臣之分, 各自重夫人倫, 以全其天地之大公, 復我所性之固有.… 四

海同化, 九州一德, 各安有道之天, 長享無疆之福, 斯不枉爲聖世之民, 而爲生

人之大幸耳. 

55) 의각미록 권1, 42b: 如 賊曾靜 , 乃漢人之禽獸也.

56) 世宗憲皇帝實 ( 淸實 , 中華書局 影印), 권83, 2b: 一則令其觀滿洲

君親上之心, 如此其謹凜, 一則令其觀我朝兵營之制, 如此其整嚴, 一則令其觀

各蒙古部落, 熙 淳朴之風, 如此其誠. 實庶冀伊等化去私邪, 勉於自新之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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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으로 국가경 을 실천하고 경험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청조는 국내지로 진출할 때부터 명조의 계승자로 자처하고 국

통의 료기구를 비롯해 명조의 제도를 답습했다. 주자학도 받아들

다. 그러나 흔히 얘기되듯이 만주족은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화

문화에 흡수된 것이 아니었다. 청조는 명조와는 다른 만주족의 특징

들도 유지했다. 지배구조의 버 목의 하나의 만ㆍ몽ㆍ한의 팔기제를 

유지했으며, 앙요직에 만ㆍ한 병용책을 시행했다. 황태자제를 신

한 건법(儲位密建法) 역시 청조의 독창 인 제도 다. 한 그

들은 북경에 입성하자마자 한족에게 만주족의 통 인 두발을 강요

했으며, 한편에서는 만주족 여인들의 치 오를 한족여인이 입는 것은 

지했다.
청조는 단순히 한족 왕조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이시바

시 다카오는 청조는 단순히 국왕조가 된 것이 아니라 “ 국의 황제

를 결합함으로써” 국을 “넘어서는 독자 인 새로운 국가를 수립”했
으며, “외의와 화의 융합에 기 한 화이일가의 다민족국가”라고 규

정한다. 청조는 국동북부와 내지뿐 아니라 만, 내ㆍ외 몽골, 동투

르키스탄(신강), 티베트 등을 아우르는, 국 역사상 최 도에 걸친 

다민족국가 을 뿐 아니라, 그를 통치하기 한 복합 인 통치구조를 

갖춘 나라 다. 최고통치자의 역할로 그 복합성을 변하자면, 청의 

최고통치자는 단순히 국황제가 아니라, “팔기로 표되는 만주족 

고유의 사회에 기반을 둔 han이 국황제를 겸한 것”이라는 말로 규

정된다. 청조의 황제는 북경에 머물 때에는 화 세계의 천자로 군림

했지만, 만리장성을 넘어 승덕(承德)의 피서산장에서는 내륙아시아의 

han으로서 행동했다.57) 청조의 토는 공간 으로나 문화 으로나 그 

57) 이시바시 다카오는 청제국 1616∼1799 (2000)(홍성구 옮김, 휴머니스트, 

2009)를 통해 청제국의 세계 은 화세계의 틀 안에서 악할 수 없는 

것이라는 논지를 일 되게 개한다. 그에 의하면, 청조는 화세계에 군

림했던 최  규모의 통일 다민족국가로서, 조공 체제의 시 만으로는 

악하기 어려운 독자 인 화이통합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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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왕조보다 확 된 것이었다.

2. 이한제한(以漢制漢)의 논리로서, 나아가 팽창의 논리로서

배타의 원리로도 작용할 수도 있고 팽창의 원리로도 작용할 수도 

있는 화주의의 칼자루는 이제 청조 만주인의 손에 있다. 한족이 

화주의를 갖고 할 수 있었던 일들을 고스란히 청조도 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요한 것은 거 한 사회를 통제하기 한 료조

직이다. 그 기제의 효능은 역 의 왕조가 증명한 터 다. 청조는 한족 

정부가 그랬듯이 백성의 부모를 자처하며 덕치의 실행을 자임했다. 소

수의 만주인 청정부는 덕치의 이념을 내걸고, 어려서부터 덕치정부의 

료가 되기 한 교육을 받아온 한족들을 기용하면 되었다. 한족은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어하는 정책을 잘 구사해왔지만, 이민족 역시 한

민족을 가지고 한민족을 제어하는 것이 상투 인 수단이었다.58) 
실제로 옹정제나 그 이후의 황제들이 채택한 정책은 형 인 유

학의 통치보다는 법가에 기운 것이었다. 특히 지방 을 직  통제하

고자 했던 의도에서 시행한 주 (奏摺)제도는 단 으로 그 사실을 보

여 다. 그러나 청조의 황제들은 그러한 정책까지도 화 인 것으로 

채색할 수 있었다. 
그 일례로 충과 효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강력한 왕권을 원했던 한

무제의 의도에 부응해 책을 제시했던 동 서(董仲舒, BC179∼BC104
경)는 왕권을 하늘에게서 직  받은 인 것으로 규정했지만, 논

어 나 맹자 에서 보여주는 이상  사회에서는 충이 효를 능가할 수 

없다. 효는 사회의 모든 연 와 질서의 바탕이다. 공자에 의하면 “효
와 제는 인의 근본”이다. 순임 의 아버지가 살인을 지른다면 순임

은 천하를 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숨어 살 것이라고 맹자 는 말한

다.59) 그러나 옹정제는 충보다 더 요한 것은 없다고 단언한다. 종

58) ‘以漢制漢’이라는 표 은 마스이 츠네오 지음 / 이진복 옮김, 청제국 , 

학민사, 2004. p.58.

59) 논어  ｢學而｣, 맹자  ｢盡心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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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주의자 증정에게 옹정제는 “군신은 오륜 가운데 으뜸”이라고 호통

친다. 그 다면 “천하에 임  없는 사람을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임 이 없다는 마음을 품는다면 수가 아니겠는가.”60) 

문화주의로서 화주의는 한족의 팽창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자신

들이 팽창의 상이 되도록 하는데도 흠 잡을 데 없는 논리 다. 나

아가 천하 구석구석에까지도 문화  향력을 미칠 명분이 있었다. 
앞 에서 서술했듯이 옹정제는 화와 이 이라는 상 어 신 사람

과 수라는 상 어를 사용했다. 인간의 조건이 오륜의 소유이고, 오

륜 가운데서도 군신의 윤리가 으뜸이라면, 청은 문화의 라는 의

무감에 의해 수 상태의 존재들을 구원하기 해 어디에든 갈 수 

있다. 옹정제는 “성인께서는 물고기나 돼지까지도 도덕 으로 변화시

키려 하셨다. 그러니 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수와 다를 바 없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61)라고 말한다. 짐승에도 

미치는 무한한 교화력을 찬미하는 이 말은 도덕의 수호자로서 청조가 

화지역은 물론이고 외이(外夷)의 어디까지에도 확 될 수도 있다는 

허용의 논리이기도 했다. 

우리 조정은 천명을 받들어 외신민의 주인이 되었으니, 기르고 

어루만지고 풀어주고 사랑하고 기르는 이치를 어떻게 화와 이에 따라 

달리 하겠는가. 외신민은 이미 모두 우리조정을 임 으로 받드니, 
정성에 감복하여 순종을 바치며 신민의 도를 다하는 것은 더욱 화와 

이로 달라질 수 없는 마음이다.62)

우리 조정이 들어와 토의 주인이 되고 천하에 군림하며 몽고의 

변방부락까지 병합하여 모두 도로 귀속되었다. 이는 국의 토가 

넓고 멀게 개척된 것이니, 국신민의 행복이다. 어  화이 외를 가

르는 이론을 세우겠는가.63)

60) 의각미록 권1, 11a∼11b: 君臣居五倫之首, 天下有無君之人, 而尙可 之

人乎. 人而懷無君之心, 而尙不 之禽獸乎. 

61) 의각미록 권2, 14a: (且易經 信及豚魚) 是聖人尙欲感格豚魚, 豈以遠於

中國而云禽獸無異乎. 

62) 의각미록 권1, 2a: 夫我朝旣仰承天命, 爲中外臣民之主, 則所以蒙撫緩愛

育 , 何得以華夷而有殊視. 而中外臣民, 旣共奉我朝以爲君, 則所以歸誠效

, 盡臣民之道 , 尤不得以華夷而異心.



논문26

국은 이 에 결코 “우리 청조처럼 놀랄 만큼 한 토를 차

지해본 이 없다”고 옹정제는 자랑스럽게 말한다.64) 자신은 화의 

주인이 아니라 “ 외” 신민의 주인이다.65) 오히려 이 까지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둔다는, 한족들이 꿈꿔왔던 명실상부한 천하의 주인 자리

를, 청조는 성취한 것이다. 덕에 의한 정치라는 문화  화주의는 

‘화이일가’라는 깃발 아래, 만주민족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력  세

계정복을 한 지도원리가 되었다. 이는 한족의 화주의자가 꿈꿨을 

그 팽창의 화주의를 그 로 실 한 것이었다.

Ⅳ. 또 다른 ‘보편’문명 앞에서

1. 정체성의 조정－어떻게 화를 보존할 것인가

국과의 두 차례 쟁을 경험한 청인은 시빌라이제이션의 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화를 체할 새로운 세계

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각각 ‘양무운동’과 ‘변법운동’의 이론가

던 장지동(張之洞, 1937∼1909)의 ‘ 체서용(中體西用)’이나 강유

(康有爲, 1858∼1927)의 ‘삼세설(三世說)’은 화를 지키면서 시빌라

이제이션을 수입하려는, 시빌라이제이션의 수입 논리이다. 
장지동은 “ 국의 학문은 내학”이고 “서양의 학문은 외학”이라는 

논리로 화와 시빌라이제이션을 동거시키고자 했다.66) “경 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효제충신의 덕을 갖추어 군주를 받들고 백성을 비호

63) 의각미록 권1, 5b: 自我朝入主中土君臨天下, 幷蒙古極邊諸部落, 俱歸版

圖, 是中國之疆土, 開拓廣遠, 乃中國臣民之大幸, 何得尙有華夷中外之分論哉.

64) 청의 최 도는 1750년 건륭제 때 이루어졌다. 

65) 世宗憲皇帝實 권83, 4b: (是中國之一統, 始於秦, 塞外之一統, 始於元,) 

而極盛於我朝, 自古中外一家, 愊悁極廣, 未有如我朝 也. 

66) ‘ 체서용’의 표논객이라 알려진 장지동의 에서는 실제로 ‘ 체서용’

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는 학과 서학을 ‘內’와 ‘外’로 표 했는

데, 체서용과 다르지 않은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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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치를 베푼다면, 아침에 증기기 차를 운 하고 녁에 철로를 

달려도 성인의 학도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67)이라고 그

는 생각했다. 그가 지키고자 하는 화의 핵심은 “효제충신의 덕”으
로 표되는 유학의 가치이며, 시빌라이제시션은 “증기기 차”로 상

징되는 기술이었다. 이와 같은 내－외의 논리에 의해 수입이 이루어

지고 유학이 제공한 가치체계와 질서체계가 유지된다면, 화로서의 

자기규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로일 수는 없었다. ‘ 화’의 공간  역이 재조

정된다. 장지동은 오 주와 오색인종이라는 시빌라이제이션의 세계규

정을 그 로 받아들이고, “삼황오제의 성교가 미치는” 화의 역을 

‘아시아의 황인종’이라고 제한한다.68) 그는 진단(震旦)이라든지 몽고

(蒙古), 거란(契丹) 등, 한족이 아닌 이 의 이름이 국 외부에서 

국을 통칭하는 이름이었다는 를 들면서, “이것들은 모두 아시아가 

동족이라는 증거”69)라고 말한다. 즉 화주의의 논리에서 이 이었던 

존재까지 동족으로 감싸 안는다. 장지동은 춘추좌씨 의 통 에

서 나머지 5분의 4의 인종들을 자신들과 질 으로 다른 종족으로 선

을 는다.70) 이는 종족  화주의를 표방하는 것이다. 종족  화

67) 勸學篇 (中州古籍出版社, 1998)外篇, 권13, ｢ 通｣: … 而必無悖於經義 

(如其心聖人之心, 行聖人之行,). 以孝弟忠信爲德, 以 主庇民爲政, 雖朝運

汽機, 夕馳鐵路, 無害爲聖人之徒也.

68) ｢권학편 내편, 권4, ｢知類｣: “서양인은 오 주의 백성을 다섯 종으로 나눴

다. 유럽 륙인은 백인종, 아시아 륙인은 황인종, 서인도와 남인도인은 

종(棕)색종, 아 리카 륙인은 흑색종, 아메리카토인은 홍색종이다. (아시

아는) 서쪽으로 곤륜에서 일어나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고 남으로 남해에, 

북으로는 천, 길림, 흑룡강, 내외몽고에 이른다. 남쪽으로는 연해의 월남, 

샴, 버마, 동ㆍ ㆍ북인도에 미치고, 동족으로는 환해의 조선, 바다 의 일

본에 미친다. 그 땅은 모두 아시아 륙이고 그 사람은 모두 황인종이며, 

모두 삼황오제의 성교가 미치는 곳이고 신명한 후 의 종족들이다.”

69) 권학편 내편, 권4, ｢知類｣: … 是爲亞洲同種之證.

70) ｢권학편 내편, 권4, ｢知類｣: “종족(種類)에 한 논의는 옛날부터 있었다. 

역  ｢동인(同人)ㆍ상 (象傳)｣에 ‘군자는 어떤 종족과 어울리는가를 보고 

상을 단한다’라고 하고 있고, 좌씨 (左氏傳) 에는 ‘내 종족이 아니

면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르다. 그 종족의 신은 다른 종족의 제사를 받지 

않으며 백성은 자기 종족의 신이 아니면 제사지내지 않는다’고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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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 수세에 처했을 때 취하는 일반 인 자세로, 이때는 자신의 

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타자가 확 된다. 한족에서 황인종으로 그 

외연이 넓어졌지만, 즉 화 안에 들어올 멤버 수는 늘었지만, 그의 

화는 세계의 5분의 1로 축소된, 체를 포기한 화인 듯하다. 
그러나 그는 화의 핵심인 유학  가치의 보편성은 끝까지 포기

하지 않았다. 여 히 삼강오륜의 질서는 그에게 유일한 가치 다. 그

는 “성인이 성인인 이유, 국이 국인 이유”는 “오륜”에 있다71)고 

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이 질서는 서양인을 포함한 인류의 질서라고 

말한다. 그는 서양은 국과 삼강오륜을 공유하지만 아직 ‘ ’가 소략

한 ‘이 ’으로 취 한다.72) 화의 종족은 아시아에 한정된다고 양보

했지만, 삼강오륜이라는 인륜이 시공을 월한 보편  진리라는 만

은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그 다면 장지동의 화는, 보편  가치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배제의 역을 갖는, 의 종족  화주의와 

다른 것이 아니다. 
양무운동의 실패를 딛고 개된 새로운 개 운동, 즉 무술변법운동

을 지탱한 문명수입의 논리는 삼세설이다. 강유 는 거란세－군주제, 
승평세－입헌군주제, 동세－민주제가 공자가 언한 정체의 발 과

정이라고 공양 을 해석하고, 당시 국은 승평세의 입헌군주제로 

진입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제국 역시 민주제에는 

이르지 못한 승평세의 국가들이라 진단했다.73) 승평세의 가장 두드러

다. 기  ｢삼년문(三年問)｣에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모두 자기 

종족을 사랑할  안다’라고 하고 있다. 이로써 ‘가르침이 있을 뿐 종족의 

구별은 없다(有敎無類)’는 설은 다만 우리 성인의 신묘한 교화능력과 우

리 화 제왕의 무한한 정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일반화시켜 

말한 이 없음을 알 수 있다.”

71) 권학편 내편, 권3, ｢明綱｣: 五倫之要, 百行之原, 相傳數千年, 更無異義. 聖

人所以爲聖人, 中國所以爲中國, 實在於此. 

72) 그는 서양에도 “군신간의 윤리(君臣之倫)”와 “부자간의 윤리(父子之倫)”, 

“부부간의 윤리(夫婦之倫)”가 존재한다고 역설한다. 권학편 내편, 권3, 

｢明綱｣.

73) “구미(歐米)는 거의 승평에 가깝다. 그러나 부녀자들이 개인의 사유로 되

어 있어 공리와는 거리가 멀며 즐거움을 구하는 도에도 아직 이르지 못

했다.”: 大同書 (錢定安校本, 上海中華書局, 1935), 甲部, 緖 ,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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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특징은 ‘경쟁에 의해 발 ’한다는 이다.

근래 진화론이 주장되면서 경쟁을 최고의 도리라고 여기게 되었다. 
나라와 나라는 군 를 정렬시켜 서로 노려보고 집어삼키고 멸망시키

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다. 개인과 개인은 서로 속이고 능멸하는 것을 

상책이라고 여긴다. 만사 모든 것이 경쟁에서 일어나고 재지(才智) 역
시 경쟁에 의해 진보하고, 기물과 기술 역시 경쟁에 의해 정 하게 된

다. 그러므로 우승열패(優勝劣敗)를 자연의 법칙으로 여기며, 경제와 

상업에서는 더더욱 경쟁을 의(大義)로 여긴다.74)

이 승평세는 강유 의 에 비친 시빌라이제이션의 모습이다. 승평

세의 특징인 경쟁은 “서로 속이고 능멸하는” 부정 인 것이면서, 동

시에 “만사 모든 것이 경쟁에서 일어나고 재지 역시 경쟁에 의해 진

보하고 기물과 기술 역시 경쟁에 의해 정 ”해지니, 부정할 수도 없

는 것이다. 승평세에 진입해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재 국의 자

구책이었다. 당면한 실인 승평세에 강유 를 비롯한 국인은 시빌

라이제이션의 규정에 따라 경쟁에 참여하는 자신을 정당화해야 했다. 
그러나 승평세의 자신은 화의 죄인이며 이 이었다. “서로 속이고 

능멸하는” “우승열패”의 세상에 응하는 것은 화와 척 에 있는 

행동양식이었다.
다행히도 삼세설 안에서라면 시빌라이제이션은 동이라는 더 진보

한 세상으로 가는 사다리에 불과했다. 강유 는 “지 의 세(勢)의 

에서 보면 국가의 의의를 갑자기 없애고 쟁을 갑자기 그치는 것

은 불가능하지만, 공리(公理)의 에서 말하고 사람의 마음에서 헤

아린다면, 세가 향하는 곳, 장차 도달할 곳은 반드시 동”75)이라

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감내한다. 강유 에 의하면, 공리의 동

74) 동서 , 庚部, 제3장, p.357.: 近自天演之說鳴, 競爭之義, 視爲至理, 故國

國, 陣兵相視, 以呑滅爲固然, 人 人機詐相陷, 以欺凌爲得計. 百事萬業, 

皆祖競爭, 以才智由競爭而後進, 技藝由競爭而後精, 以爲優勝劣敗, 乃天則

之自然, 而生計商業之中, 尤以競爭爲大義.

75) 동서 , 乙部, 제1장, pp.103∼104.: 然觀今之勢, 雖國義不能驟去, 兵爭不能

遽弭, 而以公理 之, 人心觀之, 大勢所趨, 來所至, 有必訖於大同而後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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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공자의 정신이 실 된 세상이다. 즉 유럽을 포함한 세계는 공자

의 가르침이 실 된 동세를 향해가는 도 에 있다. 공자의 후 로

서 강유 는 “ 일통(大一統)”을 추구하는 책임을 맡는다.76) 세계의 

미래는 다시 국이 주체가 되어 운 될 것이었고 그 세상의 운 원

리는 공자의 정신이 될 것이었다. 결국 이 세상은 공자가 규정한 

화 안에 있는 것이며, 강유  자신도 화의 도덕인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다.
그 동의 세상은 모두가 평등한 ‘민주제’의 세상이다. 그곳에서는 

체격과 형태를 비롯해, 차별과 경쟁을 야기하는 모든 ‘다름’은 철폐된

다.77) ‘다름’으로 인한 ‘경계(界)’도 철폐된다. 개인의 차도 없고 가정

도 없고, 그래서 모두 평등한 그곳은 과연 화의 세상인가? 강유

는 시빌라이제이션을 동의 하 에 치시킴으로써 화의 세계를 

유지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시빌라이제이션과 화의 세계는 인간과 

세계에 해 서로  다른 규정이다. 과연 시빌라이제이션 뒤에 

화가 올 것인지, 그 연결에 해서도 강유 로부터 확실한 답을 들

을 수 없었지만,78) 그 공자의 동세가 과연 화인지도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강유 는 장지동보다 시빌라이제이션의 수입에 극 이었다. 그러

나 시빌라이제이션의 도덕  가치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지 

시의성만을 갖는 것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그가 공자의 이름으로 그

린 동세는  그 로의 화일 수는 없었다. 그의 동은 시빌라

이제이션의 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서 의 화는 아니었

지만, 그래도 강유 는 공자를 내세움으로써 화를 상징하도록 했다. 

76) 동서 , 乙部, 제1장, p.87. 

77) “ 동ㆍ태평의 세상에서 인류가 평등하게 되고 인류가 동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공리(公理)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존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 존재의 실상이다(物之不齊, 物之情也). 평등이란 반드시 존재의 재성

(才性)ㆍ지식ㆍ형태ㆍ체격을 고르게 하는 것이며, 그 게 해야 비로소 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동서 , 丁部, p.179).

78) 이혜경, 천하 과 근 화론:양계 를 심으로 , 문학과지성사, 2002. 제5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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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의 화가 아니라고 화라 할 수 없다는 지 은 요하

지 않다. 화는 변하는 것이며 변해왔기 때문이다. 요한 것은 장

지동도 강유 도 화를 놓으려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재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2. 시빌라이제이션의 득세－‘민족주의’로 변하는 화주의

청말의 애국청년들에게 시빌라이제이션의 등장은 한동안 ‘백인’의 

‘황인’침략으로 비쳤다. 양계 (梁啓超, 1873∼1929)가 변법통의 에

서 변법을 반 하는 만주족 리를 향해, 그리고 종족 명을 도모하

려는 한족 사인을 향해 펼친 설득논리는 황색인종과 백색인종의 

을 맞아 황색인종이 단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79)

1904∼5년 러일 쟁을 하면서 국인 진독수(陳獨秀, 1879∼1942)
가 일본인에게 품었던 ‘동종동문(同種同文)’80)의 연 의식 역시 같은 

종류의 것이다. 진독수는 러일 쟁을 인종 립이라고 받아들이고, 러시

아는 백인종과 황인종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잡종이라고 고립시키는 

한편, 국과 일본은 같은 황인종이므로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했다.81) 
당시의 도를 황인종과 백인종의 결구도로 이해하는 이들에게, 

장지동이나 강유 에서 보이는 화의 보편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더 

이상 없다. 강유 와 마찬가지로 삼세설의 논리에서 시빌라이제이션

79) 變法通議  ｢論變法必自平滿漢之界始｣( 陰冰室文集 권1); ≪清議報≫第１

册, 1898.12.23.

80) 안휘속화보  제1기, 33쪽을 비롯해 일본을 수식할 때 자주 등장하는 형

용사이다.( 安徽俗話報 , 人民出版社, 1983년 인.) 安徽俗話報 는 열강

에게 분할 령되고 있는 국의 실상, 근 교육의 필요성, 실업부흥의 필

요성 등에 해 구어체로 서술했으며, 시사 인 사건을 알리고 노래와 소

설도 연재했다. 1904년 3월에 창간되어 1905년 8월에 폐간되었다.

81) 安徽俗話報 제16기, ｢痴人說夢｣, 1904.10.15: “러시아인은 차에 걸쳐 일

본에게 크게 패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매일 ‘황인종의 해독’이라는 

말로 유럽인들을 꼬드겨 자신들의 쟁을 돕게하려고 했다. 유럽인은 러

시아인이 잡종이지 백인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야심은 이미 반 이상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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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입을 주장하더라도, 양계 의 논리는 강유 의 것과는 다르다.

춘추 의 칭호 사용법에 의하면 (禮)와 의(義)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국이라고 부르고 와 의를 소유하지 않은 자는 이 이라고 

부른다. (禮)란 무엇인가? 공리(公理)이다. 의(義)란 무엇인가? 권한

(權限)이다.82)

공양학자 강유 의 제자로서 양계  역시 문화  화주의를 받아

들이고 있는데, 화와 이 을 가르는 문화  지표는 ‘공리’와 ‘권한’
으로 해석된다. 의 인용문에 이어지는 문명과 야만에 한 이야기

를 더 들어보자. 

만약 이러한 국세로 이러한 정체로 이러한 인심ㆍ풍속이라면, 국

에 거하는 시끄러운 이 과 같으니, 서양인이 우리를 삼등의 야만국으

로 보며, 천지 사이에 이러한 수 의 사람이 존재할 곳은 없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므로 오늘날 법률학을 밝히지 않으면 자존할 

길이 없다. … 그러나 문명과 야만의 경계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비교

로 성립하는 것이다. 지  서양 여러 나라는 스스로 문명을 자처하지

만 수백 년 후에 야만보다 더 심한 상태로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문명야만의 경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문명이 될 수 있는 근

원은 정해져 있다. 그 정해진 것은 무엇인가? 법률이 번성하고 공 일

수록 문명이며, 법률이 추하고 사 일수록 야만이다.83) 

양계 에게 “법(法)은 천하의 공기(公器)이고 변화[變]는 천하의 공

리(公理)이다.”84) 변화에 응한 법(제도)의 발달 여부가 문명과 야만

82) 湘報 제5호, ｢論中國宜講求法律之學｣( 陰冰室文集 권1), 1898.3.11.: 春秋之

記號也, 有禮義 之中國, 無禮義 之夷狄. 禮 何, 公理而已. 義 何, 

權限而已. 

83) 湘報 제5호, ｢論中國宜講求法律之學｣, 1898.3.11.: 如此之國勢, 如此之政體, 

如此之人心風俗, 猶囂囂然自居於中國而夷狄人, 無怪乎西人以我爲三等野番

之國, 天地間不容有此等人也. 故今日非發明法律之學, 不足以自存矣.…然

則文明野番之界無定 也, 以比 而成耳. 今泰西諸國之自命爲文明 , 庸詎

知數百年後, 不見爲野番之尤哉. 然而文明野番之界雖無定, 其所以爲文明之

根原則有定. 有定 何, 其法律愈繁備而愈公 則愈文明, 愈簡陋而愈私 則

愈野番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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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른다. 양계 의 이러한 논법은 화－이와 시빌라이제이션－야만

을 문화주의 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양 을 운 하고 

화와 시빌라이제이션을 동시에 운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양계

의 문명 규정은 화의 것이 아니라 시빌라이제이션의 것이다. 양

계 는 세계질서로서 화를 포기하고 새로운 세계규정과 가치규정을 

받아들이며, 그 가치체계에서 자신이 야만의 치에 처할 수 있음도 

인정한다. 양계 는 그 새로운 계체계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상승

하고자 했다. 그에게 그 길은 민족국가를 구성하고 민족국가간의 경

쟁에서 이기는 것이었다. 그는 민족국가의 주체가 될 신민(新民) 창출

에 자신의 정력을 쏟았다. 이 에 국에는 없었던 ‘국가’ 념을 수입

하는 한편 이 에 있었던 ‘민족’ 념을 새롭게 한다는 그의 ‘신민설’ 
안에서 ‘ 화’는 ‘민족’의 ‘문화’로 축소된다.85)

강유 －양계 의 개량 와 립각을 세웠던 명 는 기존의 정권

을 복하려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불렸다. 즉 그들은 청조

정을 거부하는 한족집단이었다. 그들이 만주족 정부를 미워한 것은 

우선은 외세의 침략에 방어하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이며, 나아가 그

들이 공화정부를 꿈꾸면서 군주국을 청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에

게 시빌라이제이션을 표하는 내용은 공화정이었으므로 건국가 청

은 앞의 이었다. 그러므로 논리 으로는 종족 인 오감을 표시

할 이유는 없었는데, 그들은 명에 지를 집결하는 방법으로 한족의 

종족  자존심을 자극했다. 
명 의 표 논객이었던 장병린(章炳麟, 1868∼1936)은 투철한 

한족주의자 다. 좌 연구가로서 장병린은 한족의 종족  정체성을 

주장하는데, 그 한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데는 별다른 논리를 필요

로 하지 않는다.

84) 變法通議 (一)｢論不變法之害｣; ≪時務報≫第一册, 1896.8.9.: 法 天下之公

器也, 變 天下之公理也.

85) 양계 의 민족국가에 해서는 이혜경, 량치차오(梁啓超): 문명과 유학에 

얽힌 애증의 서사 , 태학사, 2007.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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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만주는 한인에게 귀화했는가, 한인을 능멸하고 제압했는

가? 만주족이 당자에서 신을 제사지내는 것은 천단에서 제사지내는 

우리의 제천의식이 아니며, 변발과 그들이 머리에 쓰는 것은 우리의 

복장이 아니다. 만주  국어는 이사나 정모(程邈)의 이 아니다. 단지 

공자를 섬기는 일을 받들며 유술을 받들어 시행하며 보고 듣는 것을 

수식하는데, 이는 부득이해서 하는 것이다. 즉 군주노릇하고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만약 같은 종족이라고 주장한

다면, 그것은 만주인을 한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인을 만주족으

로 만드는 것이다.86)

한족은 우월하게 태어났으므로 “ 화에 의해 이 이 변하는 것”87)

은 가능해도 그 역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태고원시

시 부터 근성이 이미 잠재해 있었고 멀리 오늘날에 이르러 비로소 

발달한 것으로 이는 백성들의 양지양능”88)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는 

시빌라이제이션과 동행했던 민족주의의 존재에 고무되어 자신의 한족

주의와 동일차원의 것으로 다루며 그것은 천성 인 정서라고 선언하

는 것인데, 이 역시 양계 와 마찬가지로 화주의를 민족주의로 축

소한 것이다. 
종족주의의 입장을 일 되게 유지한다면 서이(西夷) 역시 배척해야 

할 상이다. 그러나 그는 백색인과 문화  문명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는 바다를 건 도 모두 국이다. 우리 화하는 

황인종이고 그들은 백인종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모두 덕이 있고 지혜

롭고 재주가 있고 지식을 가진 백성이다.89) 

86) 太炎文 初編 , 文 卷2, ｢駁康有爲論革命書｣(1903.5)( 章太炎全集 제4책 수

록. 上海人民出版社, 1985): 今彼滿洲 , 其爲歸化漢人乎, 其爲陵制漢人乎. 

子妖神, 非郊丘之敎, 辮髮瓔珞, 非 冕之服. 淸書國語, 非斯邈文. 徒以

事孔子, 奉行儒術, 崇飾觀廳, 斯乃不得已而爲之, 而卽以便其南面之術, 愚民

之計. 若 同種, 則非使滿人爲漢種, 乃適使漢人爲滿種也.

87) 맹자  ｢등문공상｣: 吾聞用夏變夷 , 未聞變於夷 也.

88) ｢駁康有爲論革命書｣: 民族主義, 自太古原人之世, 其根性固已潛在, 達之今

日及始發達, 此生民之良知良能也.

89) 訄書初刻本  ｢第十一 原人｣(1899)( 章太炎全集 제3책): 如歐美 , 則越海

而皆爲中國. 其 吾華夏, 黃白之異, 而皆爲有德慧術知之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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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 있고 지혜롭고 재주가 있고 지식을 가진” 특징이 화의 것

인지 시빌라이제이션의 것인지는 애매하다. 아마도 ‘덕과 지혜’는 

화의 것에 가깝고 ‘재주와 지식’은 시빌라이제이션의 것에 가까울 것

이다. 한족으로서의 자존심이 드높았던 그로서는 화의 패권을 포기하

고 시빌라이제이션의 논리에 으로 몸을 맡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장병린의 배만주의는 기본 으로 종족  화주의를 유지하는 입장

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시빌라이제이션을  하나의 문명으로 인

정하고 그들의 세계규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를 유일한 문명으

로 규정했던 화의 세계는 포기한 것이다. 이제 화는 시빌라이제

이션이 규정한 세계 안에서 일개 민족이라는 치 밖에 갖지 못한다. 
그러나 그 시빌라이제이션 안에서 자신들은 어느 정도의 계에 처하

는지 알지 못한 채, 그들과 문명을 평가하는 같은 척도를 가졌다고 

착각한 것이다. 한족 종족주의자 장병린은 배만을 통해 화의 국민

국가를 이룩하고 시빌라이제이션의 주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꿈

을 꿨다. 
청나라의 화를 실 한 청조의 문명은 부정하면서 시빌라이제이션

은 인정하는 그의 문명론과 그 배만한족주의의 근거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는 다음의 양계 의 말이 보여 다.

배만주의자들은 항상 ‘만주정부’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 의 정부는 

정말 만주정부인가, 아니면 국정부인가, 그 명실의 사이를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지 의 정부가 만주정부라면 지 의 국가는 만주국가라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지 의 국가가 국국가라면 지 의 정부

는 만주정부라 할 수 없다. 왜인가? 정부는 국가의 기구로서 국가와 

일체로 연 되어 있는 것으로 떨어질 수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 만약 만주정부라고 부른다면 분명 국을 이미 망한 나라

라고 하는 것이니, 지 의 세계 안에는 오직 만주국만이 있을 뿐이고 

국이라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90)

90) 신민총보 제84호, ｢雜答某報｣, 1906.2.20: 排滿家有恒 曰滿洲政府. 雖然, 

今之政府, 果爲滿洲政府乎, 抑中國政府乎, 名實之間, 不可不察也. 若今之政

府爲滿洲政府, 則今之國家不可不 之滿洲國家, 若今之國家爲中國國家, 則

今之政府不得復 之滿洲政府, 何也. 政府 , 國家之一機關, 國家一體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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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라는 말 자체가 청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 지 

않다면 그들은 나라 없는 종족으로서, ‘ 명’도 ‘구국’도 그들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더구나 나라 없는 한족은 국민국가의 문명인 

시빌라이제이션과 문화를 논할 자격조차 갖지 못한다. 그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조는 화의 연속성을 이어  화의 주체 다. 
화의 주체들은 자신들이 속한 왕조와 계없이 자신의 나라를 ‘

국’이라고 부른다. 왕조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문화주체로서의 속성

을 보장해주는 것 역시 화주의의 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 다. 이

미 국은 단일한 종족의 국가가 아니라 다민족국가 고, 청조는 그 

국의 속성을 이어온 당시의 유일한 정부 다. 장병린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는 청조를 통해 지켜진 화의 속성을 이어받은 

것이며, 그 화를 가지고 국민국가 체제 속으로 들어가려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Ⅴ. 맺음말을 대신하여－청 이후의 보편 

청조지배에 한 반 라는 한족종족주의를 장병린과 공유했던 손문

(孫文, 1866∼1925)은 신해 명 이후에는 외국인에 해 독립을 유지

하는 것으로 그 민족주의를 재규정했으며, 5ㆍ4운동 이후에는 만(滿)ㆍ
몽(蒙)ㆍ회(回)ㆍ장(藏)족이 한족에 동화된 화민족주의로 다시 수정

했다. 나아가 그는 민족의 지 를 회복한 뒤에는 동의 세상을 향해

야 한다고까지 나아갔다.91)

배만한족주의자들만이 자신의 노선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시빌라

이제이션의 충실한 수입자 양계 도 제1차세계  이후에는 보편 

화를 회복하기 해 노력했고92) 그와 노선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屬而不可離異 也. … 若稱滿洲政府, 則必 認中國爲已亡, 必 現今世界

中只有滿洲國, 而無所 中國.

91) 동 , 두 국의 기원 , 서해문집, 2005 참조.

92) 이혜경(2007), 제2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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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학자라는 이름으로 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러일 쟁시기 인종주의를 투쟁의 원리로 받아들 던 진독수는 신문

화운동을 주도하면서는 일변하여 시빌라이제이션에 으로 몸을 던

지는 경험을 한다. 당시 그의 문명론에 따르면 “국민의 안녕과 행복

을 해 종사”하는 “문명의 국가”가 아니라면 지킬 이유가 없으며, 
문명의 국가에 식민지가 되는 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93) 타자의 

일원  문명론에 으로 투항하면 이러한 자학은 필연 이다. 이 

곤경에서 진독수를 구해낸 것은 인류의 해방을 목표로 내건  다른 

보편, 마르크스주의 다. 
민족 인 정체성을 근거로 타민족에 한 우월함, 혹은 배타  독

립을 주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민족의 테두리가 고

정된 것이 아니고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

다. 한족 종족주의자들의 주장에서도 보았듯이, 자신과 단 된 타자에

게 우월함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  근거는 빈약하기 때문이다. 항

의 민족주의 역시 같은 제를 공유한다는 에서 허약한 것은 마찬

가지이다.
논리 으로나 도덕 으로 우월한 것은 보편주의이다. 보편주의는 

민족주의나 종족주의보다 팽창을 해서도 훨씬 유능한 이론이다. 이

것이 보편문명론이 선호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보편문명의 자

기규정은 주체에 따라 그리고 시 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계를 계 으로 규정하겠다는 그 욕망은 달라지

지 않는다. 
보편의 명분을 취하는 이들 문명론을 실제로 보편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은 군사력이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들은 종족주의로 

혹은 민족주의로 수축되어 있다. 그러나 언제라도 다시 보편을 표방

하며 팽창주의로 탈바꿈 할 수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보편주의는 실

제로는 계주의 정도로 바꾸면 할 것이다. 화나 시빌라이제이

93) 靑年雜誌 1권 1호, ｢法蘭西人 近代文明｣, 1915. 9. 15.; 甲寅雜誌  1권 

4호, ｢愛國心 自覺心｣, 191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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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은 한결같이 종족주의나 인종주의, 혹은 지역주의나 풍토이론을 동

반한다. 그것들은 보편을 표방하면서 확 해놓은 세계를 계 짓는 

역할을 한다. 그 주창자들이 의도하는 것이 보편  가치의 보다

는 자신들의 우월함을 받쳐  더 높은 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실제로는 보편의 원리보다 이 차별의 원리들이 더 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세계를 규정하고 자신을 규정하는 보편문명의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이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최 한 이류이다. 보통은 

그때까지 자신이 규정한 세계와 인간, 가치 등이 복되는 일을 당한

다. 그리하여 최상 에서 최하 로 락할 수도 있다. 나아가 자신을 

그러한 처지로 락시킨 새로운 문명에 항거하기는커녕, 진독수가 보

여주듯이 자학과 다른 약자에 한 가학으로 이어지는94) 비극  상

황에 빠지기 십상이다. 
문명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일이 이토록 처 한 일이라면 구라도 

그것을 순순히 빼앗기지 않는다. 구도 쉽게 타인의 규정에 자신을 

온 히 내던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추락이며 나아가 인

간성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군사력에 뒷받침되어 팽창의 원리로 작용하는 보편문명론은 보편을 

주장하기 때문에 배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화주의의 역

사에서 보듯 같이 화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그 포 범

는 물론이고 그 내용에서도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청조는 화

의 주체를 자부하면서 만주족으로서의 정체성 역시 기꺼이 지켰다. 
청조는  국의 토를 남겼으며 북경어를 남겼으며 치 오를 남

겼다. 그들은 역에서나 문화에서나 국의 주인이었으며, 나아가 그 

이상의 것이었다. 화주의의 주체가 되어 있던 19세기의 청인은 이

94) 그는 일본의 조선 합병은 조선인민에게는 더할 나  없는 복이므로 옛 

주인을 부흥시키려는 생각은 해롭다고 말하고, 한 이미 공화국을 이룩

한 멕시코에 해 그 백성이 어리석기 때문에 국가를 운 할 능력이 없

으니 자신들의 무능력을 자각하고 미국에 연합되는 것이 인민의 행복을 

한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甲寅雜誌 1권 4호, ｢愛國心 自覺心｣, 

1914.11.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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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7세기의 만주인이 아니라, 한족까지 포함한 국인이었으며, 
한 그들이 운 하는 화주의는 명조의 화주의가 아니었다. 

청조를 통해 화의 연속성을 이어받은 양계 와 장병린은 시빌라

이제이션의 국민국가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의 화는 사라지지 않고 

국민국가 국의 특수한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살아 있었다. 
종족주의 혹은 민족주의로 수축되는 화주의는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런 한편에서 장지동이나 강유 가 보여주듯, 어떤 상황에서도 화

의 보편성을 지키려는 노력 역시 완 히 포기된 은 없이 한편에서 

면면이 이어져왔다. 그 배타성과 보편성은 양립하지 않는 성격인 듯

하면서도, 사실은 한쪽이 두드러진 역할을 하면서 늘 공존해왔다. 
우리는 시빌라이제이션이 화를 치했다고 통상 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쉽게 단언할 수 없다. 몇 백 년  만주인이 화주의의 칼자

루를 쥐고 팽창의 주체가 되었던 것처럼, 21세기의 국인은 시빌라

이제이션의 칼자루를 쥘 수도 있다. 화가 시빌라이제이션을 만나 

문명권의 심을 내주었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이 키워온 

문명을 완 히 포기하지는 않으며, 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심으

로 들어가려는 욕망을 지 않는다. 청조가 실 했던 팽창의 능력, 
그리고 시빌라이제이션이 확 해  세계, 새로운 화는－혹은 시빌

라이제이션의 새로운 주인을 자처할 수도 있다－더 강력한 팽창력을 

갖춘 것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화와 결했고 시빌라이제이션과 결한 청의 본보기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문명론에 완 히 종속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

직하지도 한다는 일면 인 교훈만을  뿐이다. 우리 역시 만주족처럼 

두 거 문명론의 주변이기는 하지만, 그들처럼 그 문명론을 장악하고 

팽창을 주도할 만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작은 일이기도 하지

만 바람직한 일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끝이 없는 선과 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의 변방으로서 그리고 시빌라

이제이션의 변방으로서 한반도의 문명 은 어떤 것이었으며 어떤 것

이어야 하는가?95) 화이든 시빌라이제이션이든 최소한 그 보편문명

에의 완 한 투신을 가치로 삼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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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수구’를 쉽게 반가치로 단정하는 일도 피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의 문명 에 한 반성과 망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투고일: 2009. 04. 16.

심사완료일: 2009. 05. 14.

게재확정일: 2009. 05. 18.

95) 구나 과거의  에서 그 문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만의 문명

을 만들어간다. 그 다고 한다면, 국인이 시빌라이제이션을 만나 어떻

게 화를 처리했는지를 알기 해 화와 시빌라이제이션 둘 다를 알아

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주인이 화를 만나 어떻게 자기변화를 했는가

를 탐구하기 해서는 화뿐 아니라 만주인의 기존의 문명에 해 선이

해해야 할 것이다. 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만큼 만주의 문명을 이해하려

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화의 이 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빌라이제이션의 기 에서 우리보다 뒤떨어진 국가를 멸

시하는 것을 오리엔탈리즘의 내면화라 한다면, 스스로는 ‘東夷’이면서도 

몽고나 만주를 이 으로 멸시하고 혹은 과거 일본을 멸시했던 것은 이

의 내면화라 할만한 것이 아닐까. 

이혜경

서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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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 Universal Civilizations the People of the 
Qing Dynasty Encountered

Yi, Hye-Gyung

By examining how the Qing people, who were on the periphery 
of the Chinese world order as well as of the European world order, 
encountered two civilizations which maintained that they were 
universalism and how it stood up to them, this paper reviewed the 
transformation the people of the Qing dynasty and the two 
civilizations underwent. The Chinese and European world orders 
were two universal civilizations which had been formulated through 
two distinct histories. This paper understands that the two universal 
civilizations shared the exclusive principle of identity and principle 
of expansion, and it traces how the exclusiveness and expansion had 
changed and been applied through some phases of history. The 
Qing dynasty, which conquered the midlands with the predominant 
military power of the Manchurians, transformed the exclusive and 
ethnic sino-centrism of the Han race into cultural sino-centrism and 
be a subject of the Chinese world order. Furthermore, while 
allowing sino-centrism in theory, they became a subject of 
expansion and occupied the largest territory in Chinese history. 
They did not lose their identity as Manchurians, but they realized a 
great empire where “everything under the heaven is on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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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Han’s sino-centrism had dreamed of. In the 19th century, 
they encountered a new civilization whose military power was 
stronger than theirs. To them, the intensity of the European world 
order was understood as racial confrontation or survival of the 
fittest. To survive the competition, the Qing people inevitably 
accepted the European world order in any way, but they did not 
plunge into it completely. Their sino-centrism was reduced to 
sustain itself as “Zongti,” “Datong,” or a nation.

In general, universal civilization on the defensive has a tendency 
to be reduced as ethnic exclusiveness. As a universal civilization 
alternates exclusiveness with expansion depending on each situation, 
we cannot assert that the Chinese world order was replaced by the 
European world order. Completely plunging into the universal 
civilization of others indicates a “fall” and loss of humanity in the 
end. The existent civilization is an identity that has been cultivated 
throughout its history and it is the foundation of self-dignity, so it 
cannot be abandoned with ease.

Where should we go from here, as we stand in the middle of 
crashing universal civilizations? While we are on the periphery of 
both the Chinese and European world orders, we should not regard 
completely plunging into either of them as criterion of our 
valuation. Moreover, we should avoid concluding “conservatism” as 
an anti-value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Keywords: Universal Civilization, Chinese World Order, European 
World Order, Qing People


